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학습 공동체 주제(스포츠 인성 함양반)
공동체명칭: 스포츠매니아전문적학습공동체

문산북중학교

1. 운영 동기 및 목적
우리학교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학교이다. 교사 수는 교장, 교감선생님을 제외하고 총
17명이며, 총 8개 학급으로 남학생 175명, 여학생 89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교 분위기는 학생
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건강을 지키면서 학생들과 스포
츠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사춘기 중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먼저 스포츠 맨 십을
길러야한다는 의도에서‘스포츠 인성 함양반’을 만들게 되었다.
2. 운영 목표 및 활동 사례
스포츠 매니아 공동체 회의를 통해 ‘건강을 지키기, 생활 스포츠 예절 배우기, 공동체 의
식의 함양하기, 스포츠를 수업에 접목하기’라는 올해 활동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교내 탁구장, 체육관을 활용하여 주 1회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관련 용어,
시합 방법, 심판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공동체 활동으로 습득된 기능을 스포츠
클럽 시간, 동아리 활동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맨 십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회원들끼리 2개월 마다 교내에서 충족할 수 없었던 볼링, 포켓볼, 수영을 지역사회 시
설을 이용하여 하였으며,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 및 농구 경기 참관 을 통해 경기 운영 방법
및 규칙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볼링장에서 볼링 경기
방법 익히는 모습

농구 경기 관람 모습

인천 아시안 게임 배구
경기 관람 모습

교내 탁구장에서
사제지간 탁구 하는 모습

3. 달라진 점
스포츠 인성 함양반의 지속적인 활동 결과 회원들의 스포츠 기능 향상, 교사 간 돈독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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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 형성, 학생들과의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인성 함양반 활동 시간에는 선생님들 뿐 아
니라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여 사제지간 관계가 친밀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기차고 즐거
운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교사 회원들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조성되어 학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바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 규칙을 자주 어겼던 학생들을 데려와 탁구와 베
드민턴을 치고 축구를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간식을 먹는 가운데 서로 높이 세워 놓았던
벽을 허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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