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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1~2023 학생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요약)
기본 방향
∙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
∙ 모두가 공감하는 학생건강 정책으로 학생 삶의 질 향상
∙ 마을 건강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지원체제 구축

정책 목표
∙ 학습과 삶의 균형성장을 위한 학생건강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의 생각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학교체육 정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 학생 성장과 진로 중심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모든 학생이 배움과 실천을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급식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 2023 정책 중점
<“2023 학생건강 정책이 달라집니다” >
구분

현장 제안

2021 ~ 2023년 정책발전방안

경기
학생건강드림
정책 추진 및 정착

∙ 융합형 학생건강교육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 뿌리에서 출발하는 건강정책
∙ 건강 소외 학생 지원, 건강 격차 해소, ∙ 교육과정 연계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융합형 건강정책 필요 ∙ 지역자치 강화로 자생적 학생건강정책 내실화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실현으로
개별학생성장
지원

∙ 성장단계별에 맞는 체육과정 운영
∙ 체육교육과정 다양화로 학습선택권 확대
∙ 건강 중심 다양한 스포츠 활동
∙ 학생건강체력 증진 책무성 강화
∙ 미래형 체육교육 요구
∙ 체육공간혁신으로 미래형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공간 재구조화 필요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으
로 상생하는
스포츠정책 비전

∙ 학교중심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마을 브랜드화
∙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시스템 요구 ∙ G-스포츠클럽 운영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요구 ∙ 지역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 활성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

∙ 학생의 자기건강관리역량을 키우는
∙ 협력과 실천의 역량중심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
감염병예방 등 보건교육 활성화 요구
∙ 지역사회 연계 학생 건강증진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
대응 역량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을
통한
교육급식자치
실현

∙ 다양성 존중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 건강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내실화
∙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 학생참여 중심 학교자치 교육급식 운영기반 조성
필요
∙ 실천중심 영양·식생활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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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강조되는 학생건강과 주요 정책 내용
1 경기 학생건강드림 정책
 융합형 학생건강교육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공동체의 학생 건강 교육 이해, 학생 건강교육의 실태 및 요구 분석
◦ 학생건강역량 개념 정립 및 실천 지원, 셀프건강지킴이 환경 조성
 교육과정 연계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 학생건강역량 기반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학교자율교육과정 연계)
◦ 체육, 영양, 보건, 상담의 융합적 학생건강드림 정책 실천
 지역자치 강화로 자생적 학생건강정책 내실화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학생건강체력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별 자생적 마을건강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2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신체활동중심), 중(선택중심), 고(맞춤형) 성장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학습선택권 확대
 건강 중심 스포츠 활동 지원
◦ 저체력·비만 문제 해결 위한 스포츠동아리 지원 확대(건강체력교실 등)
◦ 맞춤형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
 미래 체육교육 지원
◦ 체육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설립, 학교체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

3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경기도형 운동부 운영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자기주도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자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진로 중심 학생 선수 지원
◦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생선수의 기본권 보장 지원(학습권・인권)
◦ 학생선수 진학 및 진로 중심 학생선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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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

Ⅱ 기본방향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성장 중심 학생건강 교육활동 지원

Ⅲ 주요 핵심 정책
1 경기 학생건강드림 정책
• 융합형 학생건강교육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 연계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지역자치 강화로 자생적 학생건강정책 내실화

2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 건강 중심 스포츠 활동 지원
• 미래 체육교육 지원

3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 지역 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진로 중심 학생 선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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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점 추진 사항
중
점

01

경기학생건강드림 정책

1-1

건강역량중심 경기학생건강드림 정책

◇ 학생건강드림 정책
지역별 건강교육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포츠, 영양, 보건 영역의 융합적 학생건강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역량을 강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건강 복지 지원
정책임.

2021 학생건강드림정책 주요 내용

1

(건강/미래) 융합형 건강교육 공동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학생 건강교육의 요구 및 실태 분석
 학생건강 역량 개념 정립 및 실천 지원
 단위학교 학생건강드림정책 추진팀 운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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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학생건강드림교육 실천

 학생건강역량 기반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학교자율교육과정 연계)
- 주제중심 학생건강드림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초,중,고)
- 학생건강 리터러시 교육 실천

 스포츠, 영양, 보건, 상담의 융합적 학생건강드림 정책 실천
- 체육(신체능력), 영양(교육급식), 건강변화(보건) 간 상관관계 이해
<예시>
· 고강도 운동 전, 중, 후 탄수화물 섭취
· 근육 성장과 회복을 위해 단백질 섭취
· 장시간 운동을 위한 지방 섭취
- 스포츠 활동 후 신체 계측을 통한 몸의 변화 체험
- 개인 영양 평가 및 상담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 체험
※ 보건소(보건교사)+체육회(체육교사)+영양교사+지원청+지자체
※ 필요한 기구: 스포츠 활동 장소, 체지방기기, 식단별 열량 계산 자료 등

<예시>
· 학교규모, 시설 여건 등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확보 및 시·군체육회 스포츠강사 활용 스포츠클럽 운영
· 보건소 ‧ 학교 ‧ 지자체 연계 저체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 단위학교 융합형(체육+보건+영양+상담)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학교장 책무성 안내

3

건강지킴이 마을 거버넌스 조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학생건강체력 증진 공동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별 자생적 마을건강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단위 유관기관 및 단체의 건강교육 인프라 발굴 및 융합
-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교육 생태계 확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생 지원
※ 지자체, 보건소, 각종 단체, 시/군체육회, 스포츠센터, 병원 등 인프라 발굴 및 협력문화조성
 학생 셀프 건강지킴이가 가능한 환경 지원
- 마을 건강교육생태계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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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2-1

성장 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중
점

◇ 초(신체활동중심), 중(선택중심), 고(맞춤형) 성장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적용을 통한 학습선택권 확대

2021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주요 변화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체육교육활동 지원 정책
☞ 초등학교 신체활동 중심, 중학교 선택중심, 고등학교 맞춤형 체육교육 대한 이해와 공감
☞ 학교급별 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사관리 및 운영 지원

초등 수영교육 확대
☞ 초3, 4학년 전체 수영교육 참여 추진
☞ 지역별 예산 및 수영장 여건 고려하여 기타 학년은 선택 실시

1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신체활동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권장
- 신체활동이 많은 종목 및 교수-학습방법으로의 변경
- 기존 종목을 대체하여 재미있는 놀이로 수업 내용을 대체하여 운영
- 교사 놀이 교육 관련 연수 지원
- 신체 활동 중심 자료 제작 배포 :경기체육사랑(http://edup.wizbuilder.kr/gpl/index.do)
• 실내 놀이체육 장학자료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놀이체육 수업」: 교실놀이, 체육관놀이, 간이체육실
놀이 등 다양한 놀이체육 자료로 구성(QR코드 활용)☞ 경기도놀이체육교육연구회(2018)
• 가정용 초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건강한 신체활동 실천하기」: 원격수업시 활용가능(동영상), 개인형 영상
(32편), 가족형영상(8편) ☞ 경기도교육청,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2021)

 저학년 놀이(신체활동) 강화 수업 확대
- 중점 적용 교과 : 즐거운 생활
- 장학자료 활용 : 경기체육사랑(http://edup.wizbuilder.kr/gpl/index.do)-멀티미디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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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놀이(신체활동) 강화 수업 예시
∘ 신체적 활동이 주가 된 놀이를 포함한 수업
∘ 움직임이 활발한 수업 : 수업 중 몸을 움직이며 수업에 참여함
(예) 협동학습 과정 중 분단 이동(모집단→전문가집단)하도록 수업 설계함
∘ 인위적인 운동을 포함시킨 수업 : 수업 중 간헐적으로 운동을 포함시킴
(예) 수업중 1분 스트레칭, 일어서서 수업 듣기
∘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 :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학습내용을 학습함
(예) 의자에 앉아 바둑돌을 이용한 덧셈하기 →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며 덧셈하기

 유산소 운동 중심 체육수업 설계
- 수업 중 유산소운동 시간이 확대되도록 수업 설계
- 수업 중 신체활동은 유산소운동 중심이 되도록 수업 설계
※ 매일 하는 신체활동의 대부분은 유산소 활동이어야 한다.(세계보건기구 신체활동 권장지침. 2012)
※ 유산소운동에 초점을 둔 수업 운영(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 우드랜드초등학교. 2005)

유산소운동 수업 설계 예시
∘ 준비운동으로 달리기, 걷기, 순환체조 및 에어로빅
‐ 5분 순환체조(https://www.youtube.com/watch?v=GSiK2zwHE_o)
∘ 수업 활동 중 달리기, 걷기 시간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수업 설계
‐ 짝 활동, 모둠활동 등 소규모 단위로 활동 변경
‐ 모든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경기 규칙 변경
※ (예) 터널 발야구 놀이(「친구야, 놀자!」 34쪽)
∘ 유산소운동 종목으로 변경(예: 단순 표현활동 → 스텝박스)
‐ 스텝박스(https://www.youtube.com/watch?v=bYe59Gxw2xE)
∘ 유산소운동 중심으로 한 집중수업 실시 : 15분 순환운동, 타바타 운동 등

 햇볕을 받으며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 수업 시간 확대
※ 비타민 D의 주된 공급원은 햇빛노출 시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D 가 80~90%
(「비타민 D 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명」. 최희정)

2

수영교육 확대 운영

 대상 : 초등 3~6학년 학생
- 초3,4학년 수영교육 의무 실시
- 지역별 예산 및 수영장 여건 고려하여 다른 학년은 선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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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수영교육 10차시 이상 운영
※ 초3은 10차시 이상, 초4는 6차시 이상

- 초3~4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의무 적용
※ 생존수영교육 :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능력 배양 교육

 운영형태 : 수영운영경비 총 소요액 분담 형태별 선택 운영 가능함
※ 수익자부담(100%), 교육부, 교육청(50%)·지자체(50%), 지자체(100%), 학교(100%)

 내용
- 시설 및 예산 등을 고려한 수영교육 연차적 확대
- (교육청)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 협업체계 구축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시행 2019.4.29]
※ (예) 공공수영장 시설이용료 감면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시·군별 공공 시설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개정
․ 부천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수업시 50% 감면
․ 화성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수업시 100% 감면

3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배치 예정 인원수 : 125명(※ 특수학교 2명 포함)
 역할 :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배치 및 계약 : 스포츠강사 배치 희망교 신청서 접수 후 선정
- 해당학교 소속으로 해당학교장이 직접 계약(12개월)
- 스포츠강사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
※ 매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방학프로그램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각 1주 이상, 일 3시간 이내 권장)
 전문성 향상 : 연 2회 도교육청 주관 연수 필수 이수

4

초등 스포츠전문가 연계수업 지원

 대상교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교 외
 지원 기준 : 희망교가 경합일 경우 문화소외지역, 농어촌지역 우선 지원
 지원내용 : 학교별 체육교육과정 내 스포츠전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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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교 지원 예정(5개 종목 1교당 40시간 지원, 농구 1교당 40시간 지원)
- 담임교사와 스포츠전문강사가 반드시 협력수업 진행

 방법 : 별도 공문에 의거 신청교 모집 예정(2021.2월 중)

5

초등 체육교과전담교사 배정 확대

 목적 : 체육교과전담교사 확대 운영을 통한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
 추진 내용
- 단위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정(적극적 권장 사항임)
- 3~6학년 총 학급수가 6학급 이상인 학교 대상 체육전담교사 1명 이상 배정

 배정 방법 : 체육심화 과정 이수자 또는 체육 전공자 우선 배정

6

중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68시간 하는 학년은 체육교과로 34시간 대체 가능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중학교 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수업을 연계하여 운영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적용을 통한 학습 선택권 확대
- 단순 기초기능의 반복적 평가를 보완하는 역량중심, 성장중심 평가

7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역할 : 중학교 교육과정내‘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사업기간 :‘21. 3 ~ 12월(32주, 방학기간 제외)
 사업규모 : 모든(희망)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주 관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중학교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속하므로 해당 학교 소속 교사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강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매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외부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학교단위(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참조)

1부. 2020년 학생건강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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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서‘14년 입학생부터 체육수업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

○ 고등학교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권장)
- 방향 : 남․여학생의 성장 발달과 신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 학기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2개 학급씩 묶어 시간표 편성
- 남녀 인원수를 고려하여 시간표 편성
-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2명의 담당교사가 한명은 남학생, 한명은 여학생 담당하여 수업진행
- 학기 전 학생들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종목을 개설하여 체육수업 운영 가능
※ 학생이 체육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체육교육 환경 조성

- 교사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 희망 및 학교시설여건을 고려한 종목 개설 등

○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구,체육중점학교) 운영
- 일반고에서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별도의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집중지도 여건 조성
- 체육 분야 진로진학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기회 제공
* 일반학생 및 운동부 소속 학생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 (학급구성형) 체육중점학교 내에 체육중점학급 구성·운영

- 체육계열 진로 진학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구성, 체육 계열 교육과정 편성·운영
- 체육중점학급 당 학생 수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최소 15명)로 구성하여 운영
※ (과목편성형) 별도의 학급 구성없이, 교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전문교과 등)를 추가
편성·운영

-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를 편성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선택 기회 보장
- 체육관련 진로 진학 특강, 스포츠 관련 캠프 및 체험활동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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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 중심 스포츠 활동 지원

◇ 저체력·비만 문제 해결 위한 스포츠동아리 지원(건강체력교실 등)
◇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기반의 학생건강·체육 프로그램 지원

2021 건강 중심 스포츠 활동 주요 변화


학생의 자기주도성, 자기관리능력 기반의 건강 중심 스포츠 교육환경 마련
☞ 학생/학교 특성을 고려한 단위학교 학생체력증진 계획 수립 지원
☞ 참여자(학생)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PAPS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의 내실화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환경 개선 노력 확대
☞ 스포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학생 체육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공유
☞ 여학생을 위한 체육 교육과정, 학습방법, 평가, 수업운영방식, 교사의 지원, 교육공간 재구성 등

1

단위학교 학생체력증진 계획 수립 및 운영

○ 대상 : 초․중․고
○ 추진방향
- 학교특색을 살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자율체율활동) 활성화
※ 등교시간․중간놀이시간․점심시간 활용

- 모든 학생이 규칙적‧장기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

○ 계획서 작성
- 정규 수업 시간 외 일주일에 5일 이상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7560+운동 :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누적(+)해서 60분 이상 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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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포함할 내용
∘ 자율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 등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 대상 : 초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사 실시
※ 단,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측정 의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결과, 운동처방 등 안내
•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체력진단 처방을 위해 개인별 결과 안내 의무화
- 정시측정 :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
※ 수시측정 : 학교 계획에 의거 시기 결정(최소 1회 이상)

-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정시측정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자율체육활동, 스포츠
클럽활동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 수시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 학생․학부모 제공 → 통계자료 제출 →
차기년도 건강체력교실 운영

- 방법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정시측정(1회), 수시측정(최소 1회 이상)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 결과제출 : 매년 11월 30일까지 평가 결과 통계자료 NEIS상 제출
- 결과 활용
·학교별 학생 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체력교실 운영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생건강체
력평가(PAPS) 측정 생략 가능
☞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 (측정 종목 및 시기) 체력 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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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평가 – 매 학년초 실시>
체력요소
심폐지구력
1.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
4. 앉아윗몸앞으로

2. 오래달리기-걷기
3. 스텝검사

근력·근지구력

굽히기

순발력

비만

6-1. 팔굽혀펴기(남)

9. 50미터 달리기

6-2. 무릎대고팔굽혀

10. 제자리멀리뛰기

5. 종합유연성검사

11.체질량지수(BMI)

펴기(여)
7. 윗몸말아올리기
8. 악력

<선택평가 – 학교장 결정>
검사항목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심박수 측정기 세트 활용

체지방 측정기 활용

자기기입식 기록지 활용

자세평가 보조도구 활용

- (평가결과의 기록)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 내실 운영) 저체력 학생(PAPS 4․5등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환경 제공)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측정 내실화) 교내대회 운영 및 표창, 수업 연계, 국민체력 100 사업 연계 등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사후 기록 관리 및 처방 제공 등을 통해 건강체력검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 (우수학생 표창)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우수학생은 학교장 표창 수여*를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체력증진 장려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표창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PAPS 우수학생 학교장 표창 (예시)
PAPS 최우수 학생, 전년 대비 최우수 체력 향상 학생, 측정 종목별 최우수 학생, 측정 종목별 향상
도 최우수 학생 등 학교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표창함으로써 학생의 체력 증진 촉진(단, 학교 간
평가는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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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체력교실 운영(의무사항)
- 대상 : PAPS 측정결과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
- 목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방법
·학생체력증진계획에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운영시기,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 지도 및 관리 방안
※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등 참여 권장 등 컨설팅
실시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체육단체‧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연계 가능
- (예산)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에 의거 단위학교 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책정 및 확보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모니터링)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건강체력교실 운영 여부 및 운영 실시 현황 모니터링 실시(교육지원청)

〈참고〉 국민체력 100 사업 소개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서비스 내용)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과학적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해당 지역 내 설치된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서비스 예약 및 신청
- (측정지원) 대상학교 PAPS 측정 지원
-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에서 요청 시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단위학교가
개별 방문하여 센터 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

(문의처) 지역별 체력인증센터 문의(시도별 세부현황은 붙임 10 참고)
※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대표센터 ☏ 02-410-1014

경기도 체력인증센터 현황
※ 기준일: ’20.12.31. 기준

16

시도

수량(개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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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현황
화성, 부천, 오산, 성남, 의정부, 시흥, 광주, 고양, 포천, 안산, 양평,
수원(개소 예정)

2021

2

「7560+운동」 학교별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예산 : 학교기본운영비 활용
○ 내용
- 학교 또는 학년 단위 체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생활 중 1학생 1일 60분 이상 스포츠 활동 참여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1학생 1스포츠 활동
- 중간놀이시간, 방과후시간 활용하여 놀이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초등 놀이 공간(바닥그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참가 권장
- 초, 중 가정형 신체활동프로그램 활용:
https://youtu.be/vXd30Ps7y7o
출처: 연합뉴스(2019.11.22.)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
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에 반드시 여학생 체육활성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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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방향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종목 선정 및 수업 활용
- 중·고등학교 혼성학급에서는 학생들 희망을 반영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수업을 운영하거나, 혼성으로
운영 가능한 종목 활용
- 여학생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와 수업환경을
역량중심교육과정을 통해 제시
-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여학생의 감성을 자극하여 참여가 쉬운 종목을
수업에 활용하여 여학생들에게 「자신감」 신장
- 여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제 선정하여‘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참여 지향

 추진 과제
-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재해석(역량중심교육과정 적용) 후 체육수업에 접목 가능한 ‘핵심역량’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맞는 수업모형, 수업활용 모듈을 선택하여「여학생중심 체육수업 설계」
- 여학생을 위한 교과 및 교과 외 교육활동의 변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신체발달 및 신체특성에 맞추어 운영

- 시기, 내용, 방법, 형식에 구애 없이 ‘신체활동’, ‘스포츠’를 매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으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행사,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

 세부 추진 내용
- 교육과정 운영 : 남녀 분리수업 운영 권장 (남녀 통합운영 시 신체활동 최대화 유도), 여학생 희망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운영(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요가, 넷볼, 킨볼, 방송댄스,
줄넘기, 자전거, 롤러 등)
※ 교내리그 및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시 남‧여 학생 성비를 고려 균형적으로 편성 운영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녀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설치·보수 및 체육교구 구비시 여학생 선호
종목 우선 고려

 환경 여건 조성
- 실내 체육실 : 여학생들 체육활동 참여 증진 및 선호 종목(댄스, 탁구 등) 활동을 위한 간이 실내 체육실 확충
※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 여학생들이 체력운동 및 체형관리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스포츠문화공간
(피트니스룸, 실내 건강교실 등) 마련

- 탈의실 : 유휴교실 등 학교내 탈의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 신설학교, 체육관 증축 또는 기존시설 개축 등 추진 시 탈의실을 설계에 반영

-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의 날’지정·운영 권장
※ 매주 특정 요일(예: 수요일)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을 여학생 우선 사용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캠페인 활동(표어, 포스터, 방송‧신문광고 등),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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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등 조성
- 여학생들이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 캠페인 활동(표어, 포스터, 방송‧신문광고 등),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체육대회
등 권장
※ 여학생 및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우수사례 벤치마킹

- 참 고 : 경기체육사랑, 체육교과연구회 홈페이지 등 활용
※ Respect 운동 실천을 통한 자연스런 인성교육 실천

- 우수활동 사례탐색 및 적용(경기체육사랑, 체육교과연구회 등 활용)
Respect 운동이란 ?
- 존중·배려의 학생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Respect Campaign)
(배경) Rspect Campaign을 통해 학생, 상대팀, 지도자, 심판, 관중, 학교관계자 등 운동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경기, 경기규칙, 시설, 장비 등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모든 분야의 존중을 실행하기 위
해 캠페인 활동 전개

(방법)
- 운동경기 시 각종 현수막 등에 “필승” 등 경쟁유발 단어를 배제하고 존중에 관한 문구로 전환
-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수 시 Rspect Campaign 관련 내용 포함
- 참가 학생 격려 시 존중에 의한 교육적 방법 지도(“필승”구호 자제 등)
- 교내대회, 지역대회 등 리그 및 대회 참여 시 모두 적용
- 페어플레이 서약서 제출, 매경기 팀별로 페어플레이 선서 후 경기시작

2-3

미래체육교육 지원

◇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설립, 학교체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

2021 미래체육교육 지원 주요 변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설립 추진(2021년 개관 예정)
☞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건강교육 체험 공간 조성
☞ 스포츠·건강 가치 체험 + 연구·연수 통합 지원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 학생 스포츠·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형 통합 R&D 시스템 구축

학교체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신설)
☞ 학교라는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감, 그 안의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재인식
☞ 교내 유휴 공간 및 기존 학교 틀의 공간을 재활용하여 학생 신체활동 공간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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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대상 : 초․중․고등학교
 역량 중심 체육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 역량 요소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

2

의미
신체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
회와 안전한 환경을 구성,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신체적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수련 노력
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게임, 스포츠 등 유희적 본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

체육교육 전문성 강화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시 체육 관련 주제 추가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 체육교과의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방법 등

 학교체육 전문가 과정 원격연수 수강
- 주관 : 경기도교육연수원
- 연수명 : 학교체육 전문가 과정
- 대상 : 체육담당교원, 스포츠클럽담당교원, 스포츠강사 등
- 내용 : 체육교육과정재구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 종별 및 시간 : 직무연수 15시간

 학교체육 관련 컨설팅 실시
- 체육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 협의회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추진
- 장학사, 수석교사, 학교체육사랑 서포터즈를 활용한 체육교육 컨설팅 실시

 체육교사 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
- 체육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체육 실기 등 자발적인 체육교과 동아리 및 연구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확립
- 체육교과 협의회를 월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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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교육 및 활동 사례 나눔을 위한 지원 강화

 목적 : 학교별 체육교육 및 활동 사례 나눔을 통한 체육교육 활성화
 방법
-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연1회 이상 실시
- (도교육청) 단위학교별 사례 나눔 및 일반화 자료 보급

4

체육교육 우수학교 및 교사연구동아리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체육교사연구동아리
 추진방향 : 학교 및 교사동아리별 특색에 맞는 체육교육 실천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육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지원
- 창의적 실천세부계획에 따라 체육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및 체육교사연구동아리 발굴
- 체육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단위학교에 일반화 자료 제공

5

학교체육 연구대회 운영

 대상 : 초・중・고 교원 및 특수교원
 참여분과 : 학교체육 연구논문분과 / 체육수업 실천사례분과
-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의 1,2등급 수상자는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추천

6

체육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운영목적
- 학생 중심의 체육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미래형 체육교육과정 정책연구

 운영기간 : 2021년 3월~ 2022년 2월
 대상 : 희망교원
 운영방침
- 매월 1회 정기모임 및 필요시 수시모임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 후에 운영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운영
- 연구회원 역량개발 및 현장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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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 연계 학교체육 네트워크 구축

 개요 :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
- 학교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체육 진흥 연구, 학교체육 장학 등 학교체육중앙지원단 지정운영을
통해 학교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 교육기부, 체육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대학 연계 체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부, 지역 생활체육시설 MOU
체결 등

8

경기체육사랑 서포터즈 및 컨설턴트 조직・운영

 주관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목적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분야 : 체육교육, 학교스포츠클럽, 최저학력제, 청렴모니터링 등
 방법
- 장학 및 학교 현장 모니터링
- 수시 컨설팅 및 상시 질의응답을 통한 현장지원

9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목적
- 스포츠 융복합 R&D시스템 구축으로 학생․교원의 건강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학생 스포츠 상시 체험 기회 제공

 운영개요
- 운영기간: 2021. 3. ~ 2022. 2.
- 장소 : 경기학생스포츠센터
- 대상 : 경기도 관내 유・초・중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
- 운영내용: 연구, 연수, 체험 영역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과 안을 연계한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 스포츠(체육교육) 관련 연구(연수), 체험 분야와 함께 전문스포츠 교육 활동을 포함한 체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제 중심 체험형: 스포츠(체육교육) 활동 (예) 융복합콤플렉스, 스포-테이먼트, 미니 스포츠 등
* 프로젝트 체험형: 스포츠(학교체육) 연구・연수・체험 분야별 체육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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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향
연구

- 초·중·고·대학 교원 간 공동연구, 공동실천,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연구 공간
제공
- 학교 안팎을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R&D 기관으로 통합적 체육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플랫폼
구축
연수

- 사용자가 필요한 연수를 모듈화하여 선택 후 참가할 수 있는 연수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체험

- 스포츠 컨텐츠를 활용한 탐색과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주요 역할 및 기능
비 전

모두가 누리는 융·복합
학생건강 플랫폼 구축

미래체육,
학생건강
교육방향

연구

체계적인
교사역량
강화 지원

스포츠·
건강 가치
체험

연수

체험

핵심가치 의미
연구

미래 체육·건강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실행

연수

연구 분야에서의 결과를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원

체험

스포츠·건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제공

핵심가치간 상호 관계
연구 - 연수 - 체험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선순환적 체계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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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구성(체험 중심의 개방형/다목적 활용 공간으로 구성)
4층
[학생스포츠 R＆D]
-1층

글로벌강연장, 스포츠국제회의실, 다목적 실기연수실 Ⅰ~Ⅱ, 소그룹나눔실

3층1층
[학생스포츠 건강메이커]

스포츠창작실, 스포츠메이커스페이스, GX ROOM Ⅰ~Ⅳ, 교구실

2층1층
[학생스포츠 가치 체험]

스포츠미디어실, 미래로/세계로 융합체험실 Ⅰ~Ⅱ, 교육연구실, 사무실, 협의실 등

1층 [용인시 평생/미래교육]

융복합스포츠콤플렉스, 용인시 평생교육, 미래교육 운영 관련 공간

4층 [학생스포츠 R＆D]

3층 [학생스포츠 건강메이커]

2층 [학생스포츠 가치 체험]

1층 [용인시 평생/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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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별 활용 현황
층 구분(테마)

4층
학생스포츠
R&D

공간명

활용 내용

1. 글로벌 강연장

- 국내, 국제적 연수가 가능한 TED형 강의 공간

2. 스포츠 국제회의실

- 국내, 국제 교류가 가능한 원형 화상 회의 공간

3. 다목적 실기연수실 1

시설기반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
- 놀이 게임 스포츠 : 초등, 중등 교원 대상, 스포츠 강사 역량 강
화등

(원형경기장)

시설기반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
- 구기 스포츠 : 초등 중등 교원 대상, 스포츠 강사 역량 강화 등

4. 다목적 실기 연수실 2
(구기 스타디움)

3층
학생스포츠
간강메이커

5. 소그룹 나눔실

-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모둠별 활동 및 IT 기반 강
의 가능 공간

6. 휴게 공간 ‘쉼표’

- 이용자 휴게 공간

7. 스포츠창작실

스포츠 관련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
- 다양한 주제와 스포츠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공간

스포츠 관련 제작 공간
8. 스포츠 메이커 스페이스 - 스포츠 드론, 스포츠 피규어, Spo-Food 레시피, Spo-Music
작곡 등 콘텐츠, Spo-Design 관련 제작

9, GX룸 1
(몸과 마음의 통합 공간)

심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단련과 놀이를 접목한 체조활동 프로그
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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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분(테마)

공간명

활용 내용
기본 움직임을 통한 내 몸 사용 설명
- 체력증진을 위한 기초체력과 놀이를 접목한 디지로그 콘텐츠

10. GX룸 2
(내 몸 사용 설명 공간)

11. GX룸 3
(건강한 몸 관리 공간)

12. GX룸 4
(나의 몸 활용 공간)

2층
학생스포츠
가치 체험

13. 교육연구실

학생 맞춤형 건강 관리 체험
- 학생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놀이․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나의 몸을 활용한 안전 및 건강 관련 연수
- 스포츠 안전교실 연수- 응급구조사, 팀 닥터, 트레이너 등
- 초등수영- 98% 외부강사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담임교사 중심지도로 전환

- 강사 대기 및 교육 연구, 협의 공간

학생 IT(가상) 디지털 스포츠 체험 및 융복합 스포츠 체험 프로그
램 운영
-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한 구기활동 컨텐츠 체험(드리블, 킥, 던
지기, 골 넣기)

14. 미래로, 세계로
융합체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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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분(테마)

공간명

활용 내용

15. 스포츠아고라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공개 강의, 스포츠 자치 활
동 등

16~17. 락커룸(남, 여)

센터 사용자 탈의 및 체험 준비 공간

18. 스포츠미디어실

스포츠 미디어 관련 체험
- 아나운서, 해설, 카메라 방송, 기자, PD 등
- 다락방미디어실 연동 유튜브 스포츠 중계

가변형 융복합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
- 경쟁심과 협동심이 발현되는 융복합 실내 농구 프로그램 운영
- 농구공을 활용해 벽면에 설치된 다양한 높이의 농구 골대에 슛
을 넣는 컨텐츠
- 다양한 스포츠 행사, 방송, 3대 3 농구등 프로그램 운영

19. 융복합 스포츠
콤플렉스

1층
용인시
평생학습관,
미래교육
지원센터
20. 꿈터(용인시)

특강, 노래교실 등 악기연주실, 평생교육 강좌 강의실

21.나래배움터(용인시)

평생교육 홈패션 미싱 배우기 등

22.맛배움터(용인시)

제과제빵, 바리스타 마스터 과정, 전문가 양성 과정

23.지혜,슬기,누리배움터
(용인시)
24.용인미래교육센터(용
인시)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용인시 미래교육센터 운영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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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체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
 추진 배경
- 학교라는 정형화된 공간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학생의 놀이공간,
학교체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 미래 학교체육을 위한 현장의 요구 반영하고 창의적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재구성
- 학교운동장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체육활동 공간 조성 필요

 추진 목적
- 학교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 ․ 체험’ 요소를 접목,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한 자신의 역량과
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공간으로의 재구성
- 학교 안의 모든 곳이 ‘배움’이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 필요, 모든 학생에게 삶과 연계된
‘의미’, ‘가치’를 담은 교육환경 마련
- 학교운동장의 주기적 유해성검사를 통한 체육활동공간 안전 관리
- 인공소재 운동장을 자연친화적 소재 운동장으로 재조성 지원

사업요약
학교운동장 재구조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학교복합시설법 시행을 위한 학교운동장 재조명
◦ 학교공간 혁신의 또다른 교실인 학교운동장의 인식 제고
◦ 학교 교육내용 변화에 따른 교육공간으로서 운동장 재구조화
◦ 학교급별 학생의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운동장의 공간 재구조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간으로서 학교운동장의 공간 재구조화

 추진 내용
- 초등 놀이중심의 공간 구성 – 예) 교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놀이체육 공간
- 중등 종목중심의 체육활동 공간 재구성- 예) 스포츠 융복합의 공간 활용 방안
- 실내외 체육장 설치 사례를 통한 공간 확보- 예) 옥외 체육 시설확충 등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및 마사토 운동장의 주기적 유해성검사 진행을 통한 학교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2021년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운동장 유해성검사(3년주기) 107개소 예정
·2021년부터 마사토운동장도 유해성검사(5년주기) 추진(4~500개소)
- 학교 신청에 따라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운동장을 천연잔디,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 지원

 추진 체제
- 학생의 신체적 체력 특성 및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간 구성
- 다목적 학교체육활동 공간 재구조화
- 선진형 옥외 체육시설 설치 사례를 통한 시설확충 및 공간 확보
- 친환경 소재 운동장 조성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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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공간으로서의 운동장 조성 사례

■ 녹지와 생태공간으로서의 운동장 조성 사례

■ 공간분할로서의 운동장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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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콤플렉스공간으로서의 운동장 조성 사례

■ 문화공간으로서의 운동장 조성 사례

30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 추진협조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학교 안 전문적학습

◦담임장학시 체육교육 분야 포함

공동체 운영시 놀이교육 (Playbased Learning) 수업 나눔
및 워크숍 실시

교육청

◦체육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
◦체육교육 사례 나눔 방안 마련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초등학교 수영교육 확대 운영

◦지역협의체 운영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츠클럽 활동’ 학급단위 운영

시 여학생 종목 활성화 추진

금지

내용 반영

수립 시 여학생 체육활성화
정책 반영

사례 나눔 지원
◦정책 추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및 지원

◦초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운영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학교체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내 중학교 스포츠강
사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여학생체육활성화 운영 지원
◦교육과정내 스포츠클럽 정상
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교육과정내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연수
◦단위학교 체력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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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 클럽 활동

3-1

지역 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중
점

◇ 경기도형 운동부 운영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2021 G-스포츠클럽 운영의 주요 변화

경기도형 운동부 핵심 운영 방향
☞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확대 운영
☞ 학교와 마을의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 중심 학생선수 육성(마을브랜드화)
☞ ‘공공성·상호협력성·다양성’ G-스포츠클럽 안정적 플랫폼 구축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 방향
☞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복지 실현

1

지역 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개념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진로 개척 및 평생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
 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육 인프라 통합을 통한 학생들의 스포츠복지 실현
 경기도형 운동부
- 내용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G-스포츠클럽 마을브랜드화 조성
·학교와 마을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중심 학생선수육성 및 건강한 스포츠클럽 조성
·마을브랜드화 실현을 위한 공공형·개방형 G-스포츠클럽 플랫폼 마련
·온 마을이 함께 학생과 주민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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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간) 훈련시간(방과 후 및 주말, 하계·동계 방학중)
· (클럽 수준) 취미반(초), 선수반(중·고) 다 수준 G-스포츠클럽 운영
· (운영 주체) 지자체(시․군 체육회, 종목단체 등)
· (예 산) 지자체(종목단체 등)와 교육청의 1:1 대응투자로 스포츠클럽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 내용
· 시․군체육회에서 방과후에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개설․운영
· 지역기반 다양한 스포츠클럽 개설로 초등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 방법
· (운영기간) 2021. 4월~ 11월(30주), 주당 1~2시간
· (운영 주체) 시․군체육회(강사 pool 조성, 학생 관리, 클럽 개설 등)
· (종목) 수영, 축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뉴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
· (장소)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인근 체육 시설 활용
· (예산) 도교육청과 지자체(도청,시군)의 5:5 대응투자로 스포츠클럽 운영

 기대효과
-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체육인재를 육성·발굴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형 스포츠클럽 육성
-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 통합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및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

2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법제화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 자격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 내용 :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방법 :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표준안 제시: 일반코치들의 인건비 기준안 제시로 학부모 부담경비
감소 및 지도자 인건비 적정화에 노력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학교홈페이지 게시)

1부. 2020년 학생건강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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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지침 8. 직무』에 근거하여 업무분장하며 학생선수 훈련이외에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협조바람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및 학사관리 책무성 강화
-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하여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2020학년도 대입 전형기본사항 규정)
-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하며,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 확대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내용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근절 : 학교운동부 갑질 예방교육 실시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준수(단위학교 징계 후 보고 절차)
- 초·중·고,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보고 → 대한(장애인)체육회(교육부) →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운영 의무화
- 목적 : 대회참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
- 대상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등
- 구성원 : 교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7명 이내
- 선정기준 : 운동기능,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생활태도 포함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투명사회 협약 추진 및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의무화 :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의무 참가
※ 「학교체육 진흥법」12조제②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의무적인 직무교육 참가 법제화

- 주관 : 체육인재아카데미(nest.kspo.or.kr)
- 교육대상 및 인원 :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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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중심 스포츠클럽 운영

◇ 자기주도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자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2021 학교스포츠클럽 주요 변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초, 중, 고 전체 의무 운영에 해당)
☞ 학교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치스포츠클럽, 여학생체육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2.0 등 스포츠
클럽 관련 활동을 선택하여 운영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
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대면·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멈추지 않는 학생스포츠 활동 전개
☞ 2021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사업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자체 편성하고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는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상황 교육(지원)청 주기적 점검·감독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되는 스포츠동아리를 말하며, 학생선수의 경우 스포츠클럽에
등록하여 활동은 가능하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 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
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교내 스포츠 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가 계획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행하는
모든 활동(자체연습, 대회출전, 동아리관련 체험 등의 계획 및 승인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의미, 단
활동일지, 출석부 등 활동 증빙자료가 있어야 활동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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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 모든 학생을 위한 클럽 운영
-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운영 지양
- 규칙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운영
※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클럽 활동 지양
※ 감염병 상황으로 등교 및 교내 체육활동 제한 시 비대면 스포츠클럽 활동으로도 연계 운영 적극 권장

-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운영(종목 및 시기 등)
- 교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학생 주도 스포츠행사로 운영
※ 「학생중심의 스포츠행사 길라잡이 활용」[경기체육사랑(https://edup.goe.go.kr/gpl)→ 사이버장학→ 업
무자료실]

- 연간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및 NEIS 체육시스템 ‘학교스포츠클럽
관리’에 클럽명과 활동시간 기록하여 입력
-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활동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12.31까지 입력
- 틈새 시간 확보를 통한 활동시간 최대한 확보(1회 최소 20분 이상)

 유의사항
-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연속되지 않은 활동 시간도 NIES상 합산되어 반영됨
- (예) 어제 정규 수업시간 전 20분, 오늘 점심시간 20분 활동하였을 경우 활동시간은 40분이므로 1시간
인정(※ 초등학교는 40분을 1시간으로 간주함)

2

학생중심 학급단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하여 틈새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 내, 학급대항 교내 리그전 연중 운영 권장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운영
-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 특화 종목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 2)
- 감염병 상황에서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
※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생 간 접촉없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개인 수행 활동을 영상 촬
영 후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실시간으로 수행 활동 겨루는 경쟁·비경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리그 종목은 체육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 다양
- 수업-교내스포츠클럽 활동-지역스포츠클럽 리그와 연계하여 운영
※ 2021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안내 예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계획 및 운영하는 학생자치 활동으로 추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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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심판 적극 활용
 학생 성비(性比)를 고려한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3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활성화

 방향
- 학교별 대항, 결과 중심의 순위시상 지양
- 클럽(동아리)단위 참가, 페어플레이상, 인증서 등 활동과정 격려 권장
- 지역별 특색을 담아내는 고유 브랜드(명칭)을 설정하여 다채로운 스포츠 문화로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생축제 운영
- 학생스포츠 활동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내용
- 운영 대상 : 초․중․고등학생 (여학생 종목 적극 개최 요망-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 2)
- 운영 기간 : 2021학년도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
- 운영 지원단 : 지역협의체, 교육지원청 관내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리그 운영 : 단발성(토너먼트) 대회 운영 지양, 교육지원청 단위 축제 연간 지속 운영, 대면·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혼합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별 스포츠클럽축제 2종목 이상 운영

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진로, 진학지도 연계

 (스포츠클럽 전담교사의 책무성 강화)
- 「202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매뉴얼」 지침에 의거 운영절차 준수
- (역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운영, 교내․외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스포츠강사 관리 및 교내 스포츠클럽
담당교사 연수, 생기부 입력관리 등

 (유의사항)
- NEIS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활동 증빙자료가 있고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만 가능
- 학기초에 수립한 연간 운영계획서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1회 20분 이상(초등학교-40분, 중학교-45분, 고등학교-50분을 1시간으로 인정)의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해야 함

5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운영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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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7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학생인권조례]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②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야 한다.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이해하기
- 학교의 스포츠행사 운영에 ‘교사 주도형’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학생중심의 학교체육 문화 정착 필요(예: 학생회 내 체육부 또는 학생체육회 운영)
- 모든 학교 스포츠행사가 그 주체인 학생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고,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중심의
교육 역량가치 지향

 추진 방향
- 기획과 운영 단계에 학생참여 유도 및 권한 위임, 신뢰의 사제 관계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회 주도의 자율적인 체육행사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 함양
-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길라잡이」(‘15년 보급)를 기반으로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스포츠 행사가
운영되도록 학생회 지원 활동 확대

 추진 전략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추진 전략

38

단위학교 학생중심 스포츠
문화 기반 조성 및 실천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
스포츠 활동 역량 강화

학생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위한 지원

-1학생 1스포츠활동 활성화
-학급자치회 및 학생주도의
실질적인 운영
-계획, 운영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보장
-학생에 의해 기획, 운영되는
학교스포츠 행사(프로젝트,
이벤트, 문화 등)
-교육활동과의 연계 학생자치
활동 실천

-(단위학교) 학생자치 중심
민주적 스포츠캠프 운영
-학생중심 스포츠 활동 담당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학생자치 스포츠 행사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학생중심 스포츠행사 운영

-학교 스포츠에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정착 지원
-학생중심 스포츠 행사 중심교
운영
-학생 심판교육, 스포츠기자단,
스포츠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스포츠 동아리 지역대회 참여
지원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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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형태
- (단위학교) 교내체육행사 학생자치활동 연계 운영(학생의결, 집행기구 마련 등), 효율적인 학생중심의
스포츠행사 운영 도입(2015년 보급)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학생자치 스포츠행사 우수사례발굴 및 지원, 학생중심 스포츠 활동 담당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학생심판교육 등
- (도교육청) 학생중심 스포츠 정책 개발 및 스포츠클럽 길잡이 자료 제작 보급 등

6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자율역량강화

 목적
-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 운영하고, 평가, 반성, 보완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학생
자율역량 강화와 진정한 성장 유도.

 방법
- 단위학교 주관‘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운영 및 학생심판, 스포츠 기자단 첫걸음 찾아가는
연수’ 지원
-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운영 및 학생심판, 스포츠 기자단 첫걸음
찾아가는 연수’지원
- 꿈의학교 스포츠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스포츠클럽’활동 안내

 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치회(학생회 체육부, 스포츠클럽 기획법 등) 활동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심판(축구·농구·피구·넷볼·단체줄넘기 심판법 등) 활동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스포츠기자단(교내․외 학교스포츠클럽 취재․홍보 등) 활동
- 학생 주도적 꿈의 학교(스포츠영역) 활동

[공통사항]
※ 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 【경기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커뮤니티 안내
- 페이스북(학생/ 교원): https://www.facebook.com/groups/6831840385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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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로 중심 학생 선수 지원

◇ 성장단계에 맞는 학습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인권교육 운영 지원
◇ 학생선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2021 학생 선수 지원 주요 변화

‘21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 축소
연도

학교급

2021년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

비고
교육부/스포츠혁신위원회 출석인정
허용일 수 점차 축소 예정


학생선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강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전수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단계에 맞는 훈련시간 등 (학교
운동부 운영계획 시 반영)
(CCTV설치) 학생선수 대상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
설치「학교체육진흥법」개정 ‘20.10.’)

학교운동부 현황 관리(출결관리, 학습관리, 최저학력제)등 NEIS 기능 활용
※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변경 내용 추후 알림(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경비 지원, 자격, 계약 해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위원회 설치, 평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 학습권보장, 인권보호,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제공, 합숙훈련제한, 도핑방지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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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적 성장지원을 위한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


학교운동부 운영교 운영계획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법령에 의한 포함 사항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후원금 학교
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진로・진학교육,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도핑교육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훈련 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 훈련 계획,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교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학교운동부 점검 시 학교별 관련 법령에 명시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등 확인

- (단위학교)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의결
후 운영

2

학생선수 인권 보장 지원

 추진목적
◇ 학생선수 성장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 생활 속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학생선수 (성)폭력 등 인권보호
-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관련하여 사안이 있는 경우 보고 의무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
- 피해 학생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1부. 2020년 학생건강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

4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아동
학대・진로・진학상담 담당자 협력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재교육을 통한 후속 조치
철저

 학교운동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연번
1

교육내용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근절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2

3

대상

교육횟수

학교운동부

연1회

지도자

(2시간)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대처방안)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지도자

(학습권, 인권보호, 진로, 입학비리,

담당지도교사

학교회계 등)

학부모

연2회

연2회

( 도핑개념, 금지약물정보,

학생선수, 지도자

연1회

도핑관련정보 등)
5

6

(건강관리, 심리지원, 진로 진학 등)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 전수조사 1회(정례화)

학생선수

월1회

학생선수

연2회

학교

학교운동부 점검시
점검사항

학교

집합

교육(지원)청

사이버 연수 등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한국도핑방지위원
회 교육신청
02-2045-9800
상담일지기록
전문상담교사

학교

학교폭력담당

교육(지원)청

교사 협조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8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설치 ・운영

학생선수

연중

9

학생선수 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기초 안내

학교장 간담회 실시

학생선수, 지도자

(학교운동부 운영 소통의 장 마련)

학부모

연2회

학교

등록부/협의록

11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12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홍보

학생선수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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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운동부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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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비고

교육(지원)청

학생선수

도핑방지교육
4

주관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운영계획 포함
연2회 보고

진로상담교사
협조
학교홈페이지

2021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시 참고사항
- 유튜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nuwpeuuCOYaUBLuHmQWQ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리스팩트 채널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KtfwhjujkLUyuGT7_HSofGdl2_fw7dS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 https://edu.kada-ad.or.kr/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경기도)체육회 등
- 대한체육회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활용 (전문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 상담 3회기 운영)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활용(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 활용 및 운영)

- (교육지원청) : 상반기, 하반기 학교운동부 운영관련 연수 실시
․ 대상 : 관리자, 지도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 내용 : 학교운동부 정책방향, 학습권, 인권, 청렴, 진로, 학교운동부 운영 등
※ 학생선수 안전 드림앱 의무 설치화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조치(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 동계, 하계훈련 시 기후에 따라 학생선수 건강권 보호 관리
(과도한 훈련금지, 학생선수 부상, 안전관리 철저)
※ 학생선수가 부상, 진로변경, 중도포기 학생선수의 경우 학생, 학부모 충분한 상담(학생살핌)을 통한
올바른 성장 지원 내실화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생선수 성장지원[교육부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가. (학생선수) 혹서・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정 훈련 시간 등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영양보충 등을 통해 학생선수 보호 조치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 지양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을 보장
※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 시 성장단계에 맞게 휴식권 보장 반영
※ [교육부]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21’)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보급 적용(‘22’)
※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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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겸임)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학생선수보호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겸임)

3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추진목적
◇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학습환경 지원시스템 구축
◇ 학습권 보장으로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및 올바른 성장지원

 적용학년 : 초4~고3(9개 학년)
 적용시험 : 정기시험(중간+기말+수행평가) / 교과 : 초․중 5개, 고 3개 교과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
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초등학교)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별도의 최저학력 기
준 설정(해당학교별 자체 기준 선정)
※ (예시) 교과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예시 : 매우 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
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
∙(고등학교) 학교장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로 결정하되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ㆍ사회 ⇨ 수
학ㆍ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초등학교에서 수시 단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학교별 자체 최저학력 기준 설정

 최저학력 기준 :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초) 50%, (중) 40%,
(고) 30% 로 설정
 적용시기 : '2021년도 초4 ~ 고3 시행('2021. 3. 1.~'2022. 2. 28.)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참여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학기당 60시간 이상, e-school 활용)
- 최저학력 기준미달 교과별 최소 12(20)시간 이상, 5(3)개 교과 합계 60시간 이상
※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시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 부여(경기
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 출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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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교 : 다음 학기 전국단위 대회 출전 금지
- 고등학교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한 경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이수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전국단위 대회출전 허용.

※ 아래의 대회인 경우에는 출전을 허가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문화체육장관기대회 예선전을 거쳐 시도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내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 참가하는 경우
※ 학생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제외함

※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연계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책임하에 학습지도 관리･지원 강화(학기초 교과협
의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대회출전 관리 강화
- (출결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고,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처리
절차 준수
- (출석인정 처리 절차)
안내

학생,학부모
지도자

계획 수립

심의

알림

◽학교운동부연간계획수립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

◽(개인선수)

※ 학기초 학생선수

학부모

파악 후 실시

지도자

연간활동계획서

평가

차년도
계획반영

※ 체육분야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 활용(학생선수 출결, 대회참가, 학습관리 등)
※ 학기 중 학생선수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허가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운영

 학생선수 맞춤형 온라인 학습지원
- 수업 결손보강 처리,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지원을 위해 (초) e-학습터, e-school(중,고), 또는 학교보충학습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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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성장지원을 위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4

 추진 목적
◇ 학생중심 성장단계에 맞는 진로 ･진학 교육 내실화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침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시 진로･진학 교육 반영하여 성장단계 맞게 운영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성장단계별 학생선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논의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마을단위 맞춤형 진로･진학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교육프로그램 내용
진로탐색

진로체험

4차 산업혁명 미래직업

스포츠 창직, 다양한

체육계열직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스포츠 체험활동 등)

관계 형성[소통, 공감]

인성 up 감성up, 어울마당 운영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등

※ 프로그램은 학생선수 대상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함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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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기간

주관

비고(지원)

1

학교운동부 진로 상담 운영
※학교운동부 계획수립 시 포함

연중

학교

월 1회
상담의무화

2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 진로설계, 진로상담, 스포츠자격 등)

3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중･고 희망
학교운동부

3

경기도 진학･정보센터 활용 상담
※체육 입시 전문지원단 상담

연중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4

체육분야 진로･진학 자료 제공

10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5

중･고 사이버(e-school)등
진로교육 콘텐츠 운영

연중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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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기간

주관

비고(지원)

6

2022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8월

교육(지원)청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7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화상상담 및 게시판 상담)

7월~9월

학교

교육부

8

스포츠 미래 진로 교육
(스포츠 직종 및 스포츠 스타 명사 특강)

3월~10월

학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9

중･고 학생선수 진로 캠프 운영
(진로설계, 진로창직, 진로체험, 스포츠
스타 강연)

12월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
연수원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연수시 참고사항
- 영상제목: [KUSF X 짤툰] ‘ 체육특기자’ 유튜브 채널 활용
- 영상내용: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사항 및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안내
- 영상활용:KUSF 유튜브 채널(URL:https://www.youtube.com/watch?v=-q1jAbNC8L4&t=20s)
※ 체육특기자 수시 지원 및 평가, 온라인 상담 등 활용 가능
★ (상시)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직업 경로 탐색 지원을 위해 학생선수 e-school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소양
콘텐츠(8종) 탑재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5

상시 합숙훈련 근절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관련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초·중학교 학생선수 기숙사 금지
○ 고등학교는 원거리에서 통학(대중교통으로 통학거리 1시간 초과)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
- 고등학생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관련 법규 철저 준수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2019.9.17]

-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1부. 2020년 학생건강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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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 위장 전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추진협조사항
학교
◦학교운동부 연간계획수립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균형적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운영

성장지원을 위한 수시 모니터

위원회 심의)

링을 통한 지도․지원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 진로진
학 지원을 위한 교육실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교회계
편입/법인카드 사용 지출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구
성 및 운영
◦학생선수 결손학습에 대한 e학습터, e-school 운영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
◦학생자치 교내 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교 연수
(학습권, 인권, 진로･진학,
청렴교육)
◦학교운동부 모니터링 및 지
도·감독
◦학교운동부 투명사회 협약 추진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연
간 계획 수립 및 지원
◦학생자치 역량강화 연수 운영
계획(학생심판연수, 학생자치회,
스포츠기자단 등)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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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체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운동부 균형적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연계 운영
지원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지역교
육청 연계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인권, 학습권,
청렴, 진로･진학 지원 추진
◦학교스포츠클럽(특교, 교특) 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단위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정책 수립

2021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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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업무매뉴얼

※ 본 문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2021

중
점

01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1-1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1-1-1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추진배경
◦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적용을 통한 학습선택권 요구 증대
◦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수업 운영에 대한 일반교과교사 부담증가
(담당수업 비율: 일반교과교사 74.4%, 체육교사 13.6%, 스포츠강사 12.9%)
◦ 체육수업과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수업 동시 운영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부족
◦ 제한된 기간내에 여러가지 종목의 수업운영에 따른 배움의 질적 저하
◦ 매년 반복되는 단순 기초기능의 반복적 평가로 인한 수업효율성에 대한 고민
◦ 교사중심의 체육수업 내용 선택으로 인한 흥미 감소

 추진목적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부여
◦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구성하는 선택교육과정 운영
◦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의 다양한 모형 개발 및 일반화
◦ 남녀특성, 개인특성, 능력, 흥미, 적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개발
◦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교육과정운영 방법 혁신

 추진방침
◦ 구성원의 공동체 합의가 있는 희망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수업과 통합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
◦ 체육교육과정과 학교스포츠클럽수업 연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
◦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 정책실행연구회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일반화 방안 모색
◦ 선도학교운영 후 차기년도 운영 시 학교스포츠클럽시수를 체육교사 소요계산에 포함(권고)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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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추진계획
2016년
(준비기)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체육교사+일반교과교사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효율성 저하
• 교사 전문성 결여로 학생참여
동기 저하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일반교과 교사 부담

2019년 이후
(확산기)

2017년~2018년 (도입기)

▶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체육수업
통합운영
- 체육교사+체육강사
- 체육교사 전담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전문성 함양
• 학생들의 참여동기 확대
•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육강사
지원
• 선도학교운영(13교~22교)
• 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운영

▶

▶

▶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체육수업통합
운영
- 체육교사+체육강사
- 체육교사 전담
•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평생건강관리
역량함양
• 통합운영에 필요한 체육교사
정원 충원
• 선도학교운영(50교 이상)

 추진일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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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2020년 10월 ~ 11월

선도학교 준비 컨설팅

2020년 11월

선도학교 신청

2020년 12월

선도학교 지정

2021년 1월

선도학교 운영 워크숍

2021년 2월

예산지원

2021년 3월 ~ 12월

선도학교 운영 및 운영컨설팅

2021년 3월 ~ 2022년 2월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2021년 3월 ~ 2022년 2월

전문연구년제 추진

2021년 3월 ~ 2022년 2월

혁신공감학교 선택과제 운영

2021년 8월

운영사례 중간 공유

2021년 12월

선도학교 운영 보고회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비고
희망교

2021

◦ 세부추진계획
구분

내용
- 컨설팅 대상 : 2021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희망교

선도학교
준비 컨설팅
/
설명회

- 컨설팅 일자 : 월요일 또는 금요일 오후 중 학교 희망에 맞추어 실시
- 컨설턴트 : 담당 장학사, 정책실행 연구위원
- 주

제 : 2021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준비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31-249-0277)
- 운영기간 : 2020. 10. 19.(월) ~ 11. 27.(금)
※ 설명회는 별도 계획으로 추진(11월 중 예정)

- 신청대상 : 2021년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체육교과에 통합하여 학생맞춤형
운영 희망교
공모

체육교육과정 운영 예정교
- 신청마감 : 2020년 11월 27일(금)
-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 제출내용 : 공모신청서(붙임 4)

- 일
선도학교
워크숍

정 : 2021년 1월 예정

- 참석대상 :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담당자
- 장

소 : 추후 공지

- 주

제 :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 운영기간 : 2021년 3월 ~ 12월
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 운영방식 : 희망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 주

제 : 학교별 운영 애로사항

- 신청방법 : 유선신청(031-249-0277)

- 추진일정 : 중간보고회 2021년 8월, 최종보고회 2021년 12월 예정
선도학교 운영
보고회

- 참가대상 : 2021 선도학교, 정책실행연구회, 2022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
희망교
- 추진방법 : 정책실행 연구회 보고와 병행하여 추진

정책실행
연구회 운영

- 운영기간 : 2021. 1월 ~ 12월
- 참가대상 : 선도학교 운영 담당자, 관내 희망교원, 전문직원 등
- 운영목적 : 학생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정책연구 및 운영지원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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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
럽 운영 현황
파악

→

일반교과
교사들의
의견수렴

→

체육교육과정
운영 의견
수렴

→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

중간평가
(차기년도
교원수급
점검)

→

학교체육소위
원회 및
교육과정위원
회 심의

→

운영평가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수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희망종목
조사 및 개설

→

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과정
운영

◦ 강사운영
- 운영지침 (붙임-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p11~p14 참조)
· 운영근거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0.02.07.)
· 강사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 (정규교육과정 운영-지침 p-12)
· 임용요건 :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 임용형태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임용기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 인건비 지원
·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 1순위로 지원예정
· 2021년 학생맞춤형 창의적 체육교육과정 운영교 강사비 지원 예정액
※ 시간당 강사료 : 30,000원 지원 예정(*기타 기관부담 포함)
※ 계약제 교원 4대보험 가입기준 (붙임-지침 p38 참조)
※ 학생맞춤형 창의적 체육교육과정 운영 강사인건비는 한시적으로 지원예정(장기적 운영을 위해 교원정원
충원 후 체육교사가 운영할 수 있는 모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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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예시 (학교 제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교육과정편성 예시
· 학교현황 : 학년별 8학급
·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시간 통합(주당 4시간)
· 주당 4시간 = 체육1(2시간) + 체육2(2시간) 블록타임 시간표편성
· 학년별 8학급 중 4개 학급씩 통합하여 5개 종목 개설
(농구, 배드민턴, 무용, 축구, 탁구)
· 학생은 5개 종목 중 체육1에서 1종목, 체육2에서 1종목 선택(주당 2개 종목 실시)
· 동일종목 1년간 운영
- 시간표 예시(체육1-주황, 체육2-초록)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월

화

수

목

금

2-1, 2-2
2-3, 2-4

1-1, 1-2
1-3, 1-4

1-5, 1-6
1-7, 1-8

3-5, 3-6
3-7, 3-8

2-5, 2-6
2-7, 2-8

2-5, 2-6
2-7, 2-8

1-5, 1-6
1-7, 1-8

2-1, 2-2
2-3, 2-4

1-1, 1-2
1-3, 1-4

3-1, 3-2
3-3, 3-4

3-5, 3-6
3-7, 3-8

3-1, 3-2
3-3, 3-4

5교시
6교시
7교시

 기대효과
◦ 효율적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과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남 ․ 녀 학생들의 참여동기 향상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증가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육교사 역량 강화
◦ 일반 교과교사들의 학교스포츠클럽수업 부담 감소 및 운영 내실화
◦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부여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양식 내면화
◦ 학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잠재력 개발
◦ 평등한 성취기회 제공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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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택중심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Q&A
 다양한 학교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1. 선택중심 맞춤형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수업의 질, 즉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학교스포츠클럽이야말로 흥미위주의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만큼은 편하게 놀게 해주자는 의도가 드러나
있지만, 선택중심 체육수업은 학생 개인별 능력 변화와 성장을 위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임.
□ 학생 스스로 심사숙고 한 선택종목을 열정과 끈기를 발휘하여 장기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만을 마치고도 운동기능 향상, 체력증진, 협동심, 자기표현 욕구 등의 목적으로
평생체육의 가교역할을 할 것임.

2. 가장 힘들게 해결한 방안은?
□ 실제로 가장 힘들게 해결한 방안은 없었음.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학급중심 체육수업보다 선택중심
체육수업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교, 학부모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솔직하게 드러내어 진솔하게 함께 협의 한 결과 하나씩 하나씩 문제는 해결되었음.
더불어 그동안 자신이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 중 운동이 즐거워지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음.

3. 주당 1시간 클럽시간을 대충 또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한다면 바뀔 수
있을까?
□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업참여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책임감을
가짐.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하는 수업분위기로 형성되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함.
□ 조금은 늦은 학생들도 한 종목에 대한 지속적 연습시간이 확보되고, 교사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운동기능과 체력 성장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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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업무경감 및 효율적 교육과정운영 사례는?
□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가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는 전문성이 없는 종목으로 짧은
기간 평가를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학생선택 맞춤형교육과정으로 학생들
을 가르쳐 본 결과, 수업에 대한 준비가 심적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음. 왜냐하면 교사가 가장
전문성을 가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을 장기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조금은 전문성이 부족하더
라도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에서 3년을 같은 종목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됨. 따라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역량강화에 큰 영향을 미침.
-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있는 수업을 전담할 수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 자유학기제, 건강체력교실을 학생선택 맞춤형교육과정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가 여러 종목을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여러 개 반을 통합한 시스템은 효율적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업무를 경감시킴.
예를 들어, 평가결과 학생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반씩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당에서 4개
반을 동시에 평가결과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음.
- 학기말 또는 학년말 프로그램을 학년단위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은
2학기 2차 지필시험을 마치고 12월 보통 학년말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때 체육수업에서 작은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음. 실제로 3학년 학년말 프로그램으로 탁구, 배드민턴, 피구,
농구 등 반 대항 작은 체육대회를 운영하였음.

5. 소규모학교 체육교사 1~2명인 학교의 경우 어려움
□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와 체육교사의 수가 적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예시1) 체육교사가 2명일 경우
체육교사가 2명이고 1학년 학급수가 3반, 2학년 학급수가 4반, 3학년 학급수가 5반일 경우 체육강
사 1명을 채용하여 학년별 3종목을 운영하고 1학년은 1,2,3반으로 묶고 2학년은 1,2반/3,4반으로
묶고, 3학년은 1,2,3반/4,5반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다. 이때 2개 반이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수업
할 경우 종목별 학생 수가 줄어들어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해짐.
예시2) 체육교사가 1명일 경우
체육교사가 1명이고 1학년 학급수가 2반, 2학년 학급수가 2반, 3학년 학급수가 2반일 경우 체육수
업과 음악수업 또는 미술수업을 예체능 수업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이 학년별 원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때는 종목별 수업 또는 영역별 수업으로 나눠서 1학년 체육1(뉴스포츠반),
체육2(경쟁활동) 등으로 수업 할 수 있다.
□ 종목의 선택수가 적고, 많음 보다 적은 선택수라 하여도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로 인해 체육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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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운영상 어려움
□ 학급 수가 많다 보면 시간표 배정과 장소의 제한으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3개 학년 모두를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개 학년을 선정하
여 운영하는 방법
둘째, 학생선택 + 학급중심 수업으로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체육센터 혹은 체육회와 연계하여 제한된 학교장소가 아닌 학교 밖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넷째, 5학급씩 묶어 시간표를 배정하되 블록수업으로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7. 사립학교의 한계
□ 공립학교와 다르게 교사 수급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같은 학교 체육선생님들과 철학적으로 공유하
고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이 학년을 걸쳐 학생들이
종목 혹은 주제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은
꼭 체육수업 전 과정 모두를 학생선택으로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교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을 구현하여 자신의 학교에 맞춤형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시) 양평의 양일중학교 사례 참고

8. 1년차 선도학교 강사지원 후 2년차부터 학교 자체적 해결은 장기적 정책으로 어려움
□ 1년차 선도학교를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의 계획을 학교 내에서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예산확보에 있어
학교 자체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첫째,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을 학교실정에
맞게 구현해내는 방안, 둘째 전 교사의 합의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수업을 일반교사가 아닌 체육교사가 전담하여 통합운영 될 수 있는 교원 수급의 조정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

9. 홀수학급을 갖춘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과 시간표 편성방법은?
□ 예를 들어 한 학년이 7학급일 경우 a반은 1반 ~ 4반, b반은 5반 ~ 7반으로 구성을 하고, 단
종목은 4개 종목을 개설하여 편성하는 방법이 있음. 이럴 경우 a반 보다 b반 학생들이 종목별
적은 학생 수로 수업이 진행되며, b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수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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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임 반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관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 담임교사가 자기반 학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 수업을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은 각 수업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수업을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자기반 학생을 관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개수업을 청강하거나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고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11. 시간표 조정은 어떻게 하였나?
□ 학기 초 시간표 담당자와 함께 시간표를 배정하였음. 밤늦게까지 시간표를 조정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일을 도왔음. 기가, 미술교과 블록시간과 고정된 순회교사 시간도 있었음. 그런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육 블록시간표를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만들 수
있다는 것임. 그렇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시간표 배정은 분명 할 수 있음. 단지 시간표 담당자
가 얼마나 노력해 주는가와 체육교사들의 열정이 필요함.

12. 체육시간이 고정된 시간표여서 불가피한 경우 체육 시간표 조정은 어떻게 하나?
□ 체육수업 시간표는 다른 교과와 교환이 불가하며, 따라서 체육시간을 옮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음. 그런데 체육교사 중 불가피하게 조퇴, 연가, 출장이 있는 경우 전문수업강사나 수업이
없는 체육교사로 대처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함. 그러나 이것도 안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명의
교사가 두 종목을 수업해야겠지요? 이때 시간표상에는 타교과 교사의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임.

13. 체육시간 출석처리 방법은?
□ 체육시간 출석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함. 학기 초 학교출석부를 품의 할 때 보조 출석부도
함께 품의하고, 이 보조출석부를 체육수업 출석부로 만들어 사용함.
□ 매시간 종목별 출석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임. 한 종목에 여러 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출결관리과
학생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함.
□ 그러나 학생들과 교사모두 익숙해지면 학생들의 일탈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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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들이 제한적 종목과 블록수업으로 인해 지루해 하지 않나?
□ 1종목을 블록으로 배운다는 것에 학생들은 전혀 지루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 기능만
반복하는 수업으로 2시간 내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 들자면, 1시간은 기본기
능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내고, 1시간은 배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블록으로 묶인 2시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배운 것을 빠르게 적용할 기회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2시간의 수업이 각기 다르게 느껴지게 되므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 1년에 2종목을 배우면서 다른 종목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이번년도에 배우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선택해서 들으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종목을 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 한 종목에서도 배울 내용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는 종목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15. 블록수업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체력이 받쳐 줄 수 있나?
□ 중학교 45분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은 그다지 지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교시를 운영할
때 심장을 심하게 뛰게 하는 고강도 운동을 45분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블록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고강도 운동을 90분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 블록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뛰어다니며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체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또한 블록수업을 운영하면서 1시간 수업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했던 준비운동부터 종목별
필요한 체력운동도 충분히 수업 속에서 꾸려 나갈 수 있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더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16. 신입생에게 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를 어떻게 했나? 이에 따른 민원
제기는 없었나?
□ 신입생들은 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음. 매년 신입생 포함 재학생들도
체육수업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학생선택 맞춤형체육교육과정이 왜 필요한지, 작년
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배들이 작성한 설문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실제수업영상, 수업만
족도 또는 체력향상 데이터, 앞으로 체육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자세히 안내함.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체육수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음. 당연히
이와 관련된 민원 제기는 한 번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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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 고등학교의 입시위주 상황에서 실천되기 어려움
□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체육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체육교과 내에서도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종목중심, 영역중심 등 다양한 학생선택 맞춤형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체육교사들의 적극적 도전이 필요함.

18. 중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기능을 갖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
오면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할까? 과연 이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수업에 적응할 수 있
을까?
□ 중학교에서 집중적 맞춤형 체육수업을 경험하고 고등학교에 입학 한 학생들은 다른 중학교 출신
학생들 보다 운동기능, 체력 측면에서 우수하였고, 고등학교에서 학교대표가 되는 등 오히려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으며, 뿐만 아니라 체육교과 대한 자신감은 체육계열 진학
까지 희망하게 됨.
□ 어떤 과목과 어떤 종목에서 학생의 개인별 차이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기초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기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전략전술수업과 같이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수준이 높은 주제와 과제를 프로젝트 화 한 교사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환경 구축 및 지도교사
19. 체육환경(시설·용기구) 조성비 지원
□ 체육교사의 체육환경 개선에 관한 필요성 인식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등 체육 활동 시 노후 된 장비/시설 파악, 안전 유무 확인, 학생의견
수렴 등)
- 체육환경 개선 목적 설정 및 예산사용 계획 수립
- 동료교사 및 관리자 인식 공유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학년말 예산신청, 학기중 추경신청 등), 지역교육지원청 지원 요청,
지역체육회 지원 요청 등
- 지속적 필요성 건의
- 예산 교부 시 목적에 맞게 활용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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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육관 및 실내 체육실이 부족한 경우 어려움
□ 체육관 및 실내 체육실이 부족할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별 여건이 다르겠지만 다목적실, 빈 교실 등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공간을 활용할 만한 유휴공간이 있을 것이다.
□ 유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내용 : 댄스, 요가, 체력운동, 탁구, 스피드컵 등

21.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채용 어려움
□ 선도학교 네트워크 형성 : 강사선발에 서로 도움
□ 채용계획 여러 기관 사이트에 탑재
-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인근 타교육청 포함)
- 지역체육회 홈페이지 탑재(인근 타체육회 포함)
□ 강사채용 시 인건비(기존 25,000원에서 자유학기제 등 여러 예산을 활용하여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강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가능한 강사입장에서 수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시간표를 작성
□ 교육청과 사범대학간의 MOU(양해각서) 체결 등

22. 수업강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웠던 점과 극복한 방법은?
□ 수업강사 채용 시 종목별 전문성을 우선으로 선발하였음. 그런데 지원자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역 생활체육학원(축구, 농구, 탁구, 댄스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채용공고 안내를
하였고, 지역 사회 종목별 협회에 채용공고를 올렸음. 실제로 탁구의 경우 탁구협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보고 신청하여 채용되었음. 탁구강사의 경우 4년 째 함께하고 있음.

23. 수업강사 교육이 필요
□ 강사와 교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종목 및 교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사는 실기능력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과의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매 수업마다 교사와 협의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보완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체육교사와 강사
간의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며, 교과에 대한 분석과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체 내 전문적 체육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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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체육교사의 실기능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나?
□ 교내 교사 배드민턴 동아리를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음. 교사 배드민턴 동아리는 매주 2회 이상
전문 선수출신 배드민턴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자율연수의 형태임.
□ 교사 배드민턴 동아리활동을 통해 체육교사들이 공통된 주제를 갖고 수업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음.
□ 종목별 수업은 교사가 한 종목에 대해 몰입하여 수업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까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자기 주도적 연구 활동이 필수적임. 이 교육과정에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음. 한 종목을 장기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방법(개별, 스테이션, 협동, 수준별
수업, 전술전략수업 등)이 연구될 수밖에 없음. 또한 이러한 연구 활동은 한 종목에 국한되지
않음. 축구종목에서 개발한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은 농구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교사 또한 한 종목이라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실기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연구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임.

25.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지면 부담감이 높아지지 않나?
□ 교사의 역량이 중요해 진다면 교사는 부담감을 가지고 수업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이다.
일단 교사가 수업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면 다양한 교수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며,
평가에 있어서도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 즉,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응에 맞게 노력하게
된다면 분명 자신감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 또한 학교여건상 자시이 잘 하지 못하는 종목을 담당하게 된다면, 교사는 자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부(레슨)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육교사로서 습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슨을 통해 다양한 교수방법도 배워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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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협의와 지지
26. 타 교과교사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움
□ 교육공동체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인식 공유(교사, 학생, 학부모)
-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과 내용 지식’이 ‘핵심역량’으로 전이가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춤
- 기존 학급단위 체육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학습내용과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
-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설문지 결과 등의 객관적 정보 활용
- 교사대토론회 등의 소통시간을 활용하여 체육교육과정 재구성의 인식 공유
- 블록타임, 동시간대 합반 수업 등이 타교과 수업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간표 구성

27. 체육부장님을 비롯한 동료교사 설득의 어려움
□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료교사와의 많은 대화와 철학적
공유를 통해 설득을 해야할 것이다. 실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먼저 전반적인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체제를 구현할 기틀
을 미리 설계하여 협의하여 보고, 다른 선도학교의 사례를 통해 우리 학교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되는 점에 대해 협의하여 보고, 학생선택 맞춤형체육교육과정 관련 연수 혹은 보고회를 같이
참가하여 철학 공유하는 등 동료 체육교사와 동료교사들과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전 교사
회의, 교과협의회, 학년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득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8. 관리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 관리자의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이었으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에게도 큰 힘이 됨. 관리자의
혁신철학은 그 학교의 문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거나 일회성 보여 주기씩 행사를 줄이고, 학교환경과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통폐합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변화중심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질 높은 배움을 위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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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사의 협력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였는지? 역할 및 업무분장은 어떤 방법으로 조율 하였나?
□ 체육교과부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고, 학년별, 종목별 담당자를 결정함. 체육수업의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체육교과부장이 이끌어가며, 학년별 담당자는 수업준비부터 평가, 나이스
입력 등을 확인함. 세부 업무분장을 예로 들면, 학기 초 학생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체육교과부장이
담당하고, A교사는 학생종목선택지를 받아서 종목별 1차 배정작업을 하고, B교사는 PAPS측정
계획을 세워 운영하였음.


수업내용 선정 및 방법
30. 종목 선정 시 교사의 지도가능 여부가 먼저인지? 학생의 희망 종목이 먼저인지?
□ 먼저, 학생들의 요구, 교사의 지도 능력, 학교환경 모두를 만족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함. 그
다음 학생들이 요구한 종목에 대해 전문 수업강사 채용, 환경 개선, 또는 지역사회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함.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도 가능 종목과 환경을 고려한 종목으로 선정하였음.

31. 선택 종목을 학생이 중간에 변경하고자 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 학기 초 최종 종목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목별 이동을 거의 하지 못함. 그리고
거의 하지도 않음. 그러나 종목별 수업참여 학생 중 해당 종목에 대해 참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종목 교사 판단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종목 변경의사를 물어서 변경을 원할 경우
교사협의를 통해 변경하였음.
□ 종목 선택 시 방임적 선택이 되지 않도록 종목별 세부계획이 자세히 안내 되어야 하며, 친구
따라 종목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경우 친구 따라 종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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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목과 체력을 어떠한 조건에서 연계하였는가?
□ 각 종목에서 건강 체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함. 또한 종목별로
건강 체력이 겹치지 않도록 함. 따라서 무용은 유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선정, 배드민턴은 민첩성과 순발력, 농구, 축구종목은 순발력과 심폐지구력 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농구는 심폐지구력, 축구는 순발력, 탁구는 근력으로 선택하여 연계하였음.
□ 그런데 2014년에는 탁구종목에 악력을 연계하였으나, 악력향상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어 근력과 근지구력으로 변경하였음. 만약 축구 종목에서 악력을 측정한다면 잘못된 연계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때 동료교사들과 협의하여 종목별 가장 적합한 체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또한 선택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체력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적합한 측정방법과 시기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함.

33.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경쟁스포츠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체육종목 중 기초
종목의 수업은 어떻게 하나?
□ 경쟁스포츠종목 안에서 기초 종목 수업을 연계 함. 예를 들어 축구 또는 농구 종목 안에 육상수업을
함께 연계할 수 있으며, 무용수업안에서 체조수업도 연계시킬 수 있음. 또한 줄넘기, 음악줄넘기,
창작줄넘기를 연계 하거나 태권도와 태권무, 호신술을 연계한 수업운영 가능. 다양한 체육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34. 심폐소생술, 스카프저글링 등 단기적 종목은 수업을 할 수 없다?
□ 학기말 프로그램으로 주종목이 아닌 단기적 흥미 위주 종목으로 수업을 운영 할 수 있음. 주요
프로그램으로 8자 줄넘기, 단체줄넘기, 저글링, 스태킹, 다양한 피구, 심폐소생술, 흡연예방교육,
성교육 등 여러 개 반이 같은 시간에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급별 작은 체육대회도
가능함.

35. 비인기 종목도 소개필요
□ 비인기 종목 중 기초체력종목(단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맨손체조 등)은 건강 체력(PAPS)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됨. 또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음. 한편 비인기 종목을 인기종목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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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뉴스포츠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을 배우지 못하진 않을까?
□ 블록수업 2개를 꼭 종목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1블록은 뉴스포츠 시간 나머지 1블록은 영역별로
나눠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또한, 종목별로 2블록을 운영하면서 2학기 수행평가를 마무리 하고 난 뒤 남은 시간에는 반
대항전으로 학기말 체육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기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이 수업시간에 접해보지 못했던 스포츠스태킹, 협력게임, 킨볼 등을 계획한다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도 배울 수 있다.

37. 진로 탐색의 시기라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 하나의 종목을 배운다고 하여 하나의 직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하나의 종목 내에도
다양한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직접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관련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기회가 됨.
□ 각 교과에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하나의 직업이라도 깊이 있고 질 높은 경험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직업들의 탐색이 가능하다고 여김.

38.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 흔히 초등학교는 놀이중심 체육활동, 중학교는 다양한 경험중심 체육활동, 고등학교는 전문적
체육활동으로 체계성을 유지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그런데 놀이와 경험과 전문적 체육활동
의 경계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임. 어디까지가 놀이이고, 경험이고, 전문 활동일까? 선택중심
맞춤형교육과정수업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을 주고 실제 성장과
개별능력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자하였음.
□ 흥미위주의 놀이위주의 일회성 수업이 아닌 선택된 종목에 대한 심동, 인지, 정의적 측면을 다양하
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만약 운동능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것임. 따라서 중학교 언제부터
시작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음. 선택중심 맞춤형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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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도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 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체육교사협의회를
거쳐 학교체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학습내용이 있다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일 지라도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임
□ 학교체육이 생활체육과 함께 연계되고 평생체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운동(스포츠)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40. 교사가 한 종목만 가르쳐야 하는가?
□ 3개 학년 동일 종목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한 교사가 한 종목만 수업할 수도 있지만
학년별로 교사를 다르게 배치하여 수업할 수도 있다.
□ 교사 간 특기와 적성에 따라 학년별 동일 종목일 지라도 A교사가 1학년 남 탁구반, B교사가
1학년 여 탁구반, A교사가 2학년 기초 축구반, B교사가 2학년 심화 축구반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41.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 관리는?
□ 기존 학급단위 체육수업 역시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으로만 수업하기는 불가능하다. 학생선택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체육수업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으로만 수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내적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체육1(예:3종목), 체육2(예:3종목)
의 종목이 같더라도 학생이 다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여 1년간 2종목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로 학기 초 종목을 변경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목 수업에서 참여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종목 교사 판단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종목 변경의사를 물어서 체육교사협의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68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42. 종목 선택 시 인기 종목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을까?
□ 체육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친구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이 배우고
싶을 종목을 선택하게끔 설명하고, 종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설명을 한다. 그 후에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1순위 종목과 나머지 4종목
중 가장 하기 싫은 종목 한 가지를 제외하고 3가지를 쓰라고 한다.
□ 교사는 1차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1순위 종목을 먼저 체육1(블록수업)과 체육2(블록수업)라는
시간으로 나누어 배분 한 뒤, 학생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종목을 제외한 것을 확인하여 각
종목에 배분하다 보면 어느 한 종목에 치우치는 경우가 없다. 또한 1차적으로 배정한 이후 2차적
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친구들끼리 종목 맞교환 시간을 부여하면 학생들의 종목 선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43.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미처 몰랐던 재능이나 흥미를 찾고 이를 평생체육으로 실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경우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분명히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재능을 찾은 그 학생들에게 그 종목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적다. 즉, 목적이 평생체육이라면 짧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한
두 종목을 깊이 있게 배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운동기능이 높은 학생들은 성공경험을 느끼는 반면,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
은 실패경험을 느끼게 된다. 즉,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을 배운다면 운동능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한 종목을 오롯이 다 배우지 못하고 기능 습득만 하다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평생스포츠로 이어져 나갈 수 없다.
□ 평생체육이라는 것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체육)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참여하
거나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단순기능들만 배워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접해보는 식의 체육 수업이
아닌 단순기능부터 경기운영까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평생체육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4. 한 학생이 3년 동안 2개 종목만 경험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점 필요
□ 종목과 연계되는 통합 수업을 교사는 구현해내고 개발해 내야할 것이다. 그 종목으로 파생되고
연계되는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종목의 경우
육상수업과 연계하여 체력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축구 기술(드리블, 트래핑, 슛동작 등)을
음악과 접목하여 ‘축구 기술 댄스’와 같은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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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반별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
□ 반별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급에 대한 향수를 대부분 느낀다. 그렇기에 평소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며, 평가가 끝나는 학기말 혹은 학년 말 종목별 학급대항
리그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배운 종목을 학급대항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 및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과와 연게한
종목으로 학급대항 리그전을 개최하여 학급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46. 학기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방법은?
□ 학기말 2차 지필시험을 마치고 수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4개 반을 동시에
시청각실에서 해설 있는 발레 감상수업을 진행하거나, 스포츠영화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음.
또한 성교육, 흡연예방교육과 같은 창체 활동 수업을 운영하여 체육교사들에게 학기말 업무 정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47. 1차 지필시험 후 반대항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 1학기는 체육대회에서 경쟁스포츠(축구, 농구 등)를 운영하기 힘들어 1차 지필시험을 마치고
2주정도 반대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우승팀에게 체육대회 시 스포츠경기 점수를
부여하였음. 여러 개 반 통합운영은 체육수업 중 반 대항 토너먼트경기를 가능하게 하며, 결승
경기는 점심시간 하루를 잡아서 실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반과 2반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3반과 4반은 강당에서 배드민턴 또는 농구경기를 운영하였음.
□ 2학기는 1차 지필시험을 마치고 10월 축제 전까지 2주 정도 여학생들이 제일 선호했던 반 대항
피구대회를 개최하였음. 이때 한 종목만 할 경우 리그전이 가능함.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1반과
2반, 3반과 4반 동시에 피구경기 리그전을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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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나이스입력, 학생부기록
48. 종목별 평가척도안은 어떻게 작성되었나?
□ 종목별 평가척도안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척도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단, 종목별 최종 평가점수를 통일 시켜주면 됨. 예를 들어 종목별 최종 평가점수를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으로 할 경우 농구에서 운동기능점수 10점, 경기수행 10점,
경기수행 중 정의적 평가 10점으로 세부 척도안을 만들어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30점을 25점으
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음. 무용의 경우 1차 작품수행 12점, 2차 작품수행 12점,
성장점수 8점을 부여하여 합산점수 30점으로 하고 25점으로 환산하여 농구와 동일한 급간으로
최종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음.
□ 각 학교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학기 평가척도안에 대한 성찰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함.

49. 상이한 종목별 평가기준은 어떻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나?
□ 각 종목별 성취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끊임없는 종목별 협의회를 거쳐 평가기준과 수준을 맞추어
나가야함. 학급 중심 체육수업에서도 동일학년에 여러 명의 교사가 걸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흔함. 이러한 경우에도 기준이 동일하다고 하여 교사의 개인적인 기준과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상이해 지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끊임없는 교과협의 뿐임을
알 수 있음. 상이한 종목이다 하여도 교과협의를 통해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면밀히 세우고
수정해 나가야 함.

50. 상이한 종목별 평가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항의가 있지 않을까?
□ 학생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평가이며,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수업에 참여하기에 평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장을 초점으로 과정중심의 성장평가를 실시하기에 자신의 운동기능과 향상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각 종목별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종목에 따른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과 수준을 맞추어 평가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이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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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학급단위 체육수업 교육과정 운영 시에서 한 학년에 여러 체육교사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하다보면 서로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때 체육교사간 평가의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 및 모의 평가를 통해 노력해야 한다.
□ 종목중심 체육수업 교육과정 역시 종목별로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채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체육교사협의회를
통해 객관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모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2. 수준별 평가로 인해 운동기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어렵지 않나?
□ 수준별로 분반 수업을 할 경우 기초반 학생들은 기능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
이 낮아질 필요가 없을뿐더러, 다 같이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심화반 학생들은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기초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심화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하
게 되면 학생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되므로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수준에 맞는 수업과 평가가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을 인정받는 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분반이 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운동기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같은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수업 외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준에 따른 수업만 잘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53. 학기별 평가척도 변화
□ 동일 종목 3년간 운영 시 고려 사항
- 학년별·학기별 평가 척도를 체계적이고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종목별 평가기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육협의회를 통해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면밀히 세우고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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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장평가의 특성을 악용하여 1차 평가에서 거짓으로 임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 성장형 과정중심평가에서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 점수를 똑같이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번 집중하여 평가에 임하였음.
- 다음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글임.
“사실 성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차 때 못하고 2차 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런데 1차 평가가 다가올 수록 ‘1차도 2차도 둘다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럼으로써 수업에 참여하는 열정도 커지고, 체육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런 성장평가가 고등학교에서도 실시되어 나의 열정과 노력을 끌어 당겨
줬으면 좋겠다.(3406,여)”

55. '성장'의 정도가 주관적인 느낌이 듦
□ 성장평가의 단점 중 능력측정치에 대한 신뢰도, 사전의 능력수준과 사후의 측정된 능력 수준의
차이 판단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 성취기준에 의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성장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척도안을 개발하였음. 성취기준에 의해 능력측정
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 평가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각 학교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
개발이 필요함.

56. 성장형 과정중심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과 어려웠던 점 극복한 사례는?
□ 학생들은 평가를 앞두고 가장 몰입하여 참여한다. 또한 평가를 마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고 그
아쉬움은 수업참여 동기유발로 연결되어 평가를 마치고도 다음 평가를 위해 몰입도를 높여줌.
□ 먼저 체육교사협의에서 성장참조평가 점수 영역을 협의함. 여러 가지 방법과 계산을 해 보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3단계 평가와 성장점수 부여 방법을 결정하였음. 처음 실행당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평가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협의하였
고, 여러 평가계산단계를 줄이고자 성장참조평가척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 2014년 여러 평가단계를 거치면서 교사가 학생점수계산을 잘못하여 1학기 말 성적에 오류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서 체육성적이 A인 학생이 B로 수정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까
지 이해를 구해야했음. 물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수정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교사들은 더욱더 학생 수행평가계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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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성장평가에서 무단으로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 성장평가 척도안에서 1차 평가 또는 2차 평가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2회 평가 중 1회 불참일
경우) 불참한 1회는 미실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성장점수는 참여한 1회 평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그렇지만 각 학교환경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성장평가 척도안 개발 시 교과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58. 성장형 과정중심평가는 양적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에서도 가능한가?
□ 가장 좋은 예로 무용 수업은 양적평가가 불가능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형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함. 무용 수업은 대부분 모둠별 작품발표와 같이 질적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 시 항상
동영상으로 촬영을 함.
□ 학생들은 1차 평가 바로 직전수업에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업에 대한 몰입은
극에 달하게 되고 수행능력이 떨어졌던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실력향상을 경험하
게 됨. 또한 다른 팀의 작품 감상은 학생들에게 동기유발 자극제 역할을 함.
□ 1차 동영상 촬영 후 학생들은 자신의 영상을 시청하며 잘 이루어진 점, 좀 더 개선할 점을 학생
스스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사에게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충분한 연습
시간을 보장해 준 후 2차 평가를 실시함.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며, 이것은
곧 학생 자신도 깨닫게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상승시켜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59. 나이스 상의 학생성적 입력 시 권한 부여 방법
□ 학급중심 수업의 경우 교사가 담당한 반만 권한을 부여받아 교사한명이 한 반 전체 학생을 입력하
면 되지만, 선택중심수업에서는 한 학급에 여러 종목의 학생이 존재하므로 종목별 담당교사 모두
에게 해당 반 권한을 부여함. 즉 1-1반은 4명의 체육교사가 권한을 부여받아 입력이 가능하게
함. 1-1반 농구종목학생은 농구를 담당하는 교사가 입력을 하고, 1-1반 학생 중 무용종목학생은
무용을 담당하는 교사가 입력을 함. 이때 해당 종목 담당교사는 타 종목 학생의 점수를 수정하거나
입력하여서는 안 됨. 만약 입력오류가 발생하였다면, 다시 수정할 수 있음. 동아리 입력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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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나이스 상에 스포츠클럽에 관한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입력 방법
□ 체육교과와 스포츠클럽 두 가지로 구분 될 것이다. 학생선택 맞춤형체육교육과정은 이를 통합운영
하여 체육교사와 강사 혹은 체육교사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과내
협의를 통하여 스포츠클럽에 해당되는 누가기록과 특기사항은 기존 스포츠클럽과 통합 운영되는
종목을 누가기록하며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61. 나이스 수행평가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 처음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변의 염려와 체육교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교사들은 더욱더 세심하고 꼼꼼히 점수를 입력하게 되며, 특히, 학년별 담당교사를 두고, 학년
담당교사가 최종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방법은 강당에서 4개
반을 모두 모아놓고, 1차 종목별 보조누가기록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2차 수행평가 점수를
교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였는지 학급별 나이스 수행평가점수를 확인하게 하였음. 이때 나이스
입력 오류를 발견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나이스 수행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최종 나이스 입력
점수를 확인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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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구.체육중점학교) 운영 지원

 추진배경
◦ 일반고에서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별도의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집중지도 여건 조성
◦ 체육 분야 진로진학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기회 제공(* 일반학생 및 운동부 소속 학생)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추진목적
◦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체육계열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진로
개척 기회 제공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직업･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선도
모델 육성

 추진경과
◦ 2011년~2014년 체육교육혁신형 체육활성화, 체육중점학교 운영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13.1.27.)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공청회(‘13.7.30.)
◦ 국정과제 72-5-2(체육중점학급 운영 추진)
◦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안내(‘20.02.)

 추진체계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행·재정 지원
▪총괄 업무 및 사업관리
도교육청
▪도교육청별 추진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성과관리
※ 주관교육청 : 서울교육청
단위학교
▪운영계획서 작성·신청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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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중점학교 전담기관
▪사업 실무운영 총괄
- 운영 가이드북 제공
- 만족도 조사
- 워크숍, 컨설팅
- 우수사례 홍보 등
- 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관련 연구수행
- 사업 확대 방안

2021

 기본방향
◦ 일반고에서 체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별도의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집중지도 여건 조성
◦ 체육 분야 진로진학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기회 제공
* 일반학생 및 운동부 소속 학생
◦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 대응 및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운영형태
◦ (학급구성형) 체육중점학교 내에 체육중점학급 구성·운영
- 체육계열 진로 진학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고 체육 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집중지도
- 체육중점학급 당 학생 수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최소 15명)로 구성하여 운영
◦ (과목편성형) 별도의 학급 구성없이, 교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전문교과 등)를
추가 편성·운영 ※ ’20년 신설
-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를 편성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선택 기회 보장
- 체육관련 진로 진학 특강, 스포츠 관련 캠프 및 체험활동 등 운영

 운영내용
◦ (교육과정 운영) 체육 계열의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운영, 또는 선택 과목 내 체육계열 전문교과 등을
편성하여 과목 선택 기회 보장 및 프로그램 제공
- 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은 반드시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하여 운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나.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86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수정사항 중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과목을 동일이수단위
로 편성”하도록 한 해설은 중점학교 중 예술, 체육 중점 고등학교는 미적용
※ 교육부-교육과정책과-4042(’18.7.1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수정안내
※ 별도 학급 구성 없이 자율 편성 단위에 편성 한 경우 동일 과목 동일단위 편성
◦ 개인별 특기종목 지도, 우수 교원 확보, 체육수업시수 확충, 상급 학교 진로진학지도 강화 등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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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중점학교의 학력향상(국,영,수)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수준별 수업 등) 운영
- 우수 교원, 강사 등 인적 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교구ㆍ시설 확충 및 선진화
- 체육수업 시간, 방과후 등을 활용한 1인 1종목 이상 특기 종목 습득 기회 제공
- 교육과정(수업, 창･체, 교양･선택)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대비한 실기지도와 활동지 작성 등 진로진학 지도 강화
- 체육 관련 대학학과, 체육단체, 스포츠센터 등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토요 Sports Day 운영
- 지역사회 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매일 운동(Daily P･E)하는 학교만들기 확산


주요 일정
일정
‘20 8월

추진기관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교 선정 안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10월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선정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12월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컨설팅

교육부 및 전담기관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계획 안내

교육부

3월

’20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사업 설명회

교육부 및 전담기관

4월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지원 컨설팅

교육부 및 전담기관

11월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결과 보고

교육부 및 전담기관

12월

’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성과 평가회

교육부 및 전담기관

‘21 2월

‘2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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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우수교, 유공교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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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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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
□ (유형 1) 학급구성형
교과 영역

교과(군)

국어

기초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과학

체육
체육
･
예술

예술

생활
･
교양

※ 체육중점과정 단위 배당표

세부과목

기준
단위

국어Ⅰ
국어Ⅱ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미적분Ⅰ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 작문
영어독해와 작문
사회
한국사
경제
법과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운영
단위
4
4
4
4
4
4
4
4
6
4
4
4
4
4
4
4
8
6

1학년
1학기
2학기
4
4

2학년
1학기
2학기

4

4
4
3
3

30

10

3
4

4
4

24

10

22

10

4
4
4
3

4
3
2
(택1)

3

2
(택1)

2
(택1)

1
(택1)

1
(택1)

2
3

5
5

4

스포츠 문화

5

4

스포츠 과학
스포츠개론
체육과진로탐구
스포츠경기실습
체력운동
스포츠경기체력
코칭론
개인및대인운동
스포츠경기기술
음악과생활

5
5
5
5
5
5
5
5
5
5

4
6
6

2
3

12

6
(택2)

미술문화
음악과진로

2

34

2
(택1)

2
(택1)

2

2

3

3

12

10

1

1

5

4

2

2

5

2

5
5
5
5
5
5
5

2
2

1

1

4

10
42

2

2

2
(택1)

2
(택1)
1

1
1

1
30
4
34

7(4)

30
4
34
6(7)

12

6
(택2)
3
3
3

30
4
34
7(4)

20

2

6
6
6
2

1
1

2
(택1)

3

6

24

66

18

1

4

환경과학

24

10

4

4

2
4
4

필수
이수 단위

4

운동과 건강생활

미술창작
기술·가정
중국어Ⅰ
기술･가정
일본어Ⅰ
제2외국어
한문
한문Ⅰ
교양
논술
철학
이수 단위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별 총 이수 단위
학기당 과목 수

이수 단위

24

4

4

6

3학년
1학기
2학기

3
3
3

1
2

10

10

16

16

180
24

86
24

1
30
4
34
6(7)

30
4
34
6(5)

30
4
3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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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과목편성형
구분

교과
영역

3학년

세부 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공통
일반
일반

국어
문학
독서

8
5
5

8
4
4

4

국어

공통
일반
일반

수학
수학I
수학II

8
5
5

8
4
4

4

공통
일반
일반

영어
영어I
영어II

8
5
5

8
4
4

4

공통
공통
공통
공통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6
8
8
2

6
8
8
2

3
4
4
1

3
4
4
1

일반
일반
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5
5
5

4
4
2

2

2

일반
일반
일반
진로
일반

음악
미술
정보
실용 국어, 고전 읽기
확률과 통계

5
5
5
5
5

4
2
4
6
6

2

2

2

2

영어

진로
진로

기하, 실용 수학
실용 영어, 심화 영어 독해I

5
5

6
6

사회

일반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5

6

과학

일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5

6

일반

일본어I, 중국어I

5

6

체육

진로

개인･대인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스포츠 경기 체력

5

6

국어

일반
일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5
5

6
6

진로
일반
진로

경제 수학
영어 회화
영어권 문화, 심화 영어I

5
5
5

6
6
6

체육

진로

스포츠 경기 분석, 스포츠 경기 실습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5

6

예술

진로

음악 전공 실기, 미술 전공 실기

5

6

일반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5

6

진로

여행지리

5

6

과학

진로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5

6

체육·예술

예술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5

4

2(택1) 2(택1)

진로

일본어II, 중국어II, 인간과 환경,
인간 발달, 공중 보건, 프로그래밍

5

6

생활·교양

제2외국
어/기술
가정

3
(택1)

3
(택1)

교양

교양

환경, 논리학, 심리학, 실용 경제, 논술

5

6

3
(택1)

3
(택1)

24

24

학교
지정

수학

한국사
사회
탐구

과학

체육
체육·예술
예술
생활·교양

교양
국어

기초

수학

탐구

생활·교양 제2외국어
체육·예술

수학
기초
/
생활·교양

영어

사회
탐구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별 총 이수 단위
학기당 과목수
학년별 총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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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수
단위

필수
단위

16

10

16

10

16

10

6
8

6
10

10

12

10

10

4
4
4
4
4
4
4
4
4

2

2
1

1

1

1

15
(택5)

15
(택5)

6

10

4

16

30

21
(택7)

21
(택7)

58

교과 이수단위 소계

80

2학년

과목
유형

영어

학생
선택
(3학년)

1학년

교과(군)

기초

학생
선택
(2학년)

※ 2019년 단위 배당표

30

30

30

30

30

30

180

4
34
6(5)

4
34
6(5)

4
34
8(2)

4
34
8(2)

4
34
8(4)

4
34
8(4)

24
204

68

68

68

204

2021

[붙임 2]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중점)학교 운영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
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
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
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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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
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지정 절차) ① 영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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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
등학교는 지정에 앞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
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지정 절차)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
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
(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시·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한 추천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모집)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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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9학년도 중․고 1, 2학년 시행)
3. 중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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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

2021 초등 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시행 제6166호, 2019.4.29.]

2

추진 목적
▢ 자기 생명 보호 능력 향상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 학생 건강 유지․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수영교육
▢ 1학생 1스포츠 활동 실현을 위한 평생수영교육

3

추진 경과
▢ 2014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시범 운영(4개 지역, 26교, 학생 3,750명 참가 )
▢ 2015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11개 지역, 360교, 학생 43,610명 참가)
▢ 2016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21개 지역, 574교, 학생 72,225명 참가)
▢ 2017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042교, 학생 110,941명 참가)
▢ 2018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266교, 학생 140,136명 참가)
▢ 2019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298교, 학생 169,995명 참가)
▢ 2020학년도 초등 수영교육 운영(31개 지역, 1,316교, 학생 194,448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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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침

4

▢ 수영교육 대상: 초등 3~6학년(3, 4학년 의무, 기타학년 선택)
▢ 2021년 상반기는 이론교육 또는 실내체험교육을 운영하고, 하반기 감염병 단계와 지역여건을 고려
하여 실기교육 추진
※ 2020년 코로나19로 생존수영교육 미실시 학년이 발생하여 2021년 3,4학년 의무시행
- 3학년: 이론, 실내체험교육(1학기)-5차시 이상, 실기교육(2학기)-5차시 이상
- 4학년: 실기교육(2학기)-6차시 이상

▢
▢
▢
▢
▢
▢
▢
▢
▢

※ 지역별 예산·수영장 여건 고려하여 기타학년 수영교육실시
예산 확보시 수영교육시간 최대 20시간까지 확대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15명 기준 1명 이상의 지도강사(교사) 확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수영교육 및 안전 확보 계획서 작성 후 추진
수영교육 질 관리를 위한 자체 평가(설문 포함), 장학지원, 지도․점검을 강화
수영교육 실시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수영교육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확보
수영장 확보를 위해 이동식수영장 운영
수영장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수영교육 위탁운영시 수영강사 자격 기준 확대(수상구조사 포함) 안내(p.12)

◦주관: 교육지원청
◦시기: 전반기(1~3월), 후반기(6~8월)
◦내용
‐ 수영장 평가를 통해 2021년 수영교육 위탁운영 수영장 선정
※ 2021년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동의)서를 제출한 수영장은 현장안전점검 및 관련 모든 서류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교육지원청 의무사항)
‐ 선정된 수영장 중 학교가 수영장을 선택
◦방법 및 절차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동의) 안내 및 접수
◦ 추진내용: 지역내 수영장 대상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동의) 안내
◦ 위탁운영 신청(동의) 대상: 수영장
◦ 추진시기: 1월~3월, 6~8월
◦ 유의사항
‧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서(동의서) 제출 안내
‐ 방법: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 홍보 기간 확보: 최소 10일 이상
‐ 공문 발송 대상 수영장: 2019년, 2020년 수영교육 참여 수영장
‧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기간 확보: 5일 이상
‧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서는 [붙임6]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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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평가 실시
◦
◦
◦
◦
◦

추진내용: 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수영교육 위탁운영 수영장 선정
평가대상: 수영교육 위탁운영 희망(동의) 수영장
주
최: 수영교육 평가팀
추진시기: 전반기(1월~3월) / 후반기(6~8월)(년2회)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팀 구성: 5명 내외(교원, 일반직, 전문가 등)
② 평가팀 운영
‐ 평가항목: 위탁운영 신청서’의 적절성, 현장안전점검 결과,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조사 결과

[수영교육 참여 여부 결정 방법]
◦ 위탁운영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수영강습 기본정보 검토를 통한 위탁운영 적합 수영장 선정
◦ 현장안전점검: T/F 적용하여‘F’일 경우 수영교육 위탁운영 불가함([붙임4]활용)
◦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조사
‐ 대상: 2018년 수영교육 참여 학급 담임교사([붙임8]활용)
‐ 방법: 설문 평가지를 활용하여 설문 후 60점 이하의 경우 2020년 수영교육 위탁운영 불가함

◦ 유의사항
‐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수영장은 강습비 상한을 사전에 안내 후 동의 시에만 위탁신청서
제출
‐ 담임교사 설문 평가지([붙임8] 교사용) 및 현장안전점검표([붙임4]) 활용
‐ 수영장별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조사 대상자 수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
※ 만족도 조사시 대상자수: 전수 조사할 필요 없으며 표본 집단 선정하여 실시 가능

‐ 수영장별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결과는 학교에 제공되어 수영장 선택의 기준이 됨
‐ 수영교육 위탁운영 불가 판정을 받은 수영장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통해 위탁운영 가능함

[재평가 방법]
◦ 주최: 수영교육 평가팀
◦ 시기: 매년 8월
◦ 방법: 수영교육 위탁운영 불가 사유 개선 여부 재평가를 통한 구제
‐ 현장안전점검 결과 F판정된 수영장: 현장안점점검 재실시
‐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조사 결과 60점 미만 수영장: 수영교육 개선계획서 평가

⇩

수영장 평가 결과 활용
◦ 추진내용
‐ ‘수영장 평가’결과 수영교육 위탁운영 결정된 수영장을 학교에 안내함
‐ 경기도내 모든 학교는 위탁운영 수영장에 한해서 체육교육과정 내 수영교육 위탁 가능함
◦ 추진시기: 2월 부터
◦ 유의사항: 수영교육 평가 결과는 당해 학년도내에서만 유효함
※ 수영장 평가는 학년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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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강습비 상한제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
구분

내 용
◦ 1개 반 수영강사 1명 수업진행시(=1개 반 1개 강습반 편성시): 50,000원 이하
※ (예) 3학년 1반에 수영강사 1명 배치하여 1시간 수업진행하는 경우 40,000원 지급
◦ 1개 반 수영강사 2명 수업진행시(=1개 반 2개 강습반 편성시): 교육지원청에서 강습반 당 수영강습비
조정 가능함
※ (예) 3학년 1반 학생을 반으로 나눠 2개 강습반을 만든 후 수영강사 2명이 강습반별로 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90,000원(4만5천원+4만5천원) 지급
(강습반 기준 4만5천원으로 수영강습비 상한가를 정했을 경우임)

수영강습비
상한제
(1시간 40분
기준)

포함내역

강사료,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수영장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

불포함내역

교통비, 보험료 등 수영장에 지불하지 않는 비용

유의사항

∘ 수영강습비가 ‘수영강습비 상한가(50,000원)보다 적을 경우 학생수 기준 지급 가능함
∘ 1개 강습반 편성 기준은 예산 범위 내 교육지원청에서 결정
∘ 수영강습비 상한제를 통해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 학년내 수영시간 또는 학년 확대하여
예산 집행하는 것을 권장함
※ 한 학생 대상 수영교육 최소 이수 시간은 10시간(1시간=40분)이며 단기적으로는
15~16시간 이상 편성함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20시간 이상 확대하는 것을 권장함

용어정의

∘ 강습반 : 수영강사 1명이 지도하는 반
- (예1) 3학년 1반 전체 학생 대상 강사1명 지도시 강습반과 3학년1반은 동일한 집단임
(3학년1반 = 1개 강습반)
- (예2) 3학년 1반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강사2명 지도시 강습반은 2개가 됨
(3학년1반 = 2개 강습반)

◦ 학생수에 상관없이 강습반 기준 수영강습비 상한가 적용됨
(예) 1개반에 수영강사 1명이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수영강습비 상한가를 40,000원으로 결정했을
경우 1개 반 15명이든, 1개 반 28명이든 수영강습비는 40,000원으로 동일함
추진
방향

(질문) 강사1명이 1시간(40분) 지도하고 강습비 상한가가 4만원이며, 3학년1반의 학생수 30명,
3학년2반 학생수 25명일 경우 수영장에는 얼마의 수영강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8만원(4만원+4만원)입니다.

◦ 강습반 기준 수영강습비 지급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달성
※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 편성시 학생수 변동이 잦아 학교별 예산 배정 결정에 어려움 있음
도입 취지

◦ 수영강습비 상한가 도입을 통한 수영강습비 적정성 유지
※ 수영교육 확대에 따른 수영강습비 상승 요인 발생하고 있음
◦ 수영강습비 적정성 유지를 통한 수영교육 학년 확대 및 학년내 수업시간 확대
※ 수영강습비 상한가 적용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수영교육에 재투입

88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 초3~4학년 외 학년은 기존 수영장의 수영교육과정 활용 가능함. 단, 생존수영내용은 교육과정에 50%
이상 적용하여함
▢ 초3~4학년 대상 수영수업시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의무 적용
◦개발내용: 10차시 분량의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은 1~6학년 수영을 처음 접하는 학생 대상으로 Ⅰ(3학년), Ⅱ(4학년)적용이 가능하며 수영중급
자에 대해서는 일반수영 강습과정 적용을 할 수 있음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 차시를 증감할 수 있음
◦방향
-

수영 영법 습득을 위한 기능 중심 수업 탈피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강조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물 속에서의 호흡법 강조
물 속 위기 상황에서 생존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능(맨 몸 뜨기, 체온유지 등) 강조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수업활동의 강조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해양수산부) 기본방향 반영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Ⅰ,Ⅱ
※ 생존수영교육 :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타인 구조 능력 배양 교육

◦표준교육과정Ⅰ(3학년) 단계별 내용
단 계

차시

중점내용

세부내용

물에 적응하기

2

물과 친해지기

물 적시기, 입수방법 익히기, 물에서 걷기-뛰기, 물 속에서 호흡
오래 참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됨

호흡하기

1

호흡법

물 속에서의 호흡방법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물 속에서 코로
공기 내뿜기, 벽잡고 호흡하기 활동으로 구성됨

생존뜨기

3

물에서 뜨기

물에서 다양한 뜨기 방법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기구 생존뜨
기와 맨 몸 생존뜨기 활동으로 구성됨

잠수하기

1

잠수하기

체온 유지하기

1

체온 유지법

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개인 및 단체 체온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됨

이동하기

1

이동하기

물 속에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구명조끼
입고 이동하기, 물 속에서 장애물 통과하기로 구성됨

평가하기

1

평가하기

배운 내용 복습 및 평가하기

계

10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물 속에서 돌기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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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과정Ⅰ(3학년) 활용 안내
∘ 학습 단계 준수 : 물에 적응 → 호흡하기 → 물에서 뜨기 → 체온 유지법 → 이동하기
※ 학습 순서 수정이 가능하나 위의 순서를 되도록 준수할 것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 차시를 증감할 수 있음
※ (예) 15차시로 운영할 경우 물에 적응하기, 호흡하기, 생존뜨기, 체온 유지하기, 이동하기
각 1차시씩 증가시킬 수 있음
∘ 호흡법은 3차시 이후 매시간 마다 짧은 연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기를 권장함
∘ 수영장 여건 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동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전차시에 걸쳐 헬퍼(등에 착용하여 물에 뜨는 것을 도와주는) 및 물안경 사용 최소화

◦표준교육과정Ⅰ(3학년) 차시별 학습내용
차시

학습주제

1차시

물에 적응하기1

2차시

물에 적응하기2

3차시

물 속에서 호흡하기

4차시

기구 생존뜨기

5차시

맨 몸 생존뜨기 1

6차시

맨 몸 생존뜨기 2

7차시

잠수하기

8차시

체온 유지하기

9차시

이동하기

10차시

복습 및 종합평가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주요활동
물 적시기: 발-다리-팔-얼굴-가슴
입수하기: 사다리입수하기, 풀 사이드 앉아 입수하기
물에서 걷기-뛰기
얼굴 입수하기
손으로 코 막고 입수하기
물 속에서 호흡 오래참기
물 속에서 코로 공기 내뿜기
벽 잡고 호흡하기
킥배우기
페트병 뜨기
과자봉지 뜨기
돗자리 뜨기
스컬링 배우기
킥보드를 이용하여 1인 배면뜨기
2인 1조 맨 몸으로 배면뜨기
킥과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새우등 뜨기
다양한 뜨기 동작
킥과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물 속에서 한 바퀴 돌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개인 체온 유지하기
단체 체온 유지하기
구명조끼 입고 배면뜨기로 이동하기
구명조끼 입고 응용자세로 이동하기
물 속에서 장애물 통과하기
가만히 물에 오래 떠 있기
25m 이동하기(영법 상관 없음)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 표준교육과정Ⅱ(4학년) 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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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차시

물에 적응하기

2

호흡하기

1

누워 이동하기

4

엎드려 이동하기

2

평가하기
계

1
10

세부내용
물 적시기, 입수･출수 방법 익히기, 호흡하기와 호흡참기 등의
물과 친해지기
활동으로 구성됨
보빙
물 속에서의 호흡방법을 익히기 위해 보빙 활동으로 구성함
물 속에서 누워 이동하기 위한 다양한 이동 방법을 익히기
배면뜨기 후 이동하기
위해 랍스터스컬링, 물밟기, 오징어수영 등으로 구성함
물 속에서 엎드려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개구리 수영하기
개구리수영으로 구성함
평가하기
배운 내용 복습 및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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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단계 준수 : 물에 적응 → 호흡하기 → 누워 이동하기 → 엎드려 이동하기
※ 학습 순서 수정은 가능하나 위의 순서를 되도록 준수할 것
∘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 차시를 증감할 수 있음
※ (예) 15차시로 운영할 경우 물에 적응하기, 호흡하기, 누워 이동하기, 엎드려 이동하기
각각 1차시씩 증가시킬 수 있음
∘ 다양한 뜨기 활동은 매시간 마다 짧은 연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기를 권장함
∘ 수영장 여건 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동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전차시에 걸쳐 헬퍼(등에 착용하여 물에 뜨는 것을 도와주는) 및 물안경 사용 최소화

◦표준교육과정Ⅱ(4학년) 차시별 학습내용
차시

학습주제

주요활동

1차시

물에 적응하기1

① 물 적시기: 발-다리-팔-얼굴-가슴
② 입수하기-출수하기
③ 성취수준 파악하기

2차시

물에 적응하기2

① 호흡하기와 호흡참기
② 둘이서 물에 엎드려 호흡참기
③ 배면뜨기 후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3차시

물 속에서 호흡하기
(보빙)

① 물 속 바닥으로 가라앉기
② 물 속 바닥차며 물 밖으로 점프하기
③ 물 속에서 호흡하기(보빙)

4차시

랍스터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① 2인 1조 랍스터 스컬링 연습하기
② 랍스터 스컬링으로 이동하기

5차시

물밟기로 이동하기

① 풀 사이드에서 물밟기 익히기
② 킥보드를 이용하여 배면뜨기 후 물밟기로 이동하기
③ 맨 몸으로 배면뜨기 후 물밟기로 이동하기

6차시

오징어발차기로
이동하기

① 풀 사이드에 누어 오징어발차기 익히기
② 킥보드를 잡고 오징어발차기 익히기
③ 오징어발차기로 맨 몸으로 이동하기

7차시

오징어수영으로
이동하기

① 오징어 스컬링 익히기
② 오징어발차기와 스컬링으로 오징어수영하기

8차시

개구리수영하기 Ⅰ

① 풀 사이드에 엎드려 오징어발차기 익히기
② 킥보드를 잡고 엎드린 자세에서 오징어발차기로 이동하기

9차시

개구리수영하기 Ⅱ

① 개구리수영 손동작(하트스컬링) 익히기
② 풀 사이드 잡고 엎드려 오징어발차기 익히기
③ 오징어발차기와 손동작(하트스컬링)으로 개구리수영하기

10차시

복습 및 종합평가

① 가만히 물에 오래 떠 있기
② 25m 이동하기(영법 상관 없음)

▢ 이론수업 운영 자료
◦자료 탑재 주소
-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cspep.or.kr) →학교체육소식 → 자료실 8번
- EBS홈페이지(www.ebs.co.kr)→초등→창의체험→생존수영(총19강)

▢ 지역수영시설 부족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생존수영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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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추진 방향
▢ 일반사항
◦(운영시기) 2021년 상반기는 이론교육 또는 실내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하반기 감염병 단계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기교육 추진
‐ 3학년: 1학기에 이론 또는 실내체험교육으로 5차시 이상 운영, 2학기에 실기교육으로 5차시
이상 운영
‐ 4학년: 2학기에 실기교육으로 6차시 이상 운영
◦(수업목표) 위기 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영법에 상관없이 10m 수영하기
‐ 하위목표 1: 부력을 가진 생존도구 이용하여 10m 이상 수영하기
‐ 하위목표 2: 10초간 물에 떠있기
‐ 하위목표 3: 수심 1m 잠수하여 눈뜨고 물건 찾아오기
◦(대상) 수영교육 대상: 초등 3~6학년
※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초3학년 전체학생 대상 수영교육 지속 실시, 초4학년 지역여건 고려하여 40%
이상 수영교육 참여 추진 및 지역별 예산·수영장 여건 고려하여 기타학년 수영교육실시

◦(운영기간) 4월~12월(※ 교육지원청 협의하 3월부터 진행 가능함)
◦(교육시간 및 내용) 최소 10시간 이상 편성(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1시간 40분 기준)
‐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별도 제공)을 준수하여 수업 운영
‐ 교육시간은 체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 유의사항 : 상규적 활동시간(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수영강습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를 집행하는 원칙적으로 금지

‐ 1일 1개반 수영강습시간은 학생의 체력수준과 안전을 고려하여 2차시(40분+40분) 이상
운영 금지
‐ 생존수영 동영상 자료 활용(※ 에듀넷 –‘생존수영 6단계’,‘생존수영’,‘응급처치법’등)
‐ 감염병 상황 중에는 영상자료를 활용한 이론교육 및 실내체험 교실 등 수영장 이외 공간에서
생존수영 도구 활용, 만들기 등 체험 교육으로 대체

(예시) 생존수영 실내체험교육
자기구조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법 체험, 드로우백 및 pet병 등 도구를 활용한 타인구조, 실감형 콘텐
츠(VR) 활용 시뮬레이션 체험 등

구명조끼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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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효과적 수영 수업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 담임(담당)교사와 수영강사의 팀티칭에 의한 지도
‐ 수영 숙달도에 따라 수준별 수영교육으로 진행(권장사항)
‐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 경우 1개 학급을 2개 강습반으로 편성하여 강사1명 당 지도 학생수 감축을
권장함(※ 1개 강습반 편성 기준은 예산 범위 내 교육지원청에서 결정)
‐ 학부모 명예도움교사, 자원봉사자 및 안전요원 등 추가 인솔자 적극 확보(권장사항)
‐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여 개인별 목표(거리, 시간, 물에 대한 자신감․두려움 정도 등)을 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학교별 수영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학교주관, 의무사항, [붙임8] 활용)
※ 수영교육시 역할 분담 예시
구분
담임(담당)교사
수영강사

역할
수영 수업 책임, 사전 학생 안전교육, 수영지도 또는 임장지도
학생 수영지도, 수업 중 안전관리

명예교사 1

수영수업 전․후 안전지도, 남자 탈의실 및 샤워실 임장지도

명예교사 2

수영수업 시 건강 이상학생 돌봄,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임장지도

◦(안전확보)
‐ [붙임1] 「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 및 안전 기본계획」준수하되 미기재된 사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경기도교육청3)」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
‐ 수영 교육 운영 계획 작성시 [붙임1]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전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
계획 작성 가능함(학교 및 교육지원청)
‐ [붙임7] ‘수영교육 현황’ 분석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탁수영장 지도․점검 실시(교육지원청,
의무사항)
※ 수영장별 1회 이상이며 학교별 1회 아님
‐ 수영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와 학생 건강상태 파악(학교)
‐ 수영장 이용 수칙을 반드시 교육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학교)
‐ 담임(담당)교사는 수영교육 실시 전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의무사항)
‐ 담임(담당)교사와 수영강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수영강사가 일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감독할 때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금지됨(의무사항)
※ 담임(담당)교사는 임장지도가 원칙이며 학생과 유리창이나 벽으로 격리되어서는 안됨
◦(예산사용)
‐ 예산은 교통비, 강사료, 시설사용료, 보험료, 교사 및 강사 대상 수영연수비(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운영시), 공용교재 및 장비(개인 용품은 제외), 학생 안전교육용 자료 제작비, 기타운영비(수영교육평가
팀 수당, 안전요원확보비 등) 등으로 편성가능하며 부족분은 학교 자체 예산 또는 수요자 부담(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으로도 운영 가능함
‐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수영장 측이 수상안전요
원 2명을 필수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수상안전요원 배치 비용을 수영장 측에 지급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9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할 수 없음. 단, 1개교만 대상으로 수영장을 단독 사용할 경우 수상안전요원비를 확보할 수도 있음(수상안
전요원 배치 비용 지급 시 교육지원청 승인)
· 저소득층 자녀에게 개인 용품(수영모, 수영복, 수경 등)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금액 결정하여 안내
※ (예) 수영모 10,000원, 수경 20,000원, 수영복 30,000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은 교육지원청에서 가용한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후 안내
‐ 학생 여행자보험 의무 가입(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영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대응투자(5:5)를 필수 요건으로 교부되었으므로 대응부담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추경 요청하여 대응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대응부담
비율만큼 각각 집행 잔액으로 처리(※ 종합감사 시 지적 사항, 교육지원청 확인 사항)
· 지자체 대응투자 법적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시행 2019.4.29.]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특정기관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면 절감된 비용을 다시 수영교육에 투입하여
대응비율 맞출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는 모든 계약 업무 추진시 지방계약법 준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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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지역 및 학교 상황에 맞게 일정 및 추진 내용 조정 가능)
시기 및 횟수

전년도 12월~3월

2월 또는 4월
3월 하순~4월 초순

4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주요추진 내용

담당 기관

∘ 수영장평가제 실시 및 평가 결과 학교 안내
∘ 학교별 수영교육 운영 신청서 및 예산 사용 계획서 점검
및 지도(양식 1~2 활용)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협의체계 구축
∘ 학교의 수영교육 운영 신청서 접수

교육지원청

∘
∘
∘
∘
∘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파악
수영교육 기본계획 작성(안전 계획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수영교육 심의
교육과정재구성
사전 답사

학교

∘ 수영교육 담당자 운영 협의 또는 연수(안전 포함)
∘ 학교 대상 [붙임7] 활용 수영교육 현황 조사, 분석 및
장학 지도 및 안점 점검 계획 작성

교육지원청

∘ 수영교육 특별교부금 교육지원청 재배정

도교육청

∘ [붙임1] 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 및 안전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점검 및 준비
- 기본계획수립, 사전답사, 참가 규모에 따른 교육지원청
통보, 교사안전연수, 학생안전교육,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 수영교육 장학 지도 및 안전 점검(의무)
※ 위탁운영 수영장별 상·하반기 1회

학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지정일

∘ 수영교육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중간 점검

교육지원청

수영교육 종료 후

∘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영교육 운영 결과 평가
(설문 분석 등, [양식3] 활용)

학교, 지역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지정일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학교, 교육지원청

▢ 이동식 수영장
◦(확충방안) 지역 수영장 시설 부족 해소
◦(운영방법) 이동식수영장 설치로 생존수영교육 운영 가능 업체에 의한 위탁교육
※ 사업자 선정 시 수행 범위
· 이동식수영장 설치(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포함) 및 철거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 시설,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설비 관리
· 자격강사, 시설관리자, 안전대책 및 비상상황 응급대책 확보
· 경기도교육청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2021년 초등 수영교육 기본계획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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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모 신청서 제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취합·검토 후 제출(도교육청) → 도교육청 신
청교 선정 → 예산 교부 → 사업자 선정 후 운영 → 정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예시

◦(사업주관) 단위학교
◦(사업비) 총 900,000천원
·1교 이동식수영장 지원비 50,000천원 예정
·예) 약 1개월 10차시 운영 시 약500명 이수 가능(학교단독형, 지역거점형)
◦(대상교) 18교(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 예정)
◦(운영형태) 학교단독형, 지역거점형
·지역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통해 운영방식 협의
·세부추진계획은 감염병 안정화 시 별도 안내하여 시행

6

예산 지원 계획
▢ 예산 지원 시기: 소요예산 3월 말~4월초 교부 예정
▢ 예산 편성 및 지원 예정액(※ 5:5 대응협력사업)
◦ (수영교육비) 학교전출금
· 강습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물품구입비 등
·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절감된 비용 발생하였을 경우 수영교육에 다시 투입하여 잔액없도록 교육활동에
모두 사용
◦(이동식수영장) 학교전출금
· 900,000천원(교당 50,000천원 지원)
▢ 사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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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

수영 교육 운영비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7

기대효과
▢ 수영 기능 체득을 통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향상
▢ 수영을 통한 학생 건강 유지․증진 및 기초 체력 향상

8

행정사항
▢ 학교별 예산 사용 계획서 점검 및 지도
◦주관: 교육지원청 ◦대상: 지원 예산에 의한 수영교육 실시교
◦기간: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거
◦방법: [양식2] 활용
▢ 수영교육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
◦주관: 교육지원청
◦대상: 수영교육 실시교
◦일시: 3월 중
◦조사방법: [붙임7] 활용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지역내 취합 자료(엑셀 파일) 도교육청 제출
‐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장학지도 및 현장 안전 점검 실시
(※ 학교별이 아니라 수영장별 장학지도 및 현장 안전 점검임)
◦유의사항: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수영교육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중간 점검 실시
◦주관: 교육지원청
◦대상: 지원 예산에 의한 수영교육 실시교
◦일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거
◦협조사항: 예산 집행 현황 중간 점검을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수영교육 운영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 특별교부금에 의한 수영교육 실시교 및 교육지원청
◦일시
구분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제출기한

교육지원청 지정일

2021.12.17.(금)

제출내용

운영 결과 보고서(양식3), 정산서(양식4), 공문의
[붙임4] 국가시책사업 집행결과 엑셀 파일

운영 결과 보고서(양식3), 공문의 [붙임4]
국가시책사업 집행결과 엑셀 파일

◦유의사항: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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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 및 안전 기본계획
▢ 적용 대상
◦ 「수영교육 체험학습 절차」는 도교육청·교육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의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수영교육에 한함
◦ 수익자 부담을 통한 수영교육은「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상의 1일형 체험학습
절차를 따라야 함
▢ 절차
◦ 주관(주최) : 교육지원청(수영교육 평가팀)
◦ 평가 항목
① 위탁운영 신청서의 적절성
② 현장안전점검 결과
③ 수영교육 학교만족도 조사 결과
※ 프로그램 인증 여부 확인
◦ 수영교육은 고위험군 활동이므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영장 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역 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담임교
사와 수영장 수영 코치가 팀티칭으로 지도하게함으로써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도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단, 수영장 평가제를 통과해야 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 확인 : yap.youth.go.kr

수영장 평가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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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안전점검 점검(※‘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붙임4)’에 의한 점검)
- 비상 대피로
- 허가 ․ 등록된 시설 여부
-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생 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수질검사 성적서 확인(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6)의 수영장업
수질 기준 확인)
-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2명의 자격증 확인 등
※ 수상안전요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대한적십
자사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수영장 평가제 결과 안내 및 활용
- 수영장 평가를 통해 수영교육 위탁운영 수영장 선정함
- 선정된 수영장 중 학교가 수영장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시·군 지역에서 학교와
수영장을 매칭함

2021

◦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공통 준수 사항 확인(현장체험 안전메뉴얼 참고)
◦ 각 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등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을 포함
한 ‘수영교육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수영교육
체험학습
안전
계획수립

➡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안전대책 방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검표’에 의한 점검 계획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수영교육 체험학습 계획 시 가정통신문을 통한 참가 동의서를 받음
미 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안내)

◦ 필요 시 입찰공고 및 제안서 실행 접수(행정실)
◦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
(필요 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
‣
‣
‣
‣
‣
‣

➡

◦
-

학교운영위운회 심의(자문)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자문)
기본계획(일시, 장소, 내용, 수익자 경비 등) 심의(자문)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사전 답사 여부, 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결정 등)

◦ 학교는 수영장 평가제(교육지원청 주관)를 통과한 수영장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매칭한 수영장에 한해서 수영위탁교육 가능함
◦ 학교는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사전 답사 시 중점 점검 사항
※ ‘수영교육 체험학습 답사 안전 점검 항목표’(붙임5) 및 ‘수영교육 체험학습 자체점

사전 답사

➡

검표(붙임4)’에 의한 점검

-

도보 및 버스 이동 경로 확인
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및 소화전 보유유무 ․ 위치 확인
수영장내 학생안전 위험요소 확인
안전 대피로 확인
수영장내 수영교육용품(구명조끼 등) 구비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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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확정

학교장 결재

◦ 여행자 보험가입 계약 등(※ 아래 [붙임9] 참고)

계약

◦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장 발송

대규모 운영시
기본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

◦ 1일 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대규모로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서 및 자체점검
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실시함(답사결과 포함)
◦ 대규모 체험학습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수영교육 평가팀)의 컨설팅 실시
◦ 소규모 체험학습 :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자율운영 함
(3학급 이하 또는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 자율적 실시)

인솔자 사전
안전연수

➡

◦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연수를 실시해야 함

➡

◦ 참여 학생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교육 후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에 의무 공개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해야 함
- 체험학습 참여 학생･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
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후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학생안전
교육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인솔자 확보

➡

◦ 학급당 2명(남1, 여1)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남1, 여1)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 이상이
인솔할 수 있음. 단, 교사 1명 인솔시에도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시 수영장
협조를 받아 남·여 탈의실에 각각 최소 1명 이상 배치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추가 인솔자 확보 적극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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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여행자 보험

➡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

◦ 인솔자 여행자보험 선택 가입(기간제, 명예교사 포함)

비상
대피
훈련
실시

안전요원
배치

교통 안전

➡

◦ 생존수영교육 1일차 수영장에서 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 실시
- 실시 시기 : 생존수영교육 1일차 수영장 도착 후 바로 실시
- 실시 장소 : 수영장
- 실시 횟수 : 1회 이상
- 실시 내용 : 화재 및 지진시 행동요령(옷입기여부 등), 비상대피로 확인 및
실제 이동하기, 대피장소 확인 및 인원 점검
- 이동경로 : 수영장 풀 → 비상대피로 → 대피장소

➡

◦ 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대규모로 시행할 경우 안전요원을 참여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해야 함
- 수영장 소속 수상안전요원으로 대체 가능함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 소규모 운영시 권장 사항
◦ 수영교육 실시 전 반드시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 후 수영 교육 실시

➡

◦ 전세버스 임차 계약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제출 요청하고 종합
결과 확인
- 차량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 출발 전 수송버스 운전자 자체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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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영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체계
▢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우선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 학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업무주무부서, 도교육청 체험학습안전담당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한다.
￭ 초 ․ 중 ․ 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반드시 업무담당과, 학교안전기획과 동시 보고)
【학생건강과 ☎ 주간 031-249-0280, FAX 031-248-2117, 야간 031-249-0342】
【학교안전기획과 ☎ 주간 031-249-0691∼3, FAX 253-0035, 야간 031-249-0342】
※ 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학생건강과와 학교안전기획과에 동시 보고할 것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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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안보고서 양식(예시)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1.
2.
3.
4.

수신인 :
발신인 :
보고 일시 :
년
월
일
시
기본 사항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학교명

전화번호

체험학습 소재지
사안 발생 일시

사안명
<사고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사안 발생 교사
또는 학생 정보
5. 사안 개요
가.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다.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6.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1)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포함 즉시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
2)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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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영교육 체험학습 체점검표(학교용/교육지원청용)
교육지원청명
참가 학년
기 간
담당자
이동방법

00교육지원청
3학년
20○○.3.12.
교사 홍길동
버스 12대

실시
절차

학교명
참가인원
프로그램
연락처
장 소

한국초등학교
학생 245명, 교사 12명
인증프로그램/미인증프로그램/자체프로그램

010-xxxx-xxxx
00수영장

점검 항목
․ 허가 ․ 등록된 시설여부 확인하였는가?
‧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였는가?
- 유효기간 확인,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사망 및 부상 의 경우 피해자 보상 금액 확인 등

점검
결과
(○, ×)
(예)해당없음

‧ 업체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였는가?
- 유효기간 확인,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1사고 보장 한도액 확인
- (의무 가입)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보장
- (의무 가입) 부상의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수영장 ‧ 업체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평가제
‧ 최근 1년 이내 수질검사 성적서 확인하였는가?
․ 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생 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확인하였는가?
․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2명의 자격증을 확인하였는가?

지역교육청
주관
(※ 1일형
체험학습으
로
수영교육시
학교
주관으로
실시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
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비상대피로를 확인하였는가?
‧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도 담임교사와 수영장 수영 코치가 팀티칭으로 지도하게함으로서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기본
계획
수립

추진
방침

‧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 체험학습 내용, 교육장소 및 시설점검, 이동 수단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포함한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불참학생 지도계획에 의거하여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실시 여부에 대해 학부모 동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는가?
․ 체험학습 종료시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가?
‧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인솔자를 학급당 2명 이상 또는 25명 기준 2명 이상 확보
하여 운영하는가?(인솔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교사 1명 이상 인솔)
․ 대규모 체험학습 운영시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 수영장 소속 수상안전요원으로 대체 가능함

현장
답사

‧ 요보호 대상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전 답사(거리 ․ 소요시간 ․ 비상대피로 등)를 실시하였는가?
‧ 도보 또는 버스이동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가?

학교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통과 하였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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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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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에 대한 매뉴얼의 계약 방법을 숙지하고 계약하는가?
‧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가?
‧ 추정가격별 계약방법을 준수하고 계약 시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계약

하며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책임 소재와 범위를 계약서에 포함하는가?

‧ 차량 계약 시 차량 연식, 보험 가입, 차량 상태, 운전자 자격, 음주금지 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확인하는가?

‧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 ‧ 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교육하고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과 연계 지도하는가?

‧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유사시 대비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
법 등에 대한 안전연수 계획이 있는가?

‧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이동수단, 프로그램 운영 방법, 공중시설 이용 예절,
안전
교육
및
점검

유해물품 소지 금지, 성범죄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이 있는가?

‧ 학생 안전교육 실시 후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정보방에 그 내용을 탑재 하는가?
‧ 체험학습 실시 전 ․ 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편의제
공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연수하는가?

‧ 요보호 대상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현장체험학습 시, 지도교사가 반드시 임장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가?(위탁교
육, 자유시간 포함)

‧ 학생수송버스 운전자 음주감지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당일 운전자와 차량의 조회 결과 회신 사항 및 배차 계획 적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가?
종합의견 :

20 .

.

.

점검자 :

담당부장(수영교육 평가팀 담당자)

성명 :

(인)

점검자 :

교감(수영교육 평가팀 담당자)

성명 :

(인)

확인자 :

교장(수영교육 평가팀 담당장학사)

성명 :

(인)

※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사인은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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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수영교육 체험학습 답사 안전점검 항목표(학교용)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도보 및 버스의 거리, 이동 경로, 소요시간이 적절한가?
③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확인하였는가?

건물
①
②
③
④
⑤

점검 항목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시설의 사용이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확인

내부 시설
점검 항목
①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② 외부의 소음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되는가?
③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확인

안전
점검 항목
①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②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③ 참여 청소년에게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 있는가?
④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⑤ 비상 시 안전을 책임질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는가?
⑥ 자동제세동기는 배치되어 있는가?
⑦ 소화기 및 소화전은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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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수영교육 위탁운영 신청서/동의서
※ 아래의 표 중 ‘수영강습료’란은 교육지원청에서 ‘수영강습비 상한제’ 범위 내에서 수정요
(※ 본 신청서는 교육지원청의 수영교육 운영위탁 결정 및 학교의 수영장 선택 자료로 활용됨)

1. 신청자 정보
수영장명
주소
담당자명

○○수영장
경기도 수원시 조원로 ○○
김○○
담당자 직위

팀장

담당자 연락처

031-222-2222

2. 수영강습 기본정보
구분
수영강습료

(강사료,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셔틀버스
운행여부
및 비용

확인란

내용

※ 해당란에 √표시

1개반 1시간(40분) 지도시 50,000월

(예시) √

1개반 1시간(40분) 지도시 50,000원 이하 가능함: 금액

원

○

학교와 수영장 사이에 셔틀버스 무료 운영함(○인승 ○ 대)
유료 운영시 버스(1대) 학교-수영장 왕복 운영시 비용 금액

원

전세버스를 학교와 수영장 사이에 운영 가능함(

교육과정 운영
가능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 적용 가능함

수
영
강
습

인승)

버스(1대) 학교-수영장 왕복 운영시 비용: 금액

원

201○년 ○월 ○일 ~ ○월 ○일(※ 제외기간:
월요일

해당없음

○

전세버스
운영 가능 여부
및 비용

3개반 동시
수업진행 가능

가능 레인수
가능 강사수

3개 레인
3명
강사명

○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당없음

3개반 동시
수업진행 가능

4개반 동시
수업진행 가능

4개반 동시
수업진행 가능

강사별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우수 사항

해당없음

홍○○
김○○
오○○
이○○

×

해당없음

화요일

해당없음

×

해당없음

요일‧시간
(예) 9:00~13:00 (예) 해당없음 (예) 9:00~13:00 (예) 9:00~13:00 (예) 9:00~13:00
및
강습반 수 (예) 14:00~16:00 (예) 해당없음 (예) 해당없음 (예) 14:00~16:00 (예) 14:00~16:00
※ 가능한 시간
기록함

×

4개 레인
4개 레인
4개 레인
4명
4명
4명
소지자격증(발급기관)/자격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영
유소년스포츠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영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영
유소년스포츠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영
※ 필요시 셀 추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 수위조절판 설치되어 있으며 수위는 3학년에 적합한 1m임
∘ (예)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학생용 구명조끼가 100개 있음
※ 위의 사항은 예시안이며 학교가 수영장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기재

해당없음

초등학교 수영교육 위탁운영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수영강사 보유 자격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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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참여
(예정)
학생수

205

운영(예정)
기간
주운영(예
또는
정)시간
운영(예정)
일

2015.5.1
09:00~10
~2015.9.
:50
30

○

○
(허가등록,
영업배상,성
범죄및아동
학생관련범
죄확인은교
육지원청에서
기실시함)
○

○

수영교육
학생 대상
현장체험
사전
사전답사 교사안전
학습
연수 실시 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
실시
여부(○,×) 여부(○,×)
작성
여부(○,×)
여부(○,×)

(예)
수영교육
실시전
체육시간에
1시간
담임교사
직접 실시
3

15

수영강사1
명당
인솔자수
수강대상평
사전
(단위:명,1개
균학생수
안전교육
학급기준
(※소수첫
실시방법
작성)
째자리에서
반올림)

○

○

학생
보험가입결
정(학교운
영위원회
인솔자의
결정에
현장
따라
임장지도
미가입
실시 여부
가능) 및
(○,×)
영업배상보
험가입
확인 여부
(○,×)

학생 안전 확보 여부 (※실시 계획 중이라면 실시 계획을 근거로 작성)

수영교육 현황

12

생존
수영

2
(심폐
소생술
교육)

14

기타
소계
(내용)

교육시간수

1개

활용
수영장수

오션키즈
수영장

수영장명

버스

수영장
이동
방법

지
자
체

2,000 2,000
0,000 0,000

특
별
교
부
금

지원
(예정)
예산액
(단위:원)

0

교
육
지
원
청

비고

2021

[붙임 8]

설문지(예시)
수영교육 설문조사(학생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본 조사는 여러분들이 실시하였던 수영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 또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2.
○○초등학교

1.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전혀
질문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10m를 헤엄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물건의 도움없이 10초간 물에 떠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1m까지 잠수하여 눈뜨고 물건을 찾아 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영수업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영수업 때문에 수영에 대한 자신감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영 수업 시간만으로 수영을 배우데 충분한 시간
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쳐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앞으로 수영을 더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영수업 할 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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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교육 설문조사(학부모용)학교 및 교육지원청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본 조사는 자녀가 실시하였던 초등 수영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단순한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닌 생존수영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번호 란에 ∨표시 또는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존수영교육: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타인 구조 능력 배양 교육
. 12.
○○초등학교

1.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항

질문내용

번호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매우
그렇다

1

생존수영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생존수영수업은 수영에 대한 자신감과 물에 대한 두
려움을 떨쳐내는데 효과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생존수영수업이 위기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생존수영수업 시간은 실제로 수영을 배우는데 충
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영장과 강사진은 교육 효과면에서 우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기타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생존수영수업에 대한 기타 의견(우수사항, 개선사항 등)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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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교육 설문조사(교사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본 조사는 초등 수영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닌 생존수영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번호 란에 ∨표시 또는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존수영교육: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타인 구조 능력 배양 교육
. 12.
○○초등학교/경기도○○교육지원청

1.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전혀
질문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생존수영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생존수영수업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물에 대한 두려
움을 떨쳐내는데 효과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지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강사는 생존수영교육 교수 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사는 1시간 수업 중 한 학생의 실제학습시간
(ALT-PE)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강사는 수업시 인솔교사와 충분한 협의 후 학생을 지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생존수영수업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실내수영장과 탈의실은 위생적이고 쾌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항상 실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영 수업시 수상안전요원(※수영장 직원)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타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생존수영수업에 대한 기타 의견(우수사항, 개선사항 등)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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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위탁 운영 계약
▢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수영수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 운영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결정 및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시 유의사항
◦공문으로 제공되는 생존수영교육 계약서(예시) 외 각종 서식 활용하여 계약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의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시설의 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기타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준수

▢ 공통 계약 서류(※ 공 ‧ 사립 수영장별 갖출 수 있는 서류명 다를 수 있음)
[계약 시]
1. 수영장 허가 ․ 등록된 등록증 사본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가. 유효기간 확인
나.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사망의 경우 피해자 보상 금액
 부상의 경우 피해자 보상 금액

다. 기타
3.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가. 유효기간 확인
나.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1사고 배상 한도액 확인
 사망의 경우 피해자 보상 금액(※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부상의 경우 피해자 보상 금액

다. 기타

112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4.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10. 인지세(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징구)
11. 견적서(비용 내역서) : 강사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12. 교육 일정표 (프로그램)
13. 수영강사 명단 ‧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14. 강사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사본
[종료 후]
1. 세금계산서
2. 통장 사본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청구서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등
※ 기타 계약 서류는 지방계약법 및 시‧도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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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수영강사 자격 기준

수영교육 위탁운영시 수영강사 자격 기준 안내
▢ 수영교육 위탁운영시 강사의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아래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최소한 갖추도록 한다. 단,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발급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수영장경영자협회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
하여 인정한다.
◦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 유소년스포츠지도사(수영)
◦ 노인스포츠지도사(수영)
◦ 장애인스포츠지도사(수영)
◦ ‘수상안전요원’자격증
▢ 체육지도자 자격증
◦ 체육지도자 자격증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https://www.insports.or.kr/examInfo/examInfo6.do)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 수상안전요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4
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
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국민
안전처장관 → 해양경찰청으로 업무이관됨)
◦ 해양경찰청이 인정하는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48-0082)
‐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91-5016)
‐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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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 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 유의사항
‐ 해양경찰청에서‘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평가 후 주기적으로 지정취소하므로 자격증 확인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기관 확인요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홈페이지 주소 : https://imsm.kcg.go.kr/WRMS/wli_lifeSave.do
▢ 수상구조사★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
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 자격증 관련 안내 : https://imsm.kcg.go.kr_수상구조사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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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수영교육 운영 신청서 A4 1쪽,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수영교육 운영 신청서
(작성 기준일 : 201○.○.○.)
○○초등학교

□ 사업명 : 초등학생 수영교육
□ 일반현황
구 분

성 명

연락처

비고(직책 등)

교 장
교 감
담당자

□ 수영교육 참여 현황
대상학년

학급수

학년

학생수

교사수

학급

명

□ 인솔자 예정 현황(1학급 기준)
구분

인원수

담임(담당)교사
수영강사
안전요원
명예교사 1
명예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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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수영교육 예산 사용 계획 A4 1쪽,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수영교육 예산 사용 계획
□ 사업명 : 수영교육 지원사업
(단위 : 원)
목

세목
계

체육교육과정

수영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A-B)

5,000,000

3,840,000

0

0

5,000,000

3,840,000

0

0

□ 집행계획서
(단위 : 원)

목

세목
계

집 행 액

집행내역 및 산출근거

3,840,000
3,000,000 강사비: 시간당 30,000원×100시간
840,000 버스비: 420,000원× 2회

체육교육

수영

과정운영

교육

지원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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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A4 3쪽 이내 ,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수영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00초등학교/00교육지원청

1

추진배경 및 목적

2

추진방법 및 전략

3

실천내용 및 성과(안전대책 포함)

4

일반화

5

결론 및 제언

※ 보고서 작성 요령
- A4 3쪽 이내 작성, 여백 좌우(25), 위 20 / 머리말 15, 꼬리말 15 / 아래 15 제본 0
- 주제명: 18 point, 본문: HY신명조 12 point, 줄간격 160
- 도식화 및 표, 사진자료 삽입 가능(자율적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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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수영교육 정산 내역서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수영교육 정산(세부집행) 내역서
○○초등학교
□ 사업명 : 수영교육 지원 사업
(단위 : 원)
목

세목
계

체육교육과정

수영교육

운영지원

운영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A-B)

3,840,000

3,840,000

3,840,000

0

3,840,000

3,840,000

3,840,000

0

□ 집행내역서
(단위 : 원)
목

세목
계

집 행 액
3,840,000

3,840,000

체육교육과
정운영지원

집 행 내 역

0 강사비 집행액
- 정산액 : 시간당 30,000원*주당 4시간*32주(상.하반기)

수영
교육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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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체육 활성화

1-1-4

1. 여학생 체육활성화 방향
가. 추진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나. (법제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시행일 ‘17.2.4.])
• 학교의 장은 재학생 남녀학생 비율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여학생 비율 이상 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 의무화(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
(*예시) 재학생 남녀학생 비율이 6 : 4일 경우 소속학교 학교스포츠클럽 10종목 운영시 4종목 이상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여학생 선호종목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종목* 중심 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만족도 및 적극적 참여
유도(* 사격, 스케이트, 수영, 요가, 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구기종목 등(’14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지정 운영
권장 (※ 매주 특정 요일(예: 수요일)은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여학생 우선 사용)
- 여학생들이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활용**(여학생
스포츠 행복지수 개발 정책 연구(’15):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탑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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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여학생 체육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여학생 스포츠대회 개최, 여학생 체육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융합형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신체활동 다이어리 제작, 여학생 특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공유) ‘여행하까?‘ (여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스포츠클럽 까페)
(http://cafe.daum.net/girlstoppe)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까페
(사례공유, 자료공유, 여학생들의 소통, 공감의 장)

• (교육과정 연계 여학생 체육 활성화) 남녀합반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 분리 체육수업 또는
선택형 체육수업 운영으로 여학생들의 적극적 체육수업 참여유도
※ 여학생의 남녀 분리 수업 희망 비율 62.8% (’14.4월 설문조사 결과)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와 수행평가 도구 개발 등
• (초등 저학년 체육 활동 활성화)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체육활동 경험이 2차 성징 이후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근활동 위주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여건에 맞는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체육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반 대항 교내 리그 활성화
및 지역리그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운영

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학생 신체활동가치 내면화를 중시
• 미래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거나 설계된 교육 과정으로 학습자가 교과
내용 지식의 습득을 넘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과정
•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통해 여학생들의 비판적(반성적, 성찰적)인 사고 (critical thinking) 능력과 지식을
소화하고 스스로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신장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관리능력, 협력적문제발견해결능력, 문화적소양능력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인관계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의식, 문화적소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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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방향식’의 수업 전개보다는‘소통’할 수 있는 수업장 마련
•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소통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 배우면서 존중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도록 여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 여학생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함께 관심과 흥미를 공유할 수 있다.

『공감』, 『소통』 의 교수-학습활동 필요

마. ‘성취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여학생들에게 「자신감」 신장
• 교사중심의 가르치기 편한 과제에서 탈피, 여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교사-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여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업’ 지향

여학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성과

바. 언제 어디서든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환경 조성
•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환경 조성
• 학교 생활 속에 체육활동을 부담 없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 확보

여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직․간접적 환경’ 제공, 교사의 ‘다각도적인 노력’

사. 현대화된 체육 시설과 용구의 변화
• 여학생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내용, 교수 - 학습방법을 전개, 이에 적합한 수업 기자재 확보와
개선 노력
• 전문화된 체육환경을 제공하여 여학생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평생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여학생들이 현대화된 체육 시설과 용구를 통해 배우고, 익혀, 생활화하는 체육교육으로의 전환
※ 여학생들에게 감추어 졌던 신체활동 욕구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노력이 필요

아. 여학생을 위한 교과 교육활동의 변화
•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재해석(역량중심교육과정 적용) 후 체육수업에 접목 가능한 ‘핵심역량’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맞는 수업모형, 수업 활용모듈을 선택하여「배움중심 체육 수업 설계」
• 교육과정 재해석 → 단위학교 핵심역량 추출․적용 → 교육과정 재구성 → 배움중심 「체육」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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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학생을 위한 교과외 교육활동의 변화
• 시기, 내용, 방법, 형식에 구애 없이, 신체활동, 스포츠를 매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으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과 연계

2.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과제
가. 과거 체육이 교육이 아닌 훈련이나 체력단련이 체육이 본질이라는 개념적 시각 에서 벗어나
학습자 능동적인 체육학습을 통해 경험을 구성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심.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 교사 관계 형성에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업의 분위기와 상호관계
형성이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 함.
※ 여학생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과정, 분위기와
수업환경을 역량중심교육과정을 통해 제시

나.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문제를 남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한 결과라거나
왜곡된 성역할 교육 등에서 원인을 찾는 데에서 여학생의 문화적 인식의 전환 필요. 여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노력 등에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여학생이 스스로 극복하고 성취해 나아가도록 방법적 지식의 습득,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
다. 여학생을 고려한 체육 환경(시설, 용구 등) 조성을 통해 전문화(professional)된 환경 안에
서 여학생들은 스스로 참여 동기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에 스스로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기여함.
라. 정규교육과정(역량중심) 재구성 및 교과 외 교육활동 운영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여학생을 고려한 지도법, 여학생 상호작용, 창의적인 교수-학습설계,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환경개선모델,
혼성학급에서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사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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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모둠편성 방법
: 동일학급 내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모둠을 편성

한 학급 내에서 모둠을 분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구성)
한 명의 교사가 남학생 모둠과 여학생 모둠으로 나눠서
가르치는 형태이다.

: 두 학급 합반 후 남녀 분반하여, 두 교사가 따로 지도

두 개의 혼성 학급(A반, B반)을
합반으로 시간표를 편성한다.
그리고 남학생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눈 후,
각각 ‘김’교사와 ‘박’교사가 따로
가르치는 형태이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차별받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남녀학생의 분리 또는 분반 수업은 여학생도
동등한 운동기능과 신체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수월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체육교육이 신체활동과 운동기능이
전부인가,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분하여 바라보아야 하는가?

양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소통적 체육수업

기능중심이나 체력중심의 편향된 수업에서 벗어나 운동소양과 운동향유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융합적 체육수업

체육을 통해 남과 여, 숙련자와 미숙련자, 선호자와 비선호자 등에 따른 나와는 다른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서적인 내용을 담은 체육수업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아름다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체육수업

체육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全人)으로의 성장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따로 떨어뜨려
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공동의 문제와 목표를 이루는 데 협력적 집단지성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것인가’로 체육수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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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그들이 그 동안 겪어온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체육에 대한 인식과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학습 태도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고려한 모둠 편성의 사례를 하나 제시 하고자 한다.

: 동일학급 내에서 남녀 혼성 모둠, 특정 활동시 남녀 분리


한 학급 내에서 기본 모둠은 혼성으로 편성한다.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남녀 혼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기본 기능이나 간이게임을 혼성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존중하는 관계 맺기를 강조할
수 있다.

단, 실전 게임과 같은 신체활동이나 남녀 활동의 차이가 큰 내용의 활동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

1-1-5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클럽

1.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가. 스포츠강사: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
『2021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참고
※ 채용시 유의사항
- 소속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강사로 활동할 경우 학교장과 계약 수정 체결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 체결 시간에 스포츠강사 채용 불가함
-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52시간 준수

나.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배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담당하는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
스포츠강사 관리 및 학교단위 연수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기획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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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스포츠강사 및 일반교과교사 연수
• 연수강사: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연수대상

스포츠강사

일반교과교사
스포츠강사

연수시기

연수과정

연수방법

‘21년
3월~5월

<학교체육 전문가과정> 원격직무연수
(15시간 1학점 연수)

원격연수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설)

연중

교직원 의무 연수(성폭력, 안전 등) 7
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학교자체 연수

‘21년
3월~5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의 실제
·종목별 지도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종목별 2~4시간)

학교자체 연수
※ 또는 <교원용 학교체육전문가
과정 원격연수> 이수 권장
(15시간 1학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길라잡이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학생건강과]-[과별자료실]-[번호 49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서(체육교사용, 스포츠강사·일반교사용) 활용하여 연수

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유연화
가.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등교‧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종목 및 활동내용과 운영방식을
다양하게 추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유연화 방안
기존

개선

활동내용

단체 경기 중심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개인 활동 중심의 운동 및 신체활동 가능

조직

종목 단위의 클럽 조직

학급 단위의 클럽 조직 가능

운영방식

학기 중 단일 종목만 참여

학기 중 다양한 운동 및 신체활동 가능

⇨

(음악 줄넘기, 벽을 이용한 배드민턴 랠리 등)

3. 시설이용
가.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및 인근 체육시설 이용 확대
• 학교의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실시
• 인근 지역 시설 활용 시: 시설이용료 지원(교특)

4. 활동내용 입력
가. 『202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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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중심 스포츠 활동 확대

1-2

단위학교 학생 건강체력증진 기본계획

1-2-1


추진근거
근 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신체능력검사의대상 및 방법 등)
▢ 2020 학생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0.1.)


목적
▢ 개인별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학생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한 학교별 체육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증가함
• 4~5등급 비율 증가함 : 13.9%(2018년)→15.2%(2019년)
• 학년이 올라갈수록 4~5등급 비율 높아짐 : 11.3%(초)→12.9%(중)→20.2%(고)
• 지역별 초․중학생 4~5등급 비율 편차 큼

▢ 학교 체육시간 외 학생들의 운동 시간 확보 필요함
• WHO의 신체활동 수준 발표(‘19.11월)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최하위권임
• 질병관리본부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13.9%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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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제14차(‘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조사개요)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0,040명 온라인조사
(조사결과) 하루 60분 이상, 주5일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3.9%,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7.8%로 조사됨
중학교

학교 급

구분

고등학교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하루 60분 이상,
주5일 이상 신체활동

23.9

9.1

16.8

17.1

5.3

11.5

20.3

7.1

13.9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57.6

31.3

44.9

44.8

17.1

31.6

50.7

23.7

37.8

※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 (‘16)13.1%→(‘17)13.8%→(‘18년)13.9%
※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 (‘16)37.7%→(‘17)37.3%→(‘18)37.8%


세부 추진 내용
1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 계획 작성 및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시기 : 2월 작성 후 연중 운영
▢ 기본 방향
∘
∘
∘
∘
∘
∘
∘
∘

학생 체력증진 활성화 지표 활용
정규 체육 수업으로 부족한 신체활동 시간 확보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운영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남‧여별 선호 종목 고려하여 운영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평생체육의 기틀 마련
운동 기능, 체력의 우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 제공
등교시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 여유 시간 효율적 이용
체육 시간에 익힌 내용을 시간의 제약‧심리적 부담 없이 적용‧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 체력증진 활성화 지표
∘ 비만 비율=(‘당해 연도 PAPS 결과 경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수’ ÷ ‘당해 연도 학생수’) × 100
∘ 체력 4~5등급 비율=(‘당해 연도 PAPS 결과 4~5등급 학생수’ ÷ ‘당해 연도 학생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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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운영 방법
∘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체육교육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서 학생 체력 및 인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 기존 작성된 다양한 체육교육계획들 : 1교 1기 기본계획 , 맞춤체력인증제 , 학교스포츠클럽 계획 등

∘ 학생 체력증진 활성화 지표 활용
‐ (학교) 학교공동체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 학교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실시
PAPS 평가결과 자체 분석 → 차기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실천

∘ 아래의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작성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자율체육활동)
‐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의무) 등
∘ 아래의 권장 지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
[권장지침]
∘ 정규 수업 시간 외 일주일에 5일 이상 60분 이상의 신체활동하기(7560+운동)
∘ 신체활동은 중등도 내지 격렬한 강도이어야 함
∘ 매일 하는 신체활동의 대부분은 유산소 활동이어야 함
※ 7560+운동 :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함

[신체활동 시간 범위]
∘ 학교스포츠클럽(자율체육) 활동 시간
∘ 신체활동이 포함된 놀이 활동 시간
∘ 기타 운동 시간

▢ 「7560+운동」학교별 운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예산 : 학교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또는 학교기본운영비 활용
∘ 내용
- 학교 또는 학년 단위 체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생활 중 1학생 1일 60분 이상 스포츠 활동 참여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1학생 1스포츠 활동
- 중간놀이시간, 방과후시간 활용하여 놀이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 초등 놀이 공간(바닥그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참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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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실시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
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측정 의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 및 측정결과, 운동처방 안내
- PAPS 측정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체력진단 처방을 위해 개인별 결과 출력 제공 의무화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생건강체
력평가(PAPS) 측정 생략 가능

☞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
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 (측정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검사 실시
※ 단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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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침
∘ (법령 준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 (계획수립)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정시평가 1회, 수시평가 1회 이상 실시

∘ (정시측정) 정시측정은 연 1회 실시
※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 안내

∘ (수시측정) 정시측정 결과 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저체력학생 비율 최소화(수시
측정 시기는 7월, 9월, 11월 3회 실시를 권장하나 학교별 변경 가능함)
※ 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 자료로 반영 가능함(참고자료1)

∘ (평가결과의 기록)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NEIS상으로 제출(2021.11.30.)
‐ 제출자료 : 정시측정 자료
‐ 유의사항 : 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자료로 반영하여 제출 가능함
※ 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자료로 반영하는 방법은 [참고자료1] 확인

∘ (운영 최소 조건) 학생 안전이 확보된 이후 운영

▢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정시측정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학교스포츠클럽(자율체육활동),
건강체력교실 운영 → 수시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 학생, 학부모 제공 → 통계자료 제출(2021.11.30.까지)
→ 차기년도 건강체력교실 운영

▢ (측정 종목 및 시기) 체력 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필수평가 – 매 학년초 실시>
체력요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6-1.팔굽혀펴기(남)
1. 왕복오래달리기 4. 앉아윗몸앞으로
6-2.무릎대고팔굽혀펴기(여) 9. 50미터 달리기
2. 오래달리기-걷기
굽히기
10.제자리멀리뛰기
7.윗몸말아올리기
3. 스텝검사
5. 종합유연성검사
8.악력

비만
11.체질량지수(BMI)

<선택평가 – 학교장 결정>
검사항목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심박수 측정기 세트 활용

체지방 측정기 활용

자기기입식 기록지 활용

자세평가 보조도구 활용

▢ 방법
∘ (환경 제공)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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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건강체력평가시 확인 사항
∘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안전지도 실시
∘ 운동기구, 체육시설 및 교재∙교구의 결함 여부 등 사전점검 실시
∘ 운동 기구 준비, 운반은 지도교사가 직접 임장지도
∘ 평가 활동 공간 및 주변 위험요소 제거
∘ 날씨(폭염, 자외선, 황사, 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활동 장소 및 시간 선정
∘ 요양호(보호) 학생 파악 및 보호 조치
∘ 건강 점검 실시 후 실시 가능한 학생만 평가 실시
∘ 충분한 준비운동 반드시 실시
※ 평가 당일 미실시 학생 추후 별도 계획에 의거 건강상태 양호할 경우 실시

∘ (우수학생 표창)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우수학생은 학교장 표창 수여*를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체력증진 장려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표창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PAPS 우수학생 학교장 표창 (예시)
PAPS 최우수 학생, 전년 대비 최우수 체력 향상 학생, 측정 종목별 최우수 학생, 측정 종목별 향상도
최우수 학생 등 학교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표창함으로써 학생의 체력 증진 촉진(단, 학교 간
평가는 지양)

▢ 일부 종목 미측정시 해당 학생 PAPS 통계 처리 방법
∘ 처리방법: 전 종목 측정한 경우에만 PAPS에 평가 결과 입력 후 통계처리
∘ 목적 : PAPS 통계 자료의 신뢰도 향상
∘ 절차
① PAPS 전종목 또는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함
② 측정할 수 있는 종목 측정 후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지 않으므로서 PAPS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함 (※ 전종목 미입력시 통계에 잡히지 않음)
단, 종목 측정 결과는 해당 학생 학생건강기록부에서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함
∘ 유의사항
‐ 학부모가 일부 종목 측정하더라도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기를 희망하면 입력해주어야 함
‐ 일시적으로 전 종목을 측정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수시측정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측정결과는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하여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
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는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위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전입생이 측정하지 않고 왔을 경우 측정 후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일부 종목 측정 평가 결과도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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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건강체력평가 내실 운영) 저체력 학생(PAPS 4․5등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운영 대상) 저체력 학생 및 비만학생
- (환경 제공)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측정 내실화) 교내대회 운영 및 표창, 수업 연계, 국민체력 100 사업 연계 등 건강체력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사후 기록 관리 및 처방 제공 등을 통해 건강체력검사에 대한 생의 인식
제고

▢ (결과 보고) 각 학교는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NEIS상으로 제출(2021.12.31.)
‐ 제출자료 : 정시측정 자료
‐ 유의사항 : 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자료로 반영하여 제출 가능함
※ 수시측정 자료를 정시측정자료로 반영하는 방법은 [참고자료1] 확인

▢ 학생건강체력평가 지역별 상담교사 운영
∘ 운영내용 : 학생건강체력평가 NEIS 처리 방법 지역청별 상담교사 지정 운영
∘ 운영기간 : 2021.3.~2022.2.
∘ 상담 및 문의 절차
‐ (1차 확인) 매뉴얼 및 매뉴얼 내 Q&A자료 확인
※ 매뉴얼 탑재 웹사이트: 「경기체육사랑」홈페이지-사이버장학-학생건강체력증진
‐ (2차 상담) NEIS 처리 방법 : 상담교사에게 문의(※ 문의는 방과후 시간에 한정함)
※ NEIS 처리 외 기타 상담 : 교육지원청 체육담당자에게 문의
‐ (3차 상담) 1차 확인 및 2차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교육청에 문의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13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2021년도 지역별 PAPS 상담교사
지역

교사명

학교명

학교전화번호

가평

조은미

가평북중학교

031-581-0618

황현준

장성초등학교

031-915-0273

최재국

화정고등학교

031-930-0627

노형준

하안북초등학교

02-898-5130

김민철

운산고등학교

02-2610-3075

정대현

광지원초등학교

031-761-5424

박범진

마석초등학교

031-593-0008

박은희

별가람중학교

031-524-9403

이민영

흥진중학교

031-390-5104

신호철

향산초등학교

031-8049-2701

오동영

김포제일고등학교

031-950-6511

동두천양주

이샘터

덕계고등학교

031-858-9692

부천

김환민

원미고등학교

032-722-6200

이재영

야탑초등학교

031-781-3323

박은영

하탑중등학교

031-706-2073

수원

김아름

정천초등학교

031-294-3257

시흥

이정우

냉정초등학교

070-7097-2153

안산

문성찬

단원중학교

070-5202-2250

안성

이주영

금광초등학교

031-672-4173

이량

부흥고등학교

031-389-7310

신민영

귀인초등학교

031-382-1465

양평

유영민

용문중학교

031-773-3535

여주

채용기

여주여자중

031-880-8335

연천

정효영

전곡중학교

031-832-2224

김종우

백암중학교

070-5031-9166

임태용

포곡중학교

031-334-6222

주영현

의정부호동초

031-878-4154

김준환

민락중학교

031-850-7928

한상모

아미초등학교

031-631-8742

김인성

임진초등학교

031-954-4047

사재동

동패중학교

031-8071-8175

평택

김진수

현일초등학교

031-682-1921

포천

송송이

포천중학교

031-534-6901

정구현

정남초등학교

031-352-3026

이제명

봉담초등학교

031-278-3585

고양
광명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김포

성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오산

134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비고

2021

3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 주체 : 각급 학교(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등 별도지정)
▢ 대상 : PAPS 측정결과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
▢ 목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방법 :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 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운영시기,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 지도 및 관리 방안
∘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참여 권장
∘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체육단체‧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예산반영 :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에 의거 단위학교 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책정 및 확보.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건강체력평가 4~5등급 대상으로 1학급(예시: 주 2회, 7개월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운영비, 강사비 등)

▢ 모니터링 : 교육지원청은 각 급 학교의 건강체력교실 운영 여부 및 운영 실시 현황
모니터링 실시(담임장학, 각종 협의회, 지구장학 협의회 등 활용)
∘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기간 : 2021.3~11월
∘ 내용
‐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지도 점검
‐ 담임장학, 서포터즈 활용한 컨설팅 등 지역별 다양한 방법 활용
‐ 관내 전학교 대상 사례 나눔 개최(11월)
‐ 사례 나눔 발표교, 체력증진 운영 우수교 및 교사 대상 표창 추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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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방향
∘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5등급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시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되 최대한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친구와 함께 참여해도 무방함)
∘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 4~5등급 학생 외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제공
‐ 담임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간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여 지원
‐ 학부모와의 협조 방안 마련
※ (예) 4~5등급 학생 대상 월 1회 비만도 변화 확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및 개별상담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 가능함
‐ 외부강사(상담교사, 운동프로그램 제공 강사 등) 활용 방안 마련
‐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권장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2․ 3급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등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운영간 대상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프로그램 운영간 대상 학생이 4~5등급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4~5등급 학생은 프로그램 운영간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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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건강체력교실 운영 프로그램(운동+영양+보건+정서상담) 예시
구분
담당자

영양상담

운동 프로그램
◦소속 교원
◦외부전문강사

운영시간 36시간

보건상담

정서상담

◦소속 교원
◦외부전문강사

◦소속 교원
◦외부전문강사

◦소속 교원
◦외부전문강사

10시간

4시간

10시간

◦전문적 운동 프로그램
-피트니스클럽 운동
◦개인 영양 평가 및 상담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프로그램 적용 가능
※운 영 중 개별 대면
◦자아존중감, 리더십,
상담 30분 이상 진행 ◦체성분 분석
-학생 수요 조사 결과
소통 향상 프로그램
운영내용
반영
◦개인별 하루 섭취 음식 ◦건강 상담 등
◦관계형성 상담 등
- 전·후 신체 및 체성분
-1일 최대 3시간 이내
코치 및 조언 등
※ 문자 상담도 가능
분석
편성
※ 1일 2시간 편성 권장
운영장소

지원예산

유의사항

학교 밖 피트니스클럽,
학교 체육관 등
1,080천원
(36시간×30,000원)

학교 등
300천원
(10시간×30,000원)

학교, 보건소 등
120천원
(4시간×30,000원)

학교, 학교 밖 상담소 등
300천원
(10시간×30,000원)

◦4개 영역(운동 프로그램, 영양상담, 보건상담, 정서상담)별 운영 시간 조정 가능함. 단,
- 영양상담, 보건상담, 정서상담 각각의 최소 운영 시간은 3시간임
- 운동 프로그램은 최소 36시간 이상 편성해야 함
◦1시간 = 50분
◦1개 학급 기준 최소 10명 이상(※ 분교 또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10명 미만 가능)
◦4개 영역 강사(운동, 영양, 상담, 정서) 외 별도 학교담당자 지정 가능하며 근무시간외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가능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담당자로 지정 후 학교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 수당
지급 가능함
◦프로그램 운영 전·중·후 학생 건강 지표 분석
(신체 계측, 체력, 비만, 주관적 행복지수, 영양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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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예시)
구분

공통 운영

선
택
운
영

138

내 용
∘ 4~5등급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참여 희망 여부를 개별 비밀면담으로 조사
‐ 참여 희망 여부(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 권장)
‐ 희망 운동 종목
∘ 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서 작성 및 실행
‐ PAPS 측정 결과 상담(2021년 측정후 실시)
‐ 기초조사 실시: 식사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 자아존중감, BMI검사 등
※ 붙임 [서식1] 참고
‐ 상담 계획(월1회)
‐ 운동 프로그램 진행
‐ 비만도 변화 확인(월1회)
‐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 전교생 대상 자율체육활동 활용 방안
‐ PAPS 주기적 측정 및 사후 관리 계획
‐ 미참가자 대상 건강 관리 계획 포함

비만
집중
관리
프로
그램

∘ 대상자: 비만 학생(참가 신청자에 한함)
∘ 운영 형태: 보건수업(동아리 활동)
∘ 참고사이트: http://www.schoolhealth.kr/index.do

운동
집중
프로
그램

∘ 운동형태
‐ A-Type(유산소운동형): 건강달리기, 자전거, 줄넘기 등을 이용한 유산소운동
‐ B-Type(구기운동형): 농구, 축구 등 공을 이용한 구기운동
‐ C-Type(서키트 트레이닝형): 트레이닝 기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순환운동
∘ 운영형태
‐ 1-Type(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등록하여 운영
‐ 2-Type(방과후학교) 학교방과후학교로 개설하여 운영
‐ 3-Type(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여 운영
※ (운영예시) A-3 Type : 건강달리기를 활용한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 운영방법
‐ 운동프로그램 책임지도교사제 운영(1교당 1명 임명)
‐ 4월(사전), 7월(중간), 10월(사후) 3회 PAPS 측정
‐ 연간 실제 운동프로그램 운영일수 최소 60일 이상 운영
‐ 운동종목과 운영형태를 정하여 학교별 특색있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과 연계 운영

외부
기관
위탁
프로
그램

∘ 희망 학생 대상 수요 조사
∘ 위탁 운영 기관 선정
∘ 학교 내‧외부에서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주중형
‐ 주말형 ‐ 방학형
∘ 참여 학생 대상 참여 실태 수시 관리 및 지도
∘ 운영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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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
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
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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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체력 100 사업 소개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서비스 내용)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과학적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해당 지역 내 설치된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서비스 예약 및 신청
- (측정지원) 대상학교 PAPS 측정 지원
-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에서 요청 시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단위학교가
개별 방문하여 센터 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

(문의처) 지역별 체력인증센터 문의(시도별 세부현황은 붙임 10 참고)
※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대표센터 ☏ 02-410-1014

시도별 체력인증센터 현황
※ 기준일: ’20.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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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수량(개소)

서울

10

성동, 서초, 마포, 동작, 중구, 서대문, 강북, KSPO송파,
KSPO송파(출장A), KSPO송파(출장B)

부산

6

남구, 사하, 사상, 금정(스포원), 동구, 연제

대구

4

달서, KSPO대구, KSPO대구(출장A), KSPO대구(출장B)

인천

3

연수, 동구, 미추홀(개소 예정)

광주

6

광산, 동구, 북구, 서구(개소 예정), KSPO광주, KSPO광주(출장)

대전

1

서구

울산

1

남구

세종

1

세종

경기

12

화성, 부천, 오산, 성남, 의정부, 시흥, 광주, 고양, 포천, 안산, 양평,
수원(개소 예정)

강원

5

원주, 강릉, 춘천, 삼척, 태백

충북

6

청주, 영동, 충주, 증평, 보은, 진천

충남

4

천안, 계룡, KSPO아산, KSPO아산(출장)

전북

5

남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전남

7

목포, 순천, 곡성, 나주, 신안, 영암, 무안

경북

6

포항, 안동, 김천, 구미, 경산, 영주

경남

3

창원, 사천, 창원마산회원

제주

1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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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S운영 관련 Q&A
1. 전입생에 대한 PAPS 입력 방법은?
- 전출교에서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전입학교 규정에 따라 입력
- 전출교에서 필수 평가 일부만 측정한 경우 : 전입생자료 삭제(PAPS > 측정결과입력 > 전
입생자료삭제) 후 전입학교의 필수평가 측정종목을 전체 재측정하여 입력(중복되는 평가 종
목이 있다면 전출학교의 결과값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다가 입력해도 무방) ※ 미측정 종
목만 부분 수정 되지 않음
- 전출교 측정 기록이 있으나, 전입교 종목으로 재측정하고 싶은 경우 : 전입생 자료를 삭제
후 입력함. 만약 해당 학년이 측정마감 입력마감이 되어 있다면 모두 취소 한 후에 개인별
평가 입력으로 전입생 자료를 입력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측정이 불가한
종목은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함.

3. PAPS 전종목 및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는 경우는?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 :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하며, 그 외 측정이 불가한 종목의 경우

4. 1학기 PAPS 측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측정이 안된 학생이 전학을 온 경우 운영방법은?
- 1학기 중에 수시개설을 해서 측정하거나 학교 PAPS계획에 따라 2학기 수시 측정시 측정
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 1학기 PAPS 측정이 완료되었더라도 통계보고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정시
측정에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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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학기 PAPS 측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검사항목이 다른 PAPS 측정을 완료한 학생이
전학을 온 경우 운영 방법은?
다른 학교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나이스 상에 측정결과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검사항목 측정인원 수에 반영되지 않아 [나이스]-[PAPS]-[통계및현황]-[입력
누락학생조회]에 반영되어 정시측정 누락자로 선별됩니다. 혹 입력누락학생으로 적용되지 않
으려면 2학기 수시측정시 [나이스]-[PAPS]-[측정결과입력]-[전입생자료삭제]를 이용하여 전
학교 자료를 삭제하고 해당학교의 항목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장기결석생 혹은 장기부상자일 경우 자료처리방법은?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측정결과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미이력학생으로 분리되어 통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측정결과 입력시 [나이스]-[PAPS]-[마감관리] 메뉴에서 측정마감취소
→입력마감취소 실행 후 해당학생 결과 입력이 가능합니다. 해당학생에 대한 측정결과가 계속
미입력일 경우 장기결석자 및 부상자의 PAPS 기록 미입력 사유를 반드시 내부결제 하도록
합니다.

7.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자료처리 방법은?
- 특수학급 학생 중 체력 측정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도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측정 종목은 결과 입력하지 않고 입력누락학생으로 조회
되기는 하나 마감처리는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종목은 측정해야 하며, 측정이 불가
한 종목은 대상자 및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함.

8. 실제 학생 수와 통계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은?
전입생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전입생의 통계는 이전 학교에서 집계되어 해당
학교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학생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여 통계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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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기말 PAPS 결과처리와 교육청 보고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각 반 담임이나, 또는 체육전담선생님의 PAPS 측정 후 측정결과입력이 끝나면
1)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입력누락학생조회 (누락학생 입력)
2) 나이스 > PAPS > 마감관리 > 입력마감 > 측정마감 > 기안문작성
3) 나이스 > PAPS > 통계 및 현황 > PAPS통계 > (상단) 통계생성,통계조회 > 기안문작성
> 교육청 전송(반드시 확인)

10. PAPS에 필수평가가 있고 선택평가가 있는데, 선택평가는 해야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
금합니다.
말 그대로 필수평가는 꼭 해야하지만, 선택평가는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선택평가도 2년에
걸쳐 반드시 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선택평가는 선택사항입니다.

11. 전학생이 왔는데 PAPS 일부 종목만 측정기록이 입력되어 있어서 입력누락학생으로 남고,
기록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와 측정종목이 다를 경우에 일부종목의 기록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1) PAPS > 측정결과입력 > 전입생자료삭제 한 후 2) PAPS > 측정결과입력 > 개인별평가에
다시 우리학교 종목으로 측정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12. 초등학교 PAPS 학교정보공시 자료검증에서 “4학년 ○개 반의 팝스 지수 측정이 미마감
상태입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은 PAPS선택 사항이므로, 4학년에 대해 PAPS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시고 [자료취합] - [자료등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3. PAPS 측정 시기와 교육지원청 전송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시측정은 학년 초 3~5월 중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측정은 7월, 9월, 11월 3회 실시를
권장하나 학교별 변경 가능합니다. 학교별 측정 결과를 입력한 후 입력마감과 측정마감 후
12월 31일까지 교육청으로 통계 생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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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학교는 정시측정을 학기초 5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측정기록이 없이 전학 온 학생은
측정날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시측정일의 의미는 그해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도 5월 15일이 정시측정
일이었다는 것은 2018학년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측정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
다. 언제 전학을 왔던지 측정을 안하고 왔다면 측정하신 후 정시측정일은 신경쓰지 말고 정
시측정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15. PAPS 수시 측정 자료를 정시 측정 자료로 반영하는 방법은?
- 나이스 PAPS – 측정결과입력 – 일괄입력- 반영할 수시자료 선택- 왼쪽 상단 ‘수시자료
정시로 취합
- 이 경우 수시입력자료가 모두 정시로 취합되기 때문에 기존 정시입력자료가 삭제됨. 기존
정시입력 자료가 삭제되면 안 되는 경우 미리 백업해야 함.

16. 전입 온 학생의 PAPS 필수평가 종목이 우리학교의 평가 종목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필수평가의 체력 요소 안의 들어가는 측정 종목이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예–심폐지구력
검사항목인 ① 왕복오래달리기 ② 오래달리기-걷기 ③ 스텝검사 중 1가지만 측정하면 됨)
단, 필수평가(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비만)는 모두 측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7. PAPS 수시측정은 정시측정 아이들 중 4~5등급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4~5
등듭 혹은 5등급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전부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PAPS 수시측정은 학교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는 것이며 따로 대상을 정해 두지는 않
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체력관리와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측정 결과는 정시측정에 입력해야 합니다.

18.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팝스 측정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가능한 시기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학생건강검사규칙 제14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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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PAPS 수시 측정 자료 정시 측정 자료로 반영하는 방법
1. 필요한 나이스 권한 부여 받기
가. 시스템 : 교무업무, 서브시스템 : 교무/학사(초), 단위업무 : 초_PAPS_관리_업무
나. 학교별 나이스 담당자에게 필요권한 요청.
2. 작업 전 알아야 할 기본 숙지 사항
가. 수시자료는 건강기록부 반영 및 교육청 통계 자료 전송이 되지 않음.
→ 수시자료를 정시자료에 반영해주어야 함.
나. 수시자료를 정시자료에 일괄반영 시킬 수 있으나 기존 정시자료는 삭제 됨.
→ 시스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시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시켜놓아야 함.!!!(★중요)
다. 수시와 정시의 모든 측정종목이 일치해야 수시자료를 정시로 취합 가능
라. 정시와 수시를 종목별로 비교하여, 수시의 평가 점수가 높거나 같은 종목만 취합함
마. 전입생자료는 취합되지 않음. 취합을 원하면 전입생자료 삭제를 먼저 해야 함.
3. 정시 자료 백업 [나이스 탭: PAPS→측정결과입력→일괄입력]
(※ 나이스 탭이 보이지 않으면 나이스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4. 수시자료 정시로 취합 [나이스 탭: PAPS→측정결과입력→일괄입력]
가. ‘수시자료 정시로 취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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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 종목 확인 및 반영
※ 백업되지 않은 정시자료는 복원되지 않으니 자료 반영 전 백업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5. 백업된 정시 자료 복원 [나이스 탭: PAPS→측정결과입력→일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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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 (제7조제5항 관련)
1. 필수평가
체력 요소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 거리
1) 초등학교 학생: 남･녀 구분 없이 15미터
2) 중･고등학교 학생: 남･녀 구분 없이 20미터
나. 측정

1. 왕복오래
달리기

1) 일정한 거리를 시간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왕복하여 달리기를
반복 실시
2) 오디오 테이프의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검사대상자의 양 발이 20m
(15m) 선을 완전히 통과할 것
3) 검사대상자가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린 경우 그 지점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뛰도록 하며 기록횟수에 ‘△’표시
4) 3)의 규칙은 처음 한 번만 적용되며 신호가 울리기 전에 1회 이동을
마치지 못한 횟수가 두 번째인 경우 측정을 종료하며 기록횟수에 ‘X’표시를
하고 ‘X’표시의 직전 횟수를 측정 횟수로 기록
가. 거리

심 폐
지구력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남･녀 구분 없이 1,000미터
2) 중･고등학교 학생: 여학생은 1,200미터, 남학생은 1,600미터
2. 오래달리기
-걷기

나. 측정
1)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해진 거리를 완주
2) 달리는 도중에 걷는 것도 허용
3) 잘못된 주행이 확인되면 매 회마다 파울로 기록
4) 분･초 단위까지 기록하되, 0.1초단위에서 버림하여 기록(다만, 파울 1회
당 5초씩 추가하여 기록)
가. 스텝박스 높이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3센티미터
2) 중학교 남･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45.7센티미터

3. 스텝검사

3) 고등학교 남학생: 50.8센티미터
나. 반복횟수
1)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남･여 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24회/분
2) 고등학교 남학생: 3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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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요소

검사항목

검사방법
다. 측정
1) 시간 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스텝박스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3분 동안 반복 실시한 후 안정시 심박수를 3회 측정하여 기록지에
기록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1회(1분~1분 30초), 2회(2분~2분
30초), 3회(3분~3분 30초)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1회(1분), 2회(2분), 3회(3분)
2) 평가는 신체효율지수(PEI* )공식으로 계산된 점수로 하며 0.1점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점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
-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서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됨
※ 심박수 측정기가 없는 경우(촉진법)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2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2회(2분~2분30초) 심박수 + 3회(3분~
3분30초)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 }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1분30초) 심박수
※ 심박수 측정기가 있는 경우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여)의 경우
PEI= D / (P) × 100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2회(2분) 심박수 + 3회(3분) 심박수
- 고등학생(남)의 경우
PEI= D × 100 / {5.5 × p/2} + {0.22 × (300 - D)}
D: 스텝운동 지속시간(초)
p: 1회(1분) 심박수

* PEI(Physical Efficiency Index : 신체효율지수)
가. 자세
1) 신발을 벗고 실시자의 두 발 사이가 5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두 발바닥이
측정기 전면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펴고 앉을 것
유 연 성

4.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2) 한 손을 다른 한 손 위에 올려 양 손이 겹치게 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
서 고개를 숙이고 측정기 위의 눈금 쪽으로 뻗을 것
나. 측정
1) 검사대상자가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굽힌 자세를 2초 이상 유지 할 것
2) 양 손의 손가락 끝이 멈춘 지점의 눈금을 측정
3)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148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체력 요소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 어깨, 몸통, 옆구리, 하체 4부분으로 나누어 검사
1) 어깨: 몸 뒤쪽으로 한손은 어깨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다른 한 손은 아래
에서 위 방향으로 하여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
2) 몸통: 상체를 좌우로 회전시켜 발뒤꿈치에 위치한 숫자카드를 읽을 수
있는 지 검사

5. 종합유연성
검사

3) 옆구리: 바르게 선 자세에서 척추가 좌우로 충분히 굽혀져서 손이 무릎
뒤 오금에 닿는가를 검사
4) 하체: 앉은 자세에서 좌우 한 발씩 곧게 뻗고 한손바닥을 다른 쪽 손의
손등에 나란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는가를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 한 번씩 시행하게 되며, 오른쪽 왼쪽 모두 성공하면 2점,
한 쪽만 성공하면 1점, 모두 실패하면 0점을 얻게 되며 측정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록
가. 팔굽혀펴기 봉 높이 및 넓이
1) 높이: 30센티미터
2) 넓이: 110센티미터 이상
나. 자세

6-1. 팔굽혀
펴기(남)

양 발은 모으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30센티미터 높이의 봉을 잡고
몸은 머리에서부터 어깨, 등, 허리, 발끝까지는 일직선으로 할 것
다. 측정
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봉 사이의 거리가 10센티
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할 것
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가. 자세

근력･
근지구력

1) 무릎을 꿇고 양 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는 반듯하게
유지하고 발끝은 세워 발등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할 것
6-2. 무릎대고
팔굽혀
펴기(여)

2) 어깨너비의 손 위치를 손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앞으로 옮기고, 다시 손
하나 크기의 간격을 바깥 방향으로 2번 옮겨 양 팔의 간격을 넓힐 것
나. 측정
1) 팔을 굽혀 몸이 내려가 있는 동작에서는 가슴과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할 것
2) 더 이상 반복하지 못 할 때까지의 횟수를 측정
가. 자세

7. 윗몸말아
올리기

1) 매트 위에 머리와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정도의 각도가
이루어지도록 굽혀 세울 것
2)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되도록 붙이고 발과 무릎 사이가 주먹 하나
크기의 간격으로 띄어 놓을 것
3) 팔은 곧게 뻗고 손바닥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을 것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149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체력 요소

검사항목

검사방법
나. 측정
1) 3초에 1번씩 울리는 신호음에 맞추어 손이 넓적다리 위를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쌀 수 있도록 상체를 말아 올릴 것
2)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싼 후 바로 준비자세로 돌아올 것
3) 1회/3초 실시간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처음 한 번은 계수만 하지 않고
측정은 계속하되, 두 번째 지키지 못하면 계수를 종료하고 실시자의 총
횟수를 기록
가. 측정도구: 악력계
나. 자세
1) 편안한 자세로 발을 바닥에 편평하게 붙이고 양 다리는 어깨너비 만큼
벌려서 직립자세를 취할 것

8. 악력

2) 검사대상자는 악력계를 자신의 손에 맞도록 폭을 조절하고, 손가락 제2관
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을 것
다. 측정
1) 오른쪽, 왼쪽 각각 2회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록
2) 오른쪽-왼쪽-오른쪽-왼쪽 순서로 측정하여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록
하되, 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하며, 평가는 최고 높은 기
록으로 함
가. 거리: 50미터

9. 50미터
달리기

나. 측정
1) 코스는 반드시 직선주로가 되어야 하며, 부정출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발할 것
2) 0.01초 단위까지 기록

순발력

가. 자세
1) 구름판이 설치된 모래터 또는 측정장비 위에 출발선을 밟지 않고 올라설 것
10. 제자리
멀리뛰기

2) 발을 한번만 굴러서 공중자세는 자유로이 하여 뛸 것
나. 측정
1) 도약하는 순간 두 발 중 한쪽 발이라도 출발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모둠발로 뛸 것
2) 2회 실시하여 0.1센티미터 단위까지 기록하며, 평가는 높은 기록으로 함

ㅇ 측정
비만

11. 체질량
지수(BMI)

1) 체질량지수는(BMI, Body Mass Index: ㎏/㎡) 키와 체중 값으로 계산
할 것
2) 0.1㎏/㎡ 단위까지 기록하되, 0.01㎏/㎡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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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평가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가. 측정도구
심박수 측정기 세트(가슴벨트, 송신기, 수신기, 소프트웨어 등)

1.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나. 측정
1) 심폐지구력정밀평가는 필수평가의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 측정 시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방법은 심폐지구력 종목 측정과 동일함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심박수를 분석하여 최대 심박수(220-나이), 운동 중
최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심박수, 운동 중 평균 운동강도, 운동 중 총 칼로리 소모량
및 운동강도 구간분석을 표로 제공하며, 운동강도 범위와 칼로리 소모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간

최대심박수%

칼로리 소모량(10분기준)

1구간

90% 이상 ~ 100%

15kcal

2구간

80% 이상 ~ 90% 미만

15kcal

3구간

70% 이상 ~ 80% 미만

12kcal

4구간

60% 이상 ~ 70% 미만

10kcal

5구간

50% 이상 ~ 60% 미만

6kcal

가. 측정도구 : 체지방측정기
나. 자세
1)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에 금속성 물질을 제거할 것
2) 양말을 벗고 체지방측정기의 양 발과 양 손의 측정 위치에 맞게 정확히 위치시킬 것(체지방측
정기의 사용지침을 따름)
2. 비만평가

다. 측정
1) 체지방률이 측정되는 동안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것
2)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되어진 체지방률을 분석하여 근육량과 지방량을 계산하고, 체중
에 대한 체지방률 정상범위(남자: 12~14.9%, 여자: 15~26.9%)를 기준으로 최소 근육
조절량과 조절 체지방량을 계산하여 제공
근육량(%) = 0.85 × 체중 - (체중 × 체지방률) / 100
지방량(%) = 체중 × 체지방률

3. 자기신체
평가

가. 측정도구: 자기기입식 기록지
나. 세부항목
10개 항목[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체지방(날씬함), 신체활동, 스포츠자신감,
외모, 건강상태, 신체전반, 자기존중감]별 2개 문항으로 구성(총 20문항)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15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다. 측정
1)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6점: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찾아
‘○’표시
2) 항목별 2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10개 요인별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1.67을 곱하여 산출
※ ★표시문항은 역으로 채점(1점은 6점, 2점은 5점)
･ 심폐지구력: (8번 + 18번) ÷ 2 = ①
･ 유연성: (7번 + 17번) ÷ 2 = ②
･ 근력･근지구력: (9번 + 19번) ÷ 2 = ③
･ 체지방: (★ 2번+★12번) ÷ 2 = ④
･ 신체활동: (5번 + 15번) ÷ 2 = ⑤
･ 스포츠자신감: (1번 + 11번) ÷ 2 = ⑥
･ 외모:（3번 + 13번) ÷ 2 = ⑦
･ 건강상태: (★ 4번 +★14번) ÷ 2 =⑧
･ 신체전반: (10번 + 20번) ÷ 2 = ⑨
･ 자기존중감: (★ 6번 +★16번) ÷ 2 = 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합계×1.67 =

3) 항목별로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 ‘●’표시를 하여 그래프를 작성

4. 자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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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도구: 자세평가 보조도구
나. 세부항목
문진 2문항, 시진(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경추기울기, 상체기울기, 골반전후기울
기, 척추 휨 정도) 7문항
다. 측정
문진은 2점 척도(예/아니오), 시진은 3점 척도(정상/경미/심각)로 측정하여 기록
1) 어깨 기울기: 어깨가 좌우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어깨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정상)
2) 골반 기울기: 골반의 좌우가 평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고관절의 높이가 동일선상
에 있으면 정상)
3) 다리굴곡: 다리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휘어있는지 또는 틀어져 있는가를 검사(무릎뼈가
전면을 향하면 정상)
4) 척추 휨 정도: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척추 뼈의 정렬상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정상)
5) 경추기울기: 경추의 모양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검사(귓바퀴와 어깨점이 일직선상에 있으
면 정상)
6) 상체기울기: 등의 굽은 정도의 여부를 검사(견갑골 사이의 능형근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
7) 골반전후기울기: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졌는지 여부를 검사(양쪽 상장골극과 치골의 삼각형
모양이 바닥과 수직을 이루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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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24~39

22~31

15~19

15~21

16~23

16~25

16~27

18~29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46~59

44~57

42~55

40~53

38~51

36~49

54~77

50~72

45~68

보통
(3등급)

60~73

58~71

56~69

54~67

52~65

50~63

78~103

73~99

69~95

높음
(2등급)

0~3

0~3

2~6

7~10

7~1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7~29

11~24

7~15

4~13

4~11

4~11

30~45

25~41

16~29

14~24

12~24

12~24

46~55

42~49

30~45

25~33

25~33

25~33

56~62

50~54

46~50

34~41

34~41

0~9

10~16

10~16

8~14

5~13

5~13

5~13

높음
(2등급)

428~519

443~535

458~551

381~427

390~442

399~457

408~472

417~487

426~502

251~314

282~324

17~34

17~34

15~34

14~32

14~32

14~32

10~21

10~21

7~21

낮음
(4등급)

35~59

35~59

35~59

33~54

33~54

33~54

22~39

22~39

22~39

보통
(3등급)

60~89

60~89

60~89

55~89

55~89

55~89

40~79

40~79

40~79

높음
(2등급)

윗몸말아올리기 (회)

520~599

536~619

473~567

488~583

503~599

315~379

325~409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80~120

80~120

80~120

아주높음
(1등급)

362~380

370~389

370~398

370~407

380~416

400~425

243~250

268~281

아주높음
(1등급)

30.5~30.9

28.5~30.9

25.5~28.9

19.1~24.9

19.1~21.9

14.4~16.4

11.2~14.9

9.9~12.4

8.9~11.4

아주낮음
(5등급)

44.0~46.9

아주낮음
(5등급)

31.0~38.9

31.0~38.9

29.0~35.4

25.0~32.9

22.0~28.4

16.5~22.4

15.0~18.9

12.5~16.9

11.5~14.9

낮음
(4등급)

보통
(3등급)

39.0~45.9

39.0~45.9

35.5~42.4

33.0~40.4

28.5~36.9

22.5~29.9

19.0~26.4

17.0~22.9

15.0~18.4

보통
(3등급)

악력 (kg)

52.0~61.9

높음
(2등급)

46.0~63.4

46.0~60.9

42.5~60.9

40.5~48.4

37.0~44.4

30.0~41.9

26.5~34.9

23.0~30.9

18.5~30.9

높음
(2등급)

62.0~75.9

초4는 실시하지 않음

47.0~51.9

낮음
(4등급)

스텝검사 (PEI)

63.5~68.4

61.0~65.0

61.0~62.5

48.5~50.0

44.5~47.0

42.0~46.0

35.0~39.4

31.0~37.0

31.0~36.0

아주높음
(1등급)

76.0~95.0

아주높음
(1등급)

보통
(3등급)

6.0~10.9

5.0~10.9

4.0~8.9

2.6~6.9

2.0~6.9

2.0~5.9

1.0~4.9

1.0~4.9

11.0~15.9

11.0~15.9

9.0~12.9

7.0~9.9

7.0~9.9

6.0~9.9

5.0~7.9

5.0~7.9

높음
(2등급)

낮음
(4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50m달리기 (초)

0.1~5.9

0.1~4.9

-2.0~3.9

-3.0~2.5

-4.0~1.9

-4.0~1.9

-4.0~0.9

-4.0~0.9

초4는 실시하지 않음

낮음
(4등급)

4이하

6

보통
(3등급)

7

높음
(2등급)

낮음
(4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제자리멀리뛰기 (cm)

5

낮음
(4등급)

종합유연성 (점수)

아주높음
(1등급)

8

아주높음
(1등급)

8.71~9.61

9.51~9.71

7.91~8.70

7.91~9.50

7.51~7.90 6.71~7.50 6.40~6.70

169.9~185 185.1~221 221.1~243 243.1~264 264.1~277.1

7.51~7.90 6.71~7.50 6.50~6.70 162.9~177 177.1~212 212.1~228 228.1~258 258.1~270.0

10.01~10.74 8.11~10.00 7.61~8.10 7.01~7.60 6.80~7.00 139.9~160 160.1~195 195.1~216 216.1~255 255.1~260.2

11.01~12.38 8.51~11.00 7.81~8.50 7.01~7.80 6.80~7.00 141.4~145 145.1~180 180.1~201 201.1~238 238.1~244.0

11.51~12.41 9.01~11.50 8.21~9.00 7.31~8.20 7.11~7.30 129.9~136 136.1~169 169.1~187 187.1~218 218.1~229.3

11.51~12.51 9.31~11.50 8.41~9.30 7.51~8.40 7.40~7.50 122.9~131 131.1~159 159.1~177 177.1~211 211.1~219.7

12.51~15.51 10.01~12.50 9.11~10.00 8.11~9.10 7.77~8.10 112.0~122 122.1~148 148.1~167 167.1~200 200.1~204.7

13.21~15.56 10.21~13.20 9.41~10.20 8.51~9.40 8.30~8.50 105.6~111 111.1~141 141.1~159 159.1~180 180.1~187.4

98.2~100 100.1~130 130.1~149 149.1~170 170.1~179.4

아주높음 아주낮음
(1등급) (5등급)

16.0~28.0

16.0~28.0

13.0~28.0

10.0~25.0

10.0~25.0

10.0~25.0

8.0~18.0

8.0~18.0

아주높음 아주낮음
(1등급) (5등급)

13.21~16.01 10.51~13.20 9.71~10.50 8.81~9.70 8.70~8.80

아주낮음
(5등급)

-3.1~0.0

-3.1~0.0

-3.1~-2.1

-5.1~-3.1

-5.1~-4.1

-5.1~-4.1

~5.1~-4.1

-5.1~-4.1

아주낮음
(5등급)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 왕복오래달리기: 초등학생 15m, 중고등학생 20m, ** 오래달리기-걷기: 초등학생 1000m, 여자 중･고등학생 1200m, 남자 중･고등학생 1600m,
※ 5등급과 1등급에서 범위를 지정해준 것은 최소/최대점수값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각각 최소/최대 등급으로 한다.(예를 들어, 초4의 왕복오래달리기
측정값이 19회 미만이면 5등급이며 103회 초과이면 1등급이 됨)

0~3

초6

34~41

아주낮음
(5등급)

0~9

아주높음
(1등급)

0~6

초4-초6은 실시하지 않음

높음
(2등급)

600~701

620~721

552~639

568~659

640~755

584~679

660~761

600~699

380~449

680~774

700~791

450~587

보통
(3등급)

초4는 실시하지 않음

낮음
(4등급)

480~640 410~479

아주낮음
(5등급)

초4

보통
(3등급)

74~82

72~81

70~80

68~79

66~75

64~73

104~112

100~107

96~103

아주높음
(1등급)

오래달리기-걷기** (초)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남자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초5

아주낮음 낮음
(5등급) (4등급)

팔굽혀펴기 (회)

30~45

28~43

26~41

20~35

32~53

29~49

22~28

26~44

19~25

초4

초5

아주낮음 낮음
(5등급) (4등급)

왕복오래달리기* (회)

[참고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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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20~24

10~13

10~14

12∼15

13∼16

14∼17

14∼17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8∼26

18∼26

17∼24

16∼22

15~20

14~18

25~49

23~44

21~39

낮음
(4등급)

27∼40

27∼40

25∼36

23∼32

21~28

19~24

50~68

45~62

40~56

보통
(3등급)

41∼54

41∼54

37∼49

33∼44

29~39

25~34

69~92

63~84

57~76

0~5

0~8

0~8

고2

고3

30~39

30~39

24~39

40~44

40~44

40~44

40~44

0~3

0~3

0~3

0~5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443~517

443~517

443~517

443~517

443~517

443~517

354~429

360~441

380~442

380~442

380~442

380~442

380~442

380~442

300~353

300~359

4~12

4~12

4~12

6~16

7~18

7~21

7~22

7~22

6~17

낮음
(4등급)

13~29

13~29

13~29

17~33

19~38

22~42

23~42

23~35

18~28

보통
(3등급)

30~39

30~39

30~39

34~51

39~57

43~57

43~59

36~59

29~59

높음
(2등급)

윗몸말아올리기 (회)

518~608

518~608

518~608

518~608

518~608

518~608

430~479

442~501

초1-초4는 실시하지 않음

낮음
(4등급)

오래달리기-걷기** (초)

40~50

40~50

40~50

52~60

58~62

58~62

60~90

60~90

60~90

아주높음
(1등급)

365~379

365~379

365~379

355~379

355~379

355~379

243~299

268~299

아주높음
(1등급)

17.6~17.9

17.6~17.9

16.0~16.4

14.9~15.9

13.0~13.9

11.9~13.9

10.0~13.9

10.6~11.9

8.5~10.4

아주낮음
(5등급)

44.0~46.9

아주낮음
(5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보통
(3등급)

높음
(2등급)

18.0~24.9 25.0~29.4 29.5~37.4

18.0~24.9 25.0~29.4 29.5~37.4

16.5~22.9 23.0~28.9 29.0~35.9

16.0~19.4 19.5~27.4 27.5~35.9

14.0~19.4 19.5~25.4 25.5~35.9

14.0~18.9 19.0~22.9 23.0~35.9

14.0~18.9 19.0~21.9 22.0~32.9

12.0~15.4 15.5~18.9 19.0~28.9

10.5~13.4 13.5~17.9 18.0~28.9

낮음
(4등급)

악력 (kg)

47.0~51.9 52.0~61.9 62.0~75.9

초1-초4는 실시하지 않음

낮음
(4등급)

스텝검사 (PEI)

37.5~38.2

37.5~38.2

36.0~38.0

36.0~38.0

36.0~38.0

36.0~38.0

33.0~39.0

29.0~35.0

29.0~33.6

아주높음
(1등급)

76.0~95.0

아주높음
(1등급)

보통
(3등급)

9.0~11.9

9.0~11.9

8.0~10.9

8.0~10.9

8.0~10.9

8.0~10.9

5.0~9.9

5.0~6.9

11.01~13.30

낮음
(4등급)

10.41~11.00

보통
(3등급)

7.0~9.9

높음
(2등급)

9.41~10.40

높음
(2등급)

12.0~16.9

12.0~16.9

11.0~15.9

11.0~15.9

11.0~14.9

11.0~14.9

10.0~13.9

50m달리기 (초)

5.0~8.9

5.0~8.9

2.0~7.9

2.0~7.9

2.0~7.9

2.0~7.9

2.0~4.9

1.0~4.9

초1-초4는 실시하지 않음

낮음
(4등급)

4이하

9.30~9.40

87.4~97

아주높음 아주낮음
(1등급) (5등급)

17.0~28.0

17.0~28.0

16.0~28.0

16.0~28.0

15.0~28.0

15.0~28.0

14.0~26.0

10.0~22.0

아주높음 아주낮음
(1등급) (5등급)

12.21~13.51

12.21~13.51

12.21~13.51

12.21~13.51

12.21~13.51

12.21~13.51

10.51~12.20

10.51~12.20

10.51~12.20

10.51~12.20

10.51~12.20

10.51~12.20

9.51~10.50

9.51~10.50

9.81~10.50

9.81~10.50

9.81~10.50

9.81~10.50

8.81~9.50

8.81~9.50

8.81~9.80

8.81~9.80

8.81~9.80

8.81~9.80

8.60~8.80

8.60~8.80

8.60~8.80

8.60~8.80

8.60~8.80

8.60~8.80

94.9~100

94.9~100

94.9~100

94.9~100

93.9~100

89.9~100

12.91∼15.91 10.71∼12.90 9.81∼10.70 8.91∼9.80 8.66∼8.90 89.9~100

13.31∼15.91 10.71∼13.30 9.91∼10.70 8.91∼9.90 8.73∼8.90 89.3~100

13.31~18.42

아주낮음
(5등급)

-0.1~4.9

-0.1~4.9

-0.1~1.9

-0.1~1.9

-0.1~1.9

-0.1~1.9

-0.1~1.9

-0.1~0.9

아주낮음
(5등급)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6

보통
(3등급)

7

높음
(2등급)

높음
(2등급)

아주높음
(1등급)
119.1~135 135.1~161 161.1~165.5

보통
(3등급)

8

아주높음
(1등급)

100.1~139 139.1~159 159.1~186 186.1~200.0

100.1~139 139.1~159 159.1~186 186.1~200.0

100.1~139 139.1~159 159.1~186 186.1~200.0

100.1~127 127.1~145 145.1~183 183.1~198.0

100.1~127 127.1~145 145.1~183 183.1~198.0

100.1~127 127.1~144 144.1~175 175.1~180.5

100.1~127 127.1~144 144.1~175 175.1~177.8

100.1~123 123.1~139 139.1~170 170.1~175.0

97.1~119

낮음
(4등급)

제자리멀리뛰기 (cm)

5

낮음
(4등급)

종합유연성 (점수)

* 왕복오래달리기: 초등학생 15m, 중･고등학생 20m, ** 오래달리기-걷기: 초등학생 1000m, 여자 중･고등학생 1200m, 남자 중･고등학생 1600m
※ 5등급과 1등급에서 범위를 지정해준 것은 최소/최대점수값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각각 최소/최대 등급으로 한다.(예를 들어, 초4의 왕복오래달리기
측정값이 16회 미만이면 5등급이며 100회 초과이면 1등급이 됨)

9~17 18~29

9~17 18~29

6~13 14~23

24~39

0~6

고1

6~13 14~23

40~44

0~5

24~39

중3

6~13 14~23

0~5

중2

45~50

0~6

24~44

0~5

중1

6~13 14~23

0~6

초6

0~6

초4-초6은 실시하지 않음

높음 아주높음 아주낮음
(2등급) (1등급) (5등급)

초5

보통
(3등급)

0~5

낮음
(4등급)

609~661

609~661

609~661

609~661

609~661

609~661

480~587

502~640

초4

아주낮음
(5등급)

55∼82

55∼81

50∼80

45∼79

40~75

35~70

93~112

85~104

77~100

높음 아주높음 아주낮음
(2등급) (1등급) (5등급)

무릎대고팔굽혀펴기 (회)

16~20

초4

아주낮음
(5등급)

왕복오래달리기* (회)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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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14.3∼20.7

14.6∼21.6

14.9∼22.5

15.4∼23.2

15.8∼23.8

16.3∼24.3

16.8∼24.6

17.3∼24.9

17.8∼24.9

마름

14.2이하

14.5이하

14.8이하

15.3이하

15.7이하

16.2이하

16.7이하

17.2이하

17.7이하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경도
비만

25.0∼29.9

25.0∼29.9

25.0∼29.9

25.0∼29.9

25.0∼29.9

24.5∼29.9

23.3∼29.9

25.0∼29.9

25.0∼29.9

24.7∼24.9

24.4∼24.9

23.9∼24.9

23.3∼24.9

22.6∼24.9

21.7∼24.4

20.8∼23.2

과체중

남자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고도
비만

17.6이하

17.2이하

16.7이하

16.2이하

15.6이하

15.1이하

14.6이하

14.2이하

13.9이하

마름

17.7∼23.9

17.3∼23.8

16.8∼23.6

16.3∼23.2

15.7∼22.7

15.2∼22.1

14.7∼21.4

14.3∼20.6

14.0∼19.8

정상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비만 평가 기준 : BMI (kg/m2)

24.0∼24.9

23.9∼24.9

23.7∼24.9

23.3∼24.9

22.8∼24.9

22.2∼24.7

21.5∼23.9

20.7∼23.0

19.9∼22.0

과체중

여자

25.0∼29.9

25.0∼29.9

25.0∼29.9

25.0∼29.9

25.0∼29.9

24.8∼29.9

24.0∼29.9

23.1∼29.9

22.1∼29.9

경도
비만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고도
비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참고자료 4]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등급

점수

5 등급

0점 1

2

4 등급

3

4

5

6

3 등급

7

8

2 등급

1 등급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최소범위

20점

최대범위→

※ 비 고
1. 항목별 등급 및 점수의 산출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자동산출기능에 따라 자동 처리되며, 등급별로 등분되는
점수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항목별 세부점수 기준을 참고한다.
2. 신체의 능력점수는 항목별 20점 만점인 5개 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등급별 범위를 위의 표와 같이 최소범위 값에서 최대범위 값까지 각 등급별로 등분하여
산출한다(다만, 종합유연성은 20점 만점으로 등급 간 4점 간격으로 산출되어 1등급: 20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8점, 5등급: 4점으로 한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이 20점이며 마름과 비만으로 갈수록 점수가 내려가도
록 산출한다). 이 경우 최소범위 값 이하는 0점으로 최대범위 값 이상은 20점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서 5등급은
3등분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등분으로 정한다.
(예: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왕복오래달리기 5등급의 범위인 22~28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범위 값인
22이하는 0점이고 23~28까지를 3등분하여 1점: 23~24, 2점: 25~26, 3점: 27~28로 하며, 4등급의 범위인
29~49는 4등분하여 4점: 29~33, 5점: 34~39, 6점: 40~44, 7점: 45~49로 함. 1등급의 범위인 100~107은
최대범위 값인 107이상은 20점이고 100~106을 4등분하여 16점: 100~101, 17점: 102~103, 18점: 104,
19점: 105~106으로 산정함. 등급별 등분 시에 소수점자리는 반올림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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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 (제8조제1항 관련)
등급
구분
신체의 능력점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80~100

60~79

40~59

20~39

0~19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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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

자기신체평가 설문지(선택평가)

 자기신체평가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 상태와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존중감, 신체전반, 건강, 외모, 스포츠 자신감, 신체활동, 체지방,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10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1. 나는 또래친구들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

1

2

3

4

5

6

2. 나는 살이 많이 찐 편이다.

1

2

3

4

5

6

3. 내 얼굴은 잘생겼다.

1

2

3

4

5

6

4. 나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정도로 자주 아프다.

1

2

3

4

5

6

5. 일주일에 3-4회,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한다.

1

2

3

4

5

6

6.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다.

1

2

3

4

5

6

7. 나는 내 몸을 여러 방향으로 잘 구부릴 수 있다.

1

2

3

4

5

6

8. 나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5

6

9. 나는 내 또래에 비해 힘이 센 편이다.

1

2

3

4

5

6

10. 내 자신과 내 체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2. 나는 너무 뚱뚱하다.

1

2

3

4

5

6

13. 나는 내 또래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이다.

1

2

3

4

5

6

14. 나는 자주 아픈 편이다.

1

2

3

4

5

6

15. 나는 운동을 숨이 찰 정도로 자주한다.

1

2

3

4

5

6

16. 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17. 내 몸은 유연성이 있다.

1

2

3

4

5

6

18. 나는 쉬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다.

1

2

3

4

5

6

19. 나는 힘이 세다.

1

2

3

4

5

6

20. 나의 신체적 조건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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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7]

자세평가 설문지(선택평가)

 자세평가는 잘못된 자세습관이나 활동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척추후만(일명 거북이 목), 척추
전만, 척추측만, 뒤틀림과 같은 자세이상 학생을 발견하기 위한 예비검사입니다. 검사는 질문
(문진)과 시각적 검사(시진)로 이루어집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진검사
없다

있다

척추나 허리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체부위 중에서 뒤틀리거나 휘는 등의 이상이 있습니까?

시진검사
검사항목

앞

옆

검사내용

어깨기울기

어깨가 좌나 우로 기울었는가?

골반기울기

골반이 좌나 우로 기울었는가?

다리굴곡

다리가 바깥이나 안쪽으로 굽었는가?

경추기울기

목이 앞쪽으로 늘어나 있는가(거북이목)?

상체기울기

등이 바로 서지 않고 앞으로 굽어 있는가?

골반전후기울기
척추 휜 정도

정상

검사결과
경미

심각

종합
평가

골반이 전후로 기울어져 있는가?
척추가 곧지 않고 휘어 있는가?

해설
정상:

시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경미:

시각적으로 볼 때 경미한 정도의 자세이상이 의심됩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의 진행정도를 관찰하면서 나쁜
자세나 활동이 없는지 판단하고 뒷면에 제시된 교정체조를 실시합니다.

심각:

시각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자세이상이 의심되는 판정입니다. 전문 의사(재활의학과, 척추전문정형외과, 신경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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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건강체력교실 관련 양식(예시)

건강체력교실 관련 양식(예시)
▣ 개인별 관리 카드 ▣
성

명

학

번

성별
학년

식습관

반

연락처

번

비만 인식정도,
성격

운동습관

일자

월

생년월일

상

담

문제점,
지도방침

내

가족
비만
여부

용

본인
학부모
관계
비만도
질병
키

몸무게

비만도

4
5
6
7
9
10
11
구분

식사습관

운동습관

행동습관

행동⦁식품섭취

BMI(체질량지수)

기초조사 점수
최종조사 점수
월
체격

6

+10

체
중
･
신

+5

장
그

0

래
프
체신
중장

-5

⃓

붉파
은란
색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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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

2

2021

식습관 조사
학년

반

번 성명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식사습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항상

자주

보통

아주가끔

전혀

1.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밥은 1공기 이상 먹는다.
3. 음식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4. 밥보다는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
5. 식사 후에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먹는다.
6.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다.
7. 저녁을 많이 먹는다.
8.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는다.
9. 군것질을 많이 한다.
10. 야채나 나물을 자주 먹는다.
11.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
12. 음식을 가려 먹는다.(편식한다.)
13.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
14. 콜라, 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를 자주 먹는다.
15. 외식이나 잔치에 가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된다.
16. 인스턴트식품(라면, 3분 카레 등)을 자주 먹는다.
17.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등)를 자주 먹는다.
18.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볶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19. 음식을 먹을 때 그릇에 음식을 많이 담아 먹는다.
20.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
항상

자주

보통

아주 가끔

전혀

매일

5-6일/1주

3-4일/1주

1-2일/1주

0일/1주

보기

☞ 나의 식사습관 총점은? _____________점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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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습관 조사
학년

반

번 성명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운동습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항상

자주

보통

아주가끔

전혀

1. 매일 30분 이상 운동(축구, 야구, 태권도 등)을
하거나 친구들과 뛰어 논다.
2. 텔레비전 및 비디오(컴퓨터 게임 포함)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3. 밖에 나가 놀기보다는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4. 체육시간에 열심히 운동에 참가한다.
5.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6. 집안일을 거들거나 심부름을 잘 한다.
7. 운동할 시간이 없다.
8. 쉬는 날에는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9.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나 놀이를 쓰세요.

10.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항상

자주

보통

아주 가끔

전혀

매일

5~6일/1주

3~4일/1주

1~2일/1주

0일/1주

보 기

☞ 나의 운동습관 총점은? _____________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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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습관 조사
학년

반

번 성명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습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항

항상

자주

보통

아주가끔

전혀

1.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우선 먹는 것부터 산다.

2. 항상 곁에 먹을 것을 많이 사다둔다.

3. 공부할 때나 텔레비전 볼 때 무엇인가를 먹는다.

4. 텔레비전에서 식품광고가 나오면 기억했다 꼭 사 먹는다.

5. 남들보다 음식 먹는 속도가 빠르다.

6. 항상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7. 음식을 오래 씹은 후에 삼킨다.

8. 음식을 여럿이 모여 먹는 것보다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한다.

9. 서서 먹거나 누워서 먹는다.

10. 친구나 가족이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는다.

11.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이 먹지 못하도록 잽싸게 먹는다.

보

항상

자주

보통

아주 가끔

전혀

매일

5~6일/1주

3~4일/1주

1~2일/1주

0일/1주

기

☞ 나의 행동습관 총점은? _____________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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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식품섭취에 대한 조사
학년

반

번 성명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식사에 대한 감정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
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항상

자주

보통

아주가끔

전혀

1. 심심할 때마다 먹는다.
2. 화가 나면 먹는다.
3.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4. 많이 먹은 후에 항상 후회한다.
5. 체중이 많이 나가 걱정된다.
6. 살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 뚱뚱하면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8. 뚱뚱하지만 외모에 자신이 있다.
9.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10. 다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11.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12. 나는 우리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13. 우리 식구들은 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
14.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 앞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다.
15. 나는 정말 살을 빼고 싶은가?
항상

자주

보통

아주 가끔

전혀

매일

5~6일/1주

3~4일/1주

1~2일/1주

0일/1주

보 기

☞ 나의 감정과 식품섭취 총점은? _____________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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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운동 실천과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운동 실천과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학생용) 학교 여건에 맞게 변형 가능
본 조사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였던 운동과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대답한 내용은 학교의 체육활동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 또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2.
○○학교

1.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하룻동안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의 체육활동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현재 모습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하루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적어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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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교체육교육 지원

1-3

경기도 학교체육 연구관련 운영계획

1-3-1


추진 근거
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호(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나.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9호, 2013.5.24.)

운영 목적
가.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을 통해 체육수업 혁신 및 학교체육 주요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나. 연구 주제
- 연구주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 세부 연구주제는 연구자 자율 선정
분과

학교체육연구논문

내용

체육수업사례

제출 형식

◦ 논문 형식의 연구보고서

◦ 수업사례 수업지도안, 동영상 등

연구 주제

◦ 체육수업(학교체육활동) 개선 사례
◦ 학교체육 주요정책 분야 연구
▪ 창의적인 체육수업 모델 개발․적용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및 교육지원청 리그 ▪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사례
운영 개선방안
▪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사례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및 활성화 사례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및 체력
▪ 체육수업 개선 인프라 구축
증진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학교운동부 선진화) ▪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계발 사례
▪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사례 등
▪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
▪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계발 연구
▪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 토요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등등


연구대회 관련 훈련 개정
가. 필요성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가 연구논문 외에 수업사례 영역을 포함하고, 시･도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의 개최로 변경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침에 따라, 연구논문대회와 수업사례발표대회를 기존의 학교체육연구상의 경기도
연구대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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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사항

기간 : ’21. 4. ~ 12. * '21년도 학교체육연구대회 운영계획 안내 예정('21. 4)

대상 :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주관 : 도교육청/대한체육회


운영 방침
가. 2020학교체육연구대회의 하위 분야에는 학교체육연구논문, 체육수업사례분야를 둔다.
나. 이론보다는 학교체육 정책의 현장 착근을 높일 수 있는 연구논문과 학생 동기유발 및 창의적 체육수업
실천사례 중심 운영
다.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의 1, 2등급 수상자는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추천
라. 경기도학교체육연구대회(연구논문대회, 수업사례발표대회)의 입상은 최종 출품 작품수의 40% 내에서
1 : 2 : 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마. 입상자 전원에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에 규정한 연구 실적 평정점 부여 및 상장 수여한다(단,
연구실적 평정점은 도 대회와 전국대회 중 유리한 것 한 개만 인정).
※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7조2항, 연구대회관리규정 제5조2항(훈령 제669호)

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연구결과물을 출품할 수 있다.
사. 연구대회의 공정한 관리와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 연구대회
입상작 자료실)를 활용
아. 연구대회 입상작은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 연구대회 입상작 자료실)'에 탑재
※ 연구대회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dunet4u.net

자. 경기도교육청연구대회는 3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 1개 대회만 참여할 수 있음(동일군내 2개
이상 ‘참여’금지, ‘참여’는 계획서(응모신청서 등) 제출을 의미(경기도연구대회 기본계획 참조)
작품 수의 분야별 40%내에서 1 : 2 : 3의 비율로 1, 2, 3등급 부여
※ 학교체육연구상

학교체육
연구상

◦ 학교운동부 전국체육대회 입상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 목적
▪운동부 지도교사 동기부여 및 지도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경기체육의 경쟁력과 위상 제고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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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 추진배경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의 실질적 운영방안의 필요성 대두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학교와
유관기관의 유기적 연계화 필요성 증대
◦100세 시대 평생건강을 위한 기초 생활습관 및 1인 1스포츠 문화 확대

▢ 추진방향
◦장기적, 지속적,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협력 시스템을 구축
◦광범위한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방안 강구
◦지역과 연계된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의 긴밀한 관계유지
◦기존 법정위원회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

▢ 추진목적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체육 행사의 효율적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 체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1인 1스포츠 문화 정착
◦지역연계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모형개발을 통한 행복한 학생선수 육성 토대구축

▢ 추진 체계
학교체육 활성화
▲
학교 및 지역사회 체육활동 연계
▲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역 인적, 물적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칭) 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지역사회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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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성(예시)

▢ 중장기 추진계획
구축기
-

협의체 조직 및 운영
관계형성 및 방향 탐색
기본사업추진(1~2개 사업)
교육지원청 담당자 주도 사업추진
정책연구추진
경기도형 운동부 사례발굴

확대기
- 협의체 최적화
- 기본사업 확대 추진
(3개 이상)
- 협의체 주도 사업추진
- 교육지원청·유관기관 공동추진
- 경기도형 운동부 사례확산

정착기
- 협의체 활성화
- 고정사업 추진
- 협의체 주도 사업추진

▢ 주요 추진 일정
시기
1월

내 용
-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워크숍 개최

3월~4월

- 교육지원청 예산사용계획 파악
- 성립전 예산신청
- 예산교부 및 교육지원청 협의체구성 지원

5월~11월

- 교육지원청 운영 컨설팅 및 정기회의 추진 지원

12월

비고

- 운영평가회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 수립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169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주요 추진 사업
◦ 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
- 교육지원청, 지자체, 체육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중심으로 구성
- 단체별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 MOU체결 및 협의체 구성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 단체별 사업계획 내 협력목록 추출 및 협력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과제 발굴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
◦ 협의체 내 기관별 업무분장
- 학교 및 교육지원청 : 행정 및 예산지원
- 지자체 : 행정 및 예산지원
- 체육관련 유관기관 : 시설, 전문기술, 프로그램 등 직접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시 공공스포츠시설 무료 이용 추진
-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단위학교 자유학기제(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단위학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방안 모색
- 체육관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 지역사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자원 발굴 및 학교와 매칭
- 지역사회 유관기관 체육행사 홍보 및 안내
- 지역사회 체험활동 행사 홍보 및 안내 등
◦ 자원봉사프로그램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 자원봉사센터 연계 학생 봉사활동 연계 지원
- 체육관련 행사 자원봉사활동 연계 지원 등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자율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학생자율역량강화 지원단 양성
-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 기획 연수 추진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심판연수 추진 등
◦ 학교스포츠클럽 아카데미 운영 시스템 구축
- 교사 및 학생 대상 자율연수 개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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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및 동호인 심판연수 지원
- 대학생 및 동호인 심판자원 활용 등
◦ 학교스포츠클럽, 자유학기제 활동 관련 지역 정보 제공
- 지역 스포츠맵 제작 및 보급
- 연간 지역 스포츠행사 홍보 및 안내 등
- 스포츠 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추진
- 학교-지역 연계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운영사례발굴
- 학교-지역 연계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정책실행연구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활성화 방안
◦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 대학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의 지속적 발굴·활용 유도 방안 마련
◦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 스포츠스타 특강, 스포츠 멘토링제 운영, 대학생 체육동아리와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등을
통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주변 지역 사회의 스포츠 관련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 스포츠맵 등을 제작하여 학교‧학생들에게 제공
※ 학교 주변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건강과 스포츠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체육
실기·지식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 동기유발 및 재능기부 정보자료로
활용

◦ 관내 학교 체육교육 수요조사(정규수업, 자유학기제, 스포츠클럽)를 바탕으로 지역의 체육프로그램과
매칭, 지역체육시설 연계ㆍ활용 등
※ 학교의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무료 이용(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

◦ 자유학기제 체육관련 체험·실습·진로교육 프로그램 발굴·개발 안내
◦ 지역 체육단체 등에서 종목별 실기 지도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지원* 및 학생 심판 연수 지원 추진
※ 초등학교 교사 체육 실기능력 향상 및 중학교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일반교과 교사의 종목별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등

◦ 지역 프로구단·실업팀 우수 선수 및 지도자들의 교육기부를 통한 학교체육 지원(정규 수업 및 자유학기제
지원 등)
◦ 운동장이 없거나 소규모인 학교의 체육수업 및 스포츠클럽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업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이용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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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지역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 사용 지양
◦ 기 시행·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활성화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해당 사업에 추가 지원 하는 사업*
지양
* 전시·오디션 행사 개최, 수영교육 지원, 지역교육청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 저학년, 스포츠 소외학생 등의 대상, 지역기업·지자체 협력사업은 추진가능
◦ 참석수당 지급은 법정위원회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법정기구인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지역협의체 운영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소요예산
◦ 지원청별 자체 확보(25개 교육지원청)

▢ 행정 사항
◦ 교육지원청: 사업운영 방향 및 목적에 부합한 자체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연계 학교체육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육교육강화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체육활동의 질적 성장
◦ 다양한 지역 체육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교운동부의 운영 효율화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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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체육사랑 서포터즈 운영계획

▢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2021 학생건강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 추진배경
◦ 학생중심 학교체육활성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컨설팅 및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 요구
◦ 행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

▢ 추진목적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실현
◦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을 통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중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통한 학생 자율역량강화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복한 학생선수 육성

▢ 방침
◦ 연중 지속적 현장지원을 통한 서포터즈 운영 효율성 극대화
◦ 학교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추천을 통해 서포터즈 구성
◦ 분야별로 연수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회 등 진행
◦ 인센티브에 의한 운영이 아닌 체육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운영
◦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교육지원청 사업의 적극적 연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시 기
2021. 02.
2021. 02.
2021. 02.
2021. 02.~4
4~5월
연중
2021. 12

추 진 내 용

제출방법

제출기한

분야별 서포터즈 추천서 제출(붙임2)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2월~3월

서포터즈 선정결과 안내
분야별 서포터즈 연수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4월

운영계획 수립
분야별 서포터즈 모집 안내

단위학교 지원, 지역축제지원, 상담 및 컨설팅,
모니터링, 정책연구실행, 장학자료 개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020년도 사업 평가회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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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영역별 현황
영역번호
1
2
3
계

영역
초등자율체육
중등 체육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

추천 기관
도교육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예정 인원
20
32
190
242

비고

◦ 영역별 주요 활동
영역

주요 활동 내용

초등자율체육 서포터즈

∘
∘
∘
∘
∘
∘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서포터즈

∘ (도) 중학교 학생선택 체육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 실행
∘ (도) 고등학교 맞춤형 체육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 실행
∘ (도) 체육수업 장학자료 개발

학교스포츠클럽

∘
∘
∘
∘
∘
∘
∘
∘
∘
∘
∘

(도) 초등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 심사･점검･모니터링
(도) 장학자료(놀이교육 등) 개발
(도)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생존수영연수 지원
(도) 1~2학년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체육전담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역 및 도)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지원

(지역)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지도점검
(지역)체육교육내실화 공모사업 참여교 주기적 지도점검
(지역)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컨설팅)
(지역)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PAPS 운영 및 NEIS 입력 상담/지원
(지역)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율역량강화 연수 지원단
(지역)교육지원청단위 학교스포츠클럽축제(대회) 기획 및 운영 지원
(도) 경기도형 학교운동부 정책연구 실행
(지역 및 도) 최저학력제 및 e-school 운영 지원
(지역 및 도) 학생선수 진로교육 및 연수 가능자
(지역 및 도) 학교운동부 청렴 모니터링
(지역 및 도) 학교운동부 운영 및 모니터링 컨설팅 등

◦ 서포터즈단 추천 / 선정 기준
- 경기 학교체육정책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할 교원
-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1년간 지속적, 적극적으로 학교체육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교원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율역량강화 연수 지원단 참여 가능 교원
- 해당영역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교원
◦ 서포터즈 역량강화 연수
- 대상 : 경기체육사랑 서포터즈
- 일시 : 4~5월 중 별도안내
- 운영방법 : 서포터즈 구축 후 해당 영역별로 추진 예정

□ 기대효과
◦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학교체육업무 효율성 제고
◦ 행복한 학생선수 육성 중장기 로드맵 구성
◦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운영으로 내실 있는 체육의 토대 구축
◦ 학생중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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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조(소위원회))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목적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7)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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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생스포츠센터 신설 운영

「경기학생스포츠센터」 = “학교체육 연구·연수·체험의 복합 R&D 센터”

스포츠 가치
체험

+

연수·연구 통합
R&D

⇒

경기학생
스포츠센터

가. 설립 목적
- 모두가 함께 스포츠의 가치를 즐기고 만들고 나누는 복합공간 구축

나. 설립 연혁
- 2018. 3월: (가칭)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2018. 5월: 기흥중 시설 활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용인시 업무협약 체결
- 2021. 1월: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준공 완료

다. 시설 현황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8번길 23
- 규모: 대지면적 12,972.3㎡, 연면적 6,495㎡
- 시설 구축비: 238억원(도교육청 78억원, 용인시 190억원)
- 체험시설: 4층, 22실

라. 센터 운영(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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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용자 선택형 스포츠센터 운영

대상

경기도 관내 유·초·중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

운영 내용

학생 스포츠 체험,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교 안팎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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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 유형별 이용 안내
* 체험유형 1 - 놀이형 체험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1층

바이크 레이싱 존

1층

융복합스포츠
콤플렉스

- 농구형 슛팅, 소강당 규모 스포츠 체험

2층

세계로/미래로
융합체험실

- 드리블, 킥, 던지기, 슛 등

4층

다목적 실기연수실2
(스타디움)

- 바이크 이용 미니카 레이싱

- 디지털+아날로그 결합형 구기 스포츠 체험

* 체험유형 2 - 기초체력 향상 체험
위치

체험실

체험내용

3층

GX룸 1

- 신체 단련+놀이형 체조 활동

1층

GX룸 2

- 디지털+아날로그 결합형, 기초체력 향상 종목 체험

2층

GX룸 3

- 체력 향상을 위한 크로스핏 형태의 운동

4층

GX룸 4

-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생 연수 및 보조 체조활동

* 체험유형 3 - 체육진로형 체험
위치

체험실

1층

융복합스포츠
콤플렉스

2층

스포츠미디어실,
다락방미디어실

3층

스포츠창작실,
스포츠메이커스페이스

체험내용
- 스포츠 관련 현장 스케치 활동 (촬영, 중계, 행사 진행 등)
- 스포츠미디어 체험, 제작 (아나운서, 해설, PD 등)
- 상상력과 창의력 구상 및 표현, 제작 가능

* 연수(연구)형 - 스포츠 연수, 연구형 공간
위치

체험실

4층

소그룹 나눔실

4층

다목적 실기연수실 1,2

4층

스포츠 국제회의실

4층

글로벌 강연장

체험내용
- IT기반 모둠별 연수, 연구활동
- 스포츠 실기 연수 공간
- 국내외 온라인 원형 화상 회의 공간
- 국내외 온라인 TED형 강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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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층별 시설 이용 안내
* 1층-용인시기흥평생학습관, 용인시 미래교육센터
바이크 레이싱 존

스피닝자전거의 동력을 활용한 슬롯카(미니카) 레이싱 활동

융복합스포츠 콤플렉스

소강당. 11개 농구 골대 설치.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행사 가능

바이크 레이싱 존

융복합스포츠콤플렉스

* 2층-학생스포츠 가치 체험
미래로,세계로 융합체험실 IT 기반 가상 디지털 스포츠 컨텐츠 체험(드리블, 킥, 던지기, 골 넣기)
스포츠아고라
다락방 미디어실
락커룸(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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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 안내 및 공개 강의, 스포츠 자치 활동 공간
융복합스포츠콤플렉스 모니터링 및 방송 제작, 1인 미디어 제작 공간
센터 방문자 탈의 및 체험 준비 공간

스포츠 미디어실

스포츠미디어 관련 체험(아나운서, 해설, 기자, PD 등)

융합체험실

아고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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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미디어실

락커룸

스포츠 미디어실

2021

* 3층-학생스포츠 건강메이커
스포츠 창작실

스포츠 관련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구상 공간

스포츠
메이커스페이스

구상한 부분을 직접 제작하는 공간(드론, 피규어, 용품 등)

GX룸1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 단련, 놀이를 접목한 체조 프로그램 운영

GX룸2

기초 체력 향상 종목과 놀이를 접목한 디지털+아날로그 컨텐츠 체험

GX룸3

학생의 체력과 건강 향상을 위한 크로스 핏 형태의 체험 공간

GX룸4

스포츠 안전 및 건강 관련 연수 공간, 보조 체조실 공간 활용 가능

스포츠창작실

스포츠메이커
스페이스

GX룸1

GX룸2

GX룸3

GX룸4

* 4층-학생스포츠 R&D
소그룹 나눔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대상 IT 기반 모둠별 활동 공간

다목적 실기연수실1
(원형경기장)

초등, 중등 교원, 스포츠 강사 대상 실기 연수 공간

다목적 실기연수실2
(스타디움)

디지털+아날로그 결합형 구기 스포츠 체험, 연수 공간

스포츠 국제회의실

국내, 국제 회의가 가능한 원형 화상 회의 공간

글로벌 강연장

국내, 국제적 연수가 가능한 TED형 강의 공간

소그룹 나눔실

원형경기장

스타디움

스포츠
국제회의실

글로벌 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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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센터 이용 신청 방법
1. 경기교육모아(https://more.goe.go.kr)에 접속하여, 경기체육사랑-경기학생스포츠센터 홈
페이지에서 예약 신청
2. 센터 이용 및 활동 안내는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ggssc)나 네이버 밴드에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검색 후 확인 가능

아. 운영 시간표(안)
구분

운영시간

체험내용

비고

1

09:20~09:30

센터 도착

오전 신청

2

09:30~10:00

오리엔테이션/ 준비

3

10:00~10:40

체험1

4

10:50~11:30

체험2

5

11:40~12:20

체험3

6

12:20~13:00

점심식사

7

12:50~13:00

센터 도착

8

13:10~13:40

오리엔테이션/ 준비

9

13:40~14:20

체험1

10

14:30~15:10

체험2

11

15:20~16:00

체험3

12

18:00~21:00

방과후 대관

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대상
시기

학생, 지역주민, 대내외 유관기관
연중 수시 모집

참여방법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전화 문의

활동시간

연중
자원봉사활동 지원(1365 자원봉사 등록)

봉사내용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협조
체험 프로그램 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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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신청

야간 신청

2021

차.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안내
■ 1층

■ 2층

■ 3층

■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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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02

2-1
2-1-1

지역과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지역 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선수육성시스템(경기도형운동부) 구축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이란?

국가주도의 전통적 학생선수 육성 제도의 한계를 승화시켜 온마을이 함께 학생과 주민의 스포츠 건강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교체육 ↔ 생활체육 ↔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말함.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이 필요한 이유
· 학교체육 중심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 학교와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시스템 확장 필요
·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
·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해체 가속 (최근 5년간 154개 학교운동부 해단)
· 경기도내 학생선수 수 감소 (최근 3년간 320여명 감소)
·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 필요
· 학교와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의 공유와 융합 필요
· 지역인재 조기 발굴·육성→지역정착(지도자, 직장운동부)의 진로선순환 구조 필요

G-스포츠클럽 추진 방향
· 저변확대를 통한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적 연계 시스템 정착
· 지역사회 협력적 구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G-스포츠클럽 마을 브랜드화 정착 및 공공성 강화
· 학생 선택이 있는 미래형 스포츠클럽 환경 정착
· 지속가능한 마을 스포츠생태계를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중심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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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 경과 및 추진 결과
◦ 2018년 2월 : G-스포츠클럽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018년 3월~12월 : 지역사회 의견수렴(공청회, 포럼 등)
◦ 2018년 3월~2019년 2월 : G-스포츠클럽 시범운영(10개지역 21개소 클럽) 및 모델개발
◦ 2019년 3월~ : G-스포츠클럽 운영(13개 지역 41개소 클럽)
◦ 2020년 1월~ : 2020년 G-스포츠클럽 운영(24개 지역 79개 종목 클럽)
◦ 2021년 1월~ : 2021년 G-스포츠클럽 운영(28개 지역 106개 종목 클럽)
◦ 2021년 7월~ : 2021년 G-스포츠클럽 운영 예정(39개 지역 110개 종목 클럽)
- 추진 방향

지역사회 학생선수
안정적 육성·정착

→

지역사회 육성종목
지역브랜드화

→

G-스포츠클럽
공공성, 특색성
상호협력성, 다양성

- 향후 추진 계획(3년간)
연도
추진내용

2021

2022

2023

∙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운 ∙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운영
∙ 마을 브랜드화 정착
G-스포츠클럽
체제 강화(120개클럽)
영 체제 구축(106개클럽)
(경기도형 운동부)
∙ 마을 중심 운영 체제 정착
∙ 운영 종목 마을브랜드화 구축 ∙ 마을브랜드 운영 체제 강화
운영 지원
(31개 시·군)
(30개 시·군)
(28개 시·군)

❷ 목적
◦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G-스포츠클럽 마을브랜드화 조성
◦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 실현
◦ 학교와 마을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중심 학생선수육성 및 건강한 스포츠클럽 조성
◦ 마을브랜드화 실현을 위한 공공형·개방형 G-스포츠클럽 플랫폼 마련

❸ 방침
◦ 마을 초·중·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운영 종목
◦ 교육기부사업과 연계한 G-스포츠클럽 안정적인 정착
◦ 학교운동부 마을브랜드화를 실현할 수 있는 운영 종목
◦ 2021년 G-스포츠클럽 운영 전문 학생 선수반(연계) 필수 운영
◦ 2021년 G-스포츠클럽 질적 성장을 위한 신청 보조사업자 양적 확대 배제
◦ G-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도교육청↔시·군 지자체(체육회, 종목단체 등)↔교육지원청 협력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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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사업 예산: 대응투자 (1:1) ※ 지자체 등 대응투자
◦ 지자체 등 대응투자 투입 예산 및 종목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 예산 지원
◦ 종목의 특성 및 참여 인원등에 따라 운영 보조 예산 차등 지원(예산 범위 내)

❺ 참여대상: (유아) 초·중·고 일반 학생, 학생 선수
❻ 재원확보(2021년 기준)
◦ 교육청 기본 대응액 25,000천원
-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 조정 지원
- 운영단체 예산 심의 검토를 통한 예산 조정 지원
- 최대 지원 대응액: 30,000천원
- 규모에 따라 예산액의 규모는 차이 있을 수 있음

❼ 기관별 역할
◦ 체육단체(종목단체) : G-스포츠클럽 운영 주체
◦ 지 자 체 : 대응투자, 운영지원, 홍보
◦ 교 육 청 : 대응투자, 운영지원, 홍보
◦ 학

교 : 학생선수 학사·학력관리, 행정지원, 학생모집 지원

❽ 추진 전제조건
◦ 지자체 대응투자 가능지역
◦ 운영 희망 종목 및 여건이 조성된 지역
◦ 지자체-체육회(종목단체)-지도자 동의와 운영 의지가 있는 지역

❾ 기대효과
◦ 마을기반 초·중·고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 통합을 통한 학생 스포츠 건강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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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학교운동부와 G-스포츠클럽의 연계 및 협력 체계 ★
상호협력 및 보완

학교운동부
- 교육적 운동부 운영
- 운동부 운영 내실화

G-스포츠클럽
- 지역기반 G-스포츠클럽 운영

학교급별 연계

- 지역의 초,중,고 연계성 고려

⓫ 2021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현황 (2021. 1. 1 현재)
연번

지자체 현황
시·군

신청 현황
구분

종목

기존

에어로빅

기존

배드민턴

신규

골프

신규

펜싱

기존

리듬체조

신규

탁구

기존

축구

신규

볼링

9

신규

농구

10

기존

육상

기존

수영

기존

배드민턴(초)

기존

배드민턴(중)

신규

태권도

신규

육상

16

기존

배드민턴

17

기존

축구

18

기존

수영

기존

리듬체조

기존

테니스(초)

21

기존

테니스(중)

22

신규

배드민턴

23

신규

테니스

기존

테니스

기존

자전거(BMX)

기존

볼링(덕양구)

기존

볼링(일산구)

기존

배드민턴(덕양구)

기존

배드민턴(일산구)

1
2
3

광주시

4
5
6

군포시

7
8

11
12

의왕시

남양주시

13
14
15

19
20

24
25

동두천시

오산시

연천군

26
27
28
29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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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자체 현황
시·군

종목

30

기존

인라인

31

기존

탁구

32

신규

축구

기존

육상

기존

유도

신규

축구

신규

배드민턴

기존

야구

기존

축구

기존

볼링

신규

아이스하키

41

기존

테니스(초)

42

기존

테니스(중)

43

기존

테니스(고)

44

기존

배드민턴(초)

45

기존

배드민턴(중)

46

기존

검도

기존

수영

48

기존

컬링

49

기존

육상

50

기존

유도

51

기존

축구

52

신규

탁구

53

신규

사업담당자(코디)

54

신규

우슈

55

신규

볼링

기존

스키

기존

축구

58

기존

하키

59

기존

테니스

기존

볼링

기존

복싱

기존

축구

기존

아이스하키(유소년)

기존

아이스하키(초)

기존

볼링

기존

축구(중등부)

기존

축구

신규

테니스

33

양평군

34
35
36

여주시

37
38

가평군

39
40

47

56
57

60
61
62
63
64
65
66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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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성남시
이천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2021

연번

지자체 현황
시·군

신청 현황
구분

종목

69

신규

볼링

70

기존

테니스(중)

71

기존

테니스(고)

72

기존

인라인

기존

양궁

74

기존

럭비

75

신규

검도

76

신규

사업담당자(코디)

신규

야구

78

신규

테니스

79

신규

검도

80

신규

태권도

신규

배드민턴

신규

사업담당자

83

기존

탁구

84

기존

씨름

85

기존

유도

86

기존

펜싱

87

기존(초)

리듬체조

88

기존

검도

89

기존

수영

90

기존

배드민턴(초)

91

기존(초)

테니스

기존

복싱

93

기존

사업담당자(코디)

94

신규(중)

테니스

95

신규

배드민턴(중)

96

신규(중)

리듬체조

97

신규(고)

세팍타크로

73

77

부천시

광명시

81
82

92

안산시

김포시

98

파주시

기존

탁구

99

하남시

신규

검도

100
101
102

축구
양주시

신규

103
104
105
106

탁구
볼링
육상

과천시
포천시

기존

검도

기존

육상

기존

바이애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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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1. 목적: 학생들의 평생 운동 생활 습관형성, 건강체력 향상
2. 내용
- 30개 시ㆍ군체육회에서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개설ㆍ운영

3. 방법
- (운영기간) 2021. 3월~ 11월(30주), 주당 1~2시간
- (운영 주체) 시ㆍ군체육회(강사 pool 조성, 학생 관리, 클럽 개설 등)
- (종목) 수영, 축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뉴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
- (장소)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인근 체육 시설 활용
- (예산) 도교육청과 지자체(도청,시군)의 5:5 대응투자로 스포츠클럽 운영

4. 기관별 역할
도교육청/
도교육청

도체육회

교육지원청

학교

시ㆍ군
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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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추진 계획 수립
◦ 각종 협의회시 학교 관리자 및 홍보
◦ 강사 인력풀 구축 지원
◦ 클럽 운영 컨설팅 및 질 관리

▶

◦
◦
◦
◦

사업 평가 및 사업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운영 ◦강사 인력풀 구축
예산 시군별 배분 및 정산, 클럽 운영의 질관리 지원
운영 성과 평가

▶

◦
◦
◦
◦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학교와 시군체육회간 소통 및 행정적 지원
학교 대상 정책 설명회 및 홍보(지구장학협의회 등 활용)
참가교 현황 파악(행정 지원)

▶

◦
◦
◦
◦

초등스포츠클럽 참여 여부 결정(학교구성원 협의)
클럽 운영 장소 제공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배부 및 취합
참가학생 내부결재(학교안전공제회 보상가능)

▶

◦ 초등스포츠클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학교에서 신청한 초등스포츠클럽 개설
◦ 강사 채용(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 클럽 운영하는 강사 관리, 홈페이지 운영
※ 강사 역할: 수업, 출석체크, 학생 관리, 안전 지도
◦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기존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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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1

학생중심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의 개요

1.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
가.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되는 스포츠동아리를 말하며, 학생선수의 경우 등록하여
활동은 가능하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범위 : 교내 스포츠 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가 계획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행하는 모든 활동(자체연습, 대회출전, 동아리관련 체험활동 등의 계획 및 승인이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의미, 단 활동일지, 출석부 등 활동 증빙자료가 있어야 활동시간 인정)

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2-2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방법
1.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가.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 및 역할
• (지정)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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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조직·운영, 교외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스포츠강사 관리 및 교내 연수 등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세부사항 –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관련 의견조회, 스포츠 클럽별 연간 활동계획 수합
및 학교체육 소위원회에 제출, 학교장 승인 등

나.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운영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 체육소위원회를 구성
[본 매뉴얼

1-3-4

참고]

다. 학생 의견수렴 및 모집
• 학생 의견수렴
- 학년 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관련 의견수렴
· 조사대상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조사내용 : 희망하는 종목, 운영시간, 참여여부, 건의사항 등
· 조사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며, 전년도에 운영된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주요
활동내용, 만족도 조사결과 등)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
• 학생 모집
① 동아리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하고, 대표학생을
정함
- 대표학생은 지도 받기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
- 승낙한 교사가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등 관리
② 학급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 학생 수요 및 담임교사의 여건 등에 따라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개설
-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현황 및 가입 안내
- 희망학급 신청서 제출 및 가입 절차
-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연간 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등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나 학교 규모, 학교스포츠클럽 특성 상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클럽의 등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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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가. 등록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1~고3) 중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학생
※ 학생선수의 경우 등록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나. 등록 조건
• 동일학교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만 인정
※ 학교 외 조직(사설 스포츠클럽, 학교 간 동호인클럽)은 인정되지 않음

• 최소 등록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나 학교규모, 동아리 특성상 10명 이하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클럽 등록여부 결정
•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체육관련 방과 후 수업 등도 등록 가능
•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 및 내용이 중복될 수 없음
• 정규교육과정 내에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되는 체육관련 동아리 활동(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아님)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면, 해당 동아리활동 시간 외(0교시, 점심시간, 공휴일, 토요일
등)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 한 경우만 등록 가능
※ 체육관련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영역에 입력하고, 그 외 시간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입력

다. 등록 방법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과 학생을 NEIS 체육시스템에 12월 31일까지 등록
• NEIS 체육시스템 ‘학교스포츠클럽 관리’에 클럽명 및 활동시간만 입력

〔참고〕 틈새 시간 활동 확대 - 학교체육활성화지원계획(’17.1.)
-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확대하고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 활동시간으로
인정 (단, 1회 20분 이상)

• 누가 입력한 활동 및 대회참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 관리]-[학교스포츠클럽 학생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
•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연속되지 않은 활동 시간도 NIES상 합산되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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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교스포츠클럽 인정시간 처리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아침, 점심 등에 활동한 개별 활동
시간은 자체로 인정되어 총 합산에 반영
* 아침시간, 점심시간 등 일정량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1회 활동 시 최소
20분 이상 확보 권장
- 현행 NEIS 체육시스템은 틈새 시간을 활용한 개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와 같이 모두
합산 처리하여 반영
※ (예시) 고등학생이 A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고, B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였으면, 합산된
50분이 활동으로 인정되어 1시간 이수로 실적 인정

• 학교 전체 또는 많은 수의 인원이 실시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예: 아침건강달리기클럽, 점심시간
체력단련클럽 등)에는 학급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클럽명을 ‘아침건강달리기클럽1’, ‘아침건강달리기클럽2’
등으로 하여 담임교사를 지도교사로 등록
• 체대입시반의 경우도 클럽명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개칭(기초체력증진반, 육상반 등)하여 등록 가능

〔참고〕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록
-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NEIS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에 활동내용과 시간을 누가기록 함
예시>

※ 학교스포츠클럽 NEIS 입력과 관련된 사항은 「2021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참조

라. 활동 인정 범위
•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조직하여 해당년도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활동한 시간을 인정
• 틈새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아침, 점심 등에 활동한 시간의 합산이 같은
날에 한하여 학교 급별 기준 수업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개별 활동 시간은 자체로 인정되어 총 합산에
반영
※ 1회 활동 시 최소 20분 이상 확보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지도교사가 직접 지도･관리한 경우만 활동 인정
※ 단,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연간 활동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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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활동 인정 시간
• 학교 급 별 수업시간을 기준(초-40분, 중-45분, 고-50분)으로 활동시간 환산
예) 초등학생이 2시간(120분) 연속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였을 경우
2시간(120분)=기준 수업시간(40분)×3 이므로 3시간 활동으로 인정

• 수업시간 기준으로 환산 후 자투리 시간은 버림*
*일일 누적시간은 분 단위로 합산되며 소수점 버림은 최종 누적시간에 해당함
예) 중학생이 총 20시간(1,200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였을 경우
20시간(1,200분)=기준 수업시간(45분)×26.67 이므로 26시간 활동만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 버림

•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연속되지 않은 활동 시간도 합산하여 반영
예) 고등학생이 정규 수업시간 전 30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였고, 점심시간 동안 20분 활동하였을
경우 기준 수업시간(50분)=활동시간 합계(50분) 이므로 1시간 활동 인정
예) 고등학생이 A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고, B일 점심시간에 25분 활동하였으면, 합산된 50분이
활동으로 인정되어 1시간 이수로 실적 인정

• (인정시간) 평일 2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4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활동 당일에 불참한 학생은 활동시간에서
제외
※ 출결 관리 철저

• 각종 대회에 참가 시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사전/사후결재)에 한하여 활동시간을 인정하며, 경기시간과
연습시간을 합산하여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단, 경기시간과 연습시간만 인정하고 이동시간은 제외

바. 등록 시 유의사항
• NEIS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활동 증빙자료가 있고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만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학생들의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조장부를 활용하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서식을 활용하여 활동근거 유지 필요
※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 기록으로 대체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부록을 사용하거나, 학교실정에 맞게 별도 제작,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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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록용 보조장부 목록
1) 활동계획(학생/교사) or 지도계획(교사)
2) 활동시간기록부(출석부)
3) 활동결과보고서
4) 대회참가신청서
5) 대회참가보고서
6) 활동 소감문 등

• 학생의 활동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사. 지도교사
• 학생 활동상황(활동내용, 활동시간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을 누가 기록하며,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지도 가능
• 해당학교 교사(스포츠강사 포함) 모두 지도 가능하며, 외부강사가 지도 할 경우 별도의 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제반업무(NEIS 시스템 누가기록 및 생활기록부 작성)를 대행하거나 외부강사에게 나이스 권한을
부여하여 기록 가능
• NEIS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소속 학생을 지속 관리
• 지도교사의 근무시간외 지도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 가능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대회에 참가학생 인솔
시 출장처리 가능
※ 단, 별도의 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불가

아. 출결 관리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출결관리로 추후 활동 실적 근거자료로 활용

자. 대회 참가
• 모든 대회는 학교장 결재 후 참가하는 것이 원칙
• 경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실시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도
• 대회 장소로 이동할 시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종목별 규정 장비 준수(보호 장비 착용, 보호대 휴대, 고글 등)
•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음료수 준비
• 응급처치가 가능한 비상약품 구비
• 승패를 떠나 경기자체를 즐기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지도교사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비교육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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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전사고
• 활동계획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학생안전을
최우선 고려
• 학교장 및 지도교사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및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

카. 설문조사
• 단위학교 설문조사

타. 시상
• 학교장은 우수 스포츠클럽 및 우수 활동학생에 대해 학교장상 수여

2-2-3 학생중심 학급단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가. 방향
•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1인 1스포츠)
• 학생중심 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나. 세부추진 내용
• 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학급단위 및 동아리단위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및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하는 학급단위 교내 리그전은 학교 시설과 여건에 맞추어 연간계획수립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 보장
• 교내 스포츠리그 선발학급이 교육지원청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 2021년 체육수업과 연계된 종목으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조직 및 운영하고, 학생주관 활동으로 추진 권장 (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 2021년 체육교육과정과 연계 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개최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혼합 및 온라인 위주 등 다양한 방
식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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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예시(줄넘기)

온‧오프라인 혼합운영
☞ (오프라인)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반을 개설하여 아침‧점심‧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줄넘기
뛰기 기능 연습 등
☞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등을 활용한 줄넘기 활동 실시 및 수행과정 동영상 제출 등을 통해
확인

온라인 위주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반을 개설하여 방과후, 주말 등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등을 활용한 줄넘기
활동 실시 및 수행과정 동영상 제출 등을 통해 확인
- 관련 사례 학교
OO고

주요 내용

비고

‣온라인 팔굽혀펴기 리그
‣2주간 팔굽혀펴기 개별 연습 후, 반 대표학생이 학급 영상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제출

• 시군대회, 시도대회와 출전과 관계없이 단위학교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연중 지속 운영
※ 점심시간 확대(60분→70분), 블럭타임 운영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확보
※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심판 연수 신청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최소 활동시간 및 기준
학교스포츠클럽은 활동 시간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활동 가능하며 1시간 이상 활동 시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해야 함, (학교장이 인정한 자체 활동, 교내·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방과후 학교 스포츠 수업
참가, 학생심판연수 참가 등을 실적으로 인정)

다. 방법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리그 운영, 나이스 기록, 교외대회 출전,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제시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
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기록하고,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
부자료기록]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

•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과 활동시간이 허위로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경기과열 방지와 스포츠맨십 함양을 위한 Respect 캠페인 지속 추진
- 교내대회, 지역대회, 경기도대회 모두 적용
- 무승부시 누적 경고수가 적은 팀이 승리(시즌 동안 지속 누적)
- 매경기 팀별로 페어플레이 선서 후 경기시작 (미실시팀 무승부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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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교육지원청 주최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활성화
가. 운영 취지 :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체육활동 강화
나. 운영 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 (여학생 종목 적극 개최 요망)
다. 운영 기간 : 2021학년도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
라.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 관내 유관기관 전문가, 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적극 활용
마. 축제 운영
•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지정종목 운영 (지역여건, 남, 녀, 혼성종목
등을 고려하여 운영)
•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인근 지역 학교(학생)까지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예시> 2019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배구대회 등)
• 동아리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역사회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일정기간 집중적,
효율적 운영)
• 연중 리그 운영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참여 및 활동 시간 확보
• 경기과열 방지와 스포츠맨십 함양을 위한 Respect 캠페인 지속 추진
- 교내대회, 지역대회, 경기도대회 모두 적용
- 무승부시 누적 경고수가 적은 팀이 승리(시즌 동안 지속 누적)
- 매경기 팀별로 페어플레이 선서 후 경기시작 (미실시팀 무승부시 패)
• 저학년 학생 및 온라인 방식 대회(리그) 등 학생 스포츠 활동 연중 개최 가능하도록 축제(리그) 구축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 종목은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개최
- 『2021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원격 운영 길라잡이』개발 보급 예정

바. 리그 운영비 : 운영종목수, 운영규모, 학교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교부

2-2-5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율역량 강화 지원
가. 목적
•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 운영하고, 평가, 반성, 보완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학생
자율역량 강화와 진정한 성장 유도

나. 방침
•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일정에 맞춘 찾아가는 방식의 학생 연수 실시
• 희망학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단위 연수 실시
• 기초연수 후 지속적인 자율연수 지원시스템 구축
• 단위학교 주관 연수는 평일과 주말,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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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눈높이에 맞는 연수 진행
• 참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 진로진학 자료로 활용
• 연수 후 교내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학생심판동아리 구성 지원 및 멘토링제 연계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및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 중장기 추진 계획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출발점 지원 시스템 구축
-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기획 지원단 구성 및 단위학교 연수 지원
-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기획 및 학생심판연수 매뉴얼 개발 보급
-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학생 참여기회 제공

↓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생참여 기회 확대 및 체험기회 제공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생동아리 구성 지원 및 지속적 연수 지원
- 교내 스포츠클럽 학생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체육행사 학생 체험기회 확대

↓

학생주관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기획 및 운영
- 학생주관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추진
- 학생주관 교내 학생심판 연수 추진

• 추진절차
출발점 지원시스템 구축
(학생연수 지원단 구성 및 역량강화 연수)
↓
찾아가는 연수 수요조사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기획 및 학생심판연수)
↓
찾아가는 연수 개최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기획 및 학생심판연수)
↓
학생중심 지속적 자율연수 추진 지원
↓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기획 및 운영 참여 기회제공
↓
자체평가 및 보완, 활동내용 생기부 입력
↓
학생주도 차기년도 운영계획 수립
↓
차기년도 운영 준비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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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 단위학교 주관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 및 학생심판 첫걸음 찾아가는 연수’ 지원
- 대상 : 희망하는 학교 (단일학교 또는 2~3 학교 연합으로 신청가능)
- 장소 : 해당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강사 : 교육지원청 경기체육사랑 서포터즈 (연수 이수한 전문 강사요원)
- 연수시기 : 학기중 평일 방과 후 또는 토요일/일요일
- 연수내용 : 1)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법
2) 축구, 농구, 피구, 넷볼, 티볼, 단체줄넘기(더블덧치) 심판법

마.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 및 학생심판 첫걸음 찾아가는 연수’ 지원
• 대상 :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관내 연수계획 수립 후 신청)
• 장소 :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 강사 : 경기체육사랑 서포터즈 (직무연수를 이수한 전문 강사요원)
• 연수내용 : 1)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획법
2) 축구, 농구, 피구, 넷볼, 단체줄넘기(더블덧치) 심판법 및 이론·실기 등
• 운영 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기획법
- 학교스포츠클럽 방송 촬영 및 중계 운영 방법

바. 기대효과
• 학생심판참여, 학생활동 계획 등 다양한 역지사지 체험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
• 청소년 개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는 적극적 학생 자율역량강화
• 다양한 역할 활동과 자기반성을 통한 진정한 성장 유도
•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자신감 형성과 적극적 행동 양식으로의 전이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미래사회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자율역량 강화 활동의 생활기록부 입력을 통한 진학도움 자료 제공

2-2-6 교내·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가. 추진 배경
•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은 건강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 함양,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
•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체ㆍ덕ㆍ지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나, 지식 교육에 치우쳐 활동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은 부족한 실정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조기 기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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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방향
• 선발에 의한 지원이 아닌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 학교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 교내 연습 및 경기, 교육지원청 대회(리그) 참여 등

다. 학교별 운영 방법
• (학생자치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학생자치회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학교스포츠
클럽 역량 강화 모색
•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전통있는 명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 (여학생 체육 활성화 운영) 여학생 특성을 반영한 종목 선정 및 활동 등을 통한 여학생 체육 활동 증진
• (학교스포츠클럽 2.0 운영) 학생자치스포츠클럽, 우리 ‘마을’리그, ‘꿈의스포츠클럽’리그, 꿈·끼 스포츠
진로체험
• 우수학교스포츠클럽, 학생자치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2.0, 여학생체육활성화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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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1

진로중심 학생 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운영

➊ 학교운동부 운영 방향
가.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다양한 운동 경험을 통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나. [인권보장]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전한 환경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다. [진로・진학]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로・ 진학지원
라. 학교운동부 문화개선
학생선수가 중심되어 운영되고, 참 성장이 일어나는 「학생선수 중심 학교운동부」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
➋ 용어
가. 학교운동부(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3항)
-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나. 학생선수(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다. 학교운동부 지도자(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6항)
-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생 및 재학 중 학교체육소위원
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되어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
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 활동을 하는 학생
※ 중학교 특기자 배정(관리)지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기자 (관리)지원(평준화지역): 경기도교육청 / 비평준화지역(학교장)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➌ 관련 법령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 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2) 제73조(중학교의 전학 – 체육특기자 포함)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
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3)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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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체육특기자 포함)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2011. 12. 30., 2015. 1. 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경비 지원, 자격, 계약 해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위원회 설치, 평가

라. 경기도 학생선수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계획 수립,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합숙훈련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
육 및 연수, 학업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도핑방지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표창

➍ 운동부 운영 준수 사항
가. (창단) 선수확보, 전문체육시설, 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 예산운영계획 등
나. (운영)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후 운영],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 (관리) 체육특기자관리, 정규수업 이수, 학생선수 학습 권 및 인권보호, 진로・진학 등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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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학)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및 진로 지도 등
※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학교장 준수사항 지도ㆍ감독,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등 관련 내용
확인, 학교별 관련 법령에 명시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등
※ (단위학교)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자문) 후
운영

2-3-2 학교운동부 창단–운영–해단
➊ 학교운동부 창단
가.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방과후(특기)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
(체육회 등), 동창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나. 창단계획서 : 창단목적, 운동부 지도자 확보, 운동부 예산 확보 방안, 선수 수급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시설 및 훈련 여건, 정규수업 이수 등의 계획을 수립
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창단 요청이 있을
경우 창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라. 스포츠클럽 창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창단 추진[G-스포츠클럽 등]
마. 추진 절차
➋ 학운위
심의(자문)

창단계획서
수립
학교

⇋

➊ 교육지원청
협의

학교장
결재

경기단체
통보
교육(지원)
청 보고

교육지원청은
창단교에 대하여 체육특기학교
지정
※ 해당교에 별도 공문 안내

※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후 진행

➋ 학교운동부 운영
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여부 및 예산 집행, 대회출전계획 등의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서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나.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포함 사항
1) (관련 법령 명시사항)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출석인정결석 처리,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학부모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진로・진학교육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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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외 반영사항) 훈련 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훈련 계획, 학교학교장
간담회, 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다. 추진 절차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

학·운·위
심의(자문)

학교장
결재

경기단체
선수등록

교육적
운영

➌ 학교운동부 해단
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해단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단계획서(안)를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나. 해단계획서 : 해단사유, 운동부 지도자 처리, 학생선수 진로·진학,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단계획서(안)를 수립
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라. 추진 절차★
※ 해단사유발생 → 교육공동체(관리자, 학부모, 담당교사, 학생선수, 지도자 등) 협의 시 반드시 포함하여
협의
➋ 학운위 심의(자문)

해단계획서 수립
⇋

학교

경기단체 통보

학교장
결재

➊ 교육지원청 협의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운동부 해단 시 해단 현황 제출 [양식] > 교육지원청 보고 사항 > 도교육청 보고
해단시 현황
지역 설립

학교급

학교명

종목

연도

선수
(수)

해단사유
(구체적으로)

관련근거
(관련문서번호 및
결자 일자)

잔여학생
선수에
대한 대책

지도자
처리

협의
참여
대상

비
고

체육소위원회
(

)

학교운영위원회
(
)

※ 유의사항 : 해단계획서 작성 시 해단사유(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도자 처리 및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학부모 동의서, 지도자 동의서] - 첨부 서류는 학교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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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학교운동부 및 개인 학생선수 운영 및 관리★
가. 학교운동부 및 개인 학생선수 업무흐름도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업무 흐름도
학교운동부 육성교
개인(클럽) 학생선수

시기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수립

행정업무

개인학생선수 현황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작성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내부
결재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수합 및 담당교사 검토

내부결재 /
협의록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1학기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및 개인(클럽)학생 선수에 대한 대회(훈련) 참가시
출결 및 수업결손 대책
※ 협의록 기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허가(내부결재)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내부
결재
/
협의록

개인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


☞ 1학기 학교운동부 학부모설명회 및 학교장 간담회 실시
☞ 학생, 지도자대상 도핑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학생(스포츠)인권교육
☞ 1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확인 및 런업과정 개설
※ 최저학력제 미도달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의무 이수화
☞ 1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교육청보고

학기 중
공통사항

청렴서한문 발송 (5월,7월,9월,12월, 수시)
지도자대상 :(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학생(스포츠)인권교육 2시간
학기중 학교운동부 경비집행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
개인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e-school 관리
- 수업결손 학생 및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관리 지도

내부
결재 /
등록부

내부
결재 /
활동사진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점검

2학기

☞
☞
☞
☞
※
☞

2학기 학교운동부 학부모설명회 및 학교장 간담회 실시
학생, 지도자 대상 도핑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학생(스포츠)인권교육
체육특기자 선발 및 진학 업무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확인 및 런업과정 개설
최저학력제 미도달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의무 이수화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교육청보고

유의
사항

☞ 학교회계 처리절차 준수(학교법인카드 사용)
☞ 각종대회 및 훈련 참가시 학생선수학습권, 인권, 안전 관련 내용
내부결재에 반드시 포함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 및 개인별(클럽)학생선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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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필수 포함 사항
법령에 의한 포함 사항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진로・진학교육,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도핑교육

관련 법령 외 포함사항
훈련 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 훈련 계획, 학교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2-3-4 체육특기자 관리
❶ 관련규정
가. 체육특기자 선수등록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5조-제15조｣
나.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 및 전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중),
제73조(중) 및 제87조(고), 제89조(고)
다. 체육특기자 입학 : 경기도고등학교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00605
호) 및 추천특기자 선발기준(동 규칙 제5조)
라. 타･시도 전입학 학생 : 경기도 고등학교신입생 전형요강 [참조]
※ 초,중 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학생, 학부모 동의를 득한 후
학생선수의 기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허가를
득한 후 실시(교육지원청 문의)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신인발굴 등 추천특기자로 하여
체육특기자 관련 서류 제출(승인 후 활동)
▪비평준화지역(학교장 허가) ▪평준화지역(도교육청 서류제출)
※ 학교운동부 소속이 되어 운동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절차 준수(상담⇒테스
트 및 추천⇒학교체육소위원회 협의⇒내부결재⇒ 보고)

❷ 중·고입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가. 고입체육특기자 선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시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 학교장 확인서 제출(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 기초학력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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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체육특기자 업무 절차
3~8월

8월

8월~9월

8월

9월~11월

1월~2월

학생선수
활동 및
진로지도

체육특기자
전형 안내
해당교
홈페이지공개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진학상담 밎
원서 제출

체육특기자
자격심사
결과 안내

우선 배정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학교

학교→
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학교

교육청→
학교

❹ 체육특기자 선발 범위
가. 평준화지역 : 평준화 지역모집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선발
나. 비평준화지역 : 단위학교 모집 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선발
다. 체육특기자 단체종목은 승인인원
종 목

인원

축 구

비 고

종 목

인원

15명

배 구

7명

야 구

15명

럭 비

15명

농 구

6명

비 고

※ 단체종목의 경우라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승인 인원에 한함
예시) 비평준화 경우(○○고-야구) 총 모집인원 240명 경우 승인 인원 12명임

❺ 체육특기자의 관리
가. 체육특기자선발 :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1) 대상 : 중·고등학교[입학, 신인 발굴(재학생선발)]
2) 기능 : 체육특기자 전·입학 심사, 현·정원관리, 신인 발굴, 체육특기자 포기 등
3) 운영 절차
• 체육특기자 전·입학
• 재학생 선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심의

체육특기자 정원관리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 학교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학교)

※ 재학생 추천의 경우 서류 : 학교장 동의서, 학생, 학부모 동의서, 추천서(협회), 재학증명서, 최저학력제
도달 여부 확인, 체력테스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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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특기자의 정원·현원 관리
1) 평준화(비평준화)의 해당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현원관리 철저
2) 신인발굴(재학생) 선발인 경우(학교체육소위원회)
3) 체육특기자의 유급생 관리 철저 : 학교장의 책무성 강조

❻ 체육특기자 활동 관리
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선수활동을 포기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부상, 기량부족, 근태
등) 경우는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지도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포기
승인 후 일반 학생으로 전환
※ 경력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경력전환(학생선수 활동 중단)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 시스템 활용 가능하도록 안내

나. 운영 절차
• 체육특기자 활동관리(중도포기, 전학, 진학)
• 체육특기자 현·정원관리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학교)

체육특기자 정원관리
교육(지원)청

1) 체육특기자 활동 포기 내부결재 시 체육특기자 배정 또는 승인 학생임을 반드시 확인
2) 체육특기자 활동포기 승인 후 체육특기자 관리대장에 누가 기록하고, 즉시 해당 교육청에 보고(첨부
서류는 학교에 보관)

다. 우수 신인선수 발굴· 지원
1) 재학생 및 인근학교의 소질 있는 선수 발굴은 체격, 체력, 운동 종목별 전문기능 등 학교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체육특기자 특별 관리로 중도 탈락 예방 : 무분별한 선수 선발 및 육성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체육특기자
배정으로 벤치 선수 및 중도 탈락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고충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상담
※ 신인선수 발굴 경우 사전 승인 (인원) 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추진바람
※ 신인발굴시 최저학력제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안내

2) 학교에서 개인별 스포츠 활동 참여 학생선수 지원 및 발굴
3)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재능과 흥미가 뛰어난 학생을 G-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 및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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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 방안
구 분

내

용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운영
(학교체육소위원회)

◦
◦
◦
◦
◦

상·하급 학교간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행정지원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 진로 진학 지도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 및 중도포기, 전학, 진학 협의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사항 협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 강화

◦
◦
◦
◦

학교장의 관리 기능 강화
운동부 지도교사의 주도적 관리 및 운동부 운영 적극 참여
진학관련 학부모와의 금전거래 사전 차단 노력
학기 초 진학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교운동부 학부모 교육★

※
◦
◦
◦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설명 의무화
진학·진로 교육 및 상담 정례화
상급학교 진학 관련 학부모 교육실시
학교장과의 간담회 운영(연2회)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
※
※
◦
◦
※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시 자격여부 확인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참조
학교장 확인서 제출(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철저
학교운동부 육성(특기)학교 관리 철저
고입체육특기자 선발 방식 개편(교육부)

2-3-5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구성·운영(학교체육소위원회 겸임)
❶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다.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841호) 및 추천특기자
선발기준(동 규칙 제5조)
<설치근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16조(소위원회))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❷목적
가. 효율적인 체육특기자 관리 및 투명한 상급학교 진학·진로 지도
나.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및 운영
다. 체육특기자 전·입학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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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기능
가.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자격, 대회 출전, 경기실적 등 검토
나.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 진로 진학 관리 운영
다. 우수 학생선수 선발 및 전·입학 시 객관적 심사 운영
❹ 구 성 (학교체육소위원회 겸)
❺운영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나. 위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❻ 고입 체육특기자 관련 구비 서류
순

구비서류

입학
실적

추천

신인
발굴

전학
선 배정

유급자
자격인증

1

전･입학배정원서

◦

◦

2

학교재적 현황

◦

◦

3

전입학 학년 선수 등록부(축구,야구)

◦

◦

4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

◦

5

재학증명서

6

전･입학학교장 동의서

7

전출학교장 동의서(추천)

8

학부모 동의서

9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

10

관련경기단체 추천서

11

지도교사 의견서

12

체력검사표

13

운동포기원

14

선수등록확인서

15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상담일지)

◦

16

휴학처리 공문 사본

◦

17

복학처리 공문 사본

◦

18

휴학원 사본

◦

19

복학원 사본

◦

20

생활기록부 사본

21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22

사실거주확인서(야구, 축구)

23

협회 이적동의서(축구)

24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학교장 확인서)★

◦

◦

◦
◦

◦

◦

◦

◦

◦

◦

◦

◦

◦

◦

◦

◦

◦

◦
(택1)

◦

◦

◦

◦
◦

◦

◦
◦

◦
◦

◦

◦

◦

◦

※ 중입 체육특기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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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체육특기자 전·출입

❶ 체육특기자 유형별
가.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년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

❷ 체육특기자 전·출입 방법
가. 체육특기자 전출·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학생과 동일
나.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입학 배정 및 전학에 관한 사항은 초 ․ 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73조(중학교) 및 제87조, 89조(고등학교)에 의함
다. 정상적인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 동의서 발급
1) 학교장은 학생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전학 사유 발생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동의서 발급
2)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라.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필요

Tip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 시 유의점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수시 또는 불시에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필요
 위장 전입인 경우 실제 거주지(원적교)로 환원 조치해야 함.
예) 주소 이전이 학교의 휴게실이나, 학교 내 주소지에 이전되어 있으면 위장 전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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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업무 흐름도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① 실적 특기자 선발 절차

체육특기자 선발

‣ 체육특기자 자격
- 경기도 고등학교 체육 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준한 자
-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정(중입체육특기자)에 준한 자
‣ 체육특기자 승인 신청
(교육청에 육성 종목별로 학생 신청)
‣ 체육특기자 승인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적용 지역 : 지역모집 정원의 3% 범위내 승인
- 비적용 지역 : 단위학교 모집 정원의 5% 범위내 승인
- 적용 지역 내 전문계고 : 비적용대상임
② 추천 특기자 선발 지침에 의한 절차
‣ 대회 성적이 없는 학생 중 운동 기능 우수자 추천
‣ 체육추천특기자 추천서(재적학교장)
‣ 가맹경기단체 추천서
‣ 학부모동의서
‣ 체력검사(해당 고등학교에서 측정) - 50m달리기, 팔굽혀펴기(여: 무릎대고팔굽
혀펴기), 버피테스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 모집학교장 동의서
‣ 심사장소 :
- 교육지원청 해당과(중입 체육특기자)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평준화 지역 고입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입학(중)

① 중입 체육특기자 관리
‣ 중입체육특기자 심의 및 승인은 교육지원청 체육팀에서 관리
② 심사원서 제출
‣ 심사원서 세부내용은 실적특기자/추천특기자 여부 및 교육지원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부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규정 참조
③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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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① 대상자: 시ㆍ도 규모 대회 이상 입상자 또는 추천자

체육특기자 입학(고)

②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 실적체육특기자(심사원서, 모집학교장 동의서, 상장 및 경기실적증명서)
‣ 추천체육특기자(심사원서, 모집학교장 동의서, 재적학교장추천서,
가맹경기단체추천서, 학부모동의서, 체력검사표
③ 원서 접수절차: 해당중학교 관련서류 준비→지원예정고교(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제출→해당고교 심사 →해당고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인정요청 서류
제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인정요청 서류 제출
※ 해당고교 심사 절차(공정한 테스트 및 심사)
↓ 자체계획 수립
↓ 체육특기자 모집절차 공개
☞ 모집 승인인원 및 기간,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개
↓ 중학교로부터 서류 접수
↓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공정한 테스트 및 심사
↓ 학교장 결재
↓ 학생에게 결과 통보
↓ 모집인원 승인 범위 내 교육지원청 원서 접수
④ 도교육청 심의 및 승인
⑤ 고입선발고사 응시
⑥ 체육특기자로 진학

① 해지 사유 발생 : 질병, 부상, 거주지 이전 등

체육특기자 해지

② 해지 서류심사
‣ 적용지역 : 학교체육소위원회(특기자심사위원회)
‣ 비적용지역 : 학교체육소위원회(특기자심사위원회)
‣ 진단서, 부적응 상담일지 1부, 학교장 확인서 1부,
지도교사 의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특기자 포기원 1부
③ 학교장 내부결재
(학교체육소위원회-협의록 작성)
④ 체육특기자 해지 보고(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⑤ 교육(지원)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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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❶ 관련근거
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❷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
※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문체부)과 연동하여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지속 감축 추진

2020학년도(현행)

2021학년도(변경)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허용일수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학교급
허용일수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 허가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
학교장 허가
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
결석 1일로 간주
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
결석 1일로 간주
- 국가대표는 허용일수 초과 가능
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
함되지 않음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사용일수 전수조사 현황(1인당 평균) :
(’19년) 초 5.1일, 중 12.8일, 고 20.0일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위에 제시된 일수는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하는 일수는 아님

나.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완료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나이스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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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석인정결석’ 적용 예외
-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로서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희망하거나, 전
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가능
※ 학교장은 관련 공문*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의
초과 허용 가능
* ‘국가대표 선발로 인한 대회 및 훈련참가 요청’ 공문(대한체육회),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예선) 참가
안내’ 공문(시도교육청 및 체육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처리.

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조
- (단위학교) 학교장은 학기초 학생선수를 파악하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와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승인
- (경기단체) 각종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주관 경기단체에서는 학생선수가 학교장 확인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대회참가를 불허
- (교육청)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마.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ㆍ제공*
* 학력증진프로그램, 주요국의 문화, 체육관련 진로소양교육 등 컨텐츠 제공
- 과학적 훈련방법 및 성장단계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다양화
스포츠 영상제공(이미지트레이닝 활용), 분기별 체력테스트를 통한 훈련프로그램 다양화,
성장단계, 개인역량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심리상담을 활용한 운동학습역량 강화 등

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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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저학력제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
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ㆍ중ㆍ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
2조)
- (적용교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지침) 학교급별 운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실시 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ㆍ사회 ⇨ 수학ㆍ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교무회의, 내부결재,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철저
∙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내부결재 처리 : 학기말 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
력제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내부결재 처리 ※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시 반영사항임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 시
적극 협조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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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저학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관리
학년-반

이름

종목

4-1

○○○

5-3(초)
2-1(중,고)

△△△

최저학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도달여부

미도달 과목수

이수여부

이수 시간

00

도달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00

미도달

3

이수

36(초,중)
60(고)

다. 최저학력제 미달 학생선수 제재 방안
▪ 대상: 초·중·고등학교 최저학력기준 미 도달 학생선수
▪ 운영: 다음 학기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 금지 단,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운영함. 예) 초(중) 6(3)학년 2학기 →
중(고)학교 1학년 1학기로 적용하지 않음.
▪ 아래의 대회인 경우에는 출전을 허가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예선전을 거쳐 시도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학생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제외함

기준 미달
학생선수
구제 방안

▪ 초등학교, 중학교 : 구제방안 없음
▪ 고등학교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한 경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run-up)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전국단위 대회출전 허용. [최종안은 법 개정
후 추후 안내 예정]

※ 학교에서는 학기초 학생선수 파악하여 학생선수(학부모)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❹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위한 e-school 운영
가.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개념)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 (대상) 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
* 국가대표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경력전환 학생)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수강 가능
- (운영 강좌) 중학교 36과목, 고등학교 60과목, 진로교육 콘텐츠 28종, 기초소양 8종 등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결 보강시 경기 e학습터(https://cls.edunet.net/)활용 또는 해당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단위학교별로 계획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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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school 시스템 활용: e-school (http://ms.e-school.or.kr/)
- 학생선수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제공,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기
초학력 콘텐츠*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등 활용
*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 학력 보완을 위해 중학교 교과 콘텐츠 수강 가능
- 학생선수 활동 중단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서 가입·수강 지원
-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위탁교육 시에도 적극 활용
하여 학습에 참여
*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 설립(문체부)

다. e-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
- (목적) 학생선수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내용) 정규 수업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시간에서 제외
- e-school을 활용한 학습 가능 시간
구 분

학습 시간
아침시간

06:00 ~ 09: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평일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라. e-school 운영콘텐츠
◾ 교과콘텐츠: 정규 및 런업과정
◾ 진로콘텐츠: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정보
◾ 웹진(e-schoolZine)꿈꾸는 학생선수에 전하는 이야기
※ 중학교 66과목, 고등학교 89과목
※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전체 교과 콘텐츠 제공 예정
◾ 교과콘텐츠: 정규 및 런업과정
◾ 진로콘텐츠: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정보
◾ 웹진(e-schoolZine)꿈꾸는 학생선수에 전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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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run-up) 운영 및 의무 참여
1)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준미달 학생
선수는 프로그램 「의무 참여」
2)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는 교과별로 초ㆍ중학교는 12시간씩, 고등학교는 20시간씩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수업결손 처리 : e-school 시스템으로 온라인 학습을 1시간(실제학습시간)을 수강하면 출석수업
2시간으로 대체 인정 가능 (e-학습터 온라인 학습시 1시간→ 1시간 인정)
※ 1일(6교시) 수업 결손 발생시 e-school 수강 3시간 이수
4) 학습결과처리 : 학생선수 e-school 사이트에서(교무실→학습관리→학습현황관리→학생학습현황)
학습 확인서 출력 후 학교장 확인
※ 학교장 확인서 및 참가신청서[서식]활용
※ 참고/진로강좌 안내
- 중학교 학생선수 e-school 진로 강좌 (http://ms.e-school.or.kr/special.do)
- 고등학교 학생선수 e-school 진로 강좌 (http://hs.e-school.or.kr/speci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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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학교장 확인서[지역 및 전국대회 참가신청용]
■ [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1.3.1 이후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
담당자

순
1
2
3
4
5
6
7
8
9
10

예) 수원 ○○초
성 명
연락처

이름

농구
허용일수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종별
적용년도
2020
(기간)
(’20.3.1 ~ ’21 2.28)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
①누적사용일수/허
②최저학력제
이름
용일수
확인(○,×)
/
/
/
/
/
/
/
/
/
/
종목명

지역명 학교명

학교명

(지역번호)000-0000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①누적사용일수/허 ②최저학력제
순
확인(○,×)
용일수
/
11
/
12
/
13
14
/
/
15
/
16
17
/
/
18
/
19
/
20

※ 작성방법
① 학교급별 허용일수 적용: 대회·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 허용일수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
예) 현재 참가하는 대회기간까지 포함하여 출석인정결석일수 총합이 10일 경우 ⇨ 표기: (고) 10/40
② 최저학력제: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 학교장 확인: ○표시, 학교장 미확인: × 표시
※ ‘×’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기준) 초4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 (최저학력 미도달)
☞ [초, 중학교]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전국 대회 출전 불가
☞ [고등학교]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며 미도달 학생선수 런업과정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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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인별 최저학력 확인서
■ [전국 대회 참가 신청용 [2021.3.1 적용]

개인별 최저학력 확인서
학교명

학교
담당자

남양주시 00초등학교

성 명

종별

연락처

농구

종목명

(지역번호)000-0000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적용시기

과목별 현황
①최저학력 도달여부
순

②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이름

비고
도달 여부

1

철수

2

미영

3

나영

4

대박

5

준수

미 도달 여부

이수여부

이수시간

※ 작성방법
① (대상/기준) 초4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②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해야함.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진학시 진학교로 공문발송
※ 개인운동 학생선수 요청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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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가. (기본원칙)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
- 단,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상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ㆍ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교육지원청에 보고
의무화
※ 다만, 이 경우에도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내에서 실시 가능

나. (보충학습)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수업결손 2시간당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 (관련근거)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2017.4.7. 장관결재)
※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방법 과학화 등을 통한 개선 필요

다. 훈련참가 허가 절차 : 학교 내 시설이 없는 경우
1단계(동의)
• 학생선수
학부모
사전안내

학부모

2단계(협의)
• 학교체육소위원회 협의
(최소화노력: 시간, 장소,
보충학습, 안전대책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3단계(승인)

• 훈련계획 승인

학교장

4단계(보고/검토)
• 해당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감독 또는 추가 조치사항
요청

교육(지원)청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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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훈련 및 대회 참가 학사관리를 위한 나이스 기능 활용

가. 현재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나이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
나. 담임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구축
다. 기존 학교체육(운동부 관리 등) 관련 나이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
라. 학생선수 현황관리를 위한 나이스 기능 활용
학생선수 현황 데이터(입학, 전학, 포기, 진학 등) 누적관리를 통한 효율적 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학교운동부관리-학생선수관리-학생선수등록

▷ [학생선수조회]메뉴에서 종별, 종목, 체급, 특기자여부, 선수등록여부, 활동여부가 조회된다.
[학생선수등록]메뉴에서 학생선수 신규등록 및 최근 학생정보 반영이 가능하다.

마. 학교운동부가 없는 학교의 학생선수(개별운동) 학사관리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니지만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된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장은 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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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개인(클럽)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성 명

학년 반

보호자명

제

관계

제출서류

1. 선수등록확인서 1부

학년

반

번

연락처

2. 전(前)학기 e-school 이수증(해당자만 제출)

◎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계획 (인솔 및 안전대책 필히 포함)
※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

연간활동계획

개인(클럽)학생선수로서의 상기 모든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계획되었고, 모든
활동은 보호자 본인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지도할 것을 전제로 본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보호자 :
(인)

000학교장 귀하
※학교장 확인사항(아래는 학교에서 기록함.)
종 목
전(前)학년
수업일수
(

결석일수(질병,무단)

)일

(

)일

전(前)학기 최저학력기준 미달 과목
제출자료

출석인정결석
(

)일

출석인정조퇴

출석인정결과

(

(

)시간

)시간

국( ),영( ),수( ),사( ),과( )
1. 전(前)학기 e-school 이수증(
2. 선수등록확인서 (
)

)

※ 개인(클럽)학생선수는 상기 연간활동계획서를 근거로 출결 등 제반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학생선수 존재시 학교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학생선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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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개인(클럽) 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담임

개인(클럽)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성 명

학년 반
반

활동기간

2021
2021 년
년

월
월 일
일 ~
~

제
월
월

일 (

부장

학년

반

번

) 일간
일간

활동종목
수업결손 e-school 수강 여부

수강(

), 미수강(

)

활동내용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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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인)

2021

[서식 3]

(예시)체육특기자(학생선수) 누가관리
연
번

학적상황(입학,전입,전출,해지,진학,기타)

구분

연도

종목

학번

성명
일자

내용

출신(전출)
지역

출신(진학)
학교

ㅁㅁ초

1

체육특기자

2021

ㅁㅁ

11102 임○○

3.1

입학

경기 수원

2

체육특기자

2021

ㅁㅁ

21101 김○○

4.1

전출

경남 창원

3

체육특기자

2021

ㅁㅁ

20222 이○○

5.1

해지

4

체육특기자

2021

ㅁㅁ

30133 박○○

2.28

진학

5

학생선수

2021

0 0

11101 최○○

9.1

전입

6

학생선수

2021

0 0

30213 엄○○

예

시

진학

자

비고

해지
재학

서울 성북

▽▽대

체육특기자

0 0초

타시도

◊◊대

일반진학

료

※ 향후 나이스 기능개선사항에 포함 예정
※ 나이스 기능개선 전까지 수기관리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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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결관리>

순서

내

용

◦ 대회출전 시에는 나이스(NEIS)에서 출결상황 관리 규정*에 따라 반드시 담임교사가
‘출석인정결석’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호)

관련
지침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및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는 ‘출석
인정결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초20일, 중 30일, 고 4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
가능★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4호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➊

▷ 학생선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대회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반드시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메뉴에서 담임교사가
'출석인정결석'으로 저장 후 ‘출결마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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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

용

[학교운동부관리-학생선수관리-학생선수출결관리]

▷ [일일출결관리(담임용)]메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저장 후 ‘출결마감’을 하면,

➋

[학생선수출결관리]메뉴의 학생선수 성명을 클릭하면 팝업되는 선수출결상황’에서
‘출결일자’, ‘출결구분(결석/지각/조퇴/결과)’, ‘사유’가 조회된다.
▷ ‘학생선수출결상황’에서 ‘선수활동여부’에 체크하여 저장을 해야 출석인정결석
사용일수, 출석인정결석일수, 출석인정지각일수, 출석인정조퇴일수, 출석인정결과
일수에 합산되며, ‘출석인정결석잔여일수’ 가 조회된다.
※ 지각, 조퇴, 결과는 3회 하였을 경우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출결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적출결상황 반영’버튼을 클릭하여 일일출결관리에서
마감된 출석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를 다시 반영할 수 있다.
▷ 전입생, 위탁생 등 타학교에서 관리된 선수활동관련 출석인정일수는 [타학교 출석인정]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며, 출석인정결석 사용일수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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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제 관리(초/중)>

순서

내

용

■ 최저학력제 관리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 유도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 적용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체육-학교운동부관리-최저학력제관리-최저학력제평가]

[초등학교 화면]

▷ 초등학교 관리대상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이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판단하여 P 또는 F로 등록 후 저장한다.

➊

[중학교 화면]

▷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름 선택시 마감처리된 해당학기 학기말 성적이 조회된다.
▷ 과목별 평균점수 대비 최저학력기준점수 도달여부에 따라 최저학력이 P 또는 F로 조회
되며, 관리대상 과목을 체크하여 저장한다.
- 중학교 관리대상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임
- “최저학력기준점수” 는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과목별 평균점수 대비 40%에 해당
- 교양교과 및 자유학기 시행과목 중 미이수과목은 조회되지 않음
(자유학기 미이수 과목은 필요에 따라 “자유학기미이수과목추가” 기능을 통해 추가 가능)
- 자유학기 시행과목은 원점수란에 “자유학기”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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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

용

[체육-학교운동부관리-최저학력제관리-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이수]

[초등학교 화면]

➋

[중학교 화면]

▷ [최저학력제평가]메뉴에서 저장한 관리대상 과목 중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과목이 조회된
다. 해당 과목들에 대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관리한다.
▷ 과목별 이수여부를 선택후 “관련근거 및 비고”란에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
한다. 해당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서 입력이 끝난 뒤 승인요청한다.
결재문서는 학생별 과목단위로 생성된다.

[상신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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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제 관리(고)>

순서

내

용

▷ 학년 초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 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체육-학교운동부관리-최저학력제관리-최저학력제평가]

➊
▷ 학생이름 선택 시 마감처리된 해당 학기 학기말 성적이 조회된다.
▷ 교과별 평균점수 대비 최저학력기준점수 도달여부에 따라 최저학력이 P 또는 F로 조회되며,
관리대상 과목을 체크하여 저장한다.
- “최저학력기준점수” 는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교과별 평균점수 대비 30%에 해당
- 교양교과는 조회되지 않음
▷ 관리대상 과목은 아래와 같다.
일반고등학교

국어 / 영어 / 사회교과

* 영어/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학/과학으로 대체 가능

특성화고등학교

국어 / 영어 / 사회교과

*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체육-학교운동부관리-최저학력제관리-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이수]

➋

▷ [최저학력제평가]메뉴에서 저장한 관리대상 과목 중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과목이 조회된다.
해당 과목들에 대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관리한다.
▷ 과목별 이수여부를 선택후 “관련근거 및 비고”란에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입력후 저장한다.
▷ 해당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서 입력이 끝난 뒤 승인요청한다.
결재문서는 학생별 과목단위로 생성된다.

[상신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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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훈련) 출전 나이스 처리 방법 안내★

❶ 대회(훈련) 출전 승인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결재

담임교사(나이스처리)

지도교사(누적관리)

※ 대회(훈련) 출전 승인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

가. 1단계: 대회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 대회(훈련) 참가 협조공문 접수
나. 2단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10일

15일

30일

1)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등
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최저학력기준 미 도달 경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여부(run-up),
대회(훈련) 참가 승인 결정
3) 보충학습, 안전계획 등 수립 여부

다. 3단계 : 학교장 승인
라. 4단계 : 담임교사(나이스 처리)
마. 5단계 : 운동부지도교사(누적 관리)
❷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절차
가.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공문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 승인여부
확인
승인 절차
종목별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승인) ⇨ 학생선수 국가대표 소속학교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장기간 국가대표 대회(훈련)에 참가에 따른 심의 및 학교장 허가
※ 위탁교육 가능 여부, 보충학습 계획, 성적 및 출결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보고 : 학생선수의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관련 사항
라. 관리·감독 :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 및 확인 후 추가 조치사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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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문접수

동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

보고

관리·감독

대한체육회 승인여부
확인

학생/
학부모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
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함.(단, 대한
체육회에서 직접 단위학교로 공문 발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❸ 학생선수 나이스 시스템 상의 출결상황 관리
가. 문제점)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 해당학급의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경우, 담임교
사가 학교생활기록 상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나이스 시스템 상으로 출석으로 처리
나. 성적) 학생선수의 성적처리 및 관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성적처리
※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처리

다. 출결처리)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일일출결관리)에
기록
라.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1) 1단계)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2) 2단계)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화면 출력
3) 3단계) 출석인정 클릭하고, 사유에 대회명과 기간 등을 기입

❹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
※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
학교장 결재 후 실시

나.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학교장이 수업일수 준수 및 최저학력기준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회 출전 허용 [초:10, 중:15일, 고:30일]
※ (출결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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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시간 최소화★

가.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나.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다.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훈련 및 대회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여부 결정
-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임장지도와 관리감독 철저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에 종목별 특성에 맞게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확보

2-3-12

방학 중 훈련 및 전지훈련

가. 방학 중 훈련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내부결재)
나. 방학 중 훈련 및 전지훈련 시 안전계획 수립하여 교육 실시
다. 전지훈련은 방학 중에 실시하며, 자체계획수립 후 실시
라. 장기 국내 전지훈련도 가급 자제, 학교 및 인근체육시설 이용 훈련
마. 훈련 장소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장 지도를 원칙으로 책무성 강화
바. 학생선수의 식중독, 교통상해, 운동 상해, (성)폭력 예방 등 선수인권 및 안전관리 철저
사. 전지훈련 계획은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의결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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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한 훈련계획서를 학교장 결재 후 실시(잔류학생 지도계획 수립)
자. 입학(진학)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진학 예정교 소속 학생이 아니므로, 훈련 및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2-3-13

해외전지훈련

가. 국가대표 훈련, 국제 교류전 등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훈련에 학부모 부담이 없는 경우
허용하며, 그 외 해외 전지훈련은 가급적 지양
나. 학생선수 안전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 전지훈련 지양
다. 입학(진학)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진학 예정교 소속 학생이 아니므로, 입학 전 해외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도 개별 또는 팀별로 동일한 절차 준수
마. 해외 전지훈련은 방학기간 중 실시가 원칙이며, 교육지원청에 사전·사후 보고 및 공개를
철저히 이행
바. 학교장은 기관 및 학부모회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사. 학교관계자가 숙소 및 훈련장 등에 사전 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 학생안전이 확보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용
※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아. 운영절차(해외전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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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해외전지
훈련계획
수립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및
검토의견 수용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자문)
·의결

계약체결
[사전답사]

해외전지
훈련운영 및
집행내역 공개

해외전지
훈련 결과보고

학부모 전원
의견 수렴

학교→교육청
교육청→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행정실 협조

학교
홈페이지

학교→교육청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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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전지훈련계획서 수립[학부모 동의서 포함(학부모 전원 의견 수렴)]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실시여부 결정
3) 학교관계자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의무적으로 실시
4) 사전보고 : 전지훈련 1개월 전 해당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계획서 제출(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홈페이지 탑재
5) 사후보고 :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 탑재

자. 해외 전지훈련 계획 시 필수 검토 사항
구분

내용

예산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총소요경비 2천만원 초과~5천만 이하일 경우 G2B를 이용하여
2개 업체 이상 전자견적을 받아 개찰 후 전자계약 체결
• 전자견적 시 우량 및 허가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제한조건 명시)

• 계약업체와 부적절한
리베이트 관리 철저
• 여행자 및 상해보험
면밀히 검토
• 훈련장소 사전답사

• 학교관계자는 숙소 및 훈련장소 등 사전답사 의무실시

• 학교(사전답사)
• 교육지원청(확인)

훈련경비 산출

• 학생선수 1인당 소요경비 산출의 적정성 지도자 운영 경비
포함하여 산출

• 훈련비 경감을 위하여 장기간
전지훈련 지양

집행내역 공개

•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및 전체 학부모 공개

• 학교 홈페이지
• 전체 학부모 공개

사전답사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안전 교육
위급상황 대처방안
문화 이해 교육

• 출국 전 및 훈련기간 중 학생 생활ㆍ안전 및 (성)폭력 교육에
대한 계획

비고

출국 전 사전교육 철저

• 학생 신변 안전 및 응급(부상)상황 발생 시 대처
• 방문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 교육

임장지도

•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해 담당교사 및 지도자의 임장지도를
원칙으로 함
• 학교 여건에 따라 담당교사는 학생선수 전지훈련 시 부분 임장
가능(단, 안전책임관 지정)

정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해외 전지훈련 시 해당 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출발 60일전)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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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❶ 인권교육, [성] 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의무화
가.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관련하여 사안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화

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다.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아
동학대ㆍ진로ㆍ진학상담 담당자 협력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재교육을 통한 후속 조치
철저

❷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 인권교육 내용 반영
나.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
다. 교육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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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육내용

대상

교육횟수

주관기관

1

인권교육 및 성(희롱)폭력
근절 예방 교육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1회
(2시간)

교육지원청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

연2회

학교

학교운동부
점검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학습권, 인권보호, 진로, 입학비리,
학교회계 등)

지도자
담당지도교사
학부모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집합
사이버 연수 등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비고

2021

연번

교육내용

대상

교육횟수

주관기관

비고

4

도핑방지교육
( 도핑개념, 금지약물정보,
도핑관련정보 등)

학생선수, 지도자

연1회

학교,
교육지원청

한국도핑방지위원
회 교육신청
02-2045-9800

5

학생선수 면(상담) 의무화
(건강관리, 심리지원, 진로 진학 등)

학생선수

월1회

학교

상담일지기록
전문상담교사

6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학생선수

연2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교사 협조

7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포함

8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설치 ・운영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연2회 보고

9

학생선수 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 지도자

연중

학교

학기초 안내

10

학교장 간담회 실시
(학교운동부 운영 소통의 장 마련)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연2회

학교

등록부/협의록

11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진로상담교사
협조

12

학교폭력 신고 방법 홍보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13

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 CCTV 설치

학생선수

연중

학교

학교체육시설 내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시 참고사항
- 유튜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nuwpeuuCOYaUBLuHmQWQ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리스팩트 채널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KtfwhjujkLUyuGT7_HSofGdl2_fw7dS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 https://edu.kada-ad.or.kr/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경기도)체육회 등
- 대한체육회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활용
(전문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 상담 3회기 운영)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활용(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 활용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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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선수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 후속조치 강화
•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정례화

‘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계획(안)

(대상)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 선수 등록 후 활동하는 개인 학생선수

(기간) ’21.7~9월중 약 4주간

(방법) 방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

(내용) ’21년 당해연도 피해ㆍ목격 경험
※ 세부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전수조사)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안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심층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등이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 조치

마. 학생선수 대상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내 주요 지점에 CCTV
설치(「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0.10)
※ (주요 지점)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ㆍ용품보관실ㆍ기숙사 출입구 등(「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 ~’21.4)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에 법령 개정사안을 사전 안내하여 시행령 개정 후(’21.5.~)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 설치되도록 협조
※ 학교 내 관련 업무부서 간 협업을 통해 취약지점을 선정한 후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예산 범위를 고려,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 장비의 이동 설치*도 가능
* 교내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학교 내 기존 설치 장소의 폭력 예방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기존
장비의 이동 설치가 학교 폭력 사안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학교 내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유도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ㆍ (기능)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 외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폭력사안 확인(면담 등) 기능 포함
※ 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지도자의 경우 학운위 등을 통해 징계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는 폭력사안의
확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협의‧협력
※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 징계절차를 따르되,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의 경우 엄정하게 조치

ㆍ (구성)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시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의 참여 확대를 통
해 개방적 환경 조성
ㆍ (운영) 학교운동부 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운동부 관련자 참여 배제
※ 단위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통합 운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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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 강화
- 폭력피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등에 따라 가ㆍ피해자 즉시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 (필요조치) 가해자 : 접근 금지 및 직무정지, 상담 및 교육, 의원면직 금지, 취업제한 등 / 피해자 : 가해자와
격리 및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위탁 등

- 피해자ㆍ신고자에게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가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아동학대처벌법」등
에 따라 가중 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는 2분의1까지 가중(제6조), 신고의무 가해자는 2분의1까지 가중
(제7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제10조의2) 등

•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학생선수)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피해 학생선수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주요 비위행위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경우, 반성과 자숙을
위해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기간, 경기수 등) 가능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 처리를 금지하고, 시도별 규정에
따라 조치(신분상징계) 후 자격 상 징계 요청
※ 학교는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의견서 등 반영 금지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유형,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21)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동일 적용 추진(’22~)
* (일정) 징계양정기준(안) 마련(~’21.2.) → 시도 의견수렴 및 안내(’21.3.) → 시도별 조례 등 반영(’21.4~)

❸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가.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나. (주관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다.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❹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반영
※ 학생선수ㆍ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ㆍ학교장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가. 학교 : 월 1회(누적관리, 개인 (상)담일지 보관)
나. 운영 : 담임교사, 체육교사(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 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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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진로교육 의무화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에 반영(사전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 후 운영

라.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 관리 체계 유지

2-3-15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강화

❶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나.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위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주소

경기도 ○○○ ○○○ ○○○ 519-9

학교홈페이지

http://○○○.ms.kr

비고

○○○학교 1층
학생생활인권부

070-5031-○○○○

○○○@○○○.net

○○○

학생생활
인권부장

○○○학교
1층 보건실

070-5031-○○○○

○○○@○○○.net

○○○

위원

(설치: 학교, 교육지원청)

❷ 학교체육소위원회 (겸「학생선수보호규정」) 운영
가.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기구로 운영
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다.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로 기존의 학생 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
라.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규정」개정('09.12월)에 따른 (성)폭력을 행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등 개정
1)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후 절차에 따라 징계
2) (성)폭력을 행한 학생선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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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능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3-16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권 보장 ★

★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생선수 성장지원[교육부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성장단계 및 종목 특성 고려하여 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가. (학생선수) 혹서・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정 훈련시간
등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공휴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여 부상 발생
빈도가 높고, 정상적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영양보충 등을
통해 학생선수 보호 조치
나. (훈련시간) 학기 중 일일 3시간을 기준으로 훈련시간을 설정하되, 운동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 학교별 훈련시간 조정
※ 학교운동부 학교급간 적정 운동시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6)
구분

주당 훈련횟수

일일 훈련시간

초

주 4회 이하

3시간 미만

중

주 5회 이하

3시간 이하

고

주 5∼6회

3시간 이하

(휴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 시간 부여
※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 등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
지양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을 보장
※ [교육부]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21’) →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보급 적용(‘22’)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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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학생선수 성장지원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❶ 추진 목적
◇ 학생중심 성장단계에 맞는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❷ 운영 방침
-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시 진로・진학 교육 반영하여 성장단계 맞게 운영
-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성장단계별 학생선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논의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마을단위 맞춤형 진로・진학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❸ 교육프로그램 내용
진로탐색

진로체험

4차 산업혁명 미래직업
체육계열직업
(그것이 알고 싶다)

⇨

관계 형성[소통, 공감]

스포츠 창직,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

⇨

인성 up 감성up, 어울마당 운영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등

(스포츠 체험활동 등)

❹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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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간

주관

비고

연중

학교

월 1회
상담의무화

3월 ~ 11월

학교/교육(지원)청

중/고 희망
학교운동부

연중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10월~11월

학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과)

1

학교운동부 진로 상담 운영
※ 학교운동부 계획수립 시 포함

2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진로설계, 진로상담, 스포츠자격 등)

4

경기도 진학・정보센터 활용 상담
※ 체육 입시 전문지원단 상담

5

체육분야 진로・진학 자료 제공

6

중・고 사이버(e-school)등
진로교육 콘텐츠 운영

연중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7

2022학년도 체육특기자 대입 설명회

8월

교육(지원)청

한국대학스포츠협
의회

8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화상상담 및 게시판 상담)

7월~9월

학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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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포츠 미래 진로 교육
(스포츠 직종 및 스포츠 스타 명사 특강)

11

중・고 학생선수 진로 캠프 운영
(진로설계, 진로창직, 진로체험, 스포츠 스타
강연)

3월~10월

학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12월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
연수원

※ 프로그램 및 (운영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생선수 및 지도자 ▪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연수시 참고사항
- 영상제목: [KUSF X 짤툰] ‘ 체육특기자’ 유튜브 채널 활용
- 영상내용: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사항 및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안내
- 영상활용:KUSF 유튜브 채널(URL:https://www.youtube.com/watch?v=-q1jAbNC8L4&t=20s)
※ 체육특기자 수시 지원 및 평가, 온라인 상담 등 활용 가능
★ (상시)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직업 경로 탐색 지원을 위해 학생선수 e-school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소양 콘텐츠
(8종) 탑재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2-3-18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❶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ㆍ운영
가. 근거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2007.11.1.시행)
2)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지침[(체육건강교육과-7745 (2014.6.24.)]

나.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 및 중점 점검 사항★
1)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계획(소방 훈련 등 포함)
2) 원거리 거주 학생선수 기숙사 입사 여부(근거리 학생 입사 금지)
3) 실당 수용인원 다과 여부
4)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 편입
5) 건축물대장 상 용도
6) 기숙사 침실 등 시설물 안전관리
7) 학교 (성)폭력 및 인권교육 실시
8) 각종 안전시설(화재감지기, 대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설치 현황 등

다. 기숙사 운영 규정 : 고등학교 원거리 학생선수 대상 기숙사 운영 가능
1) 초·중·고 합숙소 운영 폐지 : 초·중·고등학교 학기 중 상시 합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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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주 확인 철저로 기숙사 운영에 대한 파행 운영 차단
3) 청렴도 제고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측면에서 시행
※ 매년 국정감사 시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적

라.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기준 및 유의 사항
1) 설치장소 : 학교 내 단, 학교소유시설물이 교외에 있거나 관공서(또는 학교의 MOU 체결 공공기관
포함)
2) 설치구조물 : 철근(조립식 부적합,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3) 1인당 적정 생활기준 면적 확보
4) 제반시설 : 학습시설(책상, 의자, PC), 침구(침대), 휴게실, 식당, 주방, 세면실, 화장실, 세탁실 등
5) 소방시설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수동, 자동), 방염 벽지, 비상구, 소방대피도 등(소방시설 점검결과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결과 사본)
6) 건물용도 : 건축물대장 상 ‘기숙사’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기숙사’로의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적합 사용
7) 기숙사 관리자 지정 및 별도 근무실 설치
※ 여학생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여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반드시 둘 것

8)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 사용자 및 관리자 안전사고 교육, 화재 및 비상시 대피교육,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마. 학생선수 기숙사 점검
1) 1단계 : 제반시설 설치 및 시설 적합여부[제반시설(사진첨부), 안전점검 결과(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등)]
2) 2단계 :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기숙사 사감(관리자)명단, 기숙사 운영계획, 연간훈련계획 등]

❷ 학생선수 기숙사 사용 제한
가. 시설 부적합 학생선수 기숙사 : 시설 개선 조치 후 사용
나. 기숙사 부적정 운영학교 : 부적합 사항 개선 후 운영
❸ 기숙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가. 학생선수 입학 및 전·출입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나. 생활지도 강화
1) 자취 등
2) 방과 후 생활지도 학교 자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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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기숙사 운영위원회 운영
가. 학생선수기숙사 운영위원회 운영
1) (조직)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지역사회대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생선수 학부모대표, 학교체육소위
원회위원, 운동부 감독 등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기능)
• 기숙사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숙사 전담교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생 징계 및 기숙사 유지 관리 사항 심의
• 소방 ․ 전기 ․ 가스 ․ 화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운영)
• 정기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청 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 안건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2-3-19

상시 합숙훈련 근절

❶ 학교장 책무성 강조
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나. (취지) 학교장은 상시합숙 훈련의 근절을 위한 학사관리 책무성 준수
❷ 고등학교는 원거리에서 통학(대중교통으로 통학거리 1시간 초과)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 등을 잘 갖추어 운영
가.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어야 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선수 기숙사 전담 직원 고용
다.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❸ 고등학교는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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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 안내

❶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➋ 정수배정
가.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학부모·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정수배정을
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③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의미 한다.
3) “임시차량 정수배정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정수의 배정 및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등을 원할 때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❸ 차량임차(렌트 포함)
가. 각급 학교에서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연간계획에 의거, 학생체험활동에 준하는 버스임대
계약 후 학생 수송차량을 임차(렌트 포함)하여 운영
나.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 소요예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임차(렌트 포함)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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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개인차량 이용
• 대회 출전, (전지)훈련 시 개인차량(지도자, 지도교사)을 이용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 (계획수립)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시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안전, * 적정 범위 내 계획

사전
계획 수립

예산, 안전책임자 지정, 실비 지급 등)
￭ (사전동의) 차량운영 관련 지도자, 학생, 학부모 동의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수립
* 수익자부담경비
최소화 노력

￭ 출장 목적에 맞게 차량 운영 및 영수증(통행료, 주유 등) 관리

운영

정산 및 보고

* 출장지 증빙 가능

￭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교통법규 준수 등)
※ 사고 발생시 즉시 조치 및 보고

영수증 발행

￭ (정산보고)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여비(연료비)정산

※ 교통비는 유가, 이동거리,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서 참조

• 안전 확보 방안
- 차량 소유
▸지도교사, 지도자 소유의 차량만 이용 가능(학부모 소유 차량 이용 금지)
- 보험가입
▸학생선수, 지도자 여행자 보험 가입 : 사고발생시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
▸자동차 보험 보장 범위 확대 가입 : 원데이 보험 등을 활용하여 보험 범위 확대 가입(자차, 대인,
대물, 자손 등)
▸보험 가입시 보장범위 확인 철저
- 안전교육
▸(안전책임자) 학생선수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교직원)가 동승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
시해야 함 (안전벨트 착용,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 등)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 중 금지 행위 : 음주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휴대폰 사용 행위, 제동장
치나 비상조치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등
• 교통비
- 운영 종료 후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 출장여비지급 신청 승인 후 지급 가능
- 교통비를 제외한 여비는 여비 지급 규정에 따름

❺ 운전원 운행관리
가. 금지사항 :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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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나. 운행 중 고장 시 조치사항 :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학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고장일시 및 장소,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❻ 안전 교육
가. 운전원 : 학교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학생 : 학생선수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교직원)가 동승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 안전벨트 착용,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2-3-21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관리

❶ 용어정리
가. 담당교사 : 학교운동부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대회(훈련)참가, 운영경비 집행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
나. 운동부지도자 :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의미
· 전임코치 : 교육특별회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되는 지도자
· 일반코치 : 수익자부담경비를 통해 학교에 채용된 지도자
· 기타코치 : 시·군 체육회에서 채용지원, 자원봉사 등

❷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 강구
1) 학생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방법 적용
2) 학생선수의 신체 발달에 따른 학생선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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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선수 인성·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1) 자율적·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의 긍정적 성격 형성
2) 다양한 인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의 욕구불만 해소 및 일탈 예방
3) 지속적인 관심 및 진학·진로상담 강화를 통한 운동부 활동의 보람과 긍지 고취
4) (성)폭력,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최저학력제 등 적극적 지도 방안 강구

다. 학생선수 개인상담 및 훈련 점검표 비치
1) 신상 기록카드 제작 활용 및 훈련 상황 발전 추이도 활용(성격, 훈련적응 등)
2) 수준별 개인 지도 및 개인별 특성을 살린 과학적인 지도 자료로 활용

라. 청렴
마. 학생선수 인권보호
❸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 (의무화)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청(학교)의 의무 참가
-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시 기본교육,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나.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02-410-1503, nest.kspo.or.kr)
다. 교육대상
- (기본교육) 신규 및 기본교육 미 이수자
- (보수교육) 기본 교육 이수자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 접수기간 및 교육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❹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행위 근절 ★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기 실적 및 대회 출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갑질)로
민원 발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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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금품 및 향응 제공 강요, 노골적인 학부모 간 비교, 학부모에 대한 학교방문
요구, 기숙사‧훈련장 청소 및 정비(노동력 착취) 요구 등
-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 기피

나. 개선 방안
- 각종 부당한 요구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사적 접촉 금지 및 학부모의 학교 내
훈련장 및 학생선수 기숙사 출입 지양
※ 학교별 학부모의 공식적인 학교방문 행사를 정례화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간 비공식적인 접촉
차단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시 교육내용에 주요 갑질 사례를 포함하고 각종 부당한 요구 발생
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학교 회계를 통하지 않은 금품ㆍ향응ㆍ편의 등 제공
금지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교육청이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반드시 징계이력 등을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
※ 다면평가 등을 통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갑질 등 비위사안 발생 시 엄중처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사안보고 의무화
※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서 등 반영을 금지하고 사임(의원면직)하더
라도 반드시 징계처분 후 교육지원청으로 사안보고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종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지도자 평가
* 복무태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성과 외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을 위한 노력, 각종 교육 및 연수 이수, 훈련
프로그램의 질, 폭력 등 인권침해 및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등

❺ 학교운동부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
가. 기간 : 2021.3월 ~ 2022.2월
나. 재계약 자료로 사용함
다.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전력, 학습권 및 인권, 연수 이수, 훈련 프로그램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입상실적 평가 지양)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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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법)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4항

❻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안내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ㆍ채용ㆍ재계약시 기본 자격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자동 변경(’15.1.1~)
개정 전

개정 후

1급 경기지도자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후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www.insports.or.kr
- 자격증재발급 신청 : (사유) “명칭변경” / 문의처 : 02)410-1177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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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관련서류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 학교운동부지도자 중앙경기단체 징계확인서 발급 협조 요청(2017.1.20. 문체부, 대한체육회)

마. 채용 절차 ★
1) 채용절차(신규)
단계

1. 계획

채용 절차

담당자

공개 채용계획 수립(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담당 부서

공개 채용계획 심의(자격요건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2.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의결)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심의(의결)

3. 결재

공개 채용계획 (자격요건,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학교장

4. 공고

채용 공고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기준 등)
(홈페이지 7일 이상 공고-공고일 제외, 휴일포함)

학교장

5. 접수

접수 (공고에 구비된 서류 접수·확인, 체육지도자격 기준 등)

업무담당자

6. 심사

채용공고 절차에 의한 심사
(자격 기준 등)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별도 위원회)

7. 통보

채용심사 결과통보(공고문에 의한 통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근로계약 체결
(계약 서류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8. 계약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ㅇ 지도자징계사실 확인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학교장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ㅇ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기본)교육 의무화 이수 안내 실시

9. 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채용 결과보고

학교운영위원회

10.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장

※ 채용절차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및 각 학교 취업규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 자격기준(체육지도자) 및 여학생(혼성, 초등부) 운동부는 동성 지도자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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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절차(재계약)
단계

채용 절차

업무담당자

1.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운영

학교장

⇩
2. 평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평정자 : 교감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등)

승인자 : 교장

⇩
경기도교육청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
3. 심의

(평과 결과 : 재계약, 해임 등)

교육청

[학교 → 교육지원청 ]

4. 안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인력 관리 계획]
[교육(지원)청 → 학교 ]

학교

임용검토(근무성적평가, 직무연수, 범죄경력 조회 등 확인)
5. 임용

ㅇ적격자 ⇨ 학교장에게 추천

학교체육소위원회

ㅇ부적격자 ⇨ 신규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매년 실시)]
ㅇ 계약, 임금, 복무 등 계약 내용 검토 철저
6. 계약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매년)
ㅇ 지도자징계사실 확인서(대한체육회, 경기단체)

학교장

ㅇ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ㅇ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보수)교육 의무화(3년) 이수여부

7. 보고

8.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조건 등) 보고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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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 일반코치) 인건비 운영 개선
가. 공통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 항목 일원화
▪ 지도자 인건비 구성 항목 : 기본급 + 연차수당, 퇴직금 + (각종수당)
- 각종수당 :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급여 항목 통합 등으로 급여체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 총액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수익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총액이 저하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변경 조치

◦ 경기도교육감 지정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단, 지자체(체육회),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공적인 지원금은 제외

◦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등 일체 편성 금지
※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는 것도 일체 불허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시 학부모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책정하여 운영
◦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경비는 어떠한 수당도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근로계약시 제공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나. 전임코치 인건비 편성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 인건비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
◦ 학부모부담금(수익자)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 불가
◦ 인건비 지급 수준은 교육공무직원(유형Ⅰ)에 준함

다. 일반코치 인건비 편성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일반) 인건비 재원은 수익자부담금, 지자체(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지급
◦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며,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학교운동부 연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
◦ 학부모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운동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
◦ 경기도교육감 지정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시 학부모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책정하여 운영
◦ 일반코치 인건비 수준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전임코치 인건비 수준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력단계별 기준안[참고1]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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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일반코치 인건비 경력단계별 기준안(권고)
경 력

적 용 기 준

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10% 이내

5년 ~ 1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20% 이내

10년 ~ 1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40% 이내

15년 ~ 2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60% 이내

20년 ~ 25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180% 이내

25년 ~ 30년 미만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200% 이내

30년 이상

전임코치 연봉 책정액의 210% 이내

비 고

※ 위 기준안은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급여에 이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주의
요망

❽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강화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사안보고 및 통보 : <서식>을 활용하여 사안 보고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초,중,고)

도교육청

(교육부)

및 경기단체

※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
• 사안처리 결과 회신
시·도체육회 및

대한(장애인)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경기단체

체육회

(교육부)

(초,중,고)

※ 대한체육회는 사안접수 후 90일내 처리결과를 요청기관(교육청)과 교육부에 동시 회신

나. 기관별 역할
• 단위학교 : 비위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 후 학교자체 처리결과 포함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동시 사안보고
• 도교육청 : 단위학교로부터 접수된 사안 검토 후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여 처리결과 회신 요청 ※ 교육부
포함하여 공문시행
• 대한체육회 : 시도교육청의 사안통보 사항을 해당기관(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징계처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회신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57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다. 비위행위지도자 징계 처리 방법 및 절차 (단위 학교)
절차

내 용

유의점

￭ (학교자체 인지)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발생시 축소, 은폐 없이 사안에
사안발생

* 축소, 은폐되지 않
도록 엄중 처리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
￭ (감사결과)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요구시

사실 확인 및
징계 요구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개최
심의

￭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장에게 징계 처리 요구
(학교 별도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생략 가능)
￭ 학교장은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 비위행위
발생시 반드시 징계
요구
(사직서 제출시에도 반드
시 징계처리 후 처리)

* 징계대상자에게 재심
절차 안내 필수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 학교장 보고 및 결재
* 교육공무직원인사위
원회 처리 절차 준수

￭ 징계결과 통보(징계대상자)

￭ 학교자체 처리결과 포함하여 사안보고서 작성
- 사안보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작성

￭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 보고
징계 처리
결과 보고

- 첨부서류 : 사안보고서, 징계의결서(또는 징계처리결과서) 사본
￭ 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결과가 미보고 되지

않도록 유의 (주의,

*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경고 조치 사항도 보고)
※ 단, 비위행위(성폭력, 폭력, 금품수수 등)가 아닌 단순한 복무 등의 사
유로 조치된 경우 보고 불요
√ 학교운동부지도자 신규채용시 이전 근무 학교 징계 현황 확인 철저
√ 학교(초,중,고,특수)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대한(장애인)체육회(교육부)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 시도교육청(교육부) → 교육지원청, 학교(초,중,고,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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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사안 보고서
소속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종목

경기

00

00고

000

일시/장소

2021. 5. 13.(월) 17:00 / 00고 체력단련실

사안 확인

2021. 5. 14.(화) 피해 학생선수가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인지
※ (예) 2021. 7. 2.(화) 지도교사가 상담과정에서 폭력 발생 확인

가해자

000(남, 30세) 학교운동부지도자

피해자

000(남, 2학년), 000(남, 3학년).....

※ 피해자 있을 경우 작성

언론보도

연합뉴스(’20.00.00.), 뉴시스(’20.00.00.) 등

사안 내용

▪ 사안 개요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000(남, 30세)가 ’21. 5. 13.(월) 17시경 본교 체력단련
실에 000(남, 3학년)외 5명 야구부 학생선수 집합 시켜 폭언과 야구배트로 엉덩이 부위
3대씩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선수가 2021. 5. 14.(화) 경찰에 신고
▪ 피해 학생선수 현황
000(남, 3학년)외 5명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으로 입원 중
▪ 가해자 진술 : 폭력 행사 사실 인정하고 징계 처분 수용
▪ 피해자 진술 :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지도자 교체 요구
▪ 학교장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21.00.00.)

조치 결과

▪ 학운위 개최(’21.00.00.)하여 해임(안) 심의 후 최종 해임 통보(’21.00.00.)
▪ 의원면직(’21.00.00.) ※ 의원면직 시에도 사안보고 처리 실시
▪ 해임(’20.00.00. 학교장), 감봉 3개월(’20.00.00.~ 00 00. 학교장)

징계 의결

교
육
청

※ 징계처분(일자, 징계권자)
▪ 첨부서류 : 징계의결서 또는 징계처리 결과서(내부결재 사본 등) 1부

접수/

▪ 00고 야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행 사안 공문 접수(’21.00.00.)

통보

▪ 대한체육회 통보 여부 : 통보(’21.00.00.) / 미통보

조치

▪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징계의결(’21.00.00.)
▪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실시 예정(’21.6월)

사항

※ 학생선수 대상 폭력 사안 발생 여부 전수조사 실시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예정(’21.12월)
20 .

.

.

작성자 : 00학교 교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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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투명성 확보

❶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가.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
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
나. (학교회계 편입) 학부모 부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약칭)*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다.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집행 투명성 확보
❷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가.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 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화
되도록 계약체결
※ 한 종목(단체종목 등)에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므로
학교별‧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

❸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공제 처리 ★
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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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1

학부모 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내 용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심의
※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 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5

학교회계 편입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
명서*」발급 가능
*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다.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 준수하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 학부모회 요구⇨계획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회계 편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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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학교운동부 체제 구축 ★

추진목표
• 학생선수 중심의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
•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인식 개선
•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
교육(지원)청
⚫2020년 청렴도 결과 분석
⚫청렴도 향상 방안 T/F운영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운동부 관계자 교육 및 연수
⚫운동부 관리ㆍ감독 강화
⚫우수운영교 모범사례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계획수립
⚫학교운동부 운영 평가 지표 개발

유관기관

⚫지역별 학교운동부 혁신방안 마련
및 지원체제 구축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운동부 관계자 교육 및 연수
⚫지역별 우수사례발굴 및 보급
⚫운동부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행 관리
⚫운동부 운영 평가

학교
⚫단위학교별 투명한 운동부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자체점검 강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시행
⚫신규임용 지도자 공개채용

1)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학생선수보호규정에 따라 학생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권
침해 예방, 지도자의 인식 개선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2) 학교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학생선수의견이 반영된 훈련계획 수립, 동료의식, 훈련방식 등)
3) 학생선수의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 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 보장(학생선수 중심의 훈련장, 훈련분위기
조성 등)
4) 민주적인 훈련방식 도입(훈련을 빙자한 체벌, 폭언 금지 등)

❶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구성 의무화
가. 목적 : 대회참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
나. 대상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등
다. 구성원 : 교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7명 이내
라. 선정기준 : 운동기능,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생활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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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종목 엔트리위원회 규정 (예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고등학교 ○○부 운영에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기 출전의 공정성
강화 및 경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엔트리선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초/중/고등학교 ○○선수별 특기사항, 생활태도,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② 201○년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시 엔트리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부장, 위원은 ○○부 전임코치, ○○부 일반코치, 학부모 2인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학부모 위원은 ○○부 학부모 중에서 운동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시합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❷ 존중·배려의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Respect Campaign)
가. (배경) Respect Campaign을 통해 선수, 상대팀, 지도자, 심판, 관중, 학교관계자 등 운동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와 경기, 경기규칙, 시설, 장비 등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모든 분야의
존중을 실행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 전개
나. (방법)
1) 운동경기 시 각종 현수막 등에 “필승” 등 경쟁유발 단어를 배제하고 존중에 관한 문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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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수 시 Respect Campaign 관련 내용 포함
3) 학생선수 격려 시 존중에 의한 교육적 방법 지도( “필승”구호 자제 등)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실현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

2-3-24

❶ 교육적 협력 기반의 학교운동부 청렴 생태계 조성
가. 학교운동부 운영 집행 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연중)
1) 일 시: 2021. 3.1. ~ 2022. 2. 28.
2) 내 용
- 학교운동부 운영비 예산 학교홈페이지 상시 의무 공개
- 공개 내용: 지도자 인건비, 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운동부 관련 모든 예산 집행내역
- 학부모 대상 집행 내역 정기적 공개 : 월별(미참석자 e-mailㆍ우편 발송 안내)
- 학교홈페이지 학교운동부 별도 예산 배너 생성 및 예산 연중 의무 공개
(※ 추진상황 점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
-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반부패청렴지원단 수시 점검 및 미공개교 특별지도 점검 예정

예산운용 공개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제 경비 학교발전기금 조성 후 학교회계 편입·운영 등 집행기
준 철저 준수
- 부적합한 집행사항 점검 등으로 변칙 운용 방지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학교홈페이지 공개
-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경비는 반드시 학교카드 사용 결재
- 공개시 교육청(학교 등) 지원금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공개
- 집행일자, 금액,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나. 교육적 협력 기반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학교운동부 운영 강화
1) 일

시: 2021. 3. 1. ~ 2022. 2. 28.

2) 내

용:

-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및 학교체육소위원회활성화)
- 학교장 주관 소통·공감의 날 의무 운영(연 2회): 비대면 소통·공감 프로그램 권장
- 학교장—지도자-학부모 청렴 실천의지 공유(연 2회)(청렴서한문, SMS청렴문자 활용)
- 학교운동부 교육공동체 청렴의지 실천 의지 공유를 통한 반부패 청렴인식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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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청렴서한문(5월, 9월), 청렴 SMS 발송(7월, 12월)
- 학교운동부 청렴 담당관 지정(교감) 청렴 교육 실천 의지 내실화

❷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현장 밀착형 청렴 정책 참여 활성화
가. 운동부 육성교 ICT 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1) (도교육청) 공직비리핫라인, (지역교육청·학교)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2)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 이외 부적절한 불법찬조금 조성 신고 센터 운영

나. 학교운동부 반부패·청렴 문화 자율성 강화
1) 적발형 감사 중심에서 예방적 학교자율 감사 활동 전개
2) 지도자 반부패·청렴 인식 개선
- 학교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인권 침해 근절 대책 강구
3)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부ㆍ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회신기
한 : 90일) ⇨ 교육부 ㆍ 도교육청
단위학교

도교육청

⇒
비위발생
사안보고

교육부
대한(장애인)
체육회

교육지원청

⇒
사안 접수 및
상급기관 보고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
사안 접수 및 통보

(결과회신)

⇒
사고처리결과
보고

교육부·시도교육청에
결과회신

❸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청렴도 향상
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1) 학교운동부 학교회계(발전기금포함) 조성 및 운영 계획 심의(자문)의결
2) 학교운동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접적 경비 이외 부적절한 경비 사전 차단

나. 학교운동부 부패·청렴 위반 불법찬조금 사례 공유
1) 2020년 학교운동부 부패·청렴 위반·불법찬조금 사례 공유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제공 자, 받는 자 조치 사항 안내등)
3) 학부모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적극 참여를 통한 부패 ZERO운동 정착

다. 학부모 관행적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적극 차단 및 예방·지도
1) 학부모 불법 찬조금 위법 행위 사례 교육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 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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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제재수준

∙ 감독(코치)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학부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코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감독(코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시 조치 사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도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
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구분

위반행위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독(코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
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제재수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제재수준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❹ 학교운동부 부패 ZERO 청렴의지 조성
가. 건강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유튜버 채널운영
1)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권역별 학교운동부 부패 ZERO 실천 의지 공유
2) 교육지원청별 비대면 학교운동부 관계자 공감 참여형 연수 활성화

나.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 의무 체결(교육지원청)
1) 투명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학교운동부 청렴사회 실무협의회 운영
2) 교육장, 시군체육회장, 학교운동부 육성교 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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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1) 학교운동부 특별 집중 지도·감독 실시
- 목적: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효과적 연수실시, 소통과 협력하는 분위기, 청렴한 회계처리 등
- 방침: 학교운동부 관련자간의 협력적 관계 등 학교운동부 내실화
- 기간: 4월 ~ 7월
- 방법: 자체계획수립
- 대상자: 민원발생, 감사, 수익자부담경비가 많은 발생하는 종목 등
- 중점사항
· 청렴: 청탁금지법 안내, 청렴 서약서작성, 청렴 문자 발송 등 여부 확인
· 소통: 학교장 간담회 내실화, 학교운동부 정책 설명, 수익자경비 공개 여부
· 협력: 학교장, 학부모, 학생, 지도자 협력적 관계 조성
2) 단체종목 엔트리선정위원회 운영(의무화, 내실화)
- 목적: 대회참가 시 공정하고 투명한 출전선수 선발
- 대상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 구성원: 교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7명 이내
- 선정기준: 운동기능, 학습발달정도(최저학력 등), 생활태도, 컨디션 등
- 시기: 대회 참가 시(단위학교별)
- 유의사항: 학부모에게 엔트리 선정 기준 및 명단 공개
4) 운동부 운영비 집행내역 분기별 공개 의무화
(1) 공개시기: 6월(3~5월 운영비), 9월(6~8월 운영비), 12월(9~11월 운영비), 익년 3월(12월~익년
1, 2월 운영비)
(2) 공개대상: 지도자 인건비, 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운동부 관련 모든 예산 집행내역
(3) 공개방법: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비 집행결과 탑재(※ 추진상황 점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

예산운용 공개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제 경비 학교발전기금 조성 후 학교회계 편입·운영 등 집행기준
철저 준수
- 부적합한 집행사항 점검 등으로 변칙 운용 방지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학교홈페이지 공개
-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경비는 반드시 학교카드 사용 결재
- 공개시 교육청(학교 등) 지원금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공개
- 집행일자, 금액,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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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탁금지법 홍보
1) 적용대상자 :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
2) 시기 : 수시 및 정기
3) 내용 : 「청탁금지법 안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지도자(감독,코치) 학부모에게
전달
4) 방법
- 지도교사, 지도자(감독,코치), 학부모 연수 강화
- 지도자(감독,코치), 학부모 문자메세지(SMS) 홍보 강화
- 정기홍보: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수시홍보: 시합전후, 명절전후, 연말연시, 스승의 날 전후 등

마. 중점내용: [참고자료]
-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 처벌됨
1) 부정청탁금지
위반행위

제재수준

∙ 감독(코치)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학부모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코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감독(코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금품 등 수수금지
가) 1회 100만원 초과인 경우
구분
감독(코치)

배우자

학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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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제재수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2021

나)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위반행위

제재수준

감독(코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감독(코치)

배우자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학부모 등

금품 등을 감독(코치)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바. 사례(경기도교육청)
Q. 학부모 10명과 감독(코치) 1명이 대회 마지막 날 함께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
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
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학부모 각자는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감독(코치)도 동일하게 제재
☞ 과태료 부과는 학부모 1인이 감독(코치)에게 제공한 식사비 1만원이 아닌, 10만원이 기준이
됨.(예시 : 20만원~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O중학교에서 2017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운동부 학부모들이 금전을 갹출하여 학교회계 편
입과정 없이 급여보전 명목으로 감독 및 코치들에게 지급
☞ 운동부 지도자들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운동부 지도자들 협회에 통보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신분상 조치(경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법원에 고발조치함)

∙ OO중학교에서 2016.10. ~ 2017.6. 기간에 운동부 학부모들이 매월 최소 65,000원에서
최대 115,000원의 금액을 갹출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금품 등 제공(입단비 등의 명목으로
갹출함)
∙ 운동부 송년회에 교직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야구부 감독 및 코치)이 참석하여 1인당 약
4만원 내외의 식사를 제공받음
☞ 관련자(감독, 코치, 학부모) OO경찰서에 수사의뢰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부장교사) 징계처분(감봉 1월)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정

2부.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69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서식-1] - 신규채용시 작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본인은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청렴으뜸 경기교육』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
습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ㆍ지연ㆍ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청렴을 의무화하고 생활화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부
패척결에 앞장선다.
2021년 월
소속 :

직위 :

일

성명 :

(서명)

○○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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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학교장 서한문(예시 가정통신문)
◈교훈 ◈

청렴서한문

주소 :
학교전화 :
행정실전화:

학부모님께
학교운동부 학부모님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평소 본교 발전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000000에서는 각급
학교, 특히 학교운동부 청렴에 관하여 많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본교도 지난 7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님께 반부패근절과 청렴시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님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비 집행 결과 및 훈련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공개적으로 집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불법 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홈페이지

전화신고
익명신고
(이메일, 유선)
학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감사관) ☎ 031-8200-857~860
hotline@goe.go.kr (☎ 031-2490-999)
교장실(☎
예체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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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등교수업 시 안전한 체육활동 가이드라인★
< 등교수업 시 안전한 체육활동 가이드라인(2판, 20.5.7.) >
□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본 사항

▪ 등교수업 초기, 건강*, 도전, 표현, 안전영역 중심의 이론 수업 및 개별 활동 중심 수업을
우선 실시하고, 필요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체육과 연간교육계획
수정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위한 심폐지구력 측정(오래달리기-걷기,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의 경우 기
후, 학교 여건, 학생 체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시기 조정

▪ 등교 후 첫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수업 중 학생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건강ㆍ안전영역 이론 수업 전개

▪ 수업 전‧후 이동 시 단체 이동을 지양하고 개별 이동 지도(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급 사용 배정 시 한 장소에 다수의 학급이 동시에 수업하지 않도록
조치(교과협의회를 통해 학급별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경우 학생 간 거리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많은 학급이 밀집된
형태로 동시에 수업하지 않도록 조치

▪ 학생 개인별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학기 초 저강도 활동에서 점진적 강도 조절
▪ 단체운동은 지양하고, 개인운동 중심의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
※ 부득이 단체종목을 운영할 경우에도 개인기능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동 시간대에 클럽별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
하여 대인 간 접촉 최소화
※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명시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운영 취지 및 방법에
따라 운영

▪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을 자제하고 학생 간 접촉 예방을 위해 체육복 환복 강제 지양
※ 체육복 등교 가능 방안 검토(체육복 돌려입기 등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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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운영 방안

▫ 실내(체육관, 강당 등)의 경우 상시 환기 유지
▫ 활동 장소 체온계, 손소독제, 비누(세면장) 비치 현황 확인
수업 전

▫ 건강상태(기저질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지도
▫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분 교육
▫ 부상 등으로 수업참관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 장소 지정
▫ 수업 중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 학생 간 충분한 공간 유지(2m(최소 1m) 이상)
▫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동 강도 조절
▫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수업 중

▫ 수업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대화) 및 접촉) 금지
▫ 상시적인 수동감시체계 운영(학생 행동 관찰)
▫ 본인의 얼굴(눈, 코, 입 등)을 만지거나 접촉 금지(수건 사용)
▫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수시 손소독 실시

▫ 개인별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수업 후

▫ 건강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 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질병관리본부 지
침에 따라 보건소 및 1339 신고 등)
▫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세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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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기본 사항

▪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 학생선수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운영
- 훈련시설(훈련장, 환복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 및 훈련용품 소독ㆍ방역
-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자료 게시
- 비접촉식 체온계, 비누, 손소독제 등 위생 용품 비치
▪ 지역사회 체육시설 이용 합동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 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후 실시
* 초‧중학생 / 중‧고등학생 / 고‧대학 등 성인 / 동급학교 간 연합훈련 등

▪ 대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훈련 방안 마련
※ (예시) 학년별, 포지션별 시차제 또는 격일제 훈련 운영
[일부학년 등교 시]
ㆍ 고3 등교일에 고3 학생선수 훈련 개시 / 고2, 3학년 등교일에 고2, 3 학생선수 훈련 개시 등
[전학년 등교 이후]

※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별 적정 방안 마련

ㆍ (학년별 격일제 훈련) 월요일-고3 학생선수, 화요일-고2 학생선수, 수요일-고1 학생선수
ㆍ (학년별 시차제 훈련) 17~18시 고3 학생선수, 18~19시 고2 학생선수, 19~20시 고1 학생선수
ㆍ (포지션별 시차제 훈련) 17시~18시 학년 별 공격수, 18∼19시 학년 별 수비수

▪ 과학적 훈련 방법으로 훈련 시간을 최소화하여 기숙사 운영 없이 등‧하교 실시
- 기숙사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거리 학생의 경우 보호자 협의 후 학교장 책임 하
제한적 운영(소독ㆍ방역, 일2회 이상 체온측정,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방안 마련 등)
-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충분히 확보
▪ 과도한 훈련,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및 강도 조절
▪ 체력운동은 개인훈련으로 실시하고, 기술‧팀워크 훈련도 가능한 범위에서 비접촉 방식 진행
(전술지도는 온라인 활용, 신체접촉이 잦은 종목은 개별훈련 위주 구성)
▪ 장비, 시설의 공동이용을 최소화하고 상시 소독하며 운동복,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 개
인용품은 타인 공유 금지
▪ 일일훈련일지에 학생선수 건강이상 여부 및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재
※ (예시) 전체 훈련 참여자수, 건강이상자 현황, 특이사항 필수 기재

▪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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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운영 방안

▫ 교내 훈련장을 이용하되, 부득이 외부 이동 시 개인별 거리(간격) 유지
▫ 실내훈련장의 경우 창문 상시 개방을 통해 환기 극대화
※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ㆍ설비 사용 금지

훈련 전

▫ 훈련장 내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누(세면장, 샤워장) 비치 현황 확인
▫ 건강상태(기저질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지도
▫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분 교육
▫ 훈련 중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되 학생 간 충분한 공간* 유지
* 2m(최소 1m) 이상, 비말전파 예방을 위해 마주보는 대형 지양

▫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동 강도 조절
※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충분한 간격 유지를 전제로 탄력적 적용

훈련 중

▫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훈련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대화) 및 접촉) 금지
▫ 본인의 얼굴(눈, 코, 입 등)을 만지거나 접촉 금지(수건 사용)
▫ 부득이하게 타인과 접촉 시 수시 손소독 실시

▫ 개인별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 건강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질병관리
본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및 1339 신고 등)
훈련 후

▫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세면 지도
▫ 훈련 후 샤워실 이용 시 인원 제한, 분리 샤워 후 즉시 귀가
* 가급적 귀가 후 샤워 실시 및 훈련 후 단체 석식 지양(필요시 개별 간편식 제공)

▫ 훈련복 등 개인 착용 의류는 귀가 후 개인별 세탁(단체 세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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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기본 사항

▪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적용 시수는 지역 여건, 학사일정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후 개시
※ 개시 시기는 위기 단계,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 후 판단

- 부득이 감축 운영하는 경우 감축 시수는 영상자료를 활용한 이론교육 실시
▪ 수영장 실내(탈의실, 샤워실, 대기장소 포함), 교구(구명조끼, 킥보드) 등 소독ㆍ방역 사전
확인
▪ 외부 수영장 이동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간 거리 유지(차량 내 포함)
▪ 일반인 수영장 출입자와 동선 확인 후 접촉 최소화
▪ 수경, 수영모, 수영복, 수건 등 개인 사용물품 대여 및 공유 금지

단계

운영 방안

▫ 활동 장소 내 체온계, 비누, 손소독제 비치 현황 확인
▫ 건강상태(기저질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5분 교육
교육 전

▫ 탈의실 사용 시 거리 두기 및 시차제 적용으로 대인 간 접촉 최소화
※ 수영장 출발 전 수영복 미리 갈아입기 등

▫ 수영장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입수를 위한 샤워 전까지 마스크 착용 상태 유지
▫ 학생 간 충분한 거리 유지
교육 중

▫ 학생 간 접촉을 피하도록 개별 연습 모형으로 교육 전개
▫ 수업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 및 접촉) 금지
▫ 학생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충분한 중간 휴식 시간 제공
▫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확인
▫ 건강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 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질병관리본부 지

교육 후

침에 따라 보건소나 1339 신고 등)
▫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샤워 지도
▫ 샤워실, 탈의실 사용 시 거리 두기 및 시차제 적용으로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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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운동부 주요 업무 내용 ★
세부사업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내

용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최소화
(출석인정결석 초 10일, 중 15일, 고30일까지 인정 가능)
∙ 최저학력제 기준 미달 학생 선수는 교과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수업결손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진학시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제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을 통한자격부여

학사관리
강화

∙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학·운·위 심의(자문) :
대회(훈련)참가, 예산, 인권보호, 청렴 등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연간 대회(훈련)참가 일수, 보충학습계획 등
운동부 운영세부사항 포함
∙ 「출석인정결석」(초 10일, 중 15일, 고30일까지 인정 가능) 인정 가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허가)
∙ 학생선수 출결관리(나이스) 철저
∙ 학교체육소위원회(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통한 학생선수관리 기능 강화

학생선수
인권보호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생선수보호위원회 기능 포함)
∙ 연2회 : (성)폭력 예방교육, 금지약물, 인권존중,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등
∙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전수조사 연1회)
※ 연2회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설문조사
∙ 월1회 개인 상담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관리보호
∙ (성)폭력 행위자(지도자, 선수)는 영구 제명
∙ 도핑교육 의무화(학생선수, 지도자)
∙ 학생선수 및 지도자 휴식권 보장
∙ 학교 내 취약지역 CCTV설치(학생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
∙
∙
∙
∙

학교운동부 관계자 청렴연수 강화(학부모, 지도자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 학교회계편입 및 기관카드로 집행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운영경비 상시 집행내역 공개(학부모, 학교홈페이지 등)
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지도자·학부모 형사고발

기숙사 운영

∙
∙
∙
∙

원거리 학생선수 대상으로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가능
시설운영 안전 지도·점검 실시
학생선수 학습 공간 확보 및 인권이 보호되는 안전한 기숙환경 조성
초,중학교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폐지

지도자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도자의 지도방법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연수(워크숍) 강화
∙ 경기도체육회와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비 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안전한
기숙사 운영
유관기관 협조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연수 연2회 실시 의무화 : 학습권보장,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입학비리 근절,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등 (운동부 운영교 및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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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월별 주요 사업 내용 ★
월

주요 사업 내용

비고

-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서 수립(학습권, 인권, 진로·진학 등)
2021년
3월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규정(학생선수보호위원회) 등
- 학생선수 e-school 가입(학교운동부 운영교 및 개인학생선수 운영교)안내
-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선발전(3월~5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학교운동부 연구계획서
- 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 학부모, 학생선수 대상 교육(청렴, 인권 등) 실시
-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예정)
- 학생선수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실시 예정)
- 2021학년도 하계 강화훈련계획서 수립
- 1학기 최저학력제 실태 현황 보고 및 점검·지도(1학기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
- 1학기 학생선수 학교폭력 실태조사(학교별-자체)
- 상급학교 특기자 진학 설명회(학생, 학부모)
- 학교운동부 점검 결과보고(학교운동부 운영 전반)

교육(지원)청
교육부

교육부

- 2022학년도 고입체육특기자 선발계획수립 및 심사원서 제출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경북일대 10.8~10.14)
- 학생선수 진로캠프 운영계획 수립
-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11월

- 2022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심사 결과 안내(인정서 수령)

교육청

- 2021~2022학년도 동계 강화훈련계획서 수립(보고)
- 2학기 최저학력제 실태 현황 보고 및 점검·지도(1학기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운영)
12월

- 2학기 학생선수 학교폭력 실태조사(학교별-자체)
- 학생선수 진로캠프 운영 예정

2022년
1월
2월

- 학교운동부 운영 평가(학교 및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를 통한 내년도 교육계획 반영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육(지원)청

- 전국동계체육대회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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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대책
(학교운동부, 학생스포츠 활동 포함)
□ 추진배경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 스포츠 활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 및 활용 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요구
◦ 학생선수 안전중요성 인식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 목적
◦ 스포츠 활동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안전 확보
◦ 신속 적절한 조치로 학생선수 안전 및 피해 최소화
◦ 안전사고 즉각적 보고체계운영으로 추가 사고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확보
◦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망 시스템 구축

□ 방침
◦ 스포츠 활동 전, 중, 후 모든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안전교육 실시
◦ 기관별 역할을 인지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
◦ 종목별 특징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연계 인적, 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예측, 대응, 점검관리 등 안전망 시
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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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책 방안

◦ 학생주도의 활동별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 활동 강화
- 학생 중심 토론을 통한 상황 선정과 사고 시 행동 매뉴얼 제작하기
※ 운동전·후, 활동 중 사고 발생시, 수상활동, 종목별 활동 등 학생주도 사안별 매뉴얼 만들기

◦ 스포츠 활동시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활동 강화
- 스포츠 활동 장소별 안전 수칙 부착 및 사전 교육활동 실시
-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실시(참여자용, 지도자용 활용)
- 안전 홍보 플래카드 제작 부착 활용 등
◦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는 예방교육 활동 강화
- 교육과정 내 안전단원 활용 안전 교육 (스포츠안전 동영상 활용 등)
- 스포츠 활동 안전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내면화
- 스포츠 활동 안전 지식 습득
- 스포츠 활동 안전행동 생활화
◦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마련
- 유사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연락체계 마련
- 스포츠 활동 전 유사시 대응 방법에 대한 학생 교육실시

 “사고대응 일이삼”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
님 혹은 관리자 보고] 를 함으로써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청 안전슬로건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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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스포츠활동 중 사안 발생 보고
안전사고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체계 운영으로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
세부업무명
학교안전사고
사안보고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발생시 학생, 교직원등은 가장
먼저
[119에 신고 ⇒ 사고자 구조 ⇒ 선생
님 혹은 관리자 보고]를 함으로써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참고자료】
- 학생안전종합계획 사안보고 서식[참고]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ㆍ안전사고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보고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보고서 제출(의무)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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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관련근거 ∘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 학생안전 종합계획
① 학교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119 신고(필요 시 112 신고)
▸긴급 구조ㆍ구호 실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 동시 보고
② 보고대상
<교육부(moe119@moe.go.kr) 동시 보고 대상>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훈련 중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보고 대상>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 이외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질병
주요내용
사망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
▸학생사망, 다수 피해발생(3명 이상), 언론 보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③ 보고절차
▸사고 발생(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유선 보고(학교)
※ 상기 보고 대상 중 교육부 동시 보고 대상의 경우는 교육부
(moe119@moe.go.kr)로 동시 제출
▸사고경위, 피해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관련 사항을
사안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사안담당부서)에 공문보고(긴급한 경우 FAX 또는
메신저 우선 보고 후 공문발송)
▸학교 사안보고 후 지원 사항 및 후속조치 사안담당부서에
보고(교육지원청)
▸최초 보고 이후 관련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 실시

2021

□ 각 주체별 역할

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안전계획 수립
(교육지원청 안내)

학교
◾스포츠 활동 안전 계획 수립
◾스포츠활동 안전 점검 실시

◾사안 발생시 교육지원청

◾안전교육의무화

비상대책반 업무 지원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모니터링)
◾언론 홍보 및 언론대응
업무지원(대변인실)

(사안 시 위기 소통 채널 확보)
◾사안 발생시 학생,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정보제공으로
루머확산방지

교육지원청
◾학생스포츠활동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지역별, 종목별 특성에 맞게
현장 지원 및 점검
◾사안 발생시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운동부
운영 지원

◾학교운동부 자체 평가시 안전
부분 반영(차기년도 보완)
⇕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학교운동부 사안발생시)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종목별 협회 등]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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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학생 스포츠 활동 안전 교육 자료1)
스포츠안전이란?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행동!!

□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구조
◦ 스포츠 활동 안전 계획 수립
◦ 스포츠 활동 안전 예방 교육
◦ 안전규칙 준수 생활화
◦ 스포츠 활동 안전 위해 요소 제거
◦ 스포츠 안전사고 즉각 대처 및 사후관리
안전사고
예방의식 확산

위험요소

→

사전확인 및 제거

→

안전사고의
신속한 처리/보고

□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의 필요성
1. 스포츠 활동
안전교육

5. 스포츠 안전사고 감소

안전한 스포츠 활동

4. 스포츠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

1) 자료출처 : 스포츠안전재단(www.sport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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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안전 의식 함양

3.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

2021

□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약속
◦ 스포츠 기술 습득
◦ 스포츠 안전 지식 습득
◦ 참여자 수준에 맞는 스포츠 활동
◦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 스포츠 시설 및 기구 안전 확보
◦ 적합한 복장

□ 스포츠 활동 안전 자가진단
내 용

시행여부

1. 나는 스포츠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2. 나는 운동 전에 주변 시설물의 결함 및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3. 나는 내 운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동을 한다.
4. 나는 수분 섭취를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한다.
5. 나는 정해진 휴식시간에 수분 섭취를 한다.
6. 나는 해당 스포츠에 맞는 복장과 안전기구(헬멧, 마우스가드, 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7. 나는 통증 및 부상에 대해 지도자에게 알린다.
8. 나는 운동 전 날씨, 재난 징후 등 환경요인을 살핀다.
9. 나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법을 알고 있다.
10. 나는 스포츠 활동 후 충분한 정리운동을 한다.
<진단결과> 현재 나의 상태는?
* 5개 미만 : 스포츠활동 중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 기본교육부터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 6~8개 :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 상황을 경계하세요.
* 9개 이상 : 축하합니다. 스포츠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 스포츠 활동시 주요 체크사항
◦ 훈련 및 경기 전 본인이 건강과 컨디션이 정상인지 확인
◦ 자신의 운동능력 이상의 무리한 훈련과 경기 진행은 금물 : 절제심 유지
◦ 활동 중 힘들거나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리고 휴식
◦ 장비 착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신체 사이즈에 맞는 장비인지 확인 필수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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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활동 안전 체크리스트
◦ 스포츠 활동 참여자용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점검사항
안전사항
기본이해

1. 나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
2. 나는 운동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법을 교육받았다.
1. 나는 충분한 물을 마셨다.

신체상태

2. 나의 몸 컨디션은 운동을 하기에 적절한 상태이다.
3. 나는 과거 심혈계 질환이나 특이한 병을 앓은 경력이 없다.
1. 운동종목에 맞는 장비(운동복, 운동화, 보호대 등)를 착용하였다.

장비점검

2.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3.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은 구비되어 있다.
1. 주변에 운동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다.
2. 운동장(체육관) 표면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외부환경

3. 운동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4. 운동장(체육관)에 부상 위험 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다.
5. 기상상태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상태이다.
1. 나는 운동 전 준비운동을 하여 몸을 충분히 풀어주었다.
2. 나는 운동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였다.

행동수칙

3. 나는 동료 중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였다.
4. 나는 몸에서 이상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하고 지도자에게 보고하였다.
5. 나는 운동 후 정리 운동을 하였다.
1. 나는 유사시 즉각 부를 수 있도록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유사시
대처요령

2. 나는 운동 상해별 초기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3. 나는 사고발생시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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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스포츠활동 지도자용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점검사항
안전사항
기본이해

○/×

1. 나는 학생들에게 부상 및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해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나는 참여자들에게 운동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었다.
1. 나는 운동에 앞서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였다.

신체상태

2. 나는 학생들의 몸 컨디션이 운동을 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3. 나는 학생들에게 과거 특이한 병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1. 학생들은 운동종목에 맞는 장비(운동복, 운동화, 보호대 등)를 착용하였는가?

장비점검

2. 학생들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체를 소지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은 구비되었는가?
1. 주변에 운동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인가?
2. 운동장(체육관) 표면 상태는 이상이 없는 상태인가?

외부환경

3. 운동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운동장(체육관)에 부상 위험 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인가?
5. 기상상태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상태인가?
1. 운동 전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는가?
2. 운동 중 적절히 휴식을 지도하였는가?

행동수칙
3. 학생들 중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는가?
4.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리운동을 지도하였는가?
1. 스포츠 활동시 임장지도를 하고 있는가?
유사시
대처요령

2.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해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는가?
2. 운동 상해별 초기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가?
3. 유사시 신고요령 및 보고체계를 알고 있는가?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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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종목 유형별 위험성
◦ 실외스포츠

구기

· 과도한 경쟁의식 및 승부욕
축구, 럭비, 족구, 풋살 등 ·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 경기규칙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행동 금물

장비

야구, 골프, 스키,
테니스 등

· 장비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
→ 장비사용 방법 필히 숙지

야외
레크리에이션

등산, 걷기, 승마,
자전거 등

· 날씨와 재난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
→ 교통사고, 추락, 낙뢰, 급류, 폭풍우, 한파, 폭설 등에 주의

구기스포츠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 경기규칙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행동 금물
→ 경쟁 및 승부욕구 자제

투기스포츠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씨름 등

· 상대방의 신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보다 큰 부상의 위험성
→ 비신사적인 행동 금물

맨몸스포츠

요가, 무용, 댄스,
에어로빅,보디빌딩 등

· 본인의 운동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운동
→ 무리한 동작이나 움직임을 할 때에는 지도자의 지시와 본인의 운동
능력 고려

빙상스포츠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다수 발생
→ 스케이트 날은 심각한 상해 가능성

수상스키, 요트,
웨이크보드, 수영,
윈드서핑 등

· 수면 위를 질주하는 기구 이용
·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편
→ 안전장구 착용
→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

◦ 실내스포츠

◦ 수상스포츠

수상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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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발생하는 부상 응급처치
◦ 골절 및 염좌
원인

증
상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근력을 넘어서는 힘이 신체에 가해질 때

염좌

· 염좌 부위가 붓고 빨개지며 통증
· 염좌 부위를 누르면 아프고(압통), 피부 안쪽 출혈(멍)
· 경직되어 운동성 감소

단순
골절

· 단순 골절로 부러진 곳은 기형이 되고, 골절 부위 아래쪽 신체 사용 불가
· 뼈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았을 때는 제한적으로 움직임

복합
골절

· 부러진 뼈의 끝이 피부를 뚫고 나와 창상이 겹치고 심한 출혈 동반 가능성
· 골절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복합 골절로 판단

· 골절 및 염좌 시 다친 곳을 건드리거나(2차 손상) 환자 이동 금물
· 골절 환자는 부러진 뼈가 신경, 혈관, 근육을 손상하거나 복합골절이 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 운반 전 환자의 뼈가 부러진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골절/염좌 응급처치 ‘PRICES’ 원칙]

P

보호

환자의식 확인 후 안전한 환경인지 주위를 살핌

R

안정

상처 부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음(필요 시 고정)

I

얼음

다친 후 약 48시간까지는 상처부위 냉찜질
→ 부종 및 통증 방지

Protection
Rest
대처요령

Ice

찜질

C

압박

E

환부

Elevation

높임

S

부목

Compression

Splint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단, 너무 강하게 혹은 오랫동안
압박하면 상처 부위가 손상되고 혈액순환을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 및 부기 감소

상처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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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진탕
원인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

증상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불편함
·어지러움, 규토, 현기증 두통
·일시적인 기억상실과 혼동

대처요령

·환자의
·의식이
·부딪힌
·안정을

의식여부 확인
없다면 기도를 열고 상태 주시
부분이 부었을 경우, 냉찜질 해주고 상체만 일으켜 세움
취한 뒤에도 기력저하, 기억상실 등의 증세를 보이면 병원 정밀검사

◦ 회전근개 파열
원인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근육이 급격한 힘에 의해 파열

증상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
·누운 자세와 야간에 통증 심화

대처요령

·어깨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무리가 가지 않게 행동
·초기에는 냉찜질을 통해 환부에 염증 전이 방지가 중요
·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 조치 등 결정

◦ 허리·목 디스크 탈출
원인

대처요령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충격이나 무리한 힘
·척추 또는 경추 사이의 추간판이 신경 압박
·무리한 자세 연습을 피하고, 훈련과 휴식을 반복
·허리와 각 관절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
·저림 증상이 모두 디스크는 아니므로, 스포츠활동 후 저림 증상이나 통증 시 전문의 진단 요망

◦근육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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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탈수, 저갈륨, 저나트륨, 불충분한 탄수화물 섭취 등

증상

·근육 경련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이며, 주로 햄스트링 근육 부위에 발생함

대처요령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은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과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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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손상(탈구)
원인

·무리한 동작이나 관절에 과도한 외부의 힘이 가해져 발생

증상

·심한 급성 통증, 부종 발생, 손상부위 비정상적인 흔들림, 운동기능 상실 및 근육 경련 등

대처요령

·부목을 사용하여 부상부위 고정, 부드러운 천으로 부상부위 보호 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임의로 부상자를 옮길 경우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온도 변화와 신체 손상
◦저체온증
원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진 경우

증상

·체온이 35℃이하로 내려가면 온몬 경련(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질 수도 있음)
·불규칙하고 느린 맥박, 온몸이 저림, 멍한 눈으로 허공 응시, 무감각, 의식 혼미
·심한 경우 : 무의식, 무호흡, 느린 맥박(부정맥), 신체 경직

대처요령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 파악(호흡정지, 심정지 등) 119 신고
·젖은 의복을 벗기고 몸을 건조하게 유지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여 뜨거운 찜질로 보온
·뜨거운 찜질 시 화상 주의(환자와 찜질용 열원 사이에 담요, 수건, 의복 삽입)
·의식이 있다면 알코올,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음료 섭취
·더운 물에 들어가는 등 체온을 갑자기 높이면 부정맥 발생 주의
·기도, 호흡, 맥박을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조대원 기다림

◦열사병
원인

·고온에 의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
·자체적 체육 조적이 거의 불가능 → 체온 급상승

증상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생명 유지 장기의 기능 파괴
·심한 경우 체온이 40℃까지 상승, 건조하고 붉은색 피부
·점차 의식이 나빠지고 맥박이 약해져 얕고 빠르게 호흡

대처요령

·환자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시원한 물 섭취 → 체온조절 기능 회복
·의복은 느슨하게 해주고 땀으로 젖은 옷은 탈의
·큰 수건이나 침대 시트를 시원한 물에 적셔서 덮어 준 후,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땀을 증발시켜
체온 감소 촉진
·의식이 있는 환자는 시원 물을 천천히 섭취. 물은 다른 음료에 비해 구토 발생이 적고 위장
내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메스꺼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권장
·물을 너무 급히 마시는 것은 금물(약 15분마다 반잔 정도 섭취)
·환자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상태 변화 관찰
·고온 손상 환자는 회복 후에도 스포츠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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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안전교육 동영상-학교교육 시 참고
스포츠안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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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외스포츠를 위한 안전교육영상

2

실내스포츠위한 안전교육영상

3

항공스포츠위한 안전교육영상

4

수중스포츠위한 안전교육영상

5

수상스포츠위한 안전교육영상

6

축구종목위한 안전교육영상

7

야구종목위한 안전교육영상

8

배드민턴종목위한 안전교육영상

9

격투기종목위한 안전교육영상

10

기본안전지침교육위한 안전교육영상

11

필수안전지침교육위한 안전교육영상

12

응급대처위한 안전교육영상

13

지적장애인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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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치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체육포털스포츠안전스포츠안전교
육영상

2021

관련 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641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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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
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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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
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
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
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
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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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
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
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 칙 <제14763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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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4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6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
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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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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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16. 12. 30.>

부 칙 <제28354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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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6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이 정한다.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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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부 칙 <제188호, 2019. 9. 1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부. 참고자료 •

30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1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133(2021. 2. 15.)]

□ 관련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0조의2(소위원회)

기관

위원회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역할

관련법규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중요사항 심의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ㆍ운영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체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각종 위원회 통ㆍ폐합
• 가능한 법적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조직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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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시도 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시도 조례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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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4.] [경기도조례 제6852호, 2021. 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과장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조4853>
③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체육관계 공무원<개정 2021. 01. 04.>
④ 위원장은 민간인전문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과 경기
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01. 04.>
⑦ 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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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장
소속으로 이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 2. 27. 조4853]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 대회지원회를, 각급 학
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2. 27. 조4853>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6852호,2021.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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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62호, 2019. 4. 29.,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8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0. 조4364>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8.5.4.>
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신설 2018.5.4.>
제3조(학교체육 진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개정 2018.5.4.>
<신설 2017.3.13.>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4.>
제4조(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개정 2018.5.4.>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신설 2018.5.4.>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신설 2018.5.4.>
3.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신설 2018.5.4.>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8.5.4.>
제5조(포상의 적용범위)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
제6조(포상의 대상 및 종류) <개정 2017.3.13.>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표에 해당하는 종류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팀)·우수지도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를 대상으
로 한다.<신설 2017.3.13.>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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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장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0. 조4364］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
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학교·민간인·단체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조4853><개정
2019.4.29.>
③ 공적심사의 생략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수여 및 대리자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장 등)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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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부 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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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 10. 31.] [경기도교육규칙 제548호, 2007. 10. 31.,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9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포상 대상 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
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
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보건
급식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임명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표창장·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포상대장 관리) ①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감 표창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제548호,200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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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67호, 2019. 4. 29.,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이나 학생선수의 경기지도, 훈련 등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3부. 참고자료 •

31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
행한다.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유관기관 협력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경기도교육·학예

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67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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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66호, 2019. 4. 29.,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8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
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
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평가제)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8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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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
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66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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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경기도교육청고시 제 2011 - 91 호]
1997. 4. 14 제정
2011. 12. 5 개정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397호. 2001. 10. 31) 제 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에 필요한 체육교구･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구･설비의 구분)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와 권장 교구･설비로 나눈다.
① 필수 교구･설비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구･설비를 말한다.
② 권장 교구･설비는 필수 교구･설비를 제외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갖추어야할 교구･설비이다.

제 3조 (설비의 종류)
설비는 유치원 유원장 및 초･중･이 체육장 설비로 나눈다.

제 4조 (교구의 종류)
교구는 영역별로 나눈다.

제 5조 (체육장 설비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장에 갖추어야 할 설비의 기준은 유치원【별표 1】, 초등학교【별표 2】, 중학교【별표 3】, 고등학교
【별표 4】와 같다.

제 6조 (체육 교구의 기준)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기준은 초등학교【별표 2-1】, 중학교【별표 3-1】고등학교【별표 4-1】, 체육고등학교
【별표 5】와 같다.

제 7조 (교구･설비 기준의 적용)
① 고등학교이하 체육과의 교구 기준은 초･중･고등학교【별표 6】, 체육고등학교【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 8조 (기준활용 및 교구･설비관리)
제 5조,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교구･설비기준의 활용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한다.
① 연차적 확보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관리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이에 제시한 교구･설비 기준 외의 교구･설비도 구입,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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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노후 교구･설비의 대체)
제 5 조, 제 6 조의 교구･설비는 가급적 그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 고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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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시행 2019. 7. 1.] [경기도교육규칙 제841호, 2019. 7. 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무용 포함)으로 한다.
제2조의2(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7.1.]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
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
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군 대회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
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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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2.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부칙 <제841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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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학교장 확인서

0000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특기자 학교장 확인서
□ 기본사항
학교명

학생명

종목

성별

지원구분

실적 특기자 □

추천 특기자 □

□ 최저학력제 적용 사항
2학년 1학기
구분

학년
평균

지원학
생
점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

2학년 2학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최저학력
도달여부
(○,×)

지원학
생
점수

학년
평균

3학년 1학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학년
평균

지원학
생
점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작성방법:
- 점수는 소수 이하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
- 최저학력 :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의 40% 이상 도달시 ○, 미도달시 × 표기
- 미도달과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 학교장 확인 내부결재 문서번호 기재

상기 고입체육특기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최저학력제 시행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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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20. 7. 1.] [경기도교육규칙 제871호, 2020. 6. 30,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031-249-0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
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06. 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0. 06. 3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6. "업무용 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품의 운반 및 그 밖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
06. 30.>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
리·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0. 06. 30.>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
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
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공립학교에서 학부모회·동창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운행 중인 차량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운행하고, 학
교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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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수의 배정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 유지비 등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 방안 및
필요성을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한 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배정 신
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을 정수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
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종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
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종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종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9조(차형 변경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안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형 변경승인
신청서에 차형 변경 설명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10조(차량 교체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7.> <개
정 2020. 06. 30.>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신설 2015. 6. 17.>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15.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6. 3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
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
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동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7.> <개정
2020. 06. 30.>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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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에 차량 교체 설명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6. 30.>
제11조(차량교환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 교환승인 신청서
에 차량 교환 사유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12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
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1. 기관의 축소·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가 과다할 경우
2.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 정수 감축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6. 30.>
제14조(공용차량의 임차) 공립학교를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06. 30.]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할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
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를 등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
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해당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2대 이상의 업무차량 보유기관에서는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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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업무시간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시
설에 주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18조(차량의 사용) ① 모든 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에 따라 배차받아 사용한다. 다만, 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배차 신청하고 사후 배차 신청서를 받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전용, 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② 차량담당부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사용 인원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06. 30.>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7.> <개정2020. 06. 30.>
④ 각급 교육기관이 부득이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물 및 승합차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공용
차량 보유기관에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은 차
량 운행상황,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배차 승인여부를 신청 기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사용기관이 실비로 부담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배차 신청이나 배차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개정2020. 06. 30.>
제19조(차량의 기록ㆍ유지)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춰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6. 30.>
1.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06. 30.>
2.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06. 30.>
3.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 06. 30.>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06. 30.>
5.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0. 0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차량의 기록·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06. 30.>

제5장 운전원 관리
제20조(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 06. 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0. 06. 30.>
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0. 06. 30.>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5. 6. 17.>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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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2조(운행 중 조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06. 30.>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06. 30.>
제24조(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6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25조(차량의 직접운전) 각급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공용차량을 직접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6. 17.> <개정 2020. 06. 30.>
제26조(차량의 점검) ①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
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제7장 보칙
제28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제5조부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차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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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 승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 유, 초, 중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15. 2. 27. 규741> <개정 2020. 0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차량 교체승인은 같은 차종과 차형에 한해 차량 소속 기관장에게 위
임한다.
<개정 2015. 2. 27. 규741> <개정 2020. 06. 30.>
제29조(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30.>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06. 30.>
2. 연 1회 차량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0. 06. 30.>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행 상황 <신설 2020. 06.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871호,2020. 6. 30.>
이 교육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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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17. 4. 11.] [경기도조례 제5521호, 2017. 4. 1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031-249-02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7.4.11.>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4.11.>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
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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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521호,2017.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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