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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그래픽, 이미지 및 비디오(이하 “OVEP 자료”)를 포함한 OVEP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배포된 OVEP콘텐츠 및 모든 자료들은 
IOC가 사용자의 비상업적, 비촉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본 자료들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교육, 연구, 분석, 검토 또는 
보고의 목적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OVEP 자료는 IOC 또는 표시된 
권리 보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수정, 변경 및 변형, 
하위 라이센스나 재배포 되지 않아야 합니다. IOC는 OVEP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한 책임지지 
않습니다.(I)OVEP Material의 일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제3자 자료 또는
(II)OVEP Material의 일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출판물, 웹사이트, 또는 
기타 매체 내에 표현된 견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이는 IOC의 
공식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OVEP의 사용 또는 오용, 
사용권 약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IOC에 배상할 것과, IOC의 
면책에 동의합니다. IOC(및 관련 권리 보유자)는 어떤 이유로든 OVEP 자료에 
부여된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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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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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서문

올림피언이 되는 사람은 적지만, 활발한 신체활동이 주는 이점은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IOC는 신체활동의 감소라는 국제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올림피언이 되는 기회를 갖고, 근본적으로는 더많은 청소년들이 
즐거움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체활동이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체활동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춤, 운동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 학습자 중심의 긍정적 접근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훌륭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전 생애에 걸쳐 활발한 
신체활동을 이어갈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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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IOC 올림픽교육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삶에 필요한 가치와 기능들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교육위원회는 올림픽 
가치 기반 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IOC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기능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체활동 
으로부터 배우고 즐기는 동시에, 평생의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가치 기반 교육 및 활발한 신체활동이 
가져올 혜택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맞추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본 워크숍과 자료들이 다음의 전세계적 비전, 목표, 가이드라인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자료들이 다음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 올림픽이념의 철학
• “스포츠로 만드는 더 좋은 세계”라는 IOC의 비전
• “교육,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 이념을 확산시켜 개인들을 우리 세계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이끌어 낸다”는 올림픽 교육위원회의 전략적 방향
•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액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발되는 국제 정책 개발과, 양질의 체육교육 실천에 대한 
올림픽운동(Olympic Movement)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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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념과 
가치기반교육

올림픽운동은 올림픽이념의 확산을 위해 탁월성, 존중, 우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사용합니다. 물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들이 그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투지, 용기, 인내, 그리고 회복력과 같은 
가치들은 핵심 가치들과 연결되어, 올림픽의 전통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가치교육프로그램(Olympic Value Education Program, 이하 OVEP)은 
가치기반교육프로그램이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삶에 가치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기

• 학생들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 교과목에의 노력에 대한 인식 강화하기
• 긍정적 태도를 기르고, 청소년들과 그들의 공동체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 맺기

비록 바람직한 결과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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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 
스포츠기반프로그램

이것은 본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중심 자료이며, OVEP 실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지식적 바탕이기도 합니다. 총 네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번째장인 “올림픽가치교육의 기본”은 올림픽이념과 올림픽교육주제에 대한 원칙을 탐구합니다. 

두번째장인 상징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의 올림픽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 다뤄지고 이는 가치기반교육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세번째장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하면서 올림픽운동이 청소년올림픽대회(Youth Olympic Games, YOG), 여성에 대한 기회 

제공, 대회개최시의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등의 계획을 통해 어떻게 올림픽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 적응해 
왔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마지막장에서는 올림픽교육주제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대의 

문제점들을 살펴봅니다.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본 가이드는 여러분의 OVEP 활용을 도울 것입니다. OVEP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21세기 교수 전략과 학습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OVEP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교수 전략과 실용적 방법의 예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학습활동지:  
올림픽가치교육 보조활동

각 활동지는 인쇄가 가능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주제, 상징, 전통을 다루며, 창의적이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활동들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발달 능력에 맞추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라이브러리 
DVD는 핵심 매뉴얼,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그리고 활동지의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버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로는 배경 정보, 비디오와 같이 영감을 주는 자료, 그리고 시민 프로그램의 예시 등이 있습니다.

OVEP 워크숍 계획: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 

OVEP 워크숍 계획 중 일부는 강사 훈련 게임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 카드에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워크숍 계획의 자료 중 하나로 동봉된 임무 카드는 훈련 중에 활용 가능합니다. IOC 유관 부서와 접촉하여 OVEP 훈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VEP은 다섯 가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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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동봉된 자료들을 포함한 OVEP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배운 대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이 가치들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교육자들이 OV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교육자”란 포괄적 관점으로 사용되어 
돌봄의 역할 또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교사, 공동체의 리더, 청소년 지도사, 스포츠 코치 및 
부모, 그리고 인도주의 및 스포츠 단체, 교육기관, NGO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OVEP의 학습과 적용은 가정, 
학교, 경기장, 종교적 장소, 지역 센터, 운동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결성을 위해, 본 문서에 쓰이는 “학습 센터”
라는 용어는 이러한 모든 학습 환경을 포함합니다.

본 가이드는 효과적인 가치 교육 실천의 원칙을 다루며, 실제로 가치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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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ing Olympism in Schools: Olympic Education as a Focus on Values Education” 

Centre d’Estudis Olímpícs (UAB), International Chair in Olympism (IOC-UAB), Binder, D., 
2010. 02/School Curriculum.

• “Coubertin Academy: A Handbook for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ternational 
Pierre de Coubertin Committee (IPCC), 2007. 00/Activity Sheets & 03/Manuals.

본 가이드의 핵심 원칙
• 규범적인 문서가 아닌, 교육자에게 권한을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 이 가이드의 효과적 활용은 교육자의 경험과 기술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방식이 각 학습 센터의 
고유한 환경과 맞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어떤 학습 센터는 풍부한 물질적, 교육적 자원을 보유하여 OVEP에 제시된 많은 활동들을 온전히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습 센터는 매우 제한적인 자원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OVEP 활동과 자원은 프로그램의 정신과 의도가 존중되기만 한다면, 성공적인 실시가 가능하도록 
방식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확립된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인식할 점은, OVEP
의 적용에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 교육되는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탁월성, 존중, 우정이라는 올림픽 이념의 핵심 가치들은 전세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구현하는 사람들의 삶에 강력하고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OVEP을 실행하는 교육자에게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고등교육 교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많은 교육학적 전략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자들은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의 경험과 무관하게, OVEP 내용의 적용과 이 문서에서 제안하는 교육 
전략은 OVEP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실무자를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OVEP 콘텐츠 사용 방법
• 기존 작업 계획에 추가 자료 및 활동을 제공합니다.
• 새로운 작업 계획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작업 계획으로 활용합니다.

본 가이드는 교육자가 OVEP을 소개하고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장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본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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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OVEP의 유용성  
이해하기

올림픽 가치 교육 기본 매뉴얼은 가치관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야기, 활동들로 가득 찬 광범위한 교육 자원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의 삶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 이념의 핵심 가치-탁월성, 존중, 우정-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Nelson Mandela)는 스포츠에 내재된 힘과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것은 영감을 
주는 힘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한때 절망만 있었던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종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정부보다 훨씬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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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P이 미래의 올림피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N과 IOC는 보건, 교육, 포용,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라는 분야에서 
인간과 사회의 광범위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인류를 위해 스포츠를 할 때, 우리는 사회의 다른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고, 원하게 된다.”

OVEP은 이 프로그램의 촉진자 역할을 할 학교, 지역 센터, 신앙 공동체 및 스포츠 조직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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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OVEP의 실행은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적
• 신체적

• 행동적
• 감정적

• 사회적
• 교육적

개인적 이점 
성공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이 선수의 가치, 성격,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OVEP의 지식과 활동은 올림픽 이념의 핵심가치인 
탁월성, 존중, 우정 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적극성, 정직성, 
진실성,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과 같은 삶의 가치 개발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림픽대회는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수많은 선수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경쟁 속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선수들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을 보여주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OVEP은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예들을 따르길 바라며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OVEP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받게 
됩니다. 교육자는 리소스 라이브러리의 활동지를 참조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더욱 자세히 탐구하게 됩니다. 

신체적 이점
OVEP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읽고 되돌아보는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고, 활발히 목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OVEP 기본 설명서에서 다뤄지는 
올림픽교육주제 중 세 가지, 즉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그리고 심신의 조화는, 신체활동 참여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한 
선수들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생리적 이익을 주어 그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혜택은 스포츠 엘리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빈도, 강도, 지속 시간, 특수성(당신이 선택하는 
운동이나 활동의 종류), 그리고 진전을 가지고 연습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트니스 원칙을 따를 때 선수는 
심폐능력 향상, 일반 운동 기술 향상, 근력 강화, 유연성 강화 
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동적 이점
OVEP 참여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은 참가자의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시민 활동(자원봉사 등)참여를 장려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OVEP은 스포츠(또는 기타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음주, 흡연, 위험한 행동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절연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이점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OVEP은 지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발전 기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즐거워서 계속 참여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및 우울증 
예방은 OVEP의 잠재적 이점으로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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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sm: Ethics and Politics” Gresham College, Parry, J., 2012. 02/Olympism.

• “Olympism, Olympic education, values: Bibliography” l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Olympic Studies Center (OSC), 2015. 01/Background & 03/References.

• “Olympic Education: University lecture on the Olympics” Centre d’Estudis Olímpícs (UAB), 
International Chair in Olympism (IOC-UAB), Müller, N., 2010. 01/Background.

• “Values and Norms in Sport: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ition and Meanings of Sport  
in Society” Steenbergen, J., De Knop, P., Elling, A., Meyer & Meyer Sport (UK) Ltd, 2001. 
01/Background & 03/Book References.

• “Values Education in Perspective: The New Zealand Experience” Commonwealth of 
Australia, Snook, I. 02/Good Practices.

• “National Framework for Values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5. 01/School Curriculum.

• Learning Experiences webpage,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New Zealand. 03/Links.

• Designed to Move webpage, Designed to Move. 03/Publications.

사회적 이점
OVEP 참여는 회복력과 사회적 기술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시민 문해력(즉,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
을 통해, 또는 서로의 다름 사이에서 가교가 됨으로써, OVEP은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올림픽 이념의 핵심 
요소입니다(올림픽 선서, 올림픽 트루스(Olympic Truce)등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OVEP의 목적은 
개인과 지역사회 사이의 평화, 이해 및 사회적 화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OVEP은 또한 참가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수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이전에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참가자들에게 유용합니다.

교육적 이점
OVEP 활동은 또한 학습자의 도전 의식을 북돋고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학적 전략을 통해 구현될 때, 이 프로그램은 학업 성과를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두뇌 기능 향상과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포함한 무수한 이점을 얻게 해 
줍니다.

참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리소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Designed to Move’ 웹페이지에서 ‘인적 자본 
모델’을 참조하세요. 이 모델은 신체활동, 스포츠 및 체육의 이점을 설명하는 500개 이상의 동료 
검토된 과학적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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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

OVEP을 구현하는 교육자는 프로그램 콘텐츠, 교육학, 교육자/학생 관계,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학습 센터의 기회와 과제를 인식합니다. 

콘텐츠
기본 설명서의 1과는 올림픽 이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교육 주제와 연결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그것들을 전 세계의 올림픽 교육 사례들과 
연결시킵니다. 매뉴얼의 자료들은 수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금방 바뀌는 것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올림픽대회는 새로운 영웅과 그 라이벌들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선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페어플레이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념의 원칙은 결코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칙들은 스포츠 및 사회에 만연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교육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극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자체에서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콘텐츠를 끌고 오는 
방법을 배웠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캐롤 앤 톰린슨(Carol Ann Tomlinson)

교수법
OVEP은 효과적인 가르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고, 다른 문화에서의 교육학적 전통을 존중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는 교육자가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중 일부는 고등 레벨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 
설명서에 설명된 많은 현대의 교육 전략을 접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자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의 경험, 지위 또는 자격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에서 
제안된 교육 전략은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OVEP이 다양한 학습자에게 매력적인 
것은 평가 방법, 활동 계획 및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만약 그것들이 엄격한 규정처럼 적용되어 
버린다면, OVEP의 장점은 흔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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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그들에게 스포츠 기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코치나 멘토에 감사를 표합니다.

교육자가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되고, 학생들이 인생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할 때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자에게 느끼는 유대감은 엄청난 자신감을 쌓게 하고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또한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수용의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강하고 적대적이며, 역할 모델로서 
직업적 의무를 무시하는 교육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의 건강한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부모와 코치(교육자)를 
위한 행동 규범을 기본 매뉴얼의 4과 중 “B. 공정한 플레이 배우기”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스포츠는 내면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다.”
쿠베르탱(Baron Pierre de Coubertin)

학생들의 요구 이해하기
OVEP은 결코 규범적일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OVEP의 효율성은 사려 깊은 계획과, 실용적인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교육 주제와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자, 학생 및 공동체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OVEP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경험은 이 프로그램이 즐거운 방식으로 전달될 때 극대화된다는 것을 학생, 교육자, 그리고 
커뮤니티가 인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그들의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이해를 원하고 도전을 열망합니다. 
이러한 학습 욕구가 존중되도록 교육자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맞는 OVEP 활동을 선택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가르침의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은 학생의 생각, 의견, 학습 스타일 및 흥미를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선택한 OVEP 교육 방법은 21세기 학습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비할 기술과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교육(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ducare”에서 파생되었습니다.  
“ducare”는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OVEP은 올림픽 이념의 가치를 “도출”하고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어떠한 구성을 엄격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 센터의 기회와 도전 인식하기
이 자료의 효과적인 사용은 교육자의 경험과 기술 뿐만 아니라 
학습 센터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방식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학습 센터는 OVEP에서 제안하는 많은 활동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물리적 및 교육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습 센터는 매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Wi-Fi나 아름다운 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교육시설이라는 한계에 대해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왔으며,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OVEP의 정신과 
의도는 낮은 품질의 종이, 부족한 미술 자료 또는 학생들이 책상을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sm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Olympism 

in a New Zeal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programme” Thorn, S., University of Canterbury, 2010. 
01/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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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P과 21세기  
학습 역량

“교육은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교육자와 학생들이 OVEP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로들이 있습니다. 기본 
설명서의 20쪽에 제시된 교육 경로는 올림픽 운동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학습 센터에서 사용되는 통합 교차 커리큘럼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로 및 다른 많은 경로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OVEP 
참가자들이 올림픽 이념에 개인적 의미 및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풍부한, 
가치 기반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OVEP을 각 교육자의 상황(
학습 센터의 유형, 자원의 가용성 등)에 맞춰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 배경을 우선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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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학습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교육 전략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전통적인 교육 방식 중 
일부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방식에서 학생의 학습 범위는 교사의 학습 깊이와 이해 
범위에 한정됩니다.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은 제공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선생님의 선호나 관심을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교수의 예로는 앉아서 정보를 듣고 저장하는 교실 강의, 그리고 
교사의 활동 수행을 지켜본 다음 지시된 단계를 따르는 시범 학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교수법에서 콘텐츠는 여러분이 관심사에 
근거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OVEP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학습 역량
현재 교육 패러다임은 21세기 학습역량과 교수 방법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에서의 우수 사례들은 커리큘럼의 개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학생의 흥미와 개인 학습 스타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노동 시장과 성인 단계에 진입할 때 필수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의성(독창적 사고)—복잡한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고 전략 개발.

• 문제 해결—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작업(
일반적으로 협업)을 수행.

• 비판적 사고—사고 전략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

• 협업—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시민 문해력—타인과 잘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기여.
• 커뮤니케이션 기술—개성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인식.
• 스스로 지도하는 학습자 되기—학생들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권장(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개입해야만 개발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교수법은 과거의 교사 중심의 
교수법과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학생들은 이제 중요한 정보 
출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Olympic Pedagogy as a Theory of Development  

of Ethical and Humanistic Values in Education”  
Naul, R., International Olympic Academy (IOA), 2007.  
01/Background.

• “Olympic values education: evolution of a pedagogy” 
Binder, D., Routledge, 2012. 02/Olympism &  
03/References.

• Sport for Hope webpag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3/Links.

• Teaching Resources,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The Olympic Museum (TOM). 03/Publications.

•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webpage,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03/Publications.

• UNESCO webp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03/Links.

OVEP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21세기 역량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호기심, 
궁금증 및 이해를 탐구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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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에서는 교육자가 OVEP 실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교육 
및 학습 주기)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교육자들은 21세기 역량을 활용하여 OVEP의 
실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략을 배울 수 있을것입니다.

교육 및 학습 주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 평가
• 계획
• 교육

4장
교수 및 학습 사이클 

사전/사후  
평가

계획교육

효과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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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평가
“훌륭한 교육자는 학습 환경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단지 가르치기 
시작한다”와 같이 구태의연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몇몇 학생들은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곧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보다 더 나은것을 기대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 주기는 교육자가 모든 학습자를 지원할 
수업과 활동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사전 
평가는 교육자가 학생들의 학습프로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 사전 평가는 교육자와 학생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자의 사전 평가 질문/데이터 수집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연령/성별/문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이용 가능한 기존의 평가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전 교육자들과 

대화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협력하고, 어려움 을 
경험하는지 알아봅니다.

• 학생들의 성적표를 읽어 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이전 작업들을 
살펴봅니다.

•  어떤 교육 방법이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 
하도록 격려했습니까?

• 이전 교육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했습니까?

•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학습 요건은 무엇입니까?
•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 학생들의 사전 평가/데이터 수집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OVEP의 어떤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까?
•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 어떤 스포츠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 학습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드라마, 글쓰기,  

예술 등)?
이 정보는 교육과 학습 주기의 다음 단계에서 교육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계획
OVEP에서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하고 참여 활동을 계획하는 데 “
설계에 의한 이해(Understanding by Design, UBD)”라는 원칙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 어떤 기술, 
지식, 경험을 쌓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계획을 시작합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교육자가 교육 전략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기를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줄 표어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OVEP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 수행될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 학습 목표(수업의 특정 학습 
목표)에서 중기적 목표(올림픽 이념의 교육 주제 탐구), 그리고 
장기적 목표(OVEP을 통해 가치를 쌓아 나가며 매년 반복적으로 
올림픽 이념에 노출)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들은 단기 및 중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인기를 평가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속도를 계획하는 것(예:올림픽 주간 설정 VS 
한 달 간의 주 1회 수업)은 교육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교육 요건과 혼합될 것이기 때문에 중 요합니다. 

훌륭한 교육자는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각자가 매우 다른 학습 스타일, 다른 흥미,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계획에반영하고 존중하는 교육자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조절—같은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을 위해 
결과를 조정하는 방법. 교육자는 학습 환경의 측면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것입니다.

• 수정—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학습자가 자료와 정확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학생들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장비나 특별한 교육전략이 있습니까? 
활동에 가장 적합한 특정 학습 환경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야외 체험 교육을 통해 또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개념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계획이 없는 목표는 그저 소망일 뿐이다.”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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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평가 데이터(즉,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와 계획 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은 교육자를 특정 교육 전략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방법을 다루는데, 교육학은 
지역, 문화 및 전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시되는 것이 종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교육 전략이 임의적이고 
분산된 접근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자의 효율성은 학습의 구조가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할 때 증가합니다. 
이러한 구조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수업에서의 학습에 대한 평가
교육자는 이전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평가하여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경우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점차 각광받고 있는 교수법으로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학습자에게 강의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교실/학습 환경에서는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심화 이해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도움을 받습니다.

새로운 내용 소개
교육자는 사전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관심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개념을 도입합니다. 현대의 
교육 전략은 교육자의 일방향적 주입을 줄이고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학습을 도우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촉진된 실행
교육자는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맡습니다. 이 능력으로 학생이 
자료를 탐구하고 이해를 심화하도록 이끕니다. 교육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암기하기보다 학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피드백
존 휘트모어(John Whitmore)가 개발한 “GLOW” 모델은 피드백의 
요소를 설명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 목표—교육자는 학생과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성취했나요? 업무/이해와 관련된 
문제/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기반성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 현실—가끔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이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피드백이 필요). 이 요소에서 
교육자는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작업의 측면을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그런 다음 교육자는 이해를 강화하거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잘했어요”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들이 일부 교육자들에 의해 피드백으로 잘못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학생들에게 강점 및 개선 영역을 인식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 선택—교육자는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하거나 질문합니다.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 의지(나아갈 길)—이 요소는 학생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학생은 학습 내용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영역을 파악합니다.

독립적 실행
교육자는 학생들이 학습 환경의 맥락 밖에서 학습한 것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도록 권장합니다.

사후 평가
평가는 맨 마지막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원, 주제 또는 
프로젝트에 걸쳐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하지만, 
교육 및 학습 주기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교수법에서와 같이, 교육자가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고, 교육자가 “
실수를 지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Tomlinson, 199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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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심 평가 
학생은 자신의 작업을 시연하고 교육자, 부모, 동료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시연에는 연극, 노래, 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드백은 글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심 평가 
교육자는 이해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형성), 퀴즈, 종합 검사 및 동료 출제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자체 평가 
학생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성찰합니다. 설정했던 초기 목표와 노력의 결과물이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성찰은 글, 인터뷰 또는 독백 녹음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작업 포트폴리오(특히 전자기기를 활용한)프레젠테이션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동료 평가 
학생들은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동료 평가의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세 개의 별 그리고 소망” 이 있습니다. 동료는 
평가하는 작업에 대해 세 가지의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피드백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소망”의 의견을 제시하여 
작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회의 중심 평가
교육자는 학생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는 회의를 조직합니다. “학생 주도회의”라고도 
불리는데, 학생들이 그들의 작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돕고,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가지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준 기반 평가
교육자는 특정 요구 사항들을 숫자와 연결시킨 루브릭(rubric)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의 작업이나 이해에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이 다시 반복됩니다
교육자는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수업과 단원을 계획하며, 이는 학습자의 고유한 요구에 대한 도전, 존중의 방식으로 
내용을 선택하고 전달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의 형성평가, 모니터링 및 총괄평가
형성평가(assessment)는 강사가 청소년들의 경험과 학습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한 수업에서 사용됩니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최소 몇 가지 평가의 분석으로 구성됩니다. 총괄평가(evaluation)는 프로그램 완료 시 프로그램의 효과와 발전시킬 
부분, 강사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어렵게 하는 예측불가한 조건이나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에 비해 청소년 참여 비율이 너무 높아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참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 중에 추가 강사를 구하거나 소그룹 
단위로 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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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는 향후 지침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참가자가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를 잘 배우고 있는지 평가하는 
강사는 어떤 개념을 다시 다뤄야 할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또는 청소년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형성평가는 형식적(예: 내용에 대한 
참가자의 서면 응답)이거나 비형식적(예: 관찰, 질문에 대한 구두 
응답)일 수 있습니다. 형성/진행적일 수도있고, 부가적/경험의 끝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성평가 
다음은 형성평가의 다양한 예입니다: 

• 슬립/티켓 입장—참가자가 입장할 때 질문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 슬립/티켓 퇴장—참가자가 입장할 때 질문을 하고 학습을 
완료합니다.

• 파트너 찾기 및 공유—참가자에게 파트너를 찾도록 요청하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촉진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합니다. 강사들은 돌아 다니면서 공유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개념을 파악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찰—진행자 또는 강사는 참가자의 기술이나 행동을 관찰하여 
프로그램이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진행자 또는 강사는 지침을 수정하거나 
청소년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진행자 또는 강사가 개별 세션에서 한 발 떨어져, 시간이 
지나며 평가 응답을 분석하여 개선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목표와 목적의 달성에 최적화되도록,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 
프로그램의 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참가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은 진행자와 강사가 서로 다른 교육 
전략을 통해 내용 전달을 시도하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 향후 “강사 교육” 워크숍 참가자에게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번의 
세션이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더 많은 세션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촉진자와 강사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OVEP 주제의 관찰 가능한 이해를 프로그램 세션의 
목표로 삼았는데 세션 중에 주제의 실천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에서의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습 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 기법은 훌륭한 교육학적 
실천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평가 방식과 긍정적인 평가 
방식의 예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은 긍정적인 평가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 평가 방식 긍정적 평가 방식

기술 평가는 게임, 춤 또는 일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술 평가는 스몰 사이드 게임이나 댄스 퍼포먼스, 체조 루틴 등 
실생활에서 이뤄집니다.

필기 시험과 같은 형식적 평가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신체활동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종종 비형식적이며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므로 
참가자가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때 기술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는 글쓰기, 개인 작업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글쓰기, 개인 작업을 포함할 수 있지만 관찰, 토론, 그룹 
질의응답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암기 또는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찾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평가. 학습자가 어떻게 정보를 적용하고 전달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청소년들이 연습할 기회를 갖도록 과제를 설정합니다. 한 번에 몇 명의 청소년만이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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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활성화된 OVEP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총괄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알아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신체활동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는가

• 5가지 올림픽교육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 5가지 올림픽교육주제를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하고 있는가,적용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안팎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평가 절차를 개발하기 전, 청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의 다음 수칙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하지말기

프로그램 평가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평가를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쪽만 비추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판단하세요. 평가 결과 프로그램이 모든 결과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개인적 결과로 여기거나 프로그램에 미래가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동료 검토 없이 평가 양식을 급하게 개발하지 마세요.

PYD(Positive Youth Development)에서의 프로그램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보세요. 이 섹션에는 검토를 위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편향적 방식으로, 또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도록 평가 참여자를 
선택하지 마세요.

평가 대상 그룹을 고려하고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마련하세요(예: 필요한 경우 평가 양식을 번역).

자금 제공자에게 결과를 제시할 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피드백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종종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개선을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자금 지원 및/또는 
프로그램 시행 파트너십을 정당화하세요.

정량적 데이터(숫자)만 수집하지 마세요. 참가자의 말 또는 경험, 
일화 또는 이야기(정성적 데이터)는 미래의 자금 제공자나 파트너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도록 장려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반응/피드백, 강사 관찰, 참가자 설문 조사 또는 피드백 순위 
또는 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 데이터 소스를 고려하세요.

참가자에 대한 정보나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맥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없이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다른 정보의 수집은 중요합니다(예: 나이, 참여한 
세션 수, OVEP에서 사용된 언어와 모국어가 다른 경우 모국어).

관찰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관찰자가 관찰에 대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섹션을 포함하세요.

데이터 또는 평가를 완료한 사람의 이름을 허가 없이 게시하지 마세요.

참가자들에게 데이터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데이터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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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수법(pedagogy)에서도 전문용어 및 용어가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 일부 용어(예: “학습 목표” 또는 “토론 그룹”)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 예를 들어 “차별화(differentiation)”, “스캐폴딩
(scaffolding)” 또는 “콤팩팅(compacting)”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의 과제 중 하나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OVEP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을 
전문어에 의존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쉬운 
언어를 기반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에 지나친 복잡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에서는 21세기 학습 역량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를 지원하는 
기타 방법론을 사용하여 OVEP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검토합니다.

5장
OVEP의 실행을 위한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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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21세기 학습 역량과 OVEP

창조성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OVEP에 
포함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 연구 또는 자유 연구—이것은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의 
탐구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개인 또는 협동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이드 연구—교사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연구 

프로세스를 선택한 다음, 알아낸 내용을 전달합니다.
•  자유 연구—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결과 및 

발견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 생각-연결-도전-표현—교육자는 학생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도전하기 전에 문제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킨 후, 마지막으로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도록 
안내합니다.

• 연극—연극은 사고를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영감을 주는 강력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연극은 올림픽 이념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생명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일부 OVEP 활동들에 사용됩니다.

• 역할극(롤플레이)—학생들은 올림픽 이야기의 등장 인물을 
연구하고 그 인물을 연기해 봅니다.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 비판적 사고—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 여러 사고 
과정의 혼합입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의미를 종합하며,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OVEP에서 
중요한 기술인데, 학생들이 교육자를 통해 이해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 메타인지(metacognition)—이 기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에 편견이나 깊이가 나타나는지? 보다 명확해지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한지? 이 기법은 아직 구체적-순차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예: 어린이)보다는 사고훈련을 많이 
거친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문제 해결
학생들이 가치 기반 교육에 대한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길 
원한다면,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협업 기술, 비판적 사고는 
이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캐러셀 학습—브레인스토밍 활동입니다. 교육자는 질문을 
던지고(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음)그것을 여러 장의 종이에 
적어 벽에 테이프로 붙입니다. 학생들은 종이에서 다른 종이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종이에 적힌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숙고한 
뒤 그들의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종이로 
옮겨갑니다. 마지막에는, 종이들을 떼어 패턴과 토론 주제를 
연구합니다. 이 방법은 학생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질문의 방향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과 자기 
주장이 부족한 학급 구성원들의 신중한 참여를이끕니다.

• 직소 퍼즐 학습—이 기법에서,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른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읍니다. 이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직소퍼즐처럼, 퍼즐의 
한 조각이 나머지보다 두드러진다면 제대로 된것이 아닙니다. 
조각들은 서로 꼭 맞아야 합니다.

• 역방향 작업—학생들이 결승점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독특한 
교수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 이전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구조화된 질문—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특정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학생들이 분석적, 반성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수법에는 메타인지, 캐러셀 
학습, 직소 퍼즐 학습, 역방향 작업, 구조화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질문과 대답—이 방법은 교육자가 학생의 이해도를 탐색하는 
질문을 한 다음,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강점이나 정확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측과 추론을 이끌어 내는 
기회를 줍니다.

• 패널 토론—선택된 조정자(교육자 또는 학생)는 그룹(학생들 
또는 전문가들)에 질문을 제시합니다. 패널의 답변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패널의 특정 멤버에게 문제를 제시하거나 
모든 멤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지정 시간 후(중단 없이)다른 패널 구성원이 대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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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협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술, 지식, 경험을 가져와 여러분 자신의 
학습에 통합시킴으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OVEP 
툴킷의 많은 활동은 협업 교육 기술을 활용합니다.

• 공유의 원—원형으로 자리를 잡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데, 
주로 개방형의,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다음 기록자는 원에 
있는 각 사람의 답변과 기여 내용을 기록합니다. 모든 내용을 
모은 후, 기록자가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 라운드 테이블—교육자는 종이에(하나 또는 여러 개의)질문을 
적습니다. 학생들은 답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종이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유용한 방법인 동시에, 교육자가 그룹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패널 토론—선택된 조정자(교육자 또는 학생)는 그룹(학생들 
또는 전문가들)에 질문을 제시합니다. 패널의 답변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패널의 특정 멤버에게 문제를 제시하거나 
모든 멤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지정 시간 후(중단 없이)다른 패널 구성원이 대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동료 교육—연구 결과,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성공적인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듭 밝혀졌습니다. 이 방법은 학습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가르쳐주는 동료를 통해, 
학생은 중요한 방식으로 학습 내용과 동료들을 연결시키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시민 문식성 
• 리더십 기술과 시민 서비스 의식(자원봉사)을 발전시켜OVEP 

가치 구현을 촉진합니다.
• 학생 및 교육자 모두의 롤 모델링은 이러한 기술들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OVEP 가치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학습을 공유하고, 메시지를전달하고,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 중 일부는 청소년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페이스북, 블로그, 브이로그, 프레지 및 파워포인트). 

• 블로그—인터넷에 접속한 학생은 OVEP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여 온라인에 올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일기와 같으며, 
목적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통해 설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을 수도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는 팔로워를 대상으로 
쓰여지는 반면, 어떤 블로그들은 단지 개인적 표현의 즐거움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많은 블로그 플랫폼들이 
있으며 검색 엔진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기(일지)—학생들이 OVEP 활동을 수행하며 일지를 
기록하도록 권장합니다. 일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고, 
토론과 의견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인성 발달의 강력한 아카이브가됩니다.

• 응답 일기—학생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지속적으로)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가 “OVEP이 학생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OVEP 
활동에 참여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문학 모임—OVEP 주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소그룹에 배치되거나 자신이 그룹을 
선택합니다. 자료를 받아 읽고 토론하며, 토론과정에서의 대화와 
의견을 상위 그룹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모임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짧은 글을 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지정된 분량의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질문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OVEP과 PBL은 학생들이 하나 
또는 여러 교육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맞습니다. PBL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탐구하고그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 표현할 지 선택합니다. 이는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며,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OVEP 콘텐츠를 이용한 PBL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올림픽 이념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무엇입니까?”

• 사례 연구—학생들은 OVEP의 특정 측면에 대한 세부적, 
집중적인 학습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 야 합니다.

• 선택 칠판—교육자는 수업의 목적과 연결되는 여러 학습 
선택지를 칠판 위에 적습니다. 학생은 그들의 학습 스타일과 
현재의 흥미에 가장 잘 맞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지에 대해서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 학습 스테이션—교육자는 수업 주제와 연결되는 활동들을 
가지고 여러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스테이션에서 어떤 스테이션으로 이동할지 결정하게 할 수 
도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자가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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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식을 구축 또는 보강하는 교수 방법
스캐폴딩(Scaffolding)—교육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여러부분으로 나누어, 더 복잡한 수행에 대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학습자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컴팩팅(Compacting)—교육자는 사전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과제 수행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학생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더 도전적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앵커링(Anchoring)—몇몇 학생들은 과제를 빨리 끝낼 것입니다. 
교육자는 다른 학생들에게 주어진 개념 및 학습 내용에 기반한 보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VEP 콘텐츠를 수정하여 가르치기
조절—교육자는 각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각기 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 또는 다른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정—교육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료와 
상호 작용하도록 내용을 조정합니다. 

학습 속도 조절하기 
어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이 주어질 때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동기를 얻습니다. 이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학습을 방해할 것입니다. 페이스(가변, 자기주도, 가속, 감속 등)
를 조절하는 교수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조직하기
학생들을 조직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재능 있는 아이들이 함께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있도록 
모읍니다(클러스터링).

•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섞인 그룹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랜덤 그룹은 학습 환경 내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행동 그룹—소심하거나 목소리를 덜 내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조직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도록함).

하면서 배우기
구성주의—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안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용과 관계를 맺을 때 더 깊이, 의미 있게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OVEP에서 제안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올림픽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올림픽 이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며 배우기
이는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의 탐구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개인적 
또는 협력적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된 질문—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연구 과정을 
선택한 다음, 알게 된 내용을 나눕니다.

• 구조화된 질문—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특정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학생들이 분석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개방형 질문—학생들은 자신의 고유한 질문과, 연구 방법, 결과 
및 알아낸 내용을 전달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  소크라테스식 질문—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고대의 전략은 교육자가 주도하여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변호하도록 
합니다.

구두 교수법
어떤 문화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구두 교수법을 사용합니다. 
스토리텔링, 비유 및 소크라테스식 질문(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탐구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의 예입니다.

설교적 방법
학생들이 엄격하게 규정된 지시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국가가 
학습 내용을 지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질문은 신중히 정의된 한도내로 
제한됩니다.



30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6장
: 올

림
픽

의
 교

육
주

제
기

반
교

육
(학

습
단

위
)

기본 매뉴얼과 리소스 라이브러리는 질문, 토론, 반성 및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OVEP의 학습 목표와 일관되고 일치하도록 이 작업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VEP 리소스는 독립된 활동으로 사용됩니다.
• OVEP 리소스는 다른 교육 프로젝트와 혼합됩니다.
• OVEP 리소스는 커리큘럼에 완전히 녹아 있지만 정해진 기간 

(예: 올림픽대회 중)에만 사용됩니다.
• OVEP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이용한 학습 개요로서 실행됩니다.
• OVEP 활동은 주제별로 구현됩니다.
• OVEP 활동은 올림피교육주제를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6장
올림픽의 
교육주제기반교육 
(학습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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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P 실행하기*

OVEP 리소스는 독립된 활동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자가 OVEP에 투자할 시간이 적거나, 리소스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조건에 맞춰 활동을 선택하고, 올림픽 이념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고무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질문을 
한 다음,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이 과제를 더욱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00년 동안 사회의 태도 변화는 올림픽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본 매뉴얼 또는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과제를 선택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왜,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배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세요. 분명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떤 교육자는 생활 기술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스포츠와 
올림픽이 국제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는 기본 매뉴얼49쪽에 
제시된 질문(‘평화의 언어’)을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대화를 유도합니다. 이 예에서는 기본 매뉴얼이 
전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주제/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리소스로 사용되었습니다.

*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포스터로 다운로드 가능  
00/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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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Be Inspired 4 Life webpage, Hampshire County Council. 

03/Manuals.

• Game for Life webpage, Sport Singapore. 03/Manuals.

OVEP 리소스는 다른 교육 프로젝트 또는 
과정과 혼합됩니다
교육자는 기존 프로젝트 또는 학습 단위를 보완하기 위해선택한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많은 학습 환경에서 “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이 단원은 학생들이 
건강, 성, 우정 증진, 사회적 기술, 라이프스타일 선택, 의사 결정 
기술을 개발할 때 경험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올림픽교육주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많은 측면과 분명히연결됩니다. 이러한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OVEP활동을 선택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VEP 리소스는 커리큘럼에 선택적으로 
통합됩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 환경은 문해력, 수학, 과학, 역사, 예술 등 
많은 과목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실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OVEP 
프로그램을 구현할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운동 리더십 프로그램
• 생활 기술 과정
• 체육 수업
• 홈룸(homeroom, 특정 과목 수업이 없는 시간)
• 교과 외 동아리(OVEP을 위한 “올림픽 클럽” 결성)

대부분의 활동은 교육자가 특정 교과 영역 내에서 학생들의경험을 
OVEP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OVEP의 선택적 
통합은 이 프로그램이 특정 기간(예: 올림픽대회 중)에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OVEP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활용하는 학습 개요가 됩니다
OVEP은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되는 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자가 올림픽교육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단위를 설계하고 기본 매뉴얼과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과 커리큘럼 
내에서 짜여진 이 자료를 가르치는 것은 커리큘럼에 무리하게 끼워 
넣는 무언가와는 반대로 간주되어 교육자가 온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OVEP을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실용적인 교육 방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도전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제한 없는 질문을 선택합니다. “안내 질문”에 대해 생각한 후, 
각 학생은 특별히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경험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며, 매우 다른 학습 
스타일, 흥미 및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방법론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PBL의 예시: “정치가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접근법을 사용하여,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질문들과 반응을 생성하는 후속 질문을 
유도합니다: “각국은 올림픽 보이콧을 정치적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올림픽 운동은 이념 갈등에 
어떻게 대응해 왔나요? 정치적 결정이 올림픽에서의 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치적 기대는 올림픽경기에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육자와 학생은 이러한 질문들과 학생들의 
생각을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보여줄 방법과 관심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OVEP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Teaching Values in Movement Activities: Inherent and 

Added Values” Martínková, I., 2012. 01/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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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한 
OVEP의 실행

교육과 신체활동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자각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훌륭한 실천적 교육전략을 통해 제공되는 활발한 신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학업적 성취를 촉진하며 자긍심을 강화하고 심신의 통합적 발달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1,2,3

이 학습 여정에 함께 하며 전 세계에 신체활동적인 올림픽가치기반교육의 불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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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개인이 환대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신체적으로 활발한 OVEP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안전 팁 안전 팁 실천 방법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 참가자들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 참가자들에게 특정 영양 섭취 중단에 대해 알려줍니다.
• 참가자들에게 활동적인 세션 중에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고, 당신이모르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신체활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참가자가 환영 받는 느낌을 주고, 스트레스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언제든 필요하다면 일어서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권합니다.

참가자들이 신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 니다

• 벽에 등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지시합니다.
• 모든 참가자를 잘 보면서 진행하거나 지시합니다.
• 참가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내의 자연적 또는 기타 장애물을 식별합니다.
•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및 표준과 관련된 현지 정책을 따릅니다.
• 참가자들이 적절하고 논리적인 위험 평가 연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권장합니다.
• 설명적 용어의 사용 또는 흙바닥에 선을 그리거나 원추 등의 마커를 사용하여 경계를 표시합니다.
• 양궁이나 체조 등 위험 가능성이 큰 활동을 처음 이끌 때는 직접/명령식 교육 방식(강사는 말하고 

참가자는 듣는 방식)을 사용하여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 환경적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것이 위험 관리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 태양으로부터 보호, 탈수, 저체온증, 곤충 알레르기 등).

참가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젠더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중성적 언어).
•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도록 합니다(예: 인종, 종교, 성적 지향).
• 참가자들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명확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 장애인을 수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합니다.
• 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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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활발한 학습 
체육 교육과 체육 활동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운동 기술과 신체적 
역량의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행동, 자부심, 그리고 
학문적, 인지적 발달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4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행동적, 
심리사회적 역량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5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체활동으로부터 배우거나 얻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 및 타인의 신체에 대한 존중

• 정신과 육체의 통합적 발달

• 자신감 및 자부심

• 사회적, 인지적 발달 및 학업성취도

체육이 아동과 청소년 학습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체육(만을 위한)학습”이 아닌 “체육을 통한 
학습”에 중점을 둔 학습 접근에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6 모든 
어린이의 학습에 있어 신체활동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신체, 의지, 
정신 사이의 조화라는 올림픽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과 신체활동 
프로그래밍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얻는 과정을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PYD)
이라고 합니다.7

PYD 접근법의 목표는 청소년기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끄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참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PYD에 가장 적합합니다. PYD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은 5C(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연결성connection, 성격character, 배려/공감caring/
compassion)에 중점을 둡니다.8

각각의 참가자가 성공적으로 PYD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은 
포용적이고 발달적으로 적절하며 모든 개인과 그들의 능력이 
존중되면서 신체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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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청소년 발달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래밍 제공
스포츠는 마법처럼 인생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9 사실 스포츠와 다른 형태의 신체활동은 참가자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할 
경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이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신체활동적 OVEP의 강사들이 청소년에게 최적의 신체활동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제시합니다.

하기 하지말기

각각의 신체활동에서 긍정적 청소년 발달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구현합니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이 신체활동을 통해 자동으로 발생하여 
연결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룹 간의 팀워크와 커뮤니티를 장려합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어 패자는 장비를 들거나 
벌칙으로 추가 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세션 및 활동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만약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계속적으로 즐기지 못한다면 즐거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최선을 다하거나 개선하거나 숙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합니다.

누가 가장 빠를지 소수만이 경쟁하도록 과제를 설정하여 움직임의 
과정이나 질에 방해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연습할 기회를 갖도록 과제를 설정합니다. 한 번에 몇몇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도록 과제를 설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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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을 위한 훌륭한 교육적 실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은 활동이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신체활동적 OVEP에서 활동은 다섯 가지 
올림픽교육주제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신체활동적 OVEP에 훌륭한 교육학적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다섯 가지 올림픽교육주제와 평생에 걸쳐 그 가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동안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즐거운 환경에서 올림픽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다섯 가지 올림픽교육주제를 배울수 있는 포용적이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자체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신체 발달—활발한 신체활동 지원, 신체활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기술 발달

• 사회적 발달—동료들과 보내는 시간, 그룹의 일원이되는 기회를 
통한 사회적 발달

• 정서적 웰빙—장기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불안,우울의 
감소.

따라서, 활발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환경에서의 OVEP 제공은 
가치기반교육 계획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신체활동 교육자로서 여러분의 일은, 스포츠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 기반 교육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신체활동으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나 
다른 형태의 신체활동에서 배제, 사회적 고립,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해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프로그램 참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평생에 걸쳐 신체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신체활동적 OVEP에서 좋은 교육학적 전략을 보여주려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 
전략을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체활동의 훌륭한 
교육학적 실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OVEP 학습OVEP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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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배경 정보 

모스톤의 교수 스타일과 신체활동적 학습
모든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배웁니다. 효과적인 신체활동 강사가 
되려면 다양한 교육 스타일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0년대에 체육 교사인 무스카 모스톤(Muska Mosston)은 
다양한 교수 스타일, 학습 스타일 및 활동이 어떻게 학습자에게 
다른 경험들을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개발했습니다.

스펙트럼에는 활동 중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지도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지도 스타일은 
스펙트럼의 교사 중심 끝에 있고 학습자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지도 
스타일은 스펙트럼의 학습자 중심 끝에있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강사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지도스타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학습자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을지 어떤 
활동을 가르칠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스톤의 교수 스타일은 
교실은 물론 신체활동을 위한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교육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학습자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령/직접 교육 스타일은 너무 교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좋은 실천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양궁 
활동을 통해 OVEP 주제를 배우고 있다면, 명령/직접 스타일로 안전 
프로토콜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안전 목표가 
수립되면 강사는 청소년들이 기술과 전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양궁을 배우는 데 상호 또는 셀프 체크와 같은 자기 학습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스톤 스펙트럼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 스타일은 명령/
직접 스타일에 가까운 교수 스타일에 비해 학습자를 더 많이 
참여시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스톤 스펙트럼 요약10

A 명령/직접

B 실행

C 상호

D 셀프 체크

E 포용

F 안내된 발견

G 분기

H 개인

I 시작

J 자기학습

교사, 코치, 진행자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시를 따릅니다.

청소년들은 규정된 모든 일을 완수합니다.

청소년들은 2명 또는 3명으로 팀을 이뤄 작업하고, 1명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 지도자(예: 교사, 코치 등)에 의해 규정된 대로 
자신의 작업을 관찰합니다.

청소년들은 특정 사실, 경험 및/또는 반성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 지도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인 지도자는 콘텐츠를 결정하고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성인 지도자는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습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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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교수법—훌륭한 실천의 기술

워크숍 노트

청소년들의 기회를 최대로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크기
그룹 크기가 작으면 청소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기술을 연습하고 개발하고 
질문하는 등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그룹이 너무 크면, 청소년들은 게임 속에 숨어 적극적인 참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참여하기
누군가에게 두 번의 차례가 오기 전에 모두가 한 번의 기회를 가지도록 요구합니다.

차례대로 공유하기
누군가가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전에, 모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해야 합니다.

기능의 개발을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세요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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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노트

각 개인은 체격이 다르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학습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체활동 과제를 더욱 단순하거나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 청소년이 기술의 횟수보다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예)청소년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 제한 없애기.
• 더 빠르거나 더 느린 반응 시간을 위해 경기장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기 예)경기 공간이 

더 커지면 참가자는 물체를 받아서 어떻게 할 지 결정할 시간이 더 많아짐.
• 초급 기술 수준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손이나 발을 사용하고, 고급 수준에서는 잘사용하지 

않는 쪽의 손이나 발만 사용하는 활동 구성하기.
• 장비를 가볍고 큰 물체(초급 수준)에서 무겁고 작은 물체(고급 수준)로 바꾸기.
•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 다른 사람들보다 느린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구두 신호 외에 

시각 자료로 안내하기.
• 활동에서 특정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결하기.
•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다른 기능 수준과 경험을 고려한 개별적 지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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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노트

신체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청소년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기능별 피드백—과업의 특정 신호 또는 목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공을 
놓은 후에 공을 따라가듯 팔을 끝까지 죽 돌리세요, 공을 낮게 차려면 몸을 기울이세요, 
공연하는 동안 비트를 계속 따라가도록 음악을 즐기세요.

• 일반적 피드백—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반 피드백으로는  
“잘했어요”와 “좋은 시도”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반 피드백으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 특정 피드백과 일반 피드백의 조합—피드백의 조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좋아요! 다음에는 더욱 힘내서 끝까지 해보세요.”

기능별 피드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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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노트

상호 교수법 또는 동료 교수법이라고도 알려진 동료 서포트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지식과 경험, 감정적, 사회적 또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법 입니다. 동료 
서포트에서는 한 쪽이 코치가 되고 다른 한 쪽이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 서포트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학습자 간의 더 많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납니다.

• 학습자는 큰 그룹 내에서 각각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도자로부터 받는 것보다 동료 
파트너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 교육 중인 기술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료 서포트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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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이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 지향적 동기부여 분위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승리 및 최고가 되는 것이 성공으로 정의되는, 자아 관련 동기부여 분위기.
•  과업을 숙달하고 최선을 다하며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으로 정의되는, 과업 관련 

동기부여 분위기.

신체활동을 프로그래밍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아와 과업 동기부여 분위기의 조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업과 관련된 동기부여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일부 기존 방법들이 긍정적 실행을 위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방법 긍정적 방법

진 사람들이 장비를 
나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장비를 나릅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
이라는 OVEP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립니다

시간이 아닌 기술에 집중하고, 기술 습득, 최선 또는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탁월성 추구’라는 OVEP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운동으로 벌을 줍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운동으로 보상을 줍니다. 이는 '노력의 
즐거움'이라는 OVEP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누가 기술을 가장 잘 
수행하는지 가립니다

기술이 완벽해지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세요. 이는 ‘노력의 즐거움’이라는 OVEP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학습과 즐거움을 증진하는 동기부여 분위기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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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호응적인 교수법은 여러 문화가 섞이거나 공존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교육되는 내용을 학습자들의 개인 문화와 연관시킬 
수 있는 기술과 문화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문화적으로 연관된 교수 및 
학습을 위해 미래의 OVEP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자들 에게는 아래의 사항들이 
요구됩니다:

• OVEP 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워크숍에서 경험한 활동들을 수정하거나 대체합니다.

• 학습자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언어 또는 용어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 지도자가 참가자 또는 대부분의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공동체의 채널 또는 종교 공동체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모든 참가자의 문화 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연관된 교수법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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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때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성공 판단 기준에 따른 점수 매기기 – 예를 들어, 스몰 사이드 게임에서 누가 작은 네트에 
가장 많은 골을 넣는지 세기.

• 학습 목표(예: 패스 주고받기)에 따른 점수 매기기 –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의 핵심은 팀 
동료에게 발로 공을 패스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므로 패스 성공 횟수를 세어 점수 
매기기.

OVEP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에서, 점수 매기기는 항상 기술의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업에서 다루는 과업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춰 점수가 매겨집니다. 스몰 사이드 
리그전 형식의 활동 또한 수정된 스포츠 활동에서의 좋은 교육 도구인데, 한 라운드에서 
두 팀의 점수가 어땠는지 간에 곧 새로운 라운드가 열리고, 팀이 그들의 과업과 기술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반성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라운드 간에 시간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활동 예시:

• 2대 2 배드민턴 리그전(한 수업에서 여러 번 경기).
• 4분 라운드.
• 각 선수는 미리 정해진 수업의 중점을 바탕으로 점수가 매겨짐(예: 특정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서브).
• 1라운드 승리 시 2점을 부여하고, 동점 시에는 1점을 부여.
• 그러므로 한 팀이 어떤 라운드에서 10대 2로 패할 경우, 점수는 2대 0이 됨. 이긴팀이 

다음 팀으로 넘어갈 때 10점이 아니라 2점을 가져감. 따라서, 첫 라운드에서 0점을 얻은 
팀은 다음 경기에 0점을 가져감. 전체 수업에서 얻은 누적 총합은 그날의 우승자를 
가리는 데 사용됨.

기술과 과업 중심의 점수 매기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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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학습 또는 혼합 학습을 통해 하나의 활동으로 여러 교과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OVEP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통합 학습 경험에, OVEP 주제와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1차 
콘텐츠와, 수학을 포함하는 2차 콘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합형 교육 
방식이 전통적인 단일 교과 접근 방식보다 청소년들에게 더욱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학습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연결과 의미를 이끌어 내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OVEP은 본 자료가 훈련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OVEP 계획에서 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을 우선시하는지 에서도 나타나듯, 통합 학습 접근 
방식에 내재된 다양한 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OVEP 강사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콘텐츠 영역을 추가하고 혼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체활동은 통합 학습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는 과학이나 
수학에 신체활동 접근법을 활용할 때 고유 감각 학습자라 알려진, 움직일 때 더 잘 배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얻는 많은 이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신체적 활동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학문적(예: 과학, 언어, 수학, 예술)콘텐츠 영역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신체활동적 환경에서의 통합 학습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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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학습자의 이해, 기술 수준 및 특정 개념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평가는 교실 교육 뿐만 아니라 스포츠 및 체육 활동(예: 체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사용됩니다.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부가적 평가—프로그램, 교사 등의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일부 완료 시 진행.
• 정확 평가—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이뤄지는 평가(예: 기술만을 평가하기보다는 변형된 

경기; 독립적인 기술 평가보다는 댄스 루틴 또는 공연).
• 형성 평가—향후 지침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지속적 평가. 형성 평가의 목적은 학습을 

개선하거나 지원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험, 발전 및 학습을 최대화하는 것.

신체활동적 OVEP 프로그램에서 권장되는 1차 평가 접근방식은 형성 평가 방식입니다. 
이는 형성 평가가 강사에게 어떤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시 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 스타일은 강사와 청소년 모두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탁월성 추구’라는 OVEP의 목표/
가치와 일치합니다.

학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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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훌륭한 교육학적 신체활동 교수 전략 외에도, 참가자의 OVEP 학습과 OVEP 
프로그램의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협업 및 문제 해결 등 모든 21세기 학습 
기술들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권장됩니다.

교수 전략 정의

브레인스토밍 그룹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전략에서 강사의 역할은 토론을 용이하게 하고 스스로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OVEP 주제와 관련된 사례 시나리오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하는 데, 또는 OVEP
을 통해 학습한 교훈을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접근 사례 연구 또는 사례 시나리오 전략은 청소년들에게 실제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사례 연구는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다양한 결과에 대한 고려를 
촉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전략입니다. 사례 연구는 원래 교실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신체활동 프로그램에서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소 협동 학습에 기초하여, 젊은이들은 소그룹에 참여하여 각각 다른 정보를 
할당받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 토론하고 
조사하며 그들의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들은 원래 
그룹으로 돌아가 알아낸 내용들을 공유하고, 주요 아이디어, 개념 또는 주제에 
대해 조각을 맞추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교육 전략의 목적은 그룹 구성원들 
간의 비판적 사고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소 교육 전략은 최종 
산물의 완성 및 완전한 이해를 위해 각각의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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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략 정의

수정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실제 문제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전략입니다. 
이것은 교실 교육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레크리에이션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PBL 교육 전략을 사용할 때, 청소년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고, 확인된 과제에 대한 
해결책/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작업을 반성 및 비평하며,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PBL에서 청소년들은 건강 박람회를 이끌거나 지역 도로에 새로운 
자전거 전용 차선을 만들 것을 청원하거나 동물 보호소 방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BL은 OVEP 프로그래밍에서 유용한 지침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공동체에서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학생의 선택과 발언은 
OVEP 주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이나 성장을 위한 영역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동료 
검토 전략

이해관계 없는 동료 검토 전략은 동료가 판단이나 평가 없이 서로의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듣고, 작업의 진행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없는 교육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이전의 아이디어와 제안된 해결책을 
구축하거나 수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검토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비평할 때 청소년들이 듣는 
기술을 연습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들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데 특정한 의견을 사용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왜 그렇게 할 
지 결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환경에서 동료 검토를 통해 학습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걱정하기보다는 학습 과정과 현재 작업의 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월드 카페 월드 카페는 여러 작은 그룹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그룹이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그룹은 4-5개 이하의 
소 그룹으로 나뉩니다. 소그룹에서는 참가자들이 카페 환경을 모방하기 위해 
원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옮겨 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일정 
시간동안 질문에 대해, 또는 추가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월드 카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통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행자는 질문을 공유하고, 시작 및 중지 신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질문을 다룰 때가 되면 참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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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신체활동적 OVEP의 계획, 실행 및 평가에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합니다.

단계 목표

당신의 프로그램 
계획하기

• 참여할 잠재적 청소년 그룹과, 이들의 구체적인 필요 및 관심사를 
알아봅니다.

•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미리 알아봅니다.

• 공동체와 그 안의 개인에게 있어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추측하지 마세요.

•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알아봅니다.
• 신체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교육 실행에 대한 역량을 

개발합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강사 및 구성을 결정합니다.
• 필요 예산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예:기업 

파트너, 보조금 지원).
• 청소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예: 참여를 독려하거나 

번역 도움을 줄수 있는 이민자 집단의 소통 창구 역할자)를 알아봅니다.
• 준수해야 하는 모든 지역 정책을 고려한, 청소년 참여를 위한 부 모/

보호자 허가 양식을 개발합니다.
• OVEP 주제와 함께 신체활동적 수업을 계획합니다.
• 필요한 장비를 파악합니다.
• 각 수업의 소요 시간 및 프로그램 제공 일시를 결정합니다.
• 강사를 교육하여 신체활동적인 OVEP 프로그램을 전달합니다.

신체활동적 OVEP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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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프로그램 실행하기 •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평가를 관리 및 분석하여 지침을 안내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을조정합니다.
• 좋은 교육적 실천을 구현, 장려 및 모니터링합니다.

프로그램 평가하기 • 프로그램의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와 결과를 파악합니다.
• 목표와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평가 및 평가 도구를 선택합 니다.
• 청소년 참가자의 평가를 관리 및 분석합니다.
• 강사의 평가를 관리 및 분석합니다.
• 부모/보호자 평가를 관리 및 분석합니다.
•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62

워크숍 노트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7장
: 활

발
한

 신
체

활
동

을
 통

한
 O

VEP의
 실

행



63

워크숍 노트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7장

: 활
발

한
 신

체
활

동
을

 통
한

 O
VEP의

 실
행



64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O
VEP 활

동
과

 교
과

목
의

 연
계

OVEP 활동과 교과목의 
연계

활동 올림픽교육주제 학교 교과목 교수 방법

01 쿠베르탱과 올림픽운동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미술, 연극, 사회 롤플레이, 질문, 연극, 토론

02 올림픽상징 존중, 탁월성 추구 미술, 역사, 사회 토론, 질문

03 올림픽기 휘날리기 존중 미술, 역사, 지리, 사회 토론, 질문

04  올림픽모토: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노력의 
즐거움

체육, 작문, 문해, 지리, 사회 토론, 질문

05 영혼 깨우기: 올림픽성화 존중 체육, 작문, 문해, 지리, 수학 안내된 질문, 나눔의 원

06 올림픽대회 개막식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연극, 미술, 음악 안내된 질문, 롤플레이, 
연극

07 올림픽대회 폐막식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연극, 미술, 음악 안내된 질문, 롤플레이, 
연극

08 올림픽선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작문, 문해, 연극, 미술 구성주의, 소크라테스식 
문답

09 올림픽휴전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작문, 문해, 연극, 미술 나눔의 원, 라운드테이블

10 평화와 올림픽대회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작문, 문해, 연극, 미술 나눔의 원, 라운드테이블

11 평화 유산 게임 타인에 대한 존중, 페어플레이, 우정, 
노력의 즐거움

작문, 문해, 연극, 미술 나눔의 원, 라운드테이블

12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와 예술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미술, 지리, 사회 안내된 질문, 구성주의

13  근대 올림픽대회의 스포츠와 
예술

존중,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미술, 지리, 사회 안내된 질문, 구성주의

14 로고와 마스코트 심신의 조화, 존중, 노력의 즐거움 미술, 작문, 문학 문학 모임



65

OVEP 플레이북 활용하기: 올림픽가치교육 실천가이드
O

VEP 활
동

과
 교

과
목

의
 연

계

활동 올림픽교육주제 학교 교과목 교수 방법

15 올림픽박물관 노력의 즐거움,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미술, 사회, 연극, 음악 창조성, 공동 작업, 
문제해결

16 올림픽종목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미술, 경영, 연극, 음악 질문, 공동 작업

17 청소년올림픽대회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사회, 연극, 음악 창조성, 공동 작업

18  장벽을 넘어서: 올림픽에서의 
여성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미술, 연극 롤플레이, 연극, 창조성

19 패럴림픽대회: 역동치는 영혼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체육 롤플레이, 질문, 구성주의

20 올림픽대회 개최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작문, 문해, 경영, 미술, 음악, 
연극

질문, 구성주의, 창조성

21 올림픽선수촌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사회, 과학, 생물, 미술 창조성, 문제 해결

22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존중,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사회, 과학, 생물, 미술 창조성, 문제 해결

23 올림픽대회의 문제해결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미술, 연극, 생활 기술, 사회 롤플레이, 토론

24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노력의 환희를 경험하기

심신의 조화,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노력의 즐거움

체육 문제 해결, 창조성, 공동 
작업

25  인류애를 기념하며: 올림픽 속 
이야기들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페어플레이, 심신의 조화, 타인에 대한 
존중

사회 토론, 롤플레이, 나눔의 원

26  페어플레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기

타인에 대한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노력의 즐거움

미술, 연극, 생활 기술, 사회 롤플레이, 토론

27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

페어플레이, 존중, 심신의 조화 미술, 작문, 문해 문학 모임, 토론

28 나의 권리=나의 책임감 존중 생활 기술, 사회 질문, 사고 기술

29 어려운 선택하기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생활 기술, 연극 롤플레이, 토론, 문제 해결

30  탁월성을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기

존중, 심신의 조화, 페어플레이 작문, 문해 일기, 답장 일기, 나눔의 원

31 인내와 올림픽 탁월성 추구, 심신의 조화 체육 토론, 창조성, 롤모델 형성, 
문제 해결

32 회복탄력성과 올림픽 탁월성 추구, 노력의 즐거움, 존중 사회 질문, 창조성

33 올림픽에서의 용기 존중,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사회 토론, 질문, 나눔의 원

34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존중, 노력의 즐거움, 탁월성 추구 체육 문제 해결, 창조성, 공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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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교수법 관련 
참고자료

교수 방법
https://www.teachervision.com/teaching-methods/ 
resource/5810.htmlhttp://teaching.uncc.edu/learning-
resources/articles-books/best-practice/instructional-
methods/150-teaching-methods

교실에서의 차별 
http://www.ascd.org/research-a-topic/differentiated-
instruction-resources.aspx

다양한 학습자 지원 전략 
https://www.understood.org/en/learning-attention-
issues/treatments-approaches/educational-strategies/
accommodations-and-modifications-how-theyre-
different

전략과 교실 지도의 페이스 맞추기 
http://www.edutopia.org/blog/instructional-pacing-tips-
rebecca-alber

선택 보드 사용 방법 
http://www.alexiscullerton.com/
uploads/2/4/7/2/24729748/choice_boards_packet.pdf

주제별 교육 
http://www.funderstanding.com/educators/thematic-
instruction/

교실에서의 구성주의 
http://www.education.com/reference/article/
constructivism/

수업 디자인과 계획
http://www.crlt.umich.edu/gsis/p2_5

효과적인 수업 계획 전략 
https://www.tes.co.uk/teaching-resource/lesson-design-
and-planning-6074051

특정 교수 접근 
http://www.celt.iastate.edu/teaching-resources/course-
planning/specific-approaches/

포용 및 다양성 코칭 
https://www.sportscoachuk.org/coaches/resource-
bank/inclusion-and-diversity-coaching

포용 관련 자료 
http://www.swimming.org.au/article.php?group_id=6699

  자료 도서관 참고문헌
• Sport for Development: What role can sport play in 

sustained social change? video, Magic Bus, 2013. 
01/Advocacy.

• Play Academy: Resources for Teachers webpage, 
Right To Play International. 02/Good Practices & 
03/Manuals.

• International Inspiration webpage, International 
Inspiration. 02/Good Practices.

• “Kolb’s Learning Styles” diagram,  
www.businessballs.com. 03/Links.

• Olympic Ambassador Programme webpage,  
The New Zealand Olympic Committee, 2016.  
00/Activity Sheets.

아래에 명시된 모든 정보는 출판 시점 기준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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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정 교육자는 각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다른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 또는 다른 장비를 제공해야 그들이 학습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충 활동 어떤 학생들은 일을 빨리 끝낼 것입니다. 교육자는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할당된 
개념/학습에 기반을 둔 보충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 평가 정보를 사용하여 향후 지침에 대한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세션 또는 활동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정확 평가 스몰 사이드 게임, 댄스 퍼포먼스, 체조 루틴 등 실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평가입니다. 정확 평가는 개별적 기술 평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생들은 OVEP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써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일기와 같으며,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모든 스타일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득력 있게 글을 쓰거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는 팔로워들을 위해 쓰여지는 반면, 어떤 블로그들은 단지 개인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위해 쓰여질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블로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 엔진을 통해 이러한 리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 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에 대해 배우고, 모든 멤버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룹의 목소리를 만듭니다. 공동체의 구축은 워크숍 또는 프로그램 초기에 이뤄져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캐러셀 학습 브레인스토밍 활동입니다. 교육자는 질문을 던지고(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질문들을 여러 종이에 적습니다. 적힌 질문들은 벽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이에서 종이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종이에 적힌 질문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들의 대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신문으로 옮겨갑니다. 
마지막에 떼어진 종이들로 패턴, 토론 항목 등을 연구합니다. 이 방법은 학생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각도의 질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또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급 구성원들이 사려 깊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래의 용어들은 여러분의 지식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리소스 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본 용어집은 일반적 사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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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학생들은 OVEP의 특정 측면에 대한 상세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인화된 접근 방식에 따라 학습을 시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채팅방 OVEP 활동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생각을 얻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채팅방은 세계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협력하기 위한 좋은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교육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을 표현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IT 부서와 상의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보드 교육자는 학습의 목표와 연결되는 보드에 학습 옵션을 작성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현재 관심사에 가장 적합한 활동을 선택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시연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을 줍니다.

나눔의 원 이 학습 방법에서 학생들은 원 안에 놓여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작업하게 됩니다. 
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대부분 열린 질문). 그런 다음 
기록자는 원 안에 있는 각 사람의 반응과 기여를 기록합니다. 모든 입력을 수집한 후, 
기록자는 답을 요약하고 이것이 추가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시민 문식성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지역, 세계)내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협력 이것은 21세기 학습 능력 중 하나이며 OVEP 활동의 많은 부분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과제로 함께 일하는 동안 “잘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찾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합니다.

소통 기술 OVEP 활동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글을 씀으로써, 
그들은 스토리텔링, 기사 작성,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들은 또한 운동, 연극, 그리고 말하는 단어(독백이나 대화 등)
를 통해 개인적인 표현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OVEP 활동은 역량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의 생각과 기여를 가치 있게 생각하며, 추천받는 교육 방법들은 토의와 
토론에서 발언 기회가 평등해지도 록 고안되었습니다.

콤팩팅 교육자는 사전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과제 내용의 학습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학생이 개념을 익혔다면, 그들은 더 어려운 내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개념 매핑 이 기법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와 주제 간 관계를 파악한 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예: 올림픽 이념은 올림픽 교육 주제들과 연결되고, 이는 노력의 즐거움과 
연결되며, 이는 다시 스포츠의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고 전략은 학생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또는 프로젝트나 과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카테고리별로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성주의 이것은 학생들이 콘텐츠와 수동적으로 상호작용할 때가 아닌, 학습을 “하거나” 
경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는 교육 철학입니다. OVEP 활동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과는 달리 구성주의를 사용하여 가치에 대한 
사고와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창조성 창조성은 21세기 핵심 학습 역량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각종 문제들과 표현 수단에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여러 사고 과정들의 합입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의미로 통합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판단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OVEP에서 중요한 기술인데, 학생들이 교육자에 의해서보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토론 기술 많은 기술들이 교육학적 전략으로서의 토론을 통해 발달됩니다. 적절한 토론을 통해 
발달되는 기술로는 구두 의사 소통, 효과적 듣기, 비판적 사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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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교육자가 학생을 위해 독특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내용, 
학습 속도, 예상 학습 성과, 학생들의 구성(예: 혼합된 능력 또는 관심사에 따른 조 
배정)과 같은 교실에서의 주요 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연극 올림픽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큰 공헌 중 하나는 연극입니다. 연극은 생각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슈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장려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연극은 올림픽 이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과 자료를 연결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OVEP 활동들 
중 일부에 사용됩니다.

입장카드 수업이나 단원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작은 카드에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적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히 쓸 것입니다. 
교육자와 학생들은 단원 전체에 걸쳐 이 카드들을 참조할 수 있고, 작업에 집중하고 
질문에 답할 때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장카드 입장 카드와 파트너를 이루는 것은 출구 카드입니다. 단원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은 학습한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학습하고 싶은 영역, 당면한 질문이나 과제를 
기록합니다.

경험 학습 이 방법에서 학생들은 수업의 힘과 영향이 “실행”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되는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패럴림픽대회 활동지 19에서, 연습과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수행함으로써 가장 잘 “학습”됩니다.

거꾸로 교실 이 방법에서는 학습자에게 강의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교실이나 학습 환경에 
도착해서는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개념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형성 평가 진행 중인 평가는 향후 지침을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성 평가는 비형식적(예: 
이해하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해하지 못하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일 수도, 형식적
(예: 종이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일 수도 있습니다.

포럼 극장 올림픽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큰 공헌 중 하나는 연극입니다. 연극은 생각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슈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장려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연극은 올림픽 이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과 자료를 연결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OVEP 활동들 
중 일부에 사용됩니다.

안내된 독서/토론/사고/글쓰기 교육자는 OVEP과 보충 자료(기사, 책, 블로그,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유도된 읽기를 통해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예측을 하도록 할 수 있고(“만약...?”),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더 깊은 
생각을 자극하고, 학생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사점을 찾고, 차이점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은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의 탐구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개인적인 과정이 될 수도, 
협동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된 질문—교사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은 연구 과정을 선택한 다음 알아낸 
내용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구조화된 질문—교사는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특정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학생들이 분석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질문—학생들은 자신의 질문, 연구 방법, 결과 및 발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직소 학습 학생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른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읍니다. 이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치 직소처럼, 퍼즐의 한 조각이 나머지를 
지배하면 이 방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각들은 서로 꼭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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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학생들에게 OVEP 활동을 하면서 일기를 쓸 것을 권장합니다. 일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고 토론과 의견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학생의 인격 발달에 대한 강력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스테이션 교육자는 수업 주제와 연결되는 활동들을 가지고 일련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교육자는 스테이션 간의 이동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문학 동아리 OVEP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은 작은 그룹에 
배치되고(또는 그룹을 선택), 읽을거리를 받아 그 내용에 관해 토론합니다. 나눈 
대화와 의견들은 더 큰 상위 그룹에 다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동아리는 
짧은 글쓰기 뿐만 아니라 책을 공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이 기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에 편견이나 깊이가 드러납니까? 명확함을 위해 
추가 질문이 필요합니까? 이 기법은 아직 구체적-순차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예: 
어린이)보다는 사고훈련을 많이 거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조정 교육자는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료와 상호 작용하도록 
내용을 조정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속적이며, 참가자와 그들의 가족 및 강사와의 
체크인을 포함하므로 피드백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목표와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정량적, 정성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해관계 없는 환경 수행된 활동이나 공유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없는 환경입니다.

올림픽가치 올림픽의 핵심 가치는 탁월성, 존중과 우정입니다.

OVEP 교육주제 다섯 가지 OVEP 교육 주제는 노력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추구, 그리고 심신의 조화입니다.

OVEP 강사 신체활동적인 OVEP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사람입니다.

올림픽이념 올림픽 이념은 올림픽 운동에서 일어나는, 올림픽 가치에 바탕을 둔 삶의 
철학입니다.

패널 토론 선택된 조정자(교육자 또는 학생)는 그룹(학생들 또는 전문가들)에 질문을 
제시합니다. 패널의 답변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패널의 특정 멤버에게 
문제를 제시하거나 모든 멤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지정 시간 후(중단 없이)다른 패널 구성원이 대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수(교육) 학생들이 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강력합니다. 동료 교사가 있으면, 발전 중인 학생이 중요한 
방식으로 내용과 동료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화 이 방법론은 21세기 학습 역량(창조성, 협업,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을 중심으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 
즉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학생 학습의 보관소입니다. 실제 문서(바인더, 파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박스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강과 약점이 
있는 영역에서의 학습과, 그 진행 과정에서의 작업들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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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청소년 발달 청소년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포스트게임 분석 플레이북 전반에 걸친 포스트게임 분석은 워크숍 참가자가 높은 수준의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반성적 질문들입니다.

프레지/파워포인트 OVEP 활동에 연결된 아이디어를 컬러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더 좋은 해결책이 늘 존재하므로, 
청소년들은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완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정된 분량의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질문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OVEP과 PBL은 학생들이 하나 또는 여러 교육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맞습니다. PBL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제시할 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과 대답 이 방법은 교육자가 학생의 이해도를 탐색하는 질문을 한 다음,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생들이 강점이나 정확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측과 추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줍니다.

반성 활동이나 수업의 지시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경험을 되짚어 보는 행위입니다.

응답 일기 학생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지속적으로)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가 “OVEP이 학생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OVEP 활동에 참여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 학생들은 올림픽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연구하고 그 인물을 연기해 봅니다. 그런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교육자는 종이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질문을 적습니다. 학생들은 답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종이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유용한 방법인 동시에, 교육자가 그룹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스캐폴딩 교육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더 복잡한 수행에 대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학습자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고대의 전략은 교육자가 
주도하여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변호하도록 
합니다.

스토리텔링 학습자들과 주제 또는 개념에 대해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교육 전략입니다.

부가적 평가 활동이나 기술이 정점에 달했을 때 수행되는 평가로, 학습자가 기술 또는 학습 
목표를 숙달했는지, 또는 이를 위해 추가 지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과업카드 교육자는 OVEP 활동을 설명하거나 지원하는 과업을 카드에 적습니다. 카드는 
그룹에 나누어져 질문을 하거나 이해를 명확히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연결-도전-표현 교육자는 학생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도전하기 전에 문제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킨 후, 마지막으로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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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술 많은 OVEP 활동들은 학생들이 내용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분석, 반성, 통합, 이론화와 같은 사고 기술은 이러한 활동에 
포함됩니다.

가치 기반 교육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삶을 준비하게 하는 접근법입니다.

가상 학습 정보통신기술(ICT)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제안된OVEP 
활동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회의, 팟캐스트, 채팅방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학생들의 기술 활용 능력은 교육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형태의 블로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인터뷰나 독백을 촬영한 다음 웹사이트나 호스팅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역방향 작업 학생들이 결승점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독특한 교수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 이전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OVEP 자료
• “The Fundamentals of Olympic Values Education: A Sports-Based Programme.” 00/Fundamentals Manual.

• “Delivering OVEP PLAYbook: A Practical Guide to Olympic Values Education.” 00/Delivering OVEP.

• “Activity Sheets: Exercises to Support Olympic Values Education.” 00/Activity Sheets.

• The Resource Library.

• Olympic Adventure platfor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03/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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