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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양상 및 개선 방안

유      경      민

   

2009개정 교육과정은 전 교과목에서 인성을 강조해야하며 체육교과 역시 목

표, 내용, 방법, 평가의 전 영역에서 전 방위적으로 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으며 그러한 주된 원인으로 체육교사를 지목하였다. 교사의 질은 교사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체육교사가 인성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

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이다.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비체육교사교육

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대상은 사범대학교로서 전통이 있으며 임용합

격률이 높은 다섯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스포츠 교육학 교사교육자와 체

육교사를 희망하는 3~4학년 예비교사 2명을 추천받아 총 5명의 교사교육자와 

10명의 예비체육교사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개방형설문지와 심층면담으로 수집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교사교육의 구성요소인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

교사의 인식적 측면, 교수-학습적 측면, 교육과정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을 살펴

보면, 먼저 인식적 측면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는 인식과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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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로 나

타났다. 학습화는 이야기, 영상, 사례를 통해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시키고 질문, 글쓰기, 인문소양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되

돌아보게 하여 성찰시키는 것이다. 사회화는 협동학습, 토론을 통해 성찰한 인

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에게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를 실천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

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운동화는 스포츠 인문적 활동,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운동과 함께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되었다. 

교양과목은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공과목은 체육교사전

문성을 교직과목은 교사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인식적 측

면은 인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지식과 인성이 분리된 사고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부족, 사회화 부족, 운동화 부족

으로 나타났다. 학습화 부족은 교육내용에 인성이 포함되지 않아 교육방법으로 

이해시키기와 성찰시키기가 활용되지 않았다. 사회화 부족은 학습자 중심이 아

닌 교수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실천시키기가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교

사교육자가 인성보다는 지식에 중점을 두어 좋은 인성의 본보기보다 잘 가르

치는 교사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운동화 부족은 운동을 통해 스포츠 문화 속

으로 입문시키기보다 더욱 정교한 운동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

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의 문제점은 분리교육과 무늬만 위원회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 가르치며 소수과목에

서만 태도를 가르쳤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정 위원회는 인성의 개념

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셋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식적 

측면은 인성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은 모든 수업에서 학습화와 사회화를 활용하며 특

히 실기수업에서 운동화를 활용한다. 학습화를 위한 방법으로 인성요소 명료

화, 인성개념 설명, 영상, 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적 활동 등이 있다. 사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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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으로 협동학습, 토론, 역할부여, 현직교사와 면담, 학생 지도록 작성, 

좋은 인성의 본보기 등이 있다. 운동화를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 문화로 입문,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책임감 모형, 스포츠교육모형, 하나로 수업모형)적

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은 체육교사론, 현장참관, 배운 이

론을 실천할 수 있는 과목,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한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사교육자에게 인성교육방법

을 제공, 모든 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 교수-학습 동안 적극적인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의 활용 

등이 있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연구는 예

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 교사교육자를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예비체육교사교육, 인성교육

학  번 : 2012-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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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체육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육교사이니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올바로 습득하게 만들도록 해야겠죠. 체육이라는 문화 활동들을 올바른 형태

로 그냥 즐겁게 게임이나 시합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총체적인 문화 활동으로 학생들

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전인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체육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체육교사가 꿈인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체육교사가 될 수 있을까? 라

는 질문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대학진학을 고민할 때 다양

한 책을 읽으며 적성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의 설레임, 자유롭게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며 느꼈던 행복감이 떠올라 체

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생활 동안 중·고등학교 때보다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며 더욱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었고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을 다른 사

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한 많은 고

민 끝에 학생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원 진학 후 처음으로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보고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며 체육이 단순히 흥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으로만 총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Lickona, 1991). 체육교육의 목적도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rnold, 

1997). 따라서 좋은 체육교사는 위의 면담내용과 같이 기능과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 속에 담겨진 문화, 전통, 역사, 철학을 통해 학생을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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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시켜야 한다(유정애, 2007; 최의창, 2003, 2005a, 2005b, 2006; Arnold, 

1997; Carr, 2005, 2006; Feezell, 2004; Hochsteler, 2006).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전 교과목에서 인성을 강조해야하며 체육교과 역

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전 영역에서 전 방위적으로 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부(1998)는 체육교과는 체, 지, 덕의 조화로운 통

합을 도모하여 체육교과가 인성교육을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체육교사는 자신의 주요업무를 운동기능전달에 중점을 두고 지식과 태도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김진희, 2006; 유정애, 2005; 최의창, 2002, 2005; 

Anderson, 2002).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국정부는 교육과정과 정책안에서 인성을 강조하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Revell과 Aarthur(2007)은 영국의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거의 포함되

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우리나라도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인성을 강조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꼽았다(최의창, 2007). 

고등교육법 제 44조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교직윤리를 갖추며,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습득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

켜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체육교사에게 필요

한 체육이론, 교수법 등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닌 교사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인성도 함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귀감으로서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Arthur, 2003). 그동안 체육 전문인 교육에서 기

능과 지식이 강조되며 인간적 성품은 소홀히 다루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최의창, 2007). 

하지만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따로 분리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는 지식과 인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따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이홍우·유한구·장성모, 2004). 하지만 인성교육은 지식과 분

리될 수 없으며 서로 분리되어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도 큰 효과가 없다.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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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에서 지식, 기능, 태도가 따로 분리되어 배우길 기대

하지만 교사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교직과목에서조차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박정준, 2010).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가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대체로 체육교사들은 학

창시절 자신을 가르친 교사들이 활용하였던 수업방식이나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배운 방식대로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손천택·강신

복·Patt Dodds, 2003). 특히 예비체육교사는 실기수업에서 인성함양을 직접 경

험해보아야 한다(Sockett, 2006). 그래야만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를 통해 예비체

육교사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인성은 수업뿐만 아니라 학

교생활에서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기수업은 기능

에만 중점을 두었다(최의창, 2005). 또한 스포츠 생리학이나 운동역학과 같은 

내용학에 편중되어 교직과는 거리가 멀게 수업이 진행되었다(정도상·김신겸, 

1999). 또한 우리나라 체육교사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

여, 학교현장실습의 미흡, 교육과정의 비전문성, 교육과정평가의 부재 및 교사

양성기관의 졸업학점 감소로 나타났다(김대진, 2006).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기존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최의창(2007)은 이론적 연구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

기 위해 인성을 강조한 교육목표, 구체적인 인성적 자질추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 개설, 사례방법이나 탐구중심방법 활용, 실기종목에서 인

문적 활동, 교사교육자의 인성적 본보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과 풍토 및 

분위기를 제안하였다. 

박정준(2010)은 스포츠 교육학 수업에서 인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예비체육교

사들의 교직인성 형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문적 활동은 체육교육이론

과 현식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 자기교육과정 만들기, 반성일지 쓰기, 현장 탐

방과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반성적 사고와 서사적 체험이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

육교사들은 체육교육과정 이론과 문서의 비판적 성찰 과정에서 유기체적 교과

관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인문적 체육과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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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의 조화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규일(2011)은 배구수업에서 내용 교수 지식(PCK)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설

계하고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배구에 관한 앎(知), 배구문화

에 대한 앎(情), 배구를 잘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앎(體)을 습득하였으며 배구

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을 형상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옥선(2010)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4단계를 통해 책임감 모형을 가르쳤다. 

4단계는 책임감 모형의 적용 토대 마련, 책임감 모형의 입문, 책임감 모형의 

경험, 책임감 모형의 적용이었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책임감 모형을 활용

한 실기수업을 통해 교수안목으로서의 모형을 이해, 지원적이고 관계적인 분위

기,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

정의 변화와 탐구중심의 수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체육

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

들의 인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점인지 살펴보아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

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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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인성교육

인성은 마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람됨이다. 마음은 시비를 판단할 수 있

으며 선악을 느낄 수 있고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말한다. 인

성교육은 인간의 지, 정, 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나. 예비교사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교사교육이라고 하며 교사교

육은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비교사교육은 국

가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예비 교원을 교육시

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은 예비교사에게 교과지식과 예비체육교사

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등을 갖출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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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다섯 개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국내 사범대

학 체육교육과에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심층면담에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

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변화를 정확하

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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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 교사교육의 개념 

교사교육은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부터 교사가 된 후 퇴직할 때까지 이

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자질, 성향, 가치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이승진, 2011). 고등교육법 제 44조는 교육대

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교직윤리를 갖추며,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습득하고 교육자

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교사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진동섭(1998)은 “교사교육은 교사들

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을 배워 교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Doyle(1990)은 국가와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며 유지하는 것을 교사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동호(1994)은 교육의 내부적 기능과 외부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을 양성하는 것을 교사교육이라고 하였다. 즉, 교사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첫 번째는 교사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행동을 습득하여 생애의 전 과정 동안 교직사

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와 학교에서 필

요로 하는 교사를 계속 공급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교육을 예비교육과 현직교육으로 구분 할 때 예비교육은 예비 교원을 

교육시키는 것이며, 현직교육은 현직의 교원을 재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때 

교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비교육인지 현직교육인지 달라지게 

되는데 교원을 ‘양성을 위한 대상’으로 본다면 예비교육이 되고 ‘양성을 위

한 목적’으로 보면 현직교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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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교사교육의 구성요소

내적인 구성요소 외적인 구성요소
예비교사 교사교육자 교육과정 교수-학습 환경

강환국 1982 O O O O

진동섭 1998 O O O O O

박상완 2000 O O O

손천택 2002 O O O O

박연희 2010 O O O

[표 1] 교사교육의 구성요소

예비교육은 예비교사에게 학생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과지식과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현석, 2010). 그러기 위해 예비교육에는 교양교육 전공교육, 교

직교육이 있다. 반면, 현직교육은 교직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품성을 높

이는 것이 목적이며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기타 대학원교육, 일선학

교의 장학이 있다(김순희, 2001).

  나. 교사교육의 구성요소

교사교육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사교육의 구성요소

는 크게 내적인 구성요소와 외적인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인 구

성요소는 예비교사, 교사교육자,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며 외적인 구성요소

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체육교사교육의 구성요소 또한 내적인 구성요소(예비체육교사, 

교사교육자, 교육과정, 교수-학습)와 외적인 구성요소(환경)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구성요소인 예비체육교사, 교사교육자, 교육과

정, 교수-학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사교육의 구성요소에 관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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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교양과목 §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교직과목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전공과목
§ 기본이수영역
§ 교과교육영역

[표 2] 교육과정의 세 가지 영역

   1) 교육과정

교사교육은 교사교육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은 교원 

자격 검정력 및 시행규칙 등에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대학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나 체제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

직과목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나뉘고 전공과목은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으로 나뉜다. 

교육과정의 세 가지 영역은 [표 2]와 같다.  

    (1) 교양과목

교양과목은 일반교양 및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한 교육으로 교사가 역할

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적인 기초를 쌓기 위한 것이다(진동섭, 1998). 따라

서 교양과목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문에 대한 기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서울대학교, 1980). 이를 위해 교양과목에 인

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외국어, 생활과학, 예술, 체육, 자유선택,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하여 예비교사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교사로서 폭넓

은 교양과 교직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남억우·한국대학교육협외희, 

1989). 

Conant(1963)은 사범대학의 교양교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종합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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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은 사범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

하기 위한 교양교육은 마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홍우(1980)는 교사교육에 적합한 교양과목이 무엇이 있으며 교사의 기초적인 

소양을 쌓기 위한 교양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야한다고 하였다. 

    (2) 전공과목

전공과목은 교과내용과 교과교육으로 구분된다. 교과내용은 ‘교사가 반드

시 알아야 할 지식’을 알려주고 교과교육은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

해준다(서울대학교, 1985). 교과내용과목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가 왜 가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hulman, 1987). 반면, 교과

교육과목은 예비교사들이 교과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를 예비교사

들에게 전달하는 능력 까지 배우는 과목이다(Shulman, 1987). 즉, 교과에 대

한 교사의 이해수준과 예비교사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교과교육과목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

인 과목으로 인식되었다(박상완, 2000). 하지만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사교육

자진의 부족과 전공과목에 비해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 교

사교육자에 따라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황만익, 

1989). 2014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교육영역의 교수요

목을 살펴보면, 교과교육론은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목표, 중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분석 등 수업의 실제적 부분을 중점으로 교과교육의 전반을 연구

한다.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지도안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를 지도함에 있어 실제적 경험을 쌓는다. 

논리 및 논술은 각 교과별 특성에 맞는 논리적 사고의 법칙과 논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타 교과교육영역은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교

수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다(교육

부, 2014).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전공과목을 살펴보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에서 총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총 50학점 중 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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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학년 이후 입학자

전
공
과
목

교과
내용학

Ÿ 스포츠 교육학
Ÿ 체육원리
Ÿ 체육사
Ÿ 운동학습 및 심리
Ÿ 스포츠 사회학
Ÿ 운동생리학
Ÿ 운동역학
Ÿ 체육측정평가
Ÿ 보건론
Ÿ 한국무용
Ÿ 운동실기 등

◌ 50학점 이상
Ÿ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Ÿ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과
교육학

Ÿ 체육교육론
Ÿ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Ÿ 체육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Ÿ 기타 체육교육 영역

[표 3] 체육교육과 전공과목 이수학점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교과교육과목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이수하

여야 한다. 기본이수과목은 전공과목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으로 

스포츠 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

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이 있고 교과

교육영역에는 체육교육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에 관

한 교육, 기타 체육교육영역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체육교육과 전공

과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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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직과목

교직과목은 교육,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교사를 교사답

게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의 영역이다(김병찬, 2003). 김안중(1997)은 교직과

목을 통해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와 교직을 보는 안목 더 나아가 교사 자신

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목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직수강요강”에서는 교직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고 있다.

“흔히 교직과정은 특정한 교과를 전공한 예비교사들에게 그 교과를 가르치는 과목

으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과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방법이나 기술을 훈련하

는 과정이 아니다. 사실상 이들 과목이 방법이나 기술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도 하

더라도 방법의 숙달이나 기술의 연마는 교직과정의 목적이 아니다. 교직과정의 본

래 목적은 교직자의 자질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현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일, 곧 

교육적 과정에 관련된 규칙을 찾아내게 하는 일인 것이다.” (서울대학교, 1978, 

pp. 5-6).

즉, 교직과목은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육현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김병찬, 2003). 교직과목은 타전공과 체육전공의 차이점이 없으며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나뉜다. 첫째, 교직이론은 교육학개론, 교

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

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교직이론에 관한 과

목이 있으며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교직소양은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이 있으며 6학점 이

상 이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과목이 

있으며 4학점 이상 이수한다. 따라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교직과

목에서 총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실습은 예비교사들이 대

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 대한 이

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홍우,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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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학년 이후 입학자

교
직
과
목

교직
이론

Ÿ 교육학개론
Ÿ 교육철학 및 교육사
Ÿ 교육과정
Ÿ 교육평가
Ÿ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Ÿ 교육심리
Ÿ 교육사회
Ÿ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Ÿ 생활지도 및 상담
Ÿ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22학점 이상
Ÿ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Ÿ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Ÿ 학교현장실습 4학점 이상

교직
소양

Ÿ 특수교육학개론
Ÿ 교직실무
Ÿ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육
실습

Ÿ 학교현장실습
Ÿ 교육봉사활동

[표 4] 교직과목 이수학점

2014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2014)에 명시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교

수요목을 살펴보면, 교육학개론은 교육학 전반의 기초이론과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대해 배운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는 교육의 철학적 기초와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사와 교육철학에 중점을 둔다. 교육평가

는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은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의 활용 

방법에 중점을 둔다. 교육심리는 학습자의 이해와 학습 및 발달 그리고 생

활지도를 배운다. 교육사회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파악한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은 교육제도 및 조직과 학교행정 및 학급경

영을 배운다. 생활지도 및 상담은 학생발달단계에 맞추어 생활지도 및 상담

방법에 역점을 둔다. 교직과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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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체육교사

우수한 예비체육교사의 선발은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이영덕(1980)은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은 이미 인성의 많은 부분이 형

성된 후 이기 때문에 미래의 훌륭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선 좋은 인성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하

지만 현재 예비체육교사의 선발방법은 성적 중심의 선발 방식이며 교사로서

의 자질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김영식, 2003). 또한 김대진

(2006)은 성적중심의 선발 방식으로 인해 체육교사에 대한 사명감이나 꿈이 

없는 고등학생들이 입학하여 교직에 적성과 자질을 갖춘 고등학생들이 입학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천택(2003)은 성적 중심으로 예비체육교

사를 선발하여 교직에 꿈이 없는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직과는 상관없는 대학 

생활을 하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2009)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교 서남표 총장은 2010학년도 선발

정원 중 150명을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과 학생의 심층면접

으로만 선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적보다 학생의 자질을 더 높이 평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직적성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손천택, 2002).

그렇다면 예비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 이응백(1988)은 교

과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이

나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등 정의적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교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지 않다면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교육은 체육에 대한 지식, 가르치는 방법, 

체육교사로서의 가치관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할 

때 좋은 인성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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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교육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현장에 교

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면 대학에서는 교사교육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

른 일반대학과 달리 사범대학 교사교육자들에만 요구되는 자질이 있을 것 

이다. 강환국(1982)은 사범대학의 목적 중 하나는 교과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며 이를 위해 교사교육자는 교과교육학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고 말하였다. 박용헌 등(1980)은 사범대학의 목적 중 하나는 교과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범대학 교사교육자들은 교과교육학을 지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응백(1988)은 사범대학

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교과교육과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

급하였다. 

하지만 황만익(1989)은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과교육이 교과교

육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아닌 부전공한 교사교육자가 교과교육과목을 담

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역시 체육교과교육학을 전

공한 교사교육자는 한 대학에 한 명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손천택, 2002). 

한기언(1988)은 사범대학 교사교육자는 학부 또는 석박사 과정동안 교육학 

관련 학위소자자여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범대생이 아

닌 다른 성질의 대학생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범

대학 교사교육자는 일반대학과는 다른 자질이 요구되며 교사교육자의 능력

과 가치관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능력과 가치관이 변화할 것이다. 

   4) 교수- 학습

교수-학습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박남선, 2004). 먼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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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년도 교수 방법의 두 차원

Oakeshott 1967 교수와 전수

Fenstermacher 1982 방법과 매너

최의창 2014 기법과 심법

[표 5] 교수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Oakeshott(1967)는 교수와 전수의 차원으로 교수방법을 구분했다. 교수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며 전수는 교수가 일

어나는 동안 예비체육교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 예를 들어, 전수

는 교수활동을 하는 교사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전

달되는 방식이다. 그는 직접교수는 교육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며 간접전수는 

교육내용으로서의 판단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하나의 교육내용에 정보와 판

단의 두 측면이 있다. 또한 하나의 교수방법에는 두 측면이 있다.

교과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교과의 판단을 전수하는 것과 함께 진행한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정보전달을 잘 전달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판단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은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이전에 교수와 전수의 

두 가지 교수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Fenstermacher(1982)는 방법과 매너의 차원으로 교수방법을 구분했다. 방법

은 교사가 활용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말하며 기술이나 능숙함이 포함된

다. 매너는 교수활동을 할 때 교사가 보여주는 성품이나 인성을 말한다. 

최의창(2014)은 기법과 심법의 차원으로 교수방법을 구분했다. 기법은 교

사가 지식, 기능, 정보 등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며 심법은 교사의 

감성, 지성, 적성, 영성이 어투, 몸짓, 눈빛, 열정, 시범, 손짓 등에 실려지면

서 학생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최의창은 Oakeshott나 

Fenstermacher가 제안한 교수와 방법이 기법과 일치하며 전수와 매너가 심법

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교수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표 5]와 같다.  



- 17 -

  다. 교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1)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

최미정(2010)은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서 창의,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교육목표는 교사의 창의, 인성 수업역량 증진으로 하였으

며 교육내용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교

사의 정의적 측면 역시 수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교육방법은 액션러닝, 마이크로티칭, Problem-Based Learning, 토의 및 강

의, 모델링, 시연, 성찰 등을 활용하였으며 평가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기록, 지필평가, 퀴즈, 학습결과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김태훈·이태호(2014)는 사범대학 및 학과별 수준의 인증 시스템에서 제시한 

인증 영역 및 요소에 대한 사범대학 재학생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조사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수 전문성과 학생 지도 전문성 영역은 영어교

육과가 체육교육과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교수 전문성 영역에서 

교수학습 자료 경진대회 참가에 대해서 체육교육과가 국어교육과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정보 사회 소통력 영역에서 사회 봉사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체육교육과가 타 과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최소 점수 취득에 대해서는 영어교육과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제 2외국어 최소 점수 취득에 대해서는 모든 학과가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년별 차이는 학생 지도 전문성 영역의 교육실습과목 이수

에 대해 1학년보다 4학년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영어 최소 점수 취득에 

대해서는 4학년보다 2학년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온·김수정(2014)은 교사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예비교사들의 교

직에 관한 신념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의 목표, 순천, 독일의 Leipzing, Bochum의 4년제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5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결과 한국학생들은 이

상적인 교사상과 규범적인 신념이 강한 반면 독일학생들은 교사의 인성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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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최미정 2010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모형 개발

김태훈, 이태호 2014 사범대학 재학생의 예비 교사 인증 영역 및 하위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분석 

김혜온, 김수정 2014 한국과 독일 예비교사들의 교직에 관한 신념 

[표 6] 타 교육과 교육과정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

면과 개인의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타교과 교육과정 중

심의 선행 연구 목록은 [표 6]과 같다. 

   2) 교직과목 중심의 연구

정혜영(2004)은 예비교사가 개인적, 실습학교, 학과차원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에 대한 기대가 상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현장

실습을 통해 ‘교직적성’을 알아보고 싶고 ‘현장경험’을 하고 싶다는 기대가 주

를 이루었고 실습 학교 차원에서는 ‘아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고 

교사로서 ‘아동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인 실습교사와 다양한 교수법을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과 차원에서는 ‘학

교현장실습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지원체제’를 갖추고 ‘예비교사에 

대한 지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찬(2005)은 교육행정 수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교육행정에 

대해 무관심과 무지, 진로에 대한 고민, 자신의 경험과의 연계 등으로 교육행

정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교육행정에 대해 소

화할 분량이 많은 과목, 교육현실을 다루는 과목, 거리감이 느껴지는 과목 등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행정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내용을 체계화하고 예

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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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정혜영 2004
예비교사의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기대와 평가,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김병찬 2005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 ‘교육행정’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김정현, 
강명숙, 왕석순

2009 예비 중등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이 교사로서의 자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재우 2014 학교현장실습 경험이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7] 타 교육과 교직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

김정현·강명숙·왕석순(2009)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예비중등교사의 교사

로서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한 학

교현장실습생 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

다. 첫째, 교직전문능력영역, 교과지도능력영역, 학급관리능력영역, 교사로서의 

인성영역, 교사로서의 태도영역 중 학급관리 능력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현장실습 전 교사에 대한 자질 인식은 전공별 차이가 

없었으나 사범계 학생들이 교직이수자들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은 교직전문능력, 교과지도능력, 학급관리능력, 교사인성, 교사태

도에 대한 인식이 학교현장실습 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재우(2014)는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 경험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첫째, 사회과 예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 경험 후 수업

전문성의 모든 하위 영역들이 향상되었다. 둘째, 지도교사의 태도, 피드백 등

이 예비사회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수업 참관과 실제 수업

의 횟수가 예비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와 사회과 학교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넷

째, 사회과 학교현장실습의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 교육과 교직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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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비체육교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1)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 중심의 연구

류태호(1991)는 세 가지의 지식의 개념으로 내용관련지식, 교육과정관련지식, 

교수법 관련지식으로 체육교육과정 구성을 제안하였다. 사범대 체육교육과의 

내용관련지식의 교과목 비중이 높아 사범대 체육교육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교육관련 과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손천택(2002)은 체육 교사교육프로그램의 현상학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봉

사정신이 투철한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학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체육교육을 전공한 교수의 수

를 확보하고 현장교사들과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야한다. 넷째, 이론 위주의 교

육에서 실천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한다. 

손천택·강신복(2003)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예비교사교육에서 경험한 것을 

현상학적으로 인터뷰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직

에 대한 적성보다는 체육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와 일류대학 입학 가능

성으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하였다. 교사교육자들은 체육내용학에 몰두하

여 체육교육학에는 전념하지 하지 않았다. 체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을 제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대진(2008)은 국내의 체육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나라 체육교사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

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학교현장실습의 미흡, 교육과정의 비전문성, 교육

과정 평가의 부재 및 교사양성기관의 졸업 학점이 감소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체육교과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교사양성대학

의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셋째, 의무 이수 학

기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체육수업이 전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

에서 능력을 배양한다. 다섯째, 일반대학보다 1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여섯째, 학교현장실습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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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류태호 1991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공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제안 -체육과 교육학을 중심으로-

손천택 2002 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손천택, 강신복 2003 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의 현상학적 분석

김대진 2008 중등체육교사양성 교육과정 연구

김영식 2010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과 임용에 대한 고찰

이옥선 2011 미국 체육 교사양성 프로그램 평가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표 8]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

김영식(2010)은 예비체육교사선발과 체육교사교육기관에서의 자격증 취득과 

양성과정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할 때 교직적성 

및 인성과 자질 검증의 비중을 높인 선발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육교사교

육의 교육과정 또한 교과 내용학 중심에서 교과교육학 중심이 전환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무시험검정제도에서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갱신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옥선(2011)은 기준중심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미국의 사

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체육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체제를 개선

하기 위해 체육 교사양성 교육과정, 교사임용 시험, 초임교사로서 현장에서 요

구되는 전문성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 각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학문적 논의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중심

의 선행 연구 목록은 [표 8]과 같다. 

   2) 교직과목 중심의 연구

이경희·이안수(2011)는 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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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혔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여성 24%, 남성 75%로 나타났으며, 실습학교는 중학교 56%, 고등학교 43%

로 나타났다. 둘째,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현장실습내용에서 중학교보

다 고등학교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 지도,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내용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마

지막으로 실습내용의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경험의 만족도는 일차원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학교, 대

학교, 예비체육교사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학교현장실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학교의 지도 교사, 학교 실습지도 교수, 예비체

육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무영(2012)은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역할부재, 의미부재, 

교직동기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역할부재는 교육봉사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조 아래 예비체육교사에게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의

미부재는 교육봉사활동 전, 중, 후에 충분한 교육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것이다. 교직 동기는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임지선(2012)은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육봉사 경험을 기술하고 의미를 분석하

였다. 교육봉사활동 경험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체육교

사들은 낯선 환경에 홀로 던져진 느낌을 받았다. 둘째, 교육현장의 축소판으로

서 체험이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 셋째,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의 의미를 동시

에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지원체제가 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윤현수·손천택(2012)은 예비체육교사가 학교현장실습 중 겪는 어려움 4가지

와 어려움을 극복한 3가지 방법을 알아내었다. 어려움 4가지를 교과내용측면, 

교수방법측면, 예비체육교사이해 측면, 환경측면으로 나누었다. 교과내용측면

의 어려움은 선택할 수 없는 종목, 부족한 이론과 실기능력이었다. 교수방법측

면의 어려움은 철저하지 못한 수업계획, 학습과제의 불충분한 설명, 교수전략 

적용의 한계, 혼란스러운 학습자 관리였다. 예비체육교사이해 측면의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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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이경희, 이안수 2011 중등 예비 체육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 만족도에 대한 분석

김무영 2012 예비체육교사 교육봉사 활동 경험의 이해

임지선 2012 예비체육교사의 교육봉사 활동 경험의 의미

윤현수, 손천택 2012 중등 예비체육교사가 실습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극복과정

김주영 2014 초등 예비교사가 교육 실습 시 겪는 체육 수업에 대한 어려움 요인 분석 

[표 9] 체육교육과 교직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

학습자의 운동기능 차이, 낮은 이해력, 무관심이었다. 환경측면의 어려움은 수

업을 방해하는 날씨, 곤란한 교구활용, 불안정한 교생신분이었다. 어려움을 극

복한 3가지 방법은 첫째, 수업을 반성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둘째, 선배의 

조언, 교장의 관심, 협력교사의 지도, 아이들의 시선, 둉료 교생과의 대화를 통

해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셋째, 인터넷활용, 교과서 활용을 통해 정보를 탐색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김주영(2014)은 초등예비교사들이 교육 실습프로그램에서 체육 교과를 지도

하며 경험한 어려움을 교사요인, 교과 요인, 시설환경 요인, 예비체육교사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요인에는 지도에 자신감이 없어서, 실기 능력이 부족해

서, 경기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체육교육과정을 잘 몰라서 등이었고 교

과요인은 수업 준비 및 정리 과정이 번거로워서, 수업 준비 및 정리로 인한 실

제 학습 시간이 짧아서 타 교과를 우선시 하는 성향 때문에 실습기간 내에 할 

일에 비해 체육 수업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등이었으며 시설환경 요인은 식수

공급이 부족해서, 수업장비가 노후해서, 날씨 때문에, 예비체육교사 탈의 공간

이 없어서 등이었고 예비체육교사 요인으로는 체육시간을 노는 시간으로 생각

해서,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과 교

직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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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공과목 중심의 연구

전공과목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실기에 관한 연구(이규일, 2011; 이옥선, 

2010; 최의창, 2001)와 교과교육학에 대한 연구(류민정, 2013; 박정준, 2010; 조

남용, 2011; 황용주·유정애, 2013)로 구분할 수 있다. 

이규일(2011)은 배구수업에서 내용 교수 지식(PCK)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설

계하고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배구에 관한 앎(지), 배구문화

에 대한 앎(정), 배구를 잘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앎(체)을 습득하였으며 배구

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을 형상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의창(2001)은 대학에서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

사들이 듣는 실기수업에서 인문적 체육을 소개하였다. 인문적 체육은 운동과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 등 인문적 활동을 하며 예

비체육교사들이 지성, 감성, 덕성을 갖춘 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이다. 

이옥선(2010)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Rocky 대학(가명) 초등체육 실기수업

을 수강하는 26명의 예비체육교사들에게 4단계를 통해 책임감 모형을 가르쳤

다. 4단계는 책임감 모형의 적용 토대 마련, 책임감 모형의 입문, 책임감 모형

의 경험, 책임감 모형의 적용이었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책임감 모형을 

통한 실기수업을 통해 교수안목으로서의 모형을 이해, 지원적이고 관계적인 분

위기,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박정준(2010)은 스포츠 교육학 수업에서 인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예비체육교

사들의 교직인성 형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문적 활동은 체육교육이론

과 현식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 자기교육과정 만들기, 반성일지 쓰기, 현장 탐

방과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반성적 사고와 서사적 체험이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

육교사들은 체육교육과정 이론과 문서의 비판적 성찰 과정에서 유기체적 교과

관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인문적 체육과 과학적 

체육과의 조화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남용(2011)은 스포츠 교육학 수업에서 표현활동 수업개선을 위한 설계 및 

실행과정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표현활동 수업을 직접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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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구분 제목

이규일 2011 운
동
실
기

예비체육교사의 내용 교수 지식(체육과 PCK)발달을 위한 배구 수업 설계 
및 실행 연구

최의창 2001 인문적 체육과 하나로 수업 -대학에서의 체육지도를 위한 한 가지 접근-

이옥선 2010 책임감 모형을 적용한 실기수업에 대한 예비 체육교사의 인식

박정준 2010

교
과
교
육
영
역

인문적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교직인성 형성과정 탐색

이규일 2011
예비체육교사의 내용 교수 지식(체육과 PCK)발달을 위한 배구 수업 설계 
및 실행 연구

조남용 2011
예비체육교사의 표현활동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교육학’수업 사례연
구 -‘전통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류민정 2013
예비 체육교사를 위한 전공 교과 논술 수업에 대한 고민과 탐색
-한 대학의 ‘체육교과 논리 및 논술’ 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용주, 
유정애

2013 예비 체육 교사의 팀 티칭 실행 경험 탐색

[표 10] 체육교육과 전공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

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표현활동 수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류민정(2013)은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의 사고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수업 외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여 교수와 예비체육교사 간

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토론

과 논쟁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글로 풀어내는 글쓰기 논술을 수행하고 타인과 

함께 계획하고 구상하여 그룹발표를 하였다. 

황용주·유정애(2013)는 서울특별시 A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3학년 교

육과정의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에서 협력적 교수방법의 일환으로써 팀 

티칭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체육 교사들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효율

적인 역할 분배와 수행을 경험하였다. 체육교육과 전공과목 중심의 선행 연구 

목록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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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전문성

  가. 교사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을 알아보기 전에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예

비체육교사의 인격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

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훈령 제 671조(2005. 02)는 예비체육교사의 인적사

항, 출결사항, 학적사항, 신체 발달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진로지도, 

재량활동, 교과학습발달, 체험활동, 특별활동, 기타 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

로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품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수업 말고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교사가 하는 일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옥예(2006)는 교수-학습, 생활지도, 학급경영, 사무관

리로 나누었다. 김기태·조평호(2003)는 학급에서의 교사의 역할, 학교에서

의 교사의 역할,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로 보았다. 전제상(2001)은 교사의 

자질, 교사의 태도, 교과지도, 생활 및 특별활동 지도, 학급 경영, 연구 및 

연구, 행정사무관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로 설명하였다. 조영남(2000)은 

수업계획, 수업전략, 전문적 능력, 인성적 요인, 대인관계, 학급관리, 사무처

리로 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계발활동, 학급경

영, 연수, 행정업무 등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해보면, 교사의 업무는 개인, 조

직, 사회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차원 업무는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이 있고 조직 차원 업무는 학교경영 참여,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 사

회차원 업무는 자기계발 노력,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한명

희(1997)는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동섭(1993)은 가르칠 교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교원의 윤리의식이라

고 말하였다. 김혜숙(2003)은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를 잘 가르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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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 기술, 학급관리 능력, 교육적 안목,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계발 능

력을 합친 것이라고 하였다. 이종재(2004)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조영남(2000)은 수업계획, 수업전략, 

전문적 능력, 인성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고재천(2001)은 교육학 전문가, 생

활지도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수업기술 전문가, 사명감을 언급하였다. 김

혜숙(2003)은 교과전문성, 학급경영 전문성, 교육자적 인성을 말하였다. 김이

경 등(2004)는 인성, 가치, 신념, 태도를 포함하는 개인차원과 학교조직의 구

성원으로서 업무 수행 실적 및 능력에 해당하는 조직차원과 사회문화적 환

경에 따라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설

명하였다. 이정화(2005)는 학문적 능력, 실천적 능력, 인간적 자질, 교육발전

에의 헌신으로 보았다. 백순근(2005)은 교과교육, 생활지도, 행정업무, 학생

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자기계발로 나타냈었다. 조

동섭(2005)은 지식기반 전문성, 능력기반 전문성, 신념기반 전문성으로 구분

하고 지식기반 전문성에는 일반교육학 지식, 교과내용 지식, 교과수업 지식, 

상황 지식이 있으며 능력기반 전문성에는 수업수행 능력, 학급경영 능력, 학

생상담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신념기반 전문성에는 교직적성 및 인성, 교직

관, 소명의식,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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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지식 기술 태도 및 신념

조영남 2000
전문적 능력
(지식습득)

수업계획 및 
수업전략

(수업기법)

인성적 요인
(자신감, 책임감)

고재천 2001
교육학 전문가, 
교과교육전문가

생활지도 전문가,
수업기술 전문가

사명감, 봉사정신

김혜숙 2003 교과 전문성 학급경영 전문성 교육자적 인성

김이경 외 2004 지식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인성, 가치, 신념, 
태도

이정화 2005 학문적 능력 실천적 능력
인간적 자질

교육발전에의 헌신

백순근 2005 교과교육
생활지도, 
행정업무,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조동섭 2005

지식기반 전문성
(일반교육학 지식,

교과내용 지식, 
교과수업 지식, 

상황 지식)

능력기반 전문성
(수업수행 능력,
학급경영 능력,
학생상담 능력)

신념기반 전문성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표 11]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나. 체육교사 전문성

체육은 운동기능을 통하여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

능과 지식만으로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성적 자질, 운동기능,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최의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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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체육교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영철(1998)은 체육수업은 교

사와 학생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다른 교과보다 학생의 인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운동기능을 잘하는 것뿐

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의창(2011)은 교사

는 학생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먼저 체육교사 자신이 올

바른 인간이 되어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

야 한다고 하였다. 한도희(2000)는 만능스포츠 맨이라고 훌륭한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포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장무현(1997)은 체육교사는 인도자, 보조자, 지도자로서 예비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의 설정, 교육 계획의 수립, 학습 활동의 

지도, 결과의 평가 등이 교사의 책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체육역시 가

르치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 자체가 학생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규범적 활동

이다(Tom, 1984).

Siedentop과 Tannerhill(2000)은 효과적인 체육수업을 하는 교사를 ‘활동적 

체육교사’라고 하며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사람, 학생들이 

과제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드는 사람,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람, 모든 학생들이 서로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체육교사는 운동지식

과 기능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도 함양하여 학생들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체육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관한 지식

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르치는 능력도 필요하다(박은혜, 2002; 손병노, 

1998).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으로 

구분하였다. 기법적 전문성은 교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며 피드백, 시범, 이론설명, 과제제

시, 연습감독, 기능설명 등의 교사교육자활동을 말한다. 심법적 전문성은 교

사가 내용을 가르치는 동안에 교사의 열정, 유머, 대화, 어조, 표정, 용모, 사

랑, 몸짓, 매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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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법적 전문성

기법적 전문성은 지식과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지식을 살펴보면, 

Shulman(1987)은 교과 내용 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교육과정 지식, 내용교

사교육자 지식, 학습자 및 학습자 특성에 관한 지식,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

식, 교육의 목적, 가치 및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으로 보았다. 조

동섭(2005)은 일반 교육학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수 수업 지식, 상황지식

으로 구분하였다. Grossman(1990)은 교과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맥락 지식, 

내용 교수 지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체육교사에게는 일반 교육학 지식, 

교과 내용 지식, 교과 수업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교육

학 지식은 교과 수업의 지식의 밑바탕이 되며 교육의 목적과 가치관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Shulman, 1987). 교과 내용 지식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

는 교과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교과를 왜 

배워야 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교과 내용지

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황은희, 2008). 교과 수업 지식은 교과지식과 교육

학지식을 통합한 개념으로 내용교사교육자지식이 풍부한 교사는 학습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 예시, 설명, 실연, 삽화 등을 잘 활용한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종

교를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를 능숙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닌 스포

츠를 문화로써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스포츠를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것

은 스포츠의 전통과 안목 그리고 정신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를 통해 운동의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철학적 분석력을 통해 그 정

신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검토할 수 있으며 문학과 예술을 통해 운동의 참

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아목을 키울 수 있으며 종교를 통해 형이상학적 차원

을 알게 되고 운동을 통해 자아의 형이상학적 차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기법적 전문성의 기술을 살펴보면, Mawer(1995)은 수업초기에 예방적 관

리 전략을 수립하여 더 많은 학습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명확

한 목표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경희(200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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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법, 과제, 자료 등을 개발하

고 활용하여야 한다(황규호, 2003).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에게 운동능력, 

언어능력, 문장능력, 어학능력, 사고능력, 상상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째, 운동능력은 체육교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 최소한 두 가지 종목은 

상급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할 수 있다면 좋다. 둘째, 자신

이 알고 있는 기능, 지식, 태도를 예비체육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언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학생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능력이 필요하다. 넷

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체육교육과 관련된 좋은 자료를 

읽기 위한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자신

의 수업을 반성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체육적인 것과 체육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자

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여 교사의 기법적 

전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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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기법적 전문성

지식 기능

Shulman 1987

Ÿ 교과 내용 지식
Ÿ 일반 교육학 지식 
Ÿ 교육과정 지식
Ÿ 내용교수 지식 
Ÿ 학습자 특성에 관한 지식
Ÿ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식 
Ÿ 교육의 목적, 가치 및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

Grossman 1990

Ÿ 교과지식
Ÿ 일반 교육학 지식 
Ÿ 맥락 지식
Ÿ 내용 교수 지식

조동섭 2005

Ÿ 일반 교육학 지식
Ÿ 교과 내용 지식 
Ÿ 교수 수업 지식
Ÿ 상황지식

 Mawer 1995

Ÿ 명확한 목표
Ÿ 체계적 수업계획
Ÿ 적절한 피드백
Ÿ 실제학습시간

황규호 2003
학생수준을 고려한 수업 방
법, 과제, 자료 등을 개발

최의창 2010

Ÿ 역사
Ÿ 철학 
Ÿ 문학 
Ÿ 예술 
Ÿ 종교

Ÿ 운동능력
Ÿ 언어능력 
Ÿ 문장능력 
Ÿ 어학능력 
Ÿ 사고능력 
Ÿ 상상능력

[표 12] 교사의 기법적 전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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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법적 전문성

심법적 전문성이란 예비체육교사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 시킬 필요한 교

사의 전문성이다(최의창, 2011). 심법적 전문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Korthagen(2004)은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지식과 기술 보다는 신념과 인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kett(2006)은 인격적 덕목, 인지적 덕목, 배려

적 덕목을 언급했다. Arnold(1997)은 체육교사의 네 가지 역할을 말하며 공

정함, 배려심, 용기, 정직, 사랑 등과 같은 심성적 자질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체육교사의 네 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는 실천전

통으로서 학생들을 스포츠에 입문시켜야 한다. 둘째, 체육교사는 대화를 이

끄는 훌륭한 리더여야 한다. 셋째, 체육교사는 부모처럼 학생들을 보살피는 

보호자여야 한다. 넷째, 체육교사는 스포츠의 가치를 실천해보여주는 본보기

여야 한다.  

Hellison(2003)은 체육교사의 심성적 전문성으로 교사의 됨됨이, 예비체육

교사의 말을 경청하는 배려심,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성, 매순감 

올바른 판단을 이끄는 직관력, 학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유머 감각 등

을 말하였다. 김선희, 김수연(2007)은 체육교사의 인성적 특성을 인, 의, 예, 

지, 신으로 구분하였으며, 싫어하는 체육교사의 인성적 특성을 불인, 불의, 

비예, 무지, 불신으로 구분하였다. 최의창(2010)은 체육교사가 갖춰야 할 덕

목을 인, 의, 예, 지라고 하였다. 인은 온유하고 어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

며 교사의 어진 품성을 말한다. 의는 정직하고 올바르다는 뜻을 의미며 솔

선수범하며 학생에게 멋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는 예의 있

고 공손하다는 뜻을 포함하며 무표정한 얼굴이 아닌 밝은 표정으로 예비체

육교사를 대하는 마음을 뜻한다. 지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

으며 교사가 체육수업시간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즉, 체육교사는 어진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와 함께 예비체육

교사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교사의 심법적 

전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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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심법적 전문성

Hellison 2003
교사의 됨됨이, 배려심, 진정성, 유연성, 직관력, 유머감각,   
즐거운 마음, 자기 성찰력 등

Sockett 2006
인격적 덕목(자신에 대한 지식, 용기, 진지함, 신뢰),
인지적 덕목(신뢰, 정확성, 공정, 객관성),
배려적 덕목(참을성, 민감성, 시민 정신, 자비심, 세심함)

 Arnold 1997 공정함, 배려심, 용기, 정직, 사랑

김선희, 김수연 2007 인, 의, 예, 지, 신 

최의창 2010 인, 의, 예, 지 

[표 13] 교사의 심법적 전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그렇다면 심법적 전문성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 최의창(2010)은 사회

화와 학습화를 통해 심법적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사회화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심법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훌륭하신 선생님, 좋은 친구와 직장동료 등을 통해 

그 사람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회화를 통해 심법적 

자질을 기르기 위해선 좋은 사람들과 지내야한다. 학습화란 자연스럽게 터

득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심법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을 의미한다. 정재걸(2010)은 지식이나 기능과 같은 기법적 전문성과 달리 

심법적 전문성은 간단하고 편리한 교육방법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

적하였다. 그래서 제자와 선생이 함께 숙식을 하며 선생의 전 면모를 보며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하였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였

다. Schneider(2009)은 교사교육에서 심성적 전문성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해

야 한다고 하였다. Murphy(2007)은 오클라호마의 한 대학 체육교육과 예비체

육교사들은 교사윤리강령을 습득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

였다. Hochstetle(2006)은 심성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시, 소설, 그림, 사진, 음악 등을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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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교육

  가. 인성의 개념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성에 대한 개념이 참 포괄

적이어서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성

이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남궁달화(1997)도 인성을 사람의 성품

이라고 하였다. 성품에는 성질과 품격이 있는데 성질은 마음이 바탕이고 품

격은 사람 된 모습이라고 하였다. 즉, 한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이다. 마음이란 시비

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선악을 느낄 수 있고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말한다. 즉, 인성은 마음(지, 정, 의)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람됨이라 할 

수 있다. 영어의 ‘Character’는 우리말로 인격으로 번역되고 있다. ‘Character’

는 karacter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동전에 각인되는 마크라는 의미였지만 나

중에는 더욱 넓게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Personality는 우리말로 인성으로 번역된다. 유전 인자와 관련된 개성이란 용

어와 함께 도덕적 덕을 의미하는 개념을 포괄한다(김태훈, 1999). Allport(1961)

는 ‘Personality’와 ‘Character’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Character’는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Character’는 평가된 ‘Personality’를 뜻하고 

‘Personality’은 비평가 된 ‘Character’를 뜻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인성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맹자(기원전 

372~289)는 인간의 본성은 ‘선’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적 욕망, 

세력, 무반성, 청명한 정신상태가 흐려지는 네 가지 악의 근원에 의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순자(기원전 315~236)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였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이익을 쫓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선천적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 다

투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양보하게 된

다. 따라서 인간의 선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Freud(1856~1939)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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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에고(Ego), 슈퍼에고(Superego), 이드(Id)로 구분하였다. 에고와 슈퍼에고

는 의식적인 것에 속하지만 이드는 무의식적인 것에 속한다. 인간 내면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Frankena(1963)은 ‘성품 없는 원리

는 무력하며 원리 없는 성품은 맹목적이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인

간의 본성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성이 선해도 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성이 악하다면 더욱 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 인성교육 개념

인성교육은 도덕성 회복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Lickona, 1991). 성선설

은 도덕성 회복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는다면 성악설은 도덕성 회복을 인간

의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성악설을 주장한 맹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

비지심, 사양지심은 인간 내부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며 교육은 예비체육교사의 마음을 선한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궁달화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비체육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

도록,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예비

체육교사들이 지(知), 정(情), 의(意)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마음의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심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비체육교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사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인성교육

이라고 볼 때, 인성교육이란 일종의 가치교육(價値敎育)임을 알 수 있다.” (남궁달

화, 1996, pp. 104-105)

즉, 인성교육은 인간의 지, 정, 의, 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명진, 2007).

한국교육학회는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안

하였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듯이 사람은 다양

한 생김새, 가치관, 능력, 흥미, 인성 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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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신을 알고 난 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을 통해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다. 넷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존중, 자기통제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현실

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을 배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이혜영(2000)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과 긴장을 해결하는 자발성의 원리와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원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 인성교육 실천방법

인성교육을 위해선 강의 중심의 수동적 교육방식이 아닌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 교육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Wright, Macdonald & 

Burrow, 2004). 교사교육자는 학생에게 자극을 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성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교사교육자 학습의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Tinning, 

Macdonald, wright & Hickey, 2001).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은 학생들이 자기주

도적인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교육자는 학생들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최의창, 

2008).

Grossman(2005)은 구성주의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들의 특징

은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적용한 후 결과

를 지켜 본 후 더 좋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순환과정을 겪는다. Grossman

은 탐구하는 교사교육자방법으로서 실행연구법, 사례방법, 봉사학습, 문제중

심학습법 등을 말하였다. 이 교사교육자방법들은 토론, 발표, 탐방 등을 포

함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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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행연구법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연구”의 과정이 되어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본

다. 그 원인들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 후 실제에 적용

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 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본다. 현장실습관련 

수업이나 현장체험을 하는 전공 관련 이론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Tinning 

Macdonald, Wright & Hickey, 2001).

둘째, 사례방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사례”나 그와 비슷한 “사

례”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

동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경험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사례방법

은 경영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교사교육자방법이

다. 체육 분야에서도 사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Bolt, 1998; Boyce, 1993; Collier & O’Sullivan, 1997). 

셋째, 봉사학습은 수업의 일부분이나 전체 수업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을 돕거나 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을 배우고 연습하는 현장실습과 달리 전문인으로서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학습한다(Coller & Lawson, 1997). 

넷째, 문제중심학습법은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정보들을 찾아 낸

다. 찾은 다음 문제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이론과 정보들을 선택한 후 문제

를 해결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론과 정보를 검토하고 선택

한 후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교사교육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성찰과 판단

을 해나가는 것이다(Jones & Turner, 2006).

Lickona & Davidson(2005)는 학교의 모든 생활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12가지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덕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즉, 윤리적 스승으로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학생들이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 칭찬해주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 교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재, 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잘 알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교실의 

한 구성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자아를 통제하고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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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정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도

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왜 옳은 것인지 설명해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 민주적

인 분위기는 어떠한 의견도 논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책임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들에 담겨있는 가치들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

를 들어, 국어선생님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도덕적 결정을 분석할 

수 있고 사회선생님은 역사적 인물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학습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활용한다. 

일곱째, 교사는 학생들이 장인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장인

정신이란 자신이 맡은 일은 잘 해내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없

다면 도덕적 인격에 부족함이 있다. 여덜째, 교사는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추

론할 수 있고 배려 깊은 결정을 내리며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사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공정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길러주어야 한다. 위

에서 말한 9가지 방법들은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들이었고 

다음은 교실 안이 아닌 학교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첫째, 긍정적

이고 도덕적 문화를 가진 학교를 만들어 교실에서 배운 가치들을 확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실이 아닌 

밖으로 전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인성함양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셋째,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만의 노

력으로는 부족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창우 등(2007)은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상벌 부여, 딜레마 추론, 모

델링, 반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상벌 부여는 칭찬과 감점 등으로 예비체육교

사들의 인성 함양을 자극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딜레마추론은 도덕

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추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력과 행동

을 함양시키려는 방법이다. 모델링은 솔선수범하는 중요한 타자를 본보기로 

선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반성화는 반성일지

를 쓰거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체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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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철학이 등장하며 체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수업모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수업모

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책임감 모형이다(Hellison & Walsh, 2002). 책임감 모형은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존중, 참여와 노력, 자기주도성, 협동심과 리더십, 사회적

용 등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의 책임감이 성

숙하는 과정을 무책임 단계, 개인적 단계, 참여적 단계, 자율적 단계, 이타적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점점 높은 단계로 학생을 상승시키려 한다. 

둘째, 스포츠교육모형이다(Siedentop, 1994). 스포츠 교육모형은 학생들이 

진정한 ‘스포츠 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스포츠 인이란 운동에 

대한 기능과 지식이 뛰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열정이 넘치며 스포츠문화가 

보호되고 보다 나아지도록 참여하는 사람이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팀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팀을 이

끌기 위해서는 주장, 감독, 선수, 기록원 등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며 학생

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 적극성, 예절, 전통이해, 책임감 등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이다(최의창, 2010). 하나로 수업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제 일을 사랑하고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학교공부와 일상

생활을 하나로,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

다. 하나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배구를 배운다면 배구의 체험을 담고 있는 음악, 미술, 시, 

영화, 책, 경전, 문장 등을 기능 연습과 함께 배움으로써 배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타인과 세계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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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견해이자 연구자

가 지니고 있는 앎에 대한 존재론(Ontology), 인식론(epistemology), 방법론

(methodology)에 기초한 믿음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경준, 이원일, 김영준, 

2011; Guba & Lincoln, 1994; Lincoln & Guba, 1985). Creswell(2010)은 이 같

은 연구 패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구성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객관적인 지식보다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이

고 의미 있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가능한 한 신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2012).

이러한 구성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Creswell(2012)이 제시한 다

섯 가지 질적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 이

론(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 연구(case study)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연구의 연구논리와 기법에 기반을 두었다.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선정하여 각 학

교를 하나의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례 연구 접근이 적합하며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의 논리와 기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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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2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연구 계획 수립, 연구 문제 형성, 연구학교 및 참여자 선정 과정을 포함한

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체육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인성교육에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범

대학 체육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여 연

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의미 있게 이루이지기 위해 타당한 선정

조건을 토대로 다섯 학교의 체육교육과 교사교육자 1명, 예비체육교사 2명 

총 15명을 선정하였다. 

탐색 단계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료 수

집 및 분석을 포함한다. 질적 연구 접근법인 사례 연구를 토대로 질적 연구

의 자료 수집 방법인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얻었다.

구체화 단계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예비체

육교사와 교사교육자의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과 사례기록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한 자료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

증법을 이용하였다. 

정밀화 단계는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및 결론 과정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연구의 절차 및 단계는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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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절차 및 단계 

2. 연구 사례 선정 

본 연구는 사범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례연구

다. 따라서 학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전통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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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한 학년 정원 임용고시 준비생 교수진  교사교육자 선발 시 실기종목

영성대학교 40명 5~10명 17명 2명 10종목

심성대학교 35명 13~18명 8명 2명 4종목

감성대학교 24명 15~20명 7명 1명 5종목

체성대학교 24명 19~24명 9명 2명 5종목

지성대학교 20명 15~20명 5명 1명 5종목

[표 14] 연구학교 선정기준 

범대학교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교육자의 수, 교직을 희망하는 예비체

육교사의 수, 선발 시 반영비율을 선정기준으로 다섯 개의 사범대학을 연구

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학교 선정기준은 [표 14]와 같다. 

  가. 영성대학교

영성대학교의 교수진은 17명으로 다섯 학교 중 가장 많다. 17명의 교수진의 

전공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전공으로 특수체육 1명, 스포츠 심리학 1명, 스포

츠 정보학 1명, 운동역학 2명, 운동생리학 2명, 체육사 1명, 운동학습 및 발달 

1명, 스포츠 경영학 4명, 스포츠 의학 1명, 스포츠 사회학 1명, 스포츠 교육학 

2명이 있다. 이와 같이 영성대학교의 예비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전공의 교사교

육자와 2명의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80%, 실기 20%이며 인성

검사를 하여 가산점을 준다. 실기는 20%를 차지하지만 10종목으로 다섯 학교 

중 가장 많은 실기종목을 본다. 실기종목은 필수운동종목 7종목과 선택운동종

목 1종목이다. 필수운동종목은 7종목(핸드볼 공 던지기, 왕복달리기, 육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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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구, 턱걸이, 체조)으로 각 9점씩 총 63점이다. 선택운동종목은 22종목(육

상, 체조, 수영, 농구, 배구, 럭비, 핸드볼, 축구,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스키, 빙상, 골프, 리듬체조, 유도, 양궁, 씨름, 사격, 무용) 중 1종목을 

선택하며 37점이다. 따라서 영성대학교의 예비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운동종목인 7종목을 모두 할 수 있고 22종목 중 1종목은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간의 연습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즐기며 배운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 

영성대학교의 한 학년의 정원은 40명 정도이며 이 중 5~10명은 체육교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교사가 아닌 다양한 직업

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영성대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한 이

유는 스포츠 교육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체육수업과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책과 논문을 출판하여 인성교육을 잘 실천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심성대학교

심성대학교의 교수진은 운동역학 1명, 스포츠 사회학 1명, 스포츠 교육학 2

명, 스포츠 경영 1명, 스포츠 생리학 1명, 운동학습 및 제어 1명, 레저 레크리

에이션 1명으로 총 8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성대학교의 예비체육교

사들은 2명의 스포츠 교육학 교사교육자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60%, 실기 30%, 학교생

활기록부10%이다. 실기종목은 소프트볼 공 던지기, 높이뛰기, 농구,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다. 따라서 심성대학교의 예비체육교사들은 실기의 비중이 30%로 

성적뿐만 아니라 실기능력도 높아야 한다.  

심성대학교의 한 학년의 정원은 35명 정도이며 이 중 15~20명은 체육교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체육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과반수 정도 되지만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예비체육교사의 임용합격률이 높으며 2명의 스포츠 교육

학 교사교육자가 있어 연구학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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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성대학교

감성대학교의 교수진은 운동역학 전공 1명, 운동생리학 전공 1명, 스포츠 영

양학 1명, 스포츠 심리학 1명, 스포츠 사회학 1명, 스포츠 교육학 1명, 운동생

화학 1명으로 총 7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50%, 학교생활기록부 

20%, 실기 30%이다. 다섯 학교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20%로 가장 비중이 높다. 

또한 실기도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기종목은 20m 왕복달리기, 

높이뛰기, 핸드스프링, 농구, 윗몸일으키기가 있다. 5종목 중 3종목(높이뛰기, 

핸드스프링, 농구)은 임용실기 종목에 해당한다. 

감성대학교의 한 학년의 정원은 24명으로 15~20명 정도로 과반수 이상 체육

교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싶어 하는 예

비체육교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예비체육교사가 

많은 만큼 임용합격률도 높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체육교사가 높으며 임용합격률이 높은 감성대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하게 되

었다. 

  라. 체성대학교

체성대학교의 교수진은 스포츠 사회학 1명, 운동생리학 1명, 스포츠 심리 1

명, 운동역학 1명, 특수체육 1명, 스포츠 교육학 2명, 체육원리 1명, 스포츠 의

학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성대학교는 다섯 학교 중 2번째로 교

수진의 수가 많으며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2명이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표준점수 합과 실기 

점수 400점을 합한 점수로 선발한다. 실기종목은 Z자 달리기, 제 자리 멀리 뛰

기, 반복 옆 뛰기, 공벽치기, 턱걸이가 있다. 

체성대학교의 한 학년의 정원은 24명으로 19~24명이 체육교사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만큼 임용합격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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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성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파악하고자 연구학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마. 지성대학교

지성대학교의 교수진은 스포츠의학 1명, 생체역학 1명, 스포츠심리학 1명, 

스포츠 교육학 1명, 스포츠 사회학 1명으로 다섯 학교 중 가장 교수진의 수가 

적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56%, 학생부 14%, 실기 

25%, 면접 5%이다. 입시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면접문항의 예시를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간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할 때 교사로서의 자질도 고려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

기종목은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 자리 멀리뛰기, 손 짚

고 옆 돌기 연속 2회가 있다. 

지성대학교의 한 학년의 정원은 20명으로 15~20명은 체육교사를 희망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지성대학교 역시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예비체육교사가 많으며 

임용합격률이 높아 연구학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의 수보다 어

떤 연구 참여자인지가 더욱 중요하다(조용환, 2012). 따라서 연구의 타당도

를 높일 수 있는 연구 참여자 수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학교를 선정하여 각각의 학교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각 대학교별로 2명의 예비체육교사를 해당 대학교의 교사교육자에게 추천을 

받았다. 선정된 예비체육교사들은 현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3~4학년 예비체육교사로 체육교사를 희망하였다. 또한 다섯 학교 중 네 학

교의 교사교육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중 한 학교의 교사교육자가 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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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성명 성별 전공 경력

1 최사랑 남 스포츠 교육학 17년

2 이겸손 여 스포츠 교육학 9년

3 박성실 남 스포츠 교육학 4년

4 이용기 남 스포츠 교육학 3년

5 류존중 남 스포츠 교육학 15년

[표 16] 연구 참여자 (교사교육자)

순 성명 성별 학년 장래희망 나이

1 이진실 여 4학년 체육교사 27세

2 윤인내 남 3학년 체육교사 25세

3 노근면 여 3학년 체육교사 23세

4 김책임 남 4학년 체육교사 25세

5 조정직 남 4학년 체육교사 25세

6 김협동 남 4학년 체육교사 25세

7 이정의 여 4학년 체육교사 27세

8 전배려 남 4학년 체육교사 24세

9 이공정 남 4학년 체육교사 27세

10 김친절 여 4학년 체육교사 25세

[표 15] 연구 참여자 (예비체육교사)

총 5명의 교사교육자와 면담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인 특성은 [표 15],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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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분 날짜 학교 자료수집방법

최사랑 교사교육자 2014.10.1 영성대학교 심층면담

이겸손 교사교육자 2014.10.1 영성대학교 심층면담

박성실 교사교육자 2014.9.15 감성대학교 심층면담

이용기 교사교육자 2014.10.30 체성대학교 심층면담

류존중 교사교육자 2014.9.18 심성대학교 심층면담

[표 17] 자료 수집 현황(교사교육자)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심층면담, 설문

조사, 문헌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서면상의 설명을 제

공하여 연구의 목적과 모든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다. 자료 수집을 진행한 날짜, 장소, 대상,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내용은 [표 17], [표 18]과 같다.

성명 신분 날짜 학교 자료수집방법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2013.12.3 영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윤인내 예비체육교사 2013.12.3 영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2013.12.11 심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2013.12.11 심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2013.12.18 감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2013.12.18 감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2013.12.27 체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전배려 예비체육교사 2013.12.27 체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이공정 예비체육교사 2013.12.30 지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2013.12.30 지성대학교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표 18] 자료 수집 현황(예비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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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양상

Ÿ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배운 체육교사의 전문성의 순위
Ÿ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Ÿ 각 과목의 수업방식(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Ÿ 각 과목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진 방법
Ÿ 인성교육을 받은 후 자신의 인성의 변화 
Ÿ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배운 경험 

문제점
Ÿ 각 과목마다 인성함양관점에서 아쉬운 부분과 만족한 부분
Ÿ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경험했던 어려움

개선방안
Ÿ 각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제안
Ÿ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제안 

[표 19]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예비체육교사)

  가. 심층 면담

심층면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생한 경

험담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

을 살펴보았다. 면담 대상은 예비체육교사 10명, 교사교육자 5명이다. 

먼저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약속을 정하였다. 그 후 면담자

의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면담지를 작성하여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자

와 만남을 가졌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자에게 심층면담 중 녹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동의를 받고 면담자가 면담 중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온 면담

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조화된 면담이 아닌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하고

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면담자에게 면담지의 내용대로 면담이 진행되

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자는 

면담자의 말에 경청하였으며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가 나왔을 경우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여 최대한 면담자가 심층면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

구자는 녹음기, 기록노트, 사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하였

다. 이러한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9],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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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양상

Ÿ 인성교육의 필요성
Ÿ 교사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Ÿ 본인의 인성을 함양한 방법
Ÿ 각 과목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한 방법
Ÿ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수업, 잘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

문제점
Ÿ 인성을 가르치기 어려움, 난관
Ÿ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Ÿ 각 과목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Ÿ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제안 
Ÿ 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제안

[표 20]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교사교육자)

범주 내용

양상

Ÿ 배우고 싶은 체육교사 전문성
Ÿ 배운 체육교사 전문성 순위
Ÿ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Ÿ 인성을 배운 교양과목

Ÿ 인성을 배운 전공과목
Ÿ 인성을 배운 교직과목

[표 21] 개방형 설문의 주요 내용 (예비체육교사)

  나. 개방형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지의 장점은 연구 참여자가 설문에 대한 응답에 제한을 받는 것

이 아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민식, 2008). 본 연구는 예비체육

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응답형 설문이 아닌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동의

를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는 내용의 진

실성을 확보하였다. 개방형 설문지의 세부 내용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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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난 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김영천, 1997). 즉,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

야 한다고 하였다(조용환, 2012). 

  가. 문헌 고찰

연구에 앞서 교사교육, 인성교육, 교사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

다. 먼저 교사교육은 교육과정, 교직과목, 전공과목 등을 주제어로, 인성교육은 

인성, 인성교육 등을 주제어로, 교사전문성은 전문성, 교사 전문성, 교사 자질 

등을 주제어로 전자도서관의 검색 시스템(RISS)를 통해 문헌자료를 수집하였

다. 다수의 문헌은 교사교육, 인성교육, 교사전문성 폴더에 저장되었으며 연구 

중에도 추가로 보완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전에 다섯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교육목표, 교육과정,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살펴보았다. 

  나. 사례 기록 분석

사례 기록 분석(Case Record Analysis)은 사건이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며 사례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발생과정을 비계량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신경림·장연집·조영달·김남선, 2003). 따라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여 사례 기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자와의 면담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였

다. 면담의 생생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면담이 끝나면 3시간 이내에 전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사를 할 때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면담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 또한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

은 색깔을 달리하여 세그멘팅 처리를 하였다(조용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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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중주제 대주제
이야기, 사례 이해시키기

직접적 방식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소양 성찰시키기

협동학습, 토론, 체험 경험시키기

안부 묻기, 이름 불러주기 관심 갖기

간접적 방식
대화하기, 편안한 분위기 조성, 동료적 관계 형성 관계 갖기

인성 가르치기 용기 갖기

좋은 인성 몸소 보여주기 본보기 되기

인성교육에 대한 직접교수 없음(이론, 실기위주의 수업) 이해시키기 부족

직접적 방식 
부족

임용문제로 글쓰기 성찰시키기 부족

마이크로티칭 경험부족, 학생과 소통 없는 학교현장실습, 
피드백 없는 교육봉사 

실천시키기 부족

예비체육교사보다 수업에 관심 관심 갖기 부족

간접적 방식 
부족

위계적인 관계 관계 갖기 부족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 용기 갖기 부족

운동 잘하고 지식이 많은 교사교육자 본보기 되기 부족

[표 22] 귀납적 범주 분석의 결과

  다. 귀납적 범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 기록 분석 단계에서 전사한 내용을 소주제, 중주제, 대

주제로 범주를 확대시켜 범주별로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주제

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진 방법과 이루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진 방법은 이야기, 사례, 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소양, 협동

학습, 토론, 체험이며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한 직

접교수 없음, 실기위주, 이론위주, 한 번 하는 마이크로티칭, 학생과 소통 없는 

학교현장실습, 피드백 없는 교육봉사, 수업에 관심, 위계적인 관계, 지식을 전

달하는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주제는 소주제들의 연관되는 부

분을 범주화하여 이해시키기, 성찰시키기, 경험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주제는 중주제를 직접적, 

간접적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귀납적 범주 분석의 결과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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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참여 대상 출처

영성대학교 SE

교사교육자 T

심층면담 I

심성대학교 KY

감성대학교 KR

예비체육교사 S체성대학교 KK

지성대학교 YH

[표 23] 자료의 부호화

  라. 자료의 부호화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추출한 자료를 알기 쉽게 부호화 하

여 출처를 구분하였다. 즉, 출처에 따라서 심층면담은 I, 소속에 따라서 영성

대학교 SE, 심성대학교KY, 감성대학교 KR, 체성대학교 KK, 지성대학교 YH

로 표기하였으며 참여 대상에 따라서 교사는 T, 예비체육교사는 S 로 표기

하여 자료 분석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의 부

호화는 [표 23]과 같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

구 방법은 연구의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평가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용숙·김영천, 2005). 본 연구는 일인 연구자가 

범하기 쉬운 분석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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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위 전공 직업 나이
권숙련 박사 스포츠 교육학 대학 강사 31살
박사명 박사 스포츠 교육학 대학 강사 31살
장모범 박사 스포츠 교육학 초등교사 35살
박동경 박사 스포츠 교육학 초등교사 35살
박우아 박사 스포츠 교육학 대학 강사 35살
김도도 박사 스포츠 교육학 대학 강사 32살
박순수 박사 스포츠 교육학 초등교사 34살 
오성실 석사 스포츠 교육학 중등체육교사 35살
장열정 석사 스포츠 교육학 석사 30살
최소신 석사 스포츠 교육학 중등체육교사 31살
정순수 석사 스포츠 교육학 중등체육교사 35살

[표 24]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가. 구성원 간 검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원 간 검토가 이루어졌다. 첫째, 한 학

교의 예비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에게 인성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물

어보았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의 양상을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 모두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사된 내용을 예비체육교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그

들의 의도와 다르게 전사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나. 동료 간 협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스포츠 교육연구실(SPIL)  실원과 함께 협의를 통하여 

심층 면담지의 구성과 순서, 개방형 설문지의 내용을 상의하고 심층면담과 개

방형 설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였다. 또한 면담한 내용을 분석하고 해

석할 때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정기적

으로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며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동료 간 협의 구성

원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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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삼각검증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전에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과 강의계획

서를 살펴본 후 개방형 설문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지, 문헌고찰을 상호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7. 연구의 윤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심의를 

의뢰하였다. 서류는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출 서류 목록, 연구

계획 요약문, 예비체육교사용 심층 면담 질문지, 교사교육자용 심층 면담 질

문지, 심의용 연구 계획서, 정보지 및 동의서, 연구 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

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결과 정리 양식지,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지도 교사교육자 서약서로 구성되었다. 

2013년 12월 16일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자는 IRB 승인 문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구 참여자에게 윤리적

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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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

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

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

을 가르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양상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본 

절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섯 학교의 사범

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교사교육의 구성

요소인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 교수-학습, 교육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적 측면은 크게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와 ‘인성교육을 강조해야한다’로 구분되었

다. 다음으로, 수업 방식적 측면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달랐으며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수업은 교육내용의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모두 인성이 포함되었고 교육방법으로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을 

활용하였다. 직접적 방식은 교사교육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

는 방식이며 간접적 방식은 교수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교육자의 표정, 몸짓, 

눈빛, 열정 등에 전달되어 예비체육교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최의창, 2014; Fenstermacher, 1982; Oakeshott, 1967).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 

사례, 칭찬, 훈계를 통해 ‘이해시키기’,  질문, 글쓰기, 인문소양을 통해 ‘성찰시

키기’, 협동학습, 토론, 인간관계, 마이크로티칭, 운동을 통해 ‘실천시키기’였다. 

이해시키기는 인성의 개념이나 필요성을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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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측면 두 가지 인식이 양립

교수-학습적 
측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수업

직접적 
방식

이해시키기  이야기, 사례, 영상 

성찰시키기 질문, 글쓰기, 인문소양 

실천시키기 협동학습, 토론, 인간관계, 운동 

간접적 
방식

관심 갖기 이름 불러주기, 안부 묻기 

관계 맺기 만남 만들기, 동료적 관계 형성 

용기 갖기 인성을 가르치는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좋은 인성을 몸소 보여주기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

교육내용에 인성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간접적 방식의 인성교육 부족 

교육과정적 
측면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됨 

[표 25]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 

이라면 성찰시키기는 이해한 인성을 토대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실천시키

기는 성찰한 인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해시키기와 성찰시키기는 학습화, 실

천시키기는 사회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적 방식으로 예비교사에게 

관심 갖기, 친밀한 관계 맺기, 인성을 가르치는 용기 갖기, 좋은 인성의 본보

기 되기였다.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은 교육내용의 인지적, 심동

적, 정의적 영역에 인성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적, 간접적 방식의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은 다섯 학교 모두 비슷하

였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은 [표 25]와 같다. 

  



- 59 -

  가. 인식적 측면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는 재능, 성격, 인식, 인격 등

이 있으며 환경적 특성에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

성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를 면담한 결과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성함양 정도와 실천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

비체육교사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면 인성을 함양하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 인성교육이 이루어져도 인성을 함양하지 않았다. 또한 예비체육교사교

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교사교육자는 수업시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에 변화를 주려고 하였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 인성교육을 실천하여도 궁극적으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

화시키기보다 교사로서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인성교육을 실천과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측면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은 두 가지 인식이 양립하고 있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에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심성도 발달시켜야 하며 예비체육교사교육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이미 성인이 된 예비체육

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기 힘들며 실제 삶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1) 양립하는 두 가지 인식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적 측면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

육을 강조해야 한다.’와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양립하고 

있었다. 먼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예비



- 60 -

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가 있었다. 이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도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들으면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예비체육교사도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학과프로그램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둘째, 교사는 인성적 자질을 바탕으로 지식과 수업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좋은 교사라면 인성을 가르치는 것 보다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

문에 교사의 인성이 중요하고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

래도 사범대나 교직이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있죠. (김책임, 예

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학교교육은 달라질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의 궁극적

인 목표인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해보고 인성교육방법을 배워야 한다(박정준, 2010; 최의창, 2007; 

Campbell, 1997; Hansen, 2001).  또한 고등교육법 제 44조는 교육대학, 사범대

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교직윤리를 

갖추며,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습득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능

력뿐만 아니라 심성도 조화롭게 발달시켜 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한

다(최의창, 2006). 반면,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하는 예비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가 있었다. 이들의 생각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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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미 성인이 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자기 가치관이 다 잡혀져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둘째,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함양되기 보다는 실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

성이 함양된다고 생각하여 인성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양하고 예비체육교

사교육에서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대인관계 기술은 사실 누가 가르쳐 준다기보다 내가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알

게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걸 가르쳐준다고 해서 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셋째, 이론수업은 지식을 배워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과목에서까지 

인성교육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여기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인성적인 것을 많

이 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나. 교수-학습적 측면

본 절에서 이해시키기, 성찰시키기, 실천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로 구분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

육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해시키기는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성찰시키기는 이해한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실천시키기

는 성찰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심 갖기, 관계 맺

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는 교수-학습 동안에 나타난 교사교육자의 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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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수-학습 운영 모습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적

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배호순(1992)은 교사의 수업 행동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내용 제시의 명료

성, 학생과의 래포 형성, 자료 활용의 다양화, 효과적인 진단 및 처방, 학습한 

내용 범위, 학생의 아이디어를 격려하기, 학생에 대한 비판적 언급, 연습 기회

의 부여, 수업 속도 및 간격 조절하기, 오답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 과제 부여 

및 과제 수행 감독하기, 내용의 충분한 반복, 과업 중심의 분위기 조성하기, 

학습행동 관리 및 통제, 열성적 태도, 수업 중 활동의 다양화, 규칙적인 복습 

및 정리, 수업 내용의 구조화, 다양한 질문의 활용, 학생 반응에 대한 반응, 수

업의 양 조절하기, 시간의 효율적 활용, 즉각적인 수업내용 관련 피드백, 공정

한 평정 및 평가, 내용의 계열화,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학습 환경 조

성 및 유지하기, 체계적인 강화를 제시하였다. 

borich(2000)는 교사의 행동에 대한 평가준거를 수업의 명료성, 수업방법의 

다양성, 순수 수업활동의 전념 정도, 학생의 참여 정도, 학생의 학습 성공 비

율, 학생의 생각과 기여도를 이용, 구조화, 질문 유도, 탐구 및 탐색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내용

의 명료성, 수업내용의 반복, 수업방법의 다양성,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의 변화

를 근거로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예비체

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운영 모습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 63 -

   1) 영성대학교

영성대학교는 체육교육과목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체육교육론은 한 

장 글쓰기와 인문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

다. 체육논리 및 논술은 좋은 인성을 실천한 학생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고 명찰을 만들어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은 패 활동을 할 때 모든 예비체육교사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육교사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티칭을 두 번하

여 한번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게 하였다. 하지

만 전공실기와 전공이론에서는 실기와 이론을 중점으로 인성교육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교직이론 역시 이론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져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한 교직실무와 생활지도 및 

상담에서는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직인성을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교육봉사

활동은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교직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학교현장실습

은 지도교사가 끊임없이 교직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인성교육이 잘 이

루어졌다. 영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을 양상은 [표 26]과 같다. 

이해
시키기

성찰
시키기

실천
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육교육론 ○ ◉ △ ○ ○ ○ ○

체육논리 및 논술 △ △ △ ○ ○ △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 ◉ ○ ○ ○ ○

전공실기 △ - △ △ △ ○ ○

전공이론 - - - △ △ - -

교직이론 - - - △ △ - -

교육봉사 x x ◉ x x x x

학교현장실습 ◉ △ ○ ○ ○ - △

[표 26] 영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 매우 잘 실천, ○ 잘 실천, △ 어느 정도 실천, - 거의 실천되지 않음, x 전혀 실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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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육교육론  

1~2학년 때 듣는 수업으로 아직 체육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예비체육교

사들에게 체육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의 모습은 어떠한

가? 란 주제로 강의, 발표, 탐방이 이루어졌다. 인성교육을 위한 직접적 방

식으로 한 장 글쓰기, 인문적 활동을 활용하였다. 

먼저 매주 한 장 글쓰기를 살펴보면, 수업 후 교사교육자가 글쓰기 주제

를 공지하면 예비체육교사들은 주제에 관해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제이다. 특히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란 주제

로 글을 쓸 때 예비체육교사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

였고 나의 체육관은 무엇인가?, 체육교사는 어떤 사람인가?란 주제로 글을 

쓸 땐 체육과 체육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체육교사가 지녀야하는 인성

적 자질에 대해 성찰하였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체육선생님이 쉬워서 하고 싶었는데 꿈에 대한 글을 쓰면서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성장 시켜야겠다.’로 바뀌었어요. (윤인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인문적 활동을 살펴보면, 인문적 활동은 스포츠와 연관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을 통해 인문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인문소양은 자신

을 성찰시키며 더 나아가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는 마음을 조성해준다(김호

연, 2013). 실제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인문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인성적 자질을 많이 배웠어요. 인문적인 소양을 쌓거나 책 많이 읽고 글 쓰고 느

끼고 반성하면서 인성을 함양했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예비체육교사와 대화하기, 인성을 가르치는 용기 갖기, 

좋은 인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예비체육교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

되어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가 되었을 때 좋은 인성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엄태동,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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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논리 및 논술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오고 조원들끼리 토론을 한다. 마지막 수업시간

에는 모의법정을 통해 그동안 배운 글쓰기 방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수업의 교사교육자는 인성교육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을 때 예비체육교

사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수업 안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수업에서 인성이 필요

한 이유를 이해시키거나 자신의 인성을 성찰시킬 수 있는 주제로 글쓰기를 

시키는 직접적 방식은 활용하지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해 간접적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간접적 방식으로 칭찬, 이름 불러주기를 활용하였다. 

먼저 칭찬을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좋은 인성을 보인 예비체육교사를 

칭찬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교육’으로써 

예비체육교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남궁달화, 1996). 이를 위해서 자연

스럽게 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의창, 

2007; Wentzel, 1996). 

다음으로 이름 불러주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의 명찰을 

직접 만들어 와 수업시간에 이름을 불러주며 예비체육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비체육교사들이 발표를 하면 박수

를 한 두명이 친단 말이예요. 아~ 박수를 두 명이 치고 있는데 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겸손,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학교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듣는 수업으로 1~4주차 까지는 강의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5~10주차까지 1차 마이크로티칭, 11~14주차까지 2차 마이크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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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패 학생패 관찰패
1차, 2차 

마이크로티칭
(1패, 2패, 3패)

1패 2패 3패
3패 1패 2패
2패 3패 1패

1차, 2차 
마이크로티칭

(4패, 5패, 6패)

4패 5패 6패
6패 4패 5패
5패 6패 4패

[표 27]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패 구성 및 패 역할

칭, 15주차 수업정리 및 종합비평이 이루어진다. 다섯 학교 중 유일하게 마

이크로티칭을 2번 하였다. 1차 마이크로티칭은 체육수업에서 가르칠 종목을 

정한 후 종목에 맞는 수업모형을 예비체육교사들이 정하여 마이크로티칭을 

하는 것이고 2차 마이크로티칭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하나로 수업모형

으로 마이크로티칭을 하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가 24명이었던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예를 들면, 4

명씩 한패를 이루어 총 6패로 1패, 2패, 3패가 한 팀을 이루고 4패, 5패, 6패

가 한 팀을 이루어 팀 안에서 교사패, 학생패, 관찰패를 한 번씩 한다. 마이

크로티칭을 위한 패 구성 및 패 역학은 [표 27]과 같다. 

두 팀의 교사패가 수업을 하면 학생패는 뚱뚱한 학생, 불량한 학생, 소극

적인 학생 등 역할을 정하여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관찰패는 교사패가 

수업준비를 잘하였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진

과 동영상을 찍는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협동학습, 한 장 글쓰기, 하나로 수업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협동학습을 살펴보면, 예비체육교사들은 4명씩 패를 이루어 수업이 

끝날 때 까지 서로 협동하며 배려, 책임, 협동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 장 글쓰기를 살펴보면 예비체육교사들은 글쓰기 과제를 하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과 동료를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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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로 수업모형을 살펴보면 교사패가 되었을 때는 하나로 수

업모형에서 강조하는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간접교

수활동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장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성을 성찰, 협동학습을 통해 성찰

한 인성을 실천, 하나로 수업모형을 통해 실천하였다. 

팀플레이 하는 것도 아무생각 없이 지나갔을텐데 한 장 글쓰기 할 때만큼은 생각

을 좀 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못 도와준 것 같네, 앞으로 더 도

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인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4) 전공실기

영성대학교의 실기수업은 크게 ‘운동기능만 강조’와 ‘운동기능과 함께 교수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으로 구분되었다. ‘운동기능과 함께 교수법’을 가르쳐

준 수업은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수업전문성, 태도를 모두 가르쳐주었

으며 특히 체육교사가 담당한 실기수업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체

육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

실기수업은 운동기능만 강조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럭비수업이요. 선생님이 교사셔서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업 때 어떻

게 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것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교사의 자질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셨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5) 전공이론

영성대학교의 전공이론 수업은 스포츠 교육학 교사교육자가 담당하기 보

다는 생리학, 역학 등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하며 체육교사로서의 지

식, 수업전문성, 인성적 자질보다는 스포츠전문인으로써의 지식을 강조하였

다. 또한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전공이론 수업에서는 인성교육을 배우기보

다는 지식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현재의 수업방식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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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배울 때는 교사라기보다는 제가 체육을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소양을 쌓는

다는 것이 좋았고 교사로서는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도 

전문가잖아요. 인성적 측면이나 잘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진실, 예비

체육교사, 심층면담)

    (6) 교직이론

교직이론은 대부분 이론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인성교육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한 교직실무와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에서

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교직실무는 매주 다른 체육교사가 와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체육수

업 운영, 학교업무, 행정체계, 학생지도 등 체육교사의 일을 배우며 체육교

사로서 갖춰야 하는 인성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은 현재 상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였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학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등 학생을 지도할 때 필요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

다. 사례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에게 더욱 공감을 일으켜 교사에게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시켰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나머지 교육철학이나 교육심리는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생

활지도는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7) 교육봉사

교육봉사는 총 60시간을 채워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체육교사 스스

로 해야 한다. 영성대학교의 교육봉사 활동 운영 지침은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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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사전교육 수료증
교육봉사활동 월별 보고서

기말보고서
교육봉사활동평가표

[표 28] 영성대학교의 교육봉사 활동 운영 지침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전교육수료증, 

교육봉사활동 월별 보고서, 기말보고서, 교육봉사활동평가표만 제출할 뿐 피

드백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사전교육 역시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

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 학습을 가르치며 어

려움을 겪으며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

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교육적 활동이 아닌 순전히 스스로 깨달은 것

이며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가르침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혼

자서 하는 거니깐 자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8) 학교현장실습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부설중학교로 교육실습을 나갔다. 부설중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영성대학교 출신이었다. 따라서 지도교사와 학교현장실습생

의 관계가 아닌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도교사는 체육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교육실습기간 동안 열심히 지도해주었고 특

히 참관실습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체육교사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보람 등을 

이야기하며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굉장히 강조하였다. 

다른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안하시고 지켜보시는 데 체육선생님께서는 교사의 자

질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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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성대학교

심성대학교역시 체육교육과목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체육교육론과 

체육논리 및 논술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 이야기, 글쓰기를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교육자는 삶

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좋은 인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예

비체육교사들은 인성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공실기와 전

공이론은 실기와 이론만 강조하며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직이론은 

과반수 이상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례와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교육

봉사는 자신의 전공이 아닌 주지교과를 가르치며 의무적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심

성대학교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을 양상은 [표 29]와 같다. 

이해
시키기

성찰
시키기

실천
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육교육론 ○ ◉ △ ○ ○ ○ ○

체육논리 및 논술 △ ◉ △ ○ ○ ○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 ◉ ○ ○ ○ ○

전공실기 x x x △ △ - -

전공이론 △ x △ △ △ - -

교직이론 △ x △ △ △ - -

교육봉사 x x ◉ x x x x

학교현장실습 △ ○ ◉ △ △ △ △

[표 29] 심성대학교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 매우 잘 실천, ○ 잘 실천, △ 어느 정도 실천, - 거의 실천되지 않음, x 전혀 실천되지 않음

    (1) 체육교육론 

체육교사에 대해 깊이 성찰 할 수 있도록 강의와 발표로 수업을 진행하였

다. 인성교육을 위한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 성찰시키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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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여성 인권운동과 북한 인권운동을 한 교

사교육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자주 해주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

들은 더 느끼는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여성인권이나 북한 인권 이런 걸 되게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런 걸 녹여서 이

야기 해주시니까 이무래도 느끼는 게 많죠.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성찰시키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왜 체육이 교과목으로써 

존재하는가? 왜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였는가? 등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비체육교사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비체육교사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만의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체육교사를 준비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예비체육

교사들이 성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너무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역설이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사

가 된다면 더 많은 실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내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부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 동료적 관계, 안부 묻기를 활용하였다.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가 언제나 연구

실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예를 들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아닌 우려먹는 차를 갖다놓아 예비체육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오랫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동료적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와 대화 할 

때 교수와 학생의 위계적인 관계가 아닌 된 선생과 될 선생의 관계를 유지

하며 예비체육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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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부 묻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수업 밖에서 예비체육교

사에게 안부를 물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간접적 방

식은 교사교육자가 인성교육을 위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예비

체육교사들은 교사교육자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교사교육자가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예비체육교사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잖아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2) 체육논리 및 논술 

이 수업의 교사교육자는 논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논술은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제를 주고 깊이 성찰하고 논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성찰시키기를 활용하였다. 교사교육자는 교

육이 무엇인가? 체육이 무엇인가? 체육과 유사한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가? 

등 다양한 주제로 예비체육교사가 성찰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

낼 수 있게 했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 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자인 나는,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종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라. 때로는 자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나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이름 불러주기를 활용하였다. 교사교육자는 말발굽형태

의 강의실에 명패를 만들어 예비체육교사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를 통

해 예비체육교사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사교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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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굽형태로 된 강의실에 꽂을 수 있거든요. 교수가 처음보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죠.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 수업은 초반에 수업모형이나 교수법 같은 강의와 발표로 수업이 진행

되고 마이크로티칭을 한 번씩하고 마치게 된다. 

교수님께서 교생 나가서 인성적인 부분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체육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적인 부분을 다른 교과에 비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

는 게 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정의적 영역에 큰 비중을 주었어요. (김책임, 예비체육

교사, 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학교현장실습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협동을 할 수 있는 뉴 스포츠를 하거나 간접교수활동으로 좋은 인성을 보여

주며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

법 수업의 교사교육자라고 하였다. 이 수업의 교사교육자는 수업시간 인성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으며 마이크로티칭 때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

하면 크게 꾸짖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전공실기

심성대학교의 실기 수업은 대부분 운동기능에만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명이 교수법이었지만 운동기능

에만 중점을 두어 교수법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

공실기 수업이 운동기능에만 초점을 두어 체육교사로서의 지식, 태도를 함

양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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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에서 인성은 아예 배우지 못했어요. 교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실기 능력을 가르

치려는 경향이 많고 저희는 다 체육교육과 학생이고 애들이 다 잘하잖아요. 교수님

께서도 기능적인 측면을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책

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5) 전공이론

심성대학교의 전공이론 수업은 대부분 이론에 중점을 두며 인성교육을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교육자의 인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예비체육교사들이 

질문을 하면 이해할 때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다. 

체육에 대해 아는 것 7점, 가르치는 방법 1점, 인성적 자질은 아예 안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2점이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면 계속 설명해주시는 모습

을 보고 간접적으로 배웠어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6) 교직이론

심성대학교의 교직이론은 교육학개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에 과반수이상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는 이야기와 사례를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육학개론은 교육이 무엇이며 교사는 어떤 마

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 이야기와 함께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3장 글쓰기로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는 이

상적인 교사상이 뚜렷해졌다고 하였다.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에서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3장 글쓰기 

과제를 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의식안하고 모르는 것 있잖아요. 글

을 계속 다듬고 하니깐 글을 다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다듬는 것 같았어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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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은 다양한 학생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사회는 학생을 훈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인정해주고 교육심리는 학

생의 심리를 알 수 있게 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은 심성대학교의 상담사

가 수업을 담당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말해 주어 더욱 공감하며 교직이론 중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가장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교수님이 상담센터에 계신 분이셨는데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면서 상대

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강조되었어요. (김책임, 예비체육

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이론 위주의 교직이론은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성적 자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이론적인 것만 해서 언

급을 아예 안하는 과목도 있어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7)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신의 전공이 아

닌 주지교과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체육교사가 스스로 한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육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며 교육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강한 것 같고 전공과 동떨어진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 때

문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한 예비체육교사는 교육봉사를 하며 학생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의도된 교육적 활동이 아닌 스스로 깨

달은 것이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교육적 효과를 느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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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가 조용히 하랬지”이런 게 아니라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

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8) 학교현장실습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체육교육론과 체육논리 및 논술에서 좋은 체육교

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

을 배우고 실천해보며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야겠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학교현장실

습에서 실천해보며 더욱 자신의 교육철학이 확고해졌다고 하였다. 

좋은 교사라면 간접적으로 교사의 인성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팀

볼 아세요? 뉴 스포츠라서 협동과 배려를 해야 하는 데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

기 위해 팀볼을 종목으로 선정하였어요.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3) 감성대학교

감성대학교는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전공실기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

어졌다. 체육교육론은 수업모형과 교육과정 문서를 위주로 배웠으며 수업 내용 

안에 있는 인성의 개념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체육논리 및 논술은 임용

문제로 글쓰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을 성찰하거나 인성을 함양하지는 못하였다

고 하였다.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이야기나 인성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체육교사의 영상을 보여주며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전공실기는 대체로 기

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한 

실기수업은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동료학습을 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전공이론과 교직이론은 대부분 이론위주의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한 생활지도 및 상담과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책에서는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교육봉사는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으로 문서상 교육봉사활동을 채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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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학교현장실습은 실제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하였

을 때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으로 피드백 받으며 교직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

였다. 감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은 [표 30]과 같다. 

이해
시키기

성찰
시키기

실천
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육교육론 ◉ △ △ ○ ○ ○ ○

체육논리 및 논술 - x △ ○ ○ △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 ○ ○ ○ ○ ○

전공실기 △ x ○ △ △ ○ ○

전공이론 - x - △ △ - -

교직이론 △ x △ △ △ - -

교육봉사 x x △ x x x x

학교현장실습 △ ○ ◉ △ △ △ △

[표 30] 감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 매우 잘 실천, ○ 잘 실천, △ 어느 정도 실천, - 거의 실천되지 않음, x 전혀 실천되지 않음

    (1) 체육교육론 

강의와 발표를 통해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를 배웠다. 인성교육의 직접

적 방식으로 이야기, 협동학습을 활용하였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인내, 배려, 책임 등 

인성적 덕목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종목에서 강조할 수 있는 덕목들을 가르

쳐주었다. 예를 들면, 육상은 기록도전활동이므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많

은 훈련이 필요하며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 이처럼 인성과 관련된 수업내용

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배려, 책임감, 팀웍 이런 거라면 그것이 먼저 어떠한 개념인가를 이해를 시키고 그

런 것들을 지도안에 넣게 하는 거죠. 논술 수업도 마찬가지로 인성과 관련된 요인

들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맞는지 자기가 실제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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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교육자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모형에 소외되는 상황을 부여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같은 것을 배우면서 수님이 상황을 주셨던 것 같아요. 소외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김협동, 예비체육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협동학습을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이론위주의 체육교육론 수

업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조별활동을 포함시켰다. 하

지만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육교사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인성교육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하였다. 

물론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선배들은 

뒤로 빠져 있고 후배들이 그 역할을 다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교사교육자는 수업의 방향을 정할 때 예비체육교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였다. 이는 예비체육교사에 대

한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며 좋은 인성의 본보기가 되었다. 

    (2) 체육논리 및 논술 

임용기출문제를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글로 써오고 예비체육교사들끼리 토

론을 하였다. 후에 교사교육자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논리적으

로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교사교육자는 토론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

이며 존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은 임용문제로 토

론을 하며 인성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인성을 함양하지 못하였다. 또한 

임용을 위한 과목 같기 때문에 교사교육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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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때문에 생간 과목이예요. 임용 때문에 생긴 과목이 현장에서 쓰일 수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예비체육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사를 위한 것이고 

사실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

지 않아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초반에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를 이루어 마이크로티

칭을 하였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 사례, 협동학습을 활용하

였으며 간접적 방식으로 인성을 가르치는 용기 갖기와 좋은 인성의 본보기

를 보여주었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이 수업에서 체육교사의 인성적 자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첫째,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모두 포함하며 심동적 영역을 기르고 인지적 

영역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심동적 영역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기

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학생들을 항상 존중해야 하며 

수업할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셋째, 마이크로티칭 때 장애학생

이나 떠드는 학생을 포함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체육수업을 하게 하

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생실습에서 심동적 영역을 통해 인지

적, 정의적 영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목표를 설정하였고 학생들에게 존

댓말을 하며 학생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상황을 부여해서 장애예비체육교사나 떠드는 예비체육교사를 부여해서 그 상황을 

대처해보라고 하셨어요.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경험이 없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제 체육교

사들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영상을 ‘유투브’나 EBS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서 발췌하여 수업시간에 많이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

육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예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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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평가원에 교수학습 자료센터 들어가면 지도안들도 있고 유투브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란 게 있어요. 모든 교과의 교사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 

중 체육교사들만 발췌해서 수업시간에 많이 보여주죠. 그 분들 수업되게 재밌게 하

시는데 예비체육교사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이 함께 마이크로티칭을 준비하며 협동학습이 

이루어졌다. 

    (4) 전공실기 

감성대학교의 실기수업은 대체로 실기에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한 실

기수업에서는 이야기와 협동학습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가 맡은 실기수업은 수상 스포츠이며 수업시간 한 사람이 늦으면 전원

이 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두 명씩 짝을 지어 동료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

들은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며 간접적으로 인성교육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저는 배려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수상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늦으면 이게 다 같이 늦게 입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예비체육교사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룹별로 해서 두 명씩 묶어주고 서로 보안하고 

가르쳐주며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실기수업을 많이 하려고 

하죠.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5) 전공이론

감성대학교의 전공이론은 대체로 이론에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교사교육자는 전공이론수업에서 지식전달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다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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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수업 안에서 수업내용하고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6) 교직이론 

감성대학교의 교직이론은 과반수 이상 주입식 이론수업으로 진행되어 인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직과목 자체도 이론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어요. 인성적 자질

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과목들이 부족한 거 같고요. 그걸 늘렸으면 좋겠어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사례를 활용한 생활지도 및 상담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업

에서는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이 강조되었다.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은 실제 상담사가 수업을 담당하며 초반에는 상담기

술의 이론적인 것을 배운 후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배웠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

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생활

지도 및 상담에서 인성적 자질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

면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업은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지면서 2013년에 새

로 생긴 과목이다. 이 수업은 학교폭력의 사례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어떻

게 바라보고 예방할 것인지를 배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은 사례를 통

해 스스로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공감하며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

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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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수업은 이번 교육과정에 추가되었는데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과 비슷한데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방할 것인지 배워서 좋은 것 같아

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7) 교육봉사

감성대학교의 교사교육자는 교육봉사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다양한 학

생들을 만나며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많이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하였다. 

교육봉사는 이론적인 개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쳐봄으로써 

직접 느껴보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박

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하지만 교육봉사활동 동안 전혀 피드백을 주지 않아 의무적으로 하는 예

비체육교사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문서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예

비체육교사도 있었다. 이는 교육봉사활동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문서상으로 결제해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문서상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한 거는 3

시간 밖에 안되요. 교육봉사가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무조건 30시간을 채우는데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8) 학교현장실습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들은 실제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예비체육교사들의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인내를 많이 

함양하였으며 예비체육교사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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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으며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처럼 학생들의 반응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  

 

애들 말 잘 듣겠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말 진짜 안 듣잖아요. 학교현장실습에서 인

성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예비체육교사들과 만나면서 제가 하는 말투나 예비체육교사들의 표정에 나오잖아

요.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실수를 했구나’이런 걸 통

해서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되었죠.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은 기대한 만큼의 체육교사전문성을 함양하지 못하

였다고 하였다. 그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실습생을 받아들

이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지도교사의 지도안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둘째, 짧

은 교육실습기간과 많은 업무로 학생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학교현장실습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솔직히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예비체육

교사들과 부딪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4주 밖에 없다

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4) 체성대학교

체성대학교는 전공실기와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체육

교육론은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며 수업 내용 안에 

있는 인성개념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은 이를 지

식교육으로 받아들이며 인성적 자질은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체육논리 

및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성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체육교육론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문서에 나와 있는 

태도영역을 실천하며 체육교사전문성을 함양하였다. 전공실기는 대체로 운동기

능과 함께 교수법을 배웠으며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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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수업은 4년 동안 배울 이론적 지식을 녹여 예비체육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전공이론과 교직이론은 대체로 이론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져 인성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직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학교현

장실습은 예비체육교사가 학교현장실습을 가기 전 교사교육자에게 지도안을 

검사받게 하였으며 교사교육자가 직접 학교현장실습에 방문하여 지도교사에게 

좀 더 나은 학교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다. 체성대학교 체육교육

과의 인성교육 양상은 [표 31]과 같다. 

이해
시키기

성찰
시키기

실천
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육교육론 ◉ - △ ○ ○ ○ ○

체육논리 및 논술 - ○ △ ○ ○ △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 ○ ○ ○ ○ ○

전공실기 ◉ ○ ○ ○ ○ ○ ○

전공이론 - - - △ △ - -

교직이론 △ x △ △ △ - -

교육봉사 x ○ ◉ ○ x x x

학교현장실습 ○ △ ○ ◉ ○ △ △

[표 31] 체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 매우 잘 실천, ○ 잘 실천, △ 어느 정도 실천, - 거의 실천되지 않음, x 전혀 실천되지 않음

    (1) 체육교육론

체육교육론 수업은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전 단계로 수업지도안을 작

성할 때 필요한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수업은 

이론을 강조하며 수업 내용 안에 있는 인성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문서 안에 있는 인성덕목을 설명하거나 수업모형 중 책

임감수업모형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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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론에서 교육과정을 배우고 체육교재 및 연구법에서 그 교육과정을 적용시

켜서 해요.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관심 갖기, 관계 맺기를 활용하였다. 교사교육자는 수업 

외적으로 예비체육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예비체육교사에게 고민이 있으면 항상 연구실로 오라고 

하거나 실제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연구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부러 애들을 매일 매일 불러요. 대부분 교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잔소리부

터 해요. 3학년 때 “넌 왜 공부를 안 해?”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

죠.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교육자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늘 오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끊임없이 고민 있으면 오

라고 하시니깐 스스럼없이 가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2) 체육논리 및 논술 

이 수업은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으로 강의와 토론으

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토론을 활용하였으며 

간접적 방식으로 관심 갖기, 관계 맺기를 활용하였다. 예비체육교사들은 토

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또 수

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

어요.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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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육론에서 배운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를 토대로 수업지도안을 작

성하고 조를 이루어 마이크로티칭을 하였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 협동학습을 활용하였다.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수업 내용을 토대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첫째,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심동적, 인지적, 정

의적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포함되지 않으며 크게 훈계를 하였다. 

둘째, 수준별 수업을 통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영역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가르

쳐주었다. 

다음으로, 협동학습은 예비체육교사들이 마이크로티칭을 함께 준비하며 

이루어졌다. 

수준별 수업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막연히 제가 체육을 배웠을 때도 그

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 “수업방법 면으로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겠구나.”라

는 생각을 했어요.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간접적 방식으로 가르치는 용기, 좋은 인성의 본보기를 활용하였다. 교사

교육자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치며 예비체육교사의 잘못한 점과 잘한 점

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었다. 이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였고 좋은 교사의 본보기가 되었다. 

현직에 나가서 수업지도안을 짜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

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게 수업지도안을 많이 짜고 교수님께서 학

생들 개개인을 되게 잘 챙겨주세요.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었어요. (전배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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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공실기

체성대학교의 실기수업은 대부분 실기능력과 함께 교수법을 가르쳐 주었

으며 특히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한 실기수업은 수업모

형, 교수법, 체육교사로서의 자질 등 4년 동안 배우는 이론을 축구수업에 녹

여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경험시켜주었다.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교육자가 담당한 축구수업에서 이루어진 인

성교육만 살펴보면,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예비체육교사에게 스포츠맨십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운동기능과 교수법을 가르치면서도 스포츠맨십에 대해 

성찰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말투, 행동 등 간접적으로 좋은 체육교사의 본보

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축구수업을 통해 인성을 함

양하고 가르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축구실기 수업에서 직접지도교수를 한번 보여주고 4낸 내내 배워야 하는 지도의 

관점들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느껴보고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실기수업을 들

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5) 전공이론

체성대학교의 전공이론은 대부분 이론에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은 잘 이루

어지지 않는다.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현재의 수업방식에 만족하며 전공이

론수업에서 인성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공부해서 학문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자질이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배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6) 교직이론 

체성대학교의 교직이론은 대다수 진도 나가기에도 빠듯하여 인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한 교직실무와 생활지도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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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업에서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직실무는 현직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며 학교현장에서 문제시 되는 복수 

담임제나 교실제 등과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이때 교사교육자는 자신

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울먹거리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울먹거리

셨는데 그때 느낀 게 많았어요.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생활지도 및 상담 또한 현직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며 수업 내용에 맞는 자

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시고 다른 교사분도 초빙해 와서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와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더욱 

공감하며 교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약간 차단된 느낌을 주면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장난을 치지 않는다. (전배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7) 교육봉사 

체성대학교의 예비체육교사는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원인으로 교육봉사활동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꼽았다. 기관에서 학생들과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을 갈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학생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교육봉사를 돈 받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

는 학교 측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영화도 봤고 애들이랑 경주월드도 갔거든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냥 가르치다보면 못 느끼는데 애들이랑 

생활하면 느끼는 게 많죠.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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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학교현장실습 

체성대학교의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좋은 학교현장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력을 하였다. 첫째, 학교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지도

안을 교사교육자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현장실습 나가서 자기 맘 데로 지도안 짜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학교현장실습 

전에 와서 검토를 받고 가요.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둘째, 학교현장실습학교를 찾아가 현직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좀 더 좋은 

학교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는 교사교육

자와 지도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함

양하였다. 

가끔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선생님 학교현장실습 때 뭐 배우셨

어요?”그러면 “쓸데없는 거 배웠다.”그러면 “아이들도 그런 걸 배울 까봐 겁난다. 

선생님은 안 그러실 거죠?”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5) 지성대학교

지성대학교는 전공실기와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체육

교육론은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를 자세하게 배우며 수업 내용 안에 있는 

인성개념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체육논리 및 논술은 임용문제로 글쓰는 

방법을 배우며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체육교직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전공실기는 학생

을 보조하는 방법 등 운동기능과 함께 교수법을 배우며 체육교사전문성을 습

득하였다. 전공이론은 주입식 강의수업으로 인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교직이론은 교사교육자마다 인성교육의 정도가 달랐으며 이론위주의 강의

식수업방식에서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례를 활용한 특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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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과 생활지도 및 상담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교육봉사는 예비

체육교사가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며 교직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학

교현장실습은 지도교사가 여가대학교 출신으로 매번 점심을 사주며 체육교사

로서의 지식과 수업전문성보단 인성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인

성적 자질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지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은 [표 32]와 같다. 

이해
시키기

성찰
시키기

실천
시키기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육교육론 ◉ - △ ○ ○ △ △

체육논리 및 논술 - - △ ○ ○ -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 ○ ○ ○ ○ ○

전공실기 ○ - △ ○ ○ △ △

전공이론 △ - - △ △ - -

교직이론 △ - △ △ △ - -

교육봉사 x ○ ◉ ○ x x x

학교현장실습 ◉ △ ○ ○ ○ △ △

[표 32] 지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인성교육 양상

◉ 매우 잘 실천, ○ 잘 실천, △ 어느 정도 실천, - 거의 실천되지 않음, x 전혀 실천되지 않음

    (1) 체육교육론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교육론수업에서 이론적인 것만 다루어도 벅찬 수업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교사교육자는 수업 내용 안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책임감모형을 통해 자신의 인성이 어느 정도 인

지 생각해보며 타인에게 배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교육과정문서에 

있는 인성덕목을 통해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냥 저를 점검해 본적은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모형의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단계인지 돌아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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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논리 및 논술 

예비체육교사들이 임용문제를 2~3개 정도 만들어 오면 수업시간에 교사교

육자가 모범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논리적으로 글

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직접적 방식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현재의 체육논리 및 논술수

업방식을 만족하며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이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논리 및 논술이 서술에 대

한 강의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인성적 자질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공정,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초반에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배우고 조를 이루어 마이크로티

칭을 하였다.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야기, 협동학습을 활용하였으며 

간접적 방식으로 관심 갖기, 관계 맺기를 활용하였다.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주는 스포츠교육

모형을 통해 소외되는 예비체육교사가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마이크

로티칭을 준비할 때 팀원끼리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직 수업경험

이 없는 예비체육교사에게 벅찬 마이크로티칭을 서로 협력하며 협동, 책임

을 기를 수 있었고 스포츠 교육모형을 배우며 모든 예비체육교사들이 참여

하는 즐거운 체육수업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스포츠 교육론인가 거기서 보면 다 역할이 있잖아요. 애는 심판, 애는 응원하는 사

람, 보통 우리가 하는 체육은 잘하는 애들만 하는 체육이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교사교육자는 마이크로티칭 전 예비체육교사들의 지도안을 피드백해주고 

마이크로티칭이 끝난 후 교실로 이동하여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말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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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교육자의 열정을 느껴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4) 전공실기

지성대학교의 대부분 실기수업은 운동능력과 함께 교수법을 가르쳐주었

다.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들의 운동능력에 따라 잘하는 팀, 못하는 팀

으로 나누고 수준을 고려하여 각 예비체육교사에게 맞는 지도를 해주었다. 

또한 수업 중간 중간 학생을 보조하는 방법 등 교수법을 가르쳐주었다. 이

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운동기능뿐 아니라 수준별 학습과 교수법을 배우

며 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수업을 할 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가르

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5) 전공이론

지성대학교의 전공이론은 대체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주입식으

로 진행되어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의 심리를 다

루는 운동학습 및 심리에서는 수업내용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운동학습 및 심리에서 배운 리더십을 일상생활에서 

발휘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운동학습 및 심리라고 했는데 리더십이라든지 그 부분이 저한테도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예비체육교사들 심리 상태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김친절, 예비

체육교사, 심층면담) 

    (6) 교직이론

지성대학교의 교직이론은 수업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다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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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자에 따라 인성교육 정도가 달랐으며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들은 특

수교육학개론, 교육학 개론, 교육심리,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에서 인성교육

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특수교육학개론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며 통합적 수업을 지향한다. 이 수업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는 몸이 

불편한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생

각이 없었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도 불편한 친구들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신청하면 

우선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 좋지’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변했던 것 같아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생활지도 및 상담은 실제 상담사가 수업을 담당하며 자신이 상담을 하며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공유하며 이론을 설명해주었고 예비체육교사를 대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례를 통

해 예비체육교사는 교사에게 인성적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인이 했던 것 중에 잘못 한 것도 예를 들어 어떤 예비체육교사가 상담하러 왔는

데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깐 이렇게 했으면 안되고 이렇게 했

어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죠. (김친절, 예비체

육교사, 심층면담) 

    (7)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인성적 자질을 함양한 예비체육교사는 학생과 소통

을 하며 교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

이 예비체육교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 예비체육교사는 선생님답게 행동하

려고 하였고 가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화를 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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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대학생이지만 선생님이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행도 조심하게 

되고 교육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애들 반응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심했어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8) 학교현장실습 

지성대학교의 지역의 체육교사는 대부분 지성대학교 출신으로 학교현장실

습을 나가면 선배를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지도교사들은 매일 점심을 사주

며 지식과 수업전문성 보단 체육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서 밥 사주시면서 교사는 이래야 한다는 등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체육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

어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인 1조로 하

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지적하여 반성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

할 방법을 별로 배우지 못해 이야기 위주로 하였다고 하였다. 

인지적인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2인 1조로해서 한명도 

소외되는 학생 없이 무조건 다 배드민턴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동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섯 학교의 교수-학습적 측면의 인성교육 양상을 

나타내면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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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목 직접적 방식 간접적 방식 비고

영성
대학교

체육교육론 글쓰기 과제, 인문소양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성찰
▸실천

체육논리 및 논술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 이름 불러주기, 칭찬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글쓰기 과제, 하나로 수업모형, 

협동학습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전공실기 체육 교직인성에 대한 이야기
관심, 관계전공이론 x

교직이론 이야기, 사례 
교육봉사 실천 x

학교현장실습 교직인성에 대한 이야기, 실천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심성
대학교

체육교육론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 성찰, 

질문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성찰
▸본보기

체육논리 및 논술 성찰, 토론, 글쓰기 이름 불러주기,  본보기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야기, 실천, 협동학습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전공실기
x 관심, 관계전공이론

교직이론 이야기, 사례
교육봉사 실천 x

학교현장실습 실천 관심, 관계

감성
대학교

체육교육론 이야기, 협동학습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이야기
▸협동학습

체육논리 및 논술 토론 관심, 관계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인성교육을 하는 체육교사의 

영상, 이야기, 협동학습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전공실기 스포츠맨십 이야기, 동료학습
전공이론 x 관심, 관계
교직이론 이야기, 사례
교육봉사 x x

학교현장실습 실천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체성
대학교

체육교육론 이야기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체육논리 및 논술 토론 관심, 관계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야기, 협동학습, 실천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전공실기 체육전문성을 포함한 실기수업 좋은 체육교사의 본보기
전공이론 x 관심, 관계
교직이론 이야기, 사례 관심, 관계
교육봉사 실천, 재정적 지원 x

학교현장실습 교사교육자에게 지도안 피드백 교사교육자가 직접 방문

지성
대학교

체육교육론 이야기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이야기
▸실천

체육논리 및 논술 x 관심, 관계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야기, 협동학습, 실천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전공실기 이야기 관심, 관계
전공이론 이야기 관심, 관계
교직이론 이야기, 사례
교육봉사 실천 x

학교현장실습 교직인성에 대한 이야기, 실천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표 33] 교수-학습적 측면의 인성교육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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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과정적 측면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양과목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다섯 학교 

모두 2014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따르고 있었다.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는 전공과목에서 50학점 이상, 교직과목에서 22학

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은 기본이수영역과 교과교육영역으로 다시 구분된다. 기본이수영역

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

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 여가 레크리에이션이 있으며 1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교육영역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있으며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전

공과목 50학점 이상 중 14학점은 기본이수영역에서 6학점 이상은 교과교육영

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다시 구분된다. 교직이론은 

총 9과목 중 6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9과목에는 교육학개론, 교육심

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이 있다. 둘째, 교직소양은 기존에 있었

던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과 교직실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과목이 추

가되어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 4학점 이상과 교직적성인성검사 2

회를 적격판정 받아야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음 절에서 학교별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

으며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성대학교

영성대학교 2014학번의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상이며 교양과목에서 36학

점이상, 전공과목에서 60학점이상, 교직과목에서 22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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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학문의 기초와 4개의 영역 그리고 선택교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문의 기초는 글쓰기와 외국어과목 있으며 10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개 영역은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과 기

술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14학점은 선택교양에서 이수하면 

된다. 특히 글쓰기와 외국어 과목의 경우 나머지 네 개의 학교에도 공통적으로 

있었지만 영성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이수학점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운동실기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이수 영역은 1학년 때 2과목(체육교육론, 체육사철

학), 2학년 때 5과목(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학습 및 심리, 운동역학, 스포츠

사회학), 3학년 때 3과목(여가레크리에이션, 체육측정평가, 운동생리학), 4학년 

때 1과목(특수체육)을 수강해야 한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은 1학년 때 2과목(체

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4학년 때 1과목(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

해야 한다. 셋째, 운동 실기는 육상, 수영, 기계체조가 2과목씩 포함되어있으며 

나머지는 1과목씩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섯 학교 중 가장 실기종목이 다

양하였다. 영성대학교에만 있었던 실기종목으로 요트, 국궁, 양궁, 럭비, 택견, 

하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영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들이 1학년 때 체육교육론

과 체육논리 및 논술을 수강하게 하여 체육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2~3학년 때 대부분의 기본이수영역과 다양한 운동실기 

수업을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4학년 때 체

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에서 12학점, 교직소양에서 6학점, 교육실습

에서 4학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영성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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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영역 학점 1학기 2학기 영역 과목

학문의 
기초 10학점

1
학
년

한국무용입문
현대무용입문
야외활동
육상1 
농구 
건강 체조 
체육교육론

건강운동과학개론
기계체조1
수 영 1
체육사, 철학
육 상 2 (필드)
축 구
한국무용
기능해부학
발 레
요 가
체육논리 및 논술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
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

문학과 
예술 3학점

역사와 
철학 3학점

2
학
년

기계체조2
빙 상
건강교육
무용장단
탁 구
스포츠경영학
전통무예
평생스포츠
스포츠 교육학
운동역학

수 영 2
배 구 
운동학습 및 심리
교육무용
야 구
태권도
무용사
테니스
체력육성
요 트
국 궁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마케팅

교
직
소
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사회와 
이념 3학점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3학점

3
학
년

핸드볼
양궁
럭비
유도
스포츠정책
스키
택견
운동발달
건강운동실험
한국체육사
수상안전   및 구급법
운동생리학
평생스포츠

여가레크리에이션
특별활동
체육측정평가
현대무용
수영 3
운동생화학 및 영양학
하키
무용 창작론
배드민턴
윈드서핑
댄스스포츠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일반
교양 2학점

선택
교양

12학점 
이상

4
학
년

특수체육
체육학연구법
트레이닝방법론
무용예술론
볼링
보드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특별활동
운동검사 및 처방
골프
스포츠의학입문
스쿠버다이빙
운동동작 분석의 기초

교
직
적
성
인
성
검
사

(적격판정) 2회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학점 총계 130학점 이상

[표 34] 영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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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성대학교

심성대학교 2014학번의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며 교양과목에서 30

학점이상, 전공과목에서 50학점이상, 교직과목에서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사고와 표현과 Academic English를 각각 4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7개의 영역(세계의 문화, 역사의 탐구, 문학

과 예술, 윤리와 사상, 사회의 이해, 과학의 기술, 정략적 사고)에서 각각 3학

점 이상, 전공 관련교양에서 6학점 이상, 선택 교양과목에서 4학점이상을 이수

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심성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전

공 관련교양에서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운동실기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이수영역은 1학년 때 3과목(체육교육론, 스포츠 심리

학, 체육사), 2학년 때 3과목(무용교육론,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3

학년 때 4과목(체육측정 및 평가, 스포츠생리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운동역학), 

4학년 때 1과목(특수체육)을 수강해야 한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은 1학년 때 체

육교육론, 3학년 때 체육논리 및 논술, 4학년 때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

강해야 한다. 셋째, 운동 실기는 다섯 학교 중 교수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가

장 많다. 예를 들면, 체조교수법, 수영교수법, 육상교수법, 농구교수법, 축구교

수법, 배구교수법, 태권도교수법, 무용교수법, 테니스교수법, 야외활동 교수법, 

배드민턴 교수법 등이 있다. 이처럼 예비체육교사들은 운동실기수업에서 실기

뿐만 아니라 교수법도 배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심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운동 실기수업에서 

교수법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1~3학년 동안 3과목씩 기본이수영역을 

골고루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학년 때 체육교육론을 통해 체육교육

에 대해 입문하고 3학년 때 체육논리 및 논술을 배우며 그동안 배운 지식과 

함께 체육교육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에서 12학점, 교직소양에서 6학점, 교육실습

에서 4학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심성대학교체육

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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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영역 학점 1학기 2학기 영역 과목

사고와 
표현 4학점

1
학
년

사회체육론
리듬운동
레크리에이션실습
육상교수법 1
농구교수법
보건교육론
체육교육개론

스포츠심리학
체조교수법1
수영교수법1
체육사
육상교수법 2
축구교수법
무용창작론
기능해부학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

Academic 
English 4학점

세계의 
문화 3학점

2
학
년

체조교수법2
빙상
운동과 성장발달
무용교육론
탁구
스포츠심리기술훈련
스포츠 철학
스포츠영양학

수영교수법2
배구교수법
운동학습 및 심리
코칭론
뉴스포츠
태권도교수법
무용교수법
테니스교수법
야외활동 교수법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경영학

교
직
소
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역사의 
탐구 3학점

문학과 
예술 3학점

윤리와 
사상 3학점

3
학
년

핸드볼
소프트볼
럭비
유도
체육측정 및 평가
스키
정서와 운동수행
유소년체육지도론
스포츠정보처리
임해훈련
스포츠생리학
인명구조 및 구급법

여가레크리에이션 교육론
체육진로교육 및 상담
체육통계학
해양스포츠
운동역학
댄스스포츠
배드민턴교수법
항공스포츠
체육교육연구법
체육논리 및 논술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사회의 
이해 3학점

과학의 
기술 3학점

정략적 
사고 3학점

전공 관련
교양 6학점

4
학
년

특수체육
스포츠마케팅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의학입문
볼링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운동처방
골프
스포츠의학입문

교
직
적
성
인
성
검
사

(적격판정) 2회
선택교양 4학점

3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학점 총계 140학점 이상

[표 35] 심성대학교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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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성대학교

감성대학교 2014학번의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며 교양과목에서 36

학점이상, 전공과목에서 60학점 이상, 교직과목에서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대학영어와 글쓰기를 6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해

야 한다. 또한 6개의 영역 중 3개 영역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6개의 영

역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융합, 문화예술, 제 2외국어가 있다. 나머

지 학점은 자유이수로 언어교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및 체육, 

융복합 영역에서 이수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감성대학교는 예비체육교사들이 교

양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운동실기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이수영역은 1학년 때 1과목(체육사철학), 2학년 때 4

과목(스포츠사회학, 체육교육론, 건강교육론, 체육측정 및 평가), 3학년 때 6과

목(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학습 및 심리, 여가 레크리에이션, 무용교육, 특

수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2~3학년 때 기본이수영

역을 거의 수강하게 된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은 2학년 때 체육교육론, 체육논

리 및 논술, 3학년 때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해야 한다. 셋째, 운동 

실기는 기계체조, 수영, 동계스포츠가 2과목씩 있으며 특히 육상경기지도법은 

4과목이 있어 육상경기지도법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들이 1학년 때 운동 실기 

수업에서 지도법을 배우며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2~3학년 때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기본이수영역과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체육교사로서의 전

문성을 배우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에서 12학점, 교직소양에서 6학점, 교육실습

에서 4학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감성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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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영역 학점 1학기 2학기 영역 과목
대학
영어 6학점

1
학
년

기계체조 1
육상경기지도법 1
농구
배구
축구
캠핑 및 하이킹

체육사철학
인체해부학
기계체조 2
육상경기지도법 2
휘트니스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

글쓰기

인문

9학점
(6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사회
과학

자연
과학

2
학
년

수영 1 
스포츠사회학
체육교육론
기계체조3
육상경기지도법 3
건강교육론
테니스

동계스포츠 1
체육측정 및 평가
건강운동과학개론
체육진로교육
체육논리 및 논술
수영 2 
기계체조 4
육상경기지도법 4

교
직
소
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기술
융합

문화
예술

제 2 
외국어

3
학
년

운동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체육시설관리 및 행정
여가레크레이션
무용교육
수상안전 및 구급법
볼링
소프트볼

운동역학
운동영양학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동계스포츠 2
수상스포츠
야구
특수체육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언어
교과

자유
이수

인문
과학

사회
과학

4
학
년

체육교육평가
스포츠경영학
운동기술분석
스포츠댄스
운동실기

운동처방
평생스포츠
체육학연구법
골프
뉴스포츠
배드민턴
건강체조 

교
직
적
성
인
성
검
사

(적격판정) 2회

자연
과학

예술 및 
체육

융복합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학점 총계 140학점 이상

[표 36] 감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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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성대학교

체성대학교 2014학번의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며 교양과목에서 30

학점이상, 전공과목에서 51학점이상, 교직과목에서 2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글쓰기과목에서 3학점 이상, 실용 영어 과목에서 

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8개의 영역(수리, 언어와 문학, 사상

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제도, 자연과 환경, 기초과학, 외국어)에서 각 3

학점 이상 이수하고 일반교양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 이상을 이

수하면 된다. 이와 같이 체성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양

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운동실기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이수영역은 2학년 때 5과목(체육사, 학교무용, 스포

츠사회학, 운동학습법, 운동생리학), 3학년 때 4과목(학교보건교육론, 체육교육

론,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4학년 때 2과목(레크리에이션, 특수체육)을 수강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1학년 때를 제외한 2~4학년 때 기본

이수영역을 수강하게 된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은 3학년 때 체육교육론, 체육

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수업을 모두 수강하게 된다. 셋째, 운동 

실기는 심성대학교와 비슷하게 지도법 수업이 많다. 예를 들면, 창작무용지도

법, 학교무용지도법, 육상경기지도법, 체조지도법, 핸드볼지도법, 농구지도법, 

체육실기지도법, 골프지도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체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들이 1~2학년 때 운동 실

기수업에서 지도법을 함께 배우며 체육 전문성을 습득하고 2학년 때 대부분의 

기본이수영역을 들으며 체육교사전문성 중 지식을 많이 배우고 3학년 때는 교

과교육영역인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모두 

배우며 1~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탄탄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에서 12학점, 교직소양에서 6학점, 교육실습

에서 4학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체성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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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영역 학점 1학기 2학기 영역 과목

글쓰기 3학점 
이상

1
학
년

육상경기 1
체조 1
축구
창작무용
테니스

육상경기 1
체조 2
축구지도법
창작무용지도법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

실용
영어

4학점 
이상

수리 3학점 
이상

언어 와 
문학

3학점 
이상

2
학
년

해부학
체육사
배구
수영기초
학교무용
육상경기 3
체조3
스포츠사회학

배드민턴
학교무용지도법
육상경기지도법
체조지도법
수상스포츠
운동학습법
운동생리학
스포츠영양학

교
직
소
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사상 과 
가치

3학점 
이상

역사 와 
문화

3학점 
이상

3
학
년

핸드볼
농구
현대무용
씨름
민속놀이지도
리듬표현운동
트레이닝론
학교보건교육론
체육교육론
체육 논리 및 논술지도

핸드볼지도법
농구지도법
한국무용
야외활동
응급처치
뉴스포츠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사회 와 
제도

3학점 
이상

자연 과 
환경

3학점 
이상

기초
과학

3학점 
이상

외국어 3학점 
이상

4
학
년

야외교육
태권도
유도
동계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체육실기지도법
골프지도법
체육관리
발달운동학
특수체육

교
직
적
성
인
성
검
사

(적격판정) 2회
일반
교양

자유
이수

30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학점 총계 140학점 이상

[표 37] 체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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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성대학교

지성대학교의 2014학번의 졸업이수학점은 150학점 이상이며 다섯 학교 중 

가장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50학점 중 30학점이상은 교양과목에서, 62

학점 이상은 전공과목에서, 22학점 이상은 교직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먼저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외국어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3개 영역(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문화 및 예체능, 취업 및 진로)으

로 각각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영역, 운동실기로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이수영역은 1학년 때 1과목(건강교육), 2학년 때 5과

목(체육교육론, 체육역학, 체육사철학, 여가레크리에이션, 무용교육), 3학년 때 

4과목(체육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특수체육), 4학년 때 1과목

(체육측정평가)을 수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2~3학년 때 집

중적으로 기본이수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둘째, 교과교육영역은 2학년 때 체육

교육론, 4학년 때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셋째, 운동 실기는 한 종목에 여러 과목들이 있어 한 종목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수영, 축구, 배구, 무용교육은 2과목씩 있으며, 

체조는 3과목, 육상은 5과목이 있다. 

이와 같이 지성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들이 한 종목의 운동을 집

중적으로 배움과 동시에 지도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2~3학년 때 기본이

수영역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4학년 때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체육논리 및 

논술을 배우며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체육교사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에서 12학점, 교직소양에서 6학점, 교육실습

에서 4학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를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성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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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영역 학점 1학기 2학기 영역 과목

인문사회
과학 
또는 

자연과학

6학점 
이상

1
학
년

체육원리
육상1
체조1
수영1

체육해부학
건강교육
수영2
축구1
배구1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담과 생활지도
기타 교직이론 과목

문화 및 
예체능

6학점 
이상

2
학
년

체육교육론
체육영양학
체육통계
무용교육1
농구1
육상2
체조2
배드민턴1
태권도

체육역학
코치학
체육사철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체육교육연구법
농구2
육상3
체조3
검도
배드민턴2
동계스포츠

교
직
소
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취업 및 
진로

6학점 
이상

3
학
년

체육사회학
운동생리학
체육심리학
체육교육
육상4
유도
정구
축구2
배구2

운동학습 및 심리
체육안전교육론
특수체육
체육의학
트레이닝방법론
체육교육과정 및 평가
체육교수법
무용교육2
테니스
핸드볼
스포츠론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외국어
6학점 
이상

4
학
년

전공실기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관리
체육측정평가

체육행정
육상5
맨손체조 
골프

교
직
적
성
인
성
검
사

(적격판정) 2회

30학점 이상 6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학점 총계 150학점 이상

[표 38] 지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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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측면

§ 인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 인성교육의 어려움 호소 
§ 지식과 인성이 분리된 사고

교수-학습적 
측면

체육교육론 § 이론만 전달

체육논리 및 논술 § 임용기출문제로 성찰하지 못함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마이크로티칭 부족
§ 주먹구구식의 인성교육
§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육교사

전공실기
§ 운동기능만 강조
§ 수업명이 교수법임에도 교수법을 배우지 못함

전공이론 Ÿ 이론만 전달

교직이론
§ 같은 과목이어도 교사교육자에 따라 다름
§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 많음

학교현장실습
§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피드백 없음
§ 전공과 다른 과목 가르침

교육과정적 
측면

§ 분리교육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육과정 위원회

[표 39]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 

2.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문제점

앞 절에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

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

성교육의 문제점을 교사교육의 구성요소인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 교수-학습,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적 문제는 변하지 않는 인성, 해답이 없는 인성교육, 지식만 전달하는 대학으

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적 문제점은 이론만 강조하는 체육교육론, 임용문제로 

성찰 부족한 체육논리 및 논술, 마이크로티칭 경험 부족한 체육교재연구 및 지

도법, 운동기능만 강조하는 전공실기, 체육이론만 강조하는 전공이론, 교사교

육자 마다 다른 교직이론, 피드백 없는 교육봉사, 학생과 소통 없는 학교현장

실습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적 문제점은 분리교육, 무늬만 위원회로 나타났

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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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식적 측면

   1) 인성에 대한 고정관념

면담한 예비체육교사 중 이미 성인이 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

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보다는 교사로서의 인

성이나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교육방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인성을 함양하지 않고는 교사로서의 인

성이나 인성교육방법을 알아도 예비체육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

다.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좋은 인

성의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김국현, 2013). 즉, 학교체육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교사의 인성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자기 가치관이 다 잡혀져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2) 인성교육에 대한 어려움 호소

가치 있는 것일수록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인성 또한 한마디로 정의

하기 어려우며 교사교육자는 수많은 인성 중에 어떤 것을 추출하여 가르쳐

야 하며 추출한 인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교육자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또한 인성교육을 의도하였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을 전인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참 어려고 힘든 일이다(최의창, 2007). 

 

의도는 좋지만 의도한데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비체육교사들이 내가 하고자 하

는 의도를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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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법적 사고

면담한 예비체육교사 중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 분리해서 가

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비체육교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지식은 전공이

론에서 배우고 기능은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에서 배우고 태도는 교육봉사

나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지식과 

인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는 가법적 관점에 근거한다(이홍우·유한구·장성모, 2004). 예비체육교사들

의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은 이러한 가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식교육을 기대하는 과목과 인성교육을 기대하는 과목이 나뉘었

다(박정준, 2010). 하지만 이러한 가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지식

교육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최의창, 2003, 홍은숙, 

2007). 

각각의 영역이 있고 그게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여기 나름의 전문적인 지

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인성적인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또한 교사교육자 중에도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교직

인성 또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교직인성이 필요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교직인성만 필요한 것이 아

니다. 따라서 교직인성을 함양하기 전에 좋은 인성이 먼저 함양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다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인성을 가르

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성도 지식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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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학습적 측면

   1) 체육교육론

이론수업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론만 배우고 끝나

느냐? 이론을 바탕으로 성찰을 할 수 있느냐? 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는 

달랐다.  

Whitson & MacIntosh(1990)은 예비교사교육에서 언어 양식이 지나치게 실

증주의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잠재적 방식으로 체육 분야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Schon(1983, 1987)은 실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추론을 통한 객관화된 이론이 아닌 실천과정 속에서 이루

어지는 반성과 실천 후에 이루어지는 반성 그리고 즉각적인 반성적 실천행

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체육교육론 수업의 특징은 수업모형과 

교육과정문서에 대해 자세히 배우며 수업내용 안에서 다루는 인성만 다루었

다. 반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체육교육론 수업은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체육교사에게 체육이란 무엇인지? 좋은 체육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이정의 : 체육교육론은 저희학교에서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단계로 봐요.     

         체육교육론에서 교육과정을 배우고 체육교재 및 연구법에서 배운 교육  

         과정을 적응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연구자: 인성적 자질은 배우셨나요?

이정의: 인성적 자질은 전혀 안 배운 것 같은데.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수업 내용 안에 있는 인성개념만 배운 예비체육교사들은 인성교육 또한 

지식교육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인성이나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개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성을 바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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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논리 및 논술은 문학적 글쓰기가 아닌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의미한

다. 논증은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의 목표는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능력 향상이다(이학준, 2011). 

이를 위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에게 동기유발과 격려 등을 통해 논술

이 고역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원

준·김진희, 2010; 박청미, 2009). 

연구학교 다섯 학교 중 세 학교는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임용문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을 배웠다. 이 수업방식은 자신의 주장을 논

리적으로 쓰기보다는 올바른 답을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며 예비체육

교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기회가 없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

은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하였다. 반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체육논

리 및 논술수업은 ‘왜 체육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주제로 자

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자

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성찰적 글쓰기는 자

신의 삶과 연관하여 글을 쓰며 참된 나를 찾게 해주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이학준, 2011).

임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이나 제 인성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다섯 학교 모두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예비체육

교사들끼리 소통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마이크로티칭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 둘째, 조별로 하는 마이크로티칭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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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사들 때문에 인성을 함양하지 못하였다. 셋째, 예비체육교사들이 마이크

로티칭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조원끼리 마이크로티칭을 준비하며 자신이 많이 못 도

와줬을 때는 반성을 하며 인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은 서로 의

견을 존중해 주며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윤혜순, 2010). 하지만 연구학교 

다섯 학교 중 네 학교는 마이크로티칭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아 면담한 예비

체육교사들이 모두 아쉬워하였다.  

저희는 마이크로티칭을 조별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4조가 한 번씩만 발표를 하

면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 그때는 안하니깐 좋았지만 끝

나고 나니깐 한번 밖에 못해서 아쉽죠. (전배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또한 마이크로티칭을 한다고 모두 인성을 함양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원 

중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육교사가 있을 경우 예비체육교사들은 인성을 함

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팀 내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

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고 팀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여 더 이상 노력을 중단한다(박종혁, 2013). 이와 같은 문제를 교사교

육자도 알고 있었지만 예비체육교사의 특성을 알고 조를 구성하더라도 현실

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선배들은 뒤로 빠져있고 후배들이 그 역할을 다한다던

가 이렇게 되면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같은 학번끼리 묶어주는 것도 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죠.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예비체육교사가 마이크로티칭을 할 때 체육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만 지적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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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는 특

징만 말해주셨어요. 개괄적으로 소개해주시면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이야

기 해주셨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4) 전공실기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가 신체활동을 통

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대체로 체육교사

들은 학창시절 자신을 가르친 교사들이 활용하였던 수업방식이나 예비체육

교사교육에서 배운 방식대로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손천

택·강신복·Patt Dodds, 2003).

2009개정 교육과정은 체육교과의 모든 측면에서 인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기수업에서 목표, 내

용, 방법, 평가에 인성을 포함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이 직접 경험해보며 자신

의 인성을 함양하고 인성교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규일(2011)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기과목이 중요한 세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배운 실기 종목은 체

육교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접적인 내용이다. 둘째, 예비체육교사들은 실

기과목을 통해 교사교육자의 교수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셋

째, 이론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섯 학교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기수업은 운동기능만 강조하

는 실기수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운동기능과 함께 교수법을 가르쳐주는 수업

이 한 학교에 3~4개 정도 있었으며 수업명이 교수법이었지만 운동기능만 가

르친 수업도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기능과 함께 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친 수업은 다섯 학교를 통틀어 1~2개 정도였다. 

실기에서는 인성적 자질을 아예 배우지 못했는데 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사다 보니

까 운동을 다 잘하잖아요. 교수님께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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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체육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를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실기수업에서 일반대학의 체육학과와 별 차이가 없는 실기 전문성을 

배웠다(최의창, 2005). 

   5) 전공이론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전공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천택(2003)은 

해부학이나 운동역학과 같은 과목은 학문적 가치로서는 인정하지만 교직수

행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정도상·김신겸(1999)은 예비체육교사교육

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스포츠 생리학이나 운동역학과 같은 내용학에 편중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체육에 대해 아는 것 7점, 가르치는 방법 1점, 인성적 자질은 아예 안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2점이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면 계속 설명해주시는 모습

을 보고 간접적으로 배웠어요. (노근면,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6) 교직이론

교직이론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똑같은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달랐다. 둘째, 이론을 다루

는 과목이 대다수이다.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직이론과목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다르기

보다는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달랐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똑같은 교육학개론 수업이더라도 교사교육자에 따라 수업내용과 

방식이 달랐다.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의 특징은 주입식으로 

이론만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예비체육교사가 중심이 아닌 교사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예비체육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 짓을 하며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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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은 같은 과목이어도 가르치는 분이 달라요. 제가 수강신청을 늦게 해서 맨날 

그 교수님 수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에 대해서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연속

으로 3학기 동안 그 교수님 수업만 들으니깐 교직에 대해서 생각했던 경험이 크게 

없었어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교직이론과목을 살펴보면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

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등 이론을 다뤄야 하는 과목들이 대다수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직이론수

업에서는 이론을 배웠다고 하였다. Schon(1983, 1987)은 “선이론 후실제”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도 현장 속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실제 후이론”을 통해 반성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교직이론과목은 대부분 이론을 중점으로 가르치며 

배운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과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7) 교육봉사

면담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

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교육봉사를 통해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였다고 답변한 예비체육교사는 10명 중 3명이었으며 7

명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침, 피드백 없음으로 나타났다. 

교육봉사활동 전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교육봉사활동기관 선정부터 모든 것을 예비체육교사들이 스스로 하

였다. 임지선(2011)은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홀로 던져진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에서도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정

립되지 않아 학습을 받는 예비체육교사가 오지 않으며 예비체육교사에게 행

정적인 일을 시키며 시간을 채우게 하였다. 김무영(2012)은 교육봉사가 체계

적이고 계획적인 구조 아래 예비체육교사에게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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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가르침도 없고 혼자 해서 얻으면 좋은 거고 

관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운동을 통해 

예비체육교사와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자신의 전

공과 동떨어진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며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

었다고 하였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강한 것 같고 전공과 동떨어

진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봉사활동 내내 아무에게도 피드백을 받

지 못하고 예비체육교사 스스로 하였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주의가 산만한 

학생, 매일 지각하는 학생 등 교육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

만 아무에게도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배운 예비체육교사도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예비체육교

사가 더 많았다. 

무료로 매일 받는 건데 학습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

를 시켜야 하니깐 너무 힘들었어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8) 학교현장실습 

윤헌수, 손천택(2012)은 예비체육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서 교과내용 측

면, 교수방법 측면, 예비체육교사이해 측면, 환경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밝혀냈다. 교과내용 측면의 어려움은 선택할 수 없는 종목, 부족한 이론

과 실기능력이었다. 교수방법 측면의 어려움은 철저하지 못한 수업계획, 학

습과제의 불충분한 설명, 교수전략 적용의 한계, 혼란스러운 학습자 관리였

다. 예비체육교사이해 측면의 어려움은 학습자의 운동기능 차이, 낮은 이해



- 117 -

력, 무관심이었다. 환경측면의 어려움은 수업을 방해하는 날씨, 곤란한 교구

활용, 불안정한 교생신분이었다. 

면담한 예비체육교사 10명 모두 실제 예비체육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학

교현장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지만 예비체육

교사의 기대만큼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한 원

인으로 교사교육자와 소통부재, 인성교육의 방법부재, 예비체육교사와 소통

부족을 꼽았다. 

학교현장실습은 사범대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4년 동안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지도교사 중 그동안 해왔던 수

업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도안을 그대로 따라 하게 하여 예비체

육교사들은 4년 동안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없었으며 기대한 만큼의 교사 전

문성을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사교

육자와 지도교사 그리고 예비체육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제가 원하는 수업을 못했고요 담당체육선생님이 하던 수업을 제가 따라했기 때문

에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또 마지막에 시연을 하잖아요. 그것도 선

생님이 짜준 대로 애들이랑 뛰면서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스테이션 수업을 

하고 딱히 얻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김협동,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교육론과 체육교재 및 연구법수업을 통해 

지도안 작성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정의적 영

역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이야기로만 정의

적 영역을 실천하며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겪었다.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소외받는 애들이 반마다 한명 씩 있잖아요. 억지

로 짝을 지어줘요. 정의적영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크게 없는데 질서유

지나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요, 애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욕하

는 것에 대해 바로 지적했던 것 같아요. (김친절,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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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한 10명의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시간 예비체육교사들과 소통을 

하며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업시

간 외에는 교사의 업무를 배우며 예비체육교사들과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

어 아쉬워하였고 4주의 학교현장실습기간 동안 교사의 업무를 익히고 예비

체육교사들과 소통하기에는 짧다고 생각하였다. 

아쉬운 점은 학교현장실습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만족하는 부분은 그래도 진

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 외에는 학생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수-학습적 측면의 문제점은 [표 40]과 같다. 

과목 인성교육의 문제점

체육교육론 § 이론만 전달

체육논리 및 논술 § 임용기출문제로 성찰하지 못함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마이크로티칭 부족
§ 무임승차하는 예비체육교사
§ 주먹구구식의 인성교육

전공실기
§ 운동기능만 강조
§ 수업명이 교수법임에도 교수법을 배우지 못함

전공이론 § 이론만 전달

교직이론
§ 같은 과목이어도 교사교육자에 따라 다름 
§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 많음 

교육봉사
§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침
§ 피드백 없는 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 교사교육자와 소통부재 
§ 인성교육의 방법 부재 
§ 예비체육교사와 소통부재

[표 40] 교수-학습적 측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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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과정적 측면

   1) 분리교육

면담한 다섯 학교의 체육교육과의 목표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체육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체육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

를 배워야 하지만 교과교육학, 교직소양, 학교현장실습에서 교사로서의 인성

을 배우길 바라며 다른 과목에서는 지식과 기능을 위주로 가르쳤다. 

제일 좋은 것은 통합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에서는 분리교육하고 있거든

요. 교양 따로, 이론 따로, 실기 따로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대만의 특수성이 사라지게 된다. 전공과목의 50학점 중 42학점을 차지하는 

교과내용학은 일반대학의 체육학과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육교사

로서 기능과 자질을 배우지 못하였다. 

연구자: 교과내용학에서 인성적 자질을 배우셨나요?

이공정: 아니요. 여기서는 그런 거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일반 교육학 내

에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공정,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교직과목 역시 22학점 중 12학점을 차지하는 교직이론은 이론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로서의 자질은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중 유일

하게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

을 많이 함양하였다고 하였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하는 예비체육교사도 있다. 

 

교직과목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론적인 게 많다보니깐 인성적 자질을 제일 우

선적으로 두는 과목들이 부족한 거 같고요. (조정직,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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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수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교과교육학, 교직소양,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성적 자질을 배우지 못한 예비체육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

학 4년 동안 교사로서의 인성은 배우지 못한 채 교사를 준비하게 된다.

연구자: 교과 내용학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어떻게 배웠나요? 

김책임: 아니요. 여기서는 그런 거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일반 교육학 내

에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김책임,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둘째, 분리교육을 받은 예비체육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성을 따로 분

리시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0명의 예비체육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예비체육교사들이 실기수업에서 인성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예비체육교사들 또한 교과교육학수업이나 교직과목에서 인성교육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기수업에서까지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였다.  

여기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인성적인 것을 많

이 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이런 생각을 가진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교사가 된다면 자신의 주된 일인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수업 외적인 생

활지도를 통해 인성교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때 인성교육의 효

과는 적어지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들은 실기수업에서 반드시 인성교육을 

경험해보아야 한다. 체육교육학 교수들은 실기수업이야말로 인성교육이 포

함되어야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배운 것을 체육수업시

간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분리교육은 [표 41]과 같다. 

실기수업 같은 경우는 체육에 독특한 내용체계인데 그 체육의 독특한 내용 속에서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본인이 경험해보아야만 교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인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겸손,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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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분리교육

전
공
과
목

교과
내용학

§ 스포츠 교육학
§ 체육원리
§ 체육사
§ 운동학습 및 심리
§ 스포츠 사회학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운동실기 등

§ 운동기능
§ 운동지식

(체육학과와 다른 점 없음)

교과
교육학

§ 체육교육론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체육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 체육교육지식
§ 체육교사로서의 인성 

(전공학점 50학점 중 8학점 이상) 

교
직
과
목

교직
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직이론

(교직과목 22학점 중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교직소양
§ 교사로서의 인성

(교직과목 22학점 중 6학점 이상)

교육
실습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 학교현장실습
§ 교사로서의 인성

(교직과목 22학점 중 4학점 이상)

[표 41] 분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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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교육과 목표

영성대학교

체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와 중ㆍ고등학교 체육교사 양성 및 체육
학자 그리고 체육관련 전문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에 입학한 예비체육교사는 인간에 대한 흥미와 사랑을 가지는 휴머
니즘 정신, 각종 운동 수행과 운동 기능 습득에 필요한 운동 적성, 체육학
의 이론적 연구에 필요한 지적 능력과 과학적 태도 등을 필요로 한다.

심성대학교

예비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교육의 근본목
적 달성에 적합한 교사양성
- 우수한 체육교사를 양성 
-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감성대학교

정보화ㆍ세계화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체육의 이론 및 실기에 관한 지도능력을 함양시킨다. 이를 통해 유능
한 중등 체육교사와 체육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을 양성하고, 체육의 전문화
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해 나갈 새로운 지식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체성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목적은 신체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학문적으
로 연구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본 학과에서는 체육학에 대한 지식탐구와 함께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운동
기능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지향해 가고 있다.

지성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체육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전문 연구원, 다양한 체
육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표 42] 다섯 학교의 체육교육과 목표 

   2) 무늬만 위원회

다섯 학교에서는 명확한 목표를 정했지만 이를 실천하는 교수는 드물었

다. 이처럼 명료화작업을 하여도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회의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목표만 

정해져 있을 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섯 학교의 체육교육과 목

표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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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별로 작동을 안 해요. 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사

범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전체 과들이 고민해야 이런 이슈 같은 것을 고민해서 그것

들을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잘 안 하는 거죠. (최

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또한, 2009개정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 인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교과 

역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이 인

성교육을 경험해보고 인성교육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정위원회는 인성의 개념

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3.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개선방안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교사교육의 구성요소

인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 수업,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인성교육

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각 과목별 수업 방

식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이론과 함께 성찰하는 체육교육론, 자신의 생각을 

적는 체육논리 및 논술, 마이크로티칭의 질적, 양적 향상한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운동과 함께 체육교사전문성을 함양하는 전공실기, 배운 지식을 실

습하는 전공이론, 각 과목마다 인성요소 명료화한 교직이론, 피드백 있는 교

육봉사, 학생과 소통하는 학교현장실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통합교육과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예비체육

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개선방안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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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측면

§ 변하는 인성
§ 무궁무진한 인성교육
§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학습적 
측면

과목 문제점 개선방안
직접적 간접적 

체육교육론 이론만 전달

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적 활동, 협동학습, 
토론, 인성개념 설명, 
현장 탐방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체 육 논 리 
및  논 술

임용기출문제로 성찰하지 못함 자신의 생각표현, 토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마이크로티칭 부족
주먹구구식의 인성교육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육교사

마이크로티칭 2번 이상, 
특성을 고려한 조 편성, 
역할 부여

전공실기
운동기능만 강조
교수법을 배우지 못함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
업모형 적용

전공이론 이론만 전달 협동학습,  실습

교직이론
교사교육자에 따라 다름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 많음

재정적 지원,  강의, 
토론, 피드백

학교현장실습
피드백 없음
전공과 다른 과목 가르침

소통, 학생지도록 작성, 
학교현장실습기간 연장

교육과정적 
측면

§ 통합교육
§ 명실상부 위원회

[표 43]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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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식적 측면

   1) 인성에 대한 열린 사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인성 역시 자신만을 위하는 인성보다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요구되는 인성이 훨씬 많다. 따라서 인성은 사람과

의 관계 속에서 함양하며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

에서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인성은 마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람됨으로써 마음은 시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선악을 느낄 수 있고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말한다(남

궁달화, 1999). 즉, 인성은 본성과 달리 형성되는 것이다. 논자는 도덕의 기

원을 습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적 성격을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람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듯이 우리의 인성도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인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인성이 좋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인성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

이 해야 한다. 

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인성이 쉽게 변하지 않아 언뜻 보아

서는 인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빠르게 우리의 머리

에 입력되는 반면 인성은 지식이 비해 천천히 함양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성은 천천히 변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인성과 관련된 것들은 절대 어느 순간에 완성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변화하는 거고 바뀌는 거고 나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 선생

도 인간이다.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고 꾸준하게 자기 내면 속

에서 이런 게 힘든 거지.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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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의적인 인성교육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 인성 또한 한마디

로 정의할 수 없으며 인성요소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따라서 수많은 인

성요소 중에 어느 인성을 가르쳐야 하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인성의 요소를 뽑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학생들이 잔소리로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떤 학생은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여 어느 한명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 정찬우 외(2007)는 상벌

부여, 딜레마 추론, 모델링, 반성화 등 다양한 인성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상

벌부여는 인성함양을 자극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칭찬, 점수, 제재 및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딜레마 추론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하

여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추론과정을 연습함으로써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모델링은 주요한 

타자들의 좋은 인성을 본보기로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

도록 한다. 반성화는 수업비디오분석, 시험문항출제, 영상매체보기, 반성일지쓰

기, 발표 및 토론 등 자기 자신과 수업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다. 인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힘들며 인성요소에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

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인성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 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

든 걸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

요.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3) 승법적 사고

고등교육법 제 44조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교육자로서의 가치관과 교직윤리를 갖추며,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습득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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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체육교사에게 필요

한 체육이론, 교수법 등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닌 교사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인성도 함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귀감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Arthur, 2003). 그동안 체육 전문인 교육에서 기

능과 지식이 강조되며 인간적 성품은 소홀히 다루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최의창, 2007).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들으면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예비체육교사도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학교프로그램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나. 교수-학습적 측면

   1) 체육교육론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체육교육론은 수업모형과 교육과정 문서 

등의 이론을 강조하였다. 비록 책임감모형과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있

는 인성교육에 의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예비체육교사들은 이 또한 지식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인성을 함양

하거나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은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진 체육교육론은 이론수업과 함께 예비체육교사들이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그러한 방법으로 ‘왜’라는 질문하기, 한 장 

글쓰기과제, 인문적 활동을 활용하였다.  

먼저 질문하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끊임없이 질문을 하였다. 

소크라테스적 교사는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

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김민수, 2014). 

다음으로 글쓰기 과제를 살펴보면, 예비체육교사에게 체육과 체육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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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제로 A4용지 한 장에 글쓰기를 시키며 예비체육교사들이 수업 외적

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용석(2006)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

는 글쓰기는 자신의 삶과 연관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바라보는 안목

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문적 활동을 살펴보면,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철학을 읽게 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학적 교육은 문학, 역사, 철학 

등을 통해 인문교양의 폭을 넓혀주고 궁극적으로 인성을 함양시켜준다(김우

영·이병승, 2013; 한래희, 2014). 

박정준(2010)은 스포츠 교육학 수업에서 체육교육이론과 현실에 대한 비판

적 글쓰기, 자기교육과정 만들기, 반성일지 쓰기, 현장 탐방과 이야기 나누

기 등의 반성적 사고와 서사적 체험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 교직 인

성을 함양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체육교육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은 첫째,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론에 있는 인성개념 

설명, 자기교육과정 만들기, 현장탐방을 한다. 둘째, 자신의 인성을 성찰시키

기 위해 질문, 글쓰기, 인문적 활동을 한다. 셋째, 성찰한 인성을 실천시키기 

위해 협동학습, 토론을 한다.  

협동학습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이나 유기적으로 이루기 위해 배

려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박성실,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간접적 방식은 ‘삶이 곧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교사교육자는 좋은 교사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삶을 학문처럼 할 수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많이 다른데 자꾸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되죠. 필드적 접근이 아니라 데스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인성교육의 좋은 결과

를 맺을 가능성이 낮죠. 교육은 삶의 하나의 형식이예요. 교육은 어느 순간에도 작

동하고 있지 않을 때가 없어요.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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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논리 및 논술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임용문제를 풀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인성교육

이 잘 이루어진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은 교육이 무엇인가? 체육이 무엇인

가? 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 쓰며 수업이 이루어졌고 교사교

육자는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예비체육교사에게 칭찬을 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름을 불러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학준(2011)은 체육논리 및 논술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게임, 스포츠영화 보기와 쓰기, 비판적 읽

기와 반성적 읽기를 활용하였다. 류민정(2013)은 체육논리 및 논술 수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의

미 있는 사건을 회상하며 다른 예비체육교사들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온라인 카페에서 수업후기, 토론의 연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토론과 논쟁을 하였다. 넷째, 토론과 논쟁에서 

했던 말을 글로 써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체육 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은 첫째,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게 한다.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토론을 한다. 

스포츠에 관해 나의 체험을 글로 쓰게 해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글을 통해서 자

신이 한번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거예요.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

층면담)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간접적 방식은 첫째, 예비체육교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둘째,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좋은 인성을 보인 예비체육

교사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다. 



- 130 -

이름을 불러줬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교수가 처음보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관

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는 그게 출석을 점검하는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줘서 일대면 나와 너

의 관계가 되는 거죠. (류존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3)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다섯 학교 모두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티칭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 둘째,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

체육교사가 있는 조원들은 인성을 함양하지 못하였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학습과제나 학습목표를 도달하는 수업방식이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함께 공부하고 격려하며 바람직한 정서적, 지

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최은영, 2007).  

이를 종합하면, 첫째, 초반에 하는 이론을 줄이고 마이크로티칭을 2번 이

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조를 구성하기 

위해 교사교육자가 평소 예비체육교사와 많은 대화를 하며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마다 역할을 주어줌으로써 무임승차를 하는 예비체

육교사를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영성대학교의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에

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4명씩 한 패를 이루어 교사패, 학생패, 

관찰패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때 교사패의 4명은 1교시, 2교시, 3교시, 4

교시의 수업을 맡아서 하고 학생패는 뚱뚱한 예비체육교사, 주의가 산만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 등 각자 역할을 정하여 수업에 임하고 관찰패 4명

은 2명은 교사패의 수업을 관찰하여 적고 한명은 사진을 찍고 한명은 동영

상을 찍어 모든 예비체육교사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무임승차하는 예비체육

교사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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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 주제 수업방식 과제

1 수업전반소개 강의

2 멘토조, 맛보기 게임 음악CD, 준비운동 만들어오기

3 서브

동료협동형
탐구발견형
자기학습형
(터별수업)

매주과제(반성일지, 비디오촬영분석)

4 리시브 인터넷자료(배구경기규칭 등)

5 오버헤드 월별과제1(팀스포츠 영화보기)

6 언더핸드 스포츠 만화읽기(감상문)

7 스파이크 심판법 및 예절 조사

8 중간고사 1분기과제(창작준비체조)

9 로테이션
지시전달형
시합대회형
(터별수업)

월별과제2(시합관람)

10 공격, 수비, 게임 읽는 스포츠(존우든 독후감)

11 공격, 수비, 게임 반성일지(시로 써오기)

12 공격, 수비, 게임 월별과제3(동호회방문)

13 챔피언십토너먼트
시합대회형
자유경기형

조별과제1(배구와 음악, 시)

14 챔피언십토너먼트 조별과제2(배구와 미술, 사진)

15 챔피언십토너먼트 조별과제3(배구와 건축, 조각)

16 기말고사 2분기과제(기말리포트: 종합반성일지)

[표 44] 배구수업에서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의 예(최의창, 2005, p. 29)

   4) 전공실기

연구학교 다섯 학교 모두 대부분 전공실기수업에서 운동기능만 강조하였

다. 반면 인성교육이 이루어진 전공실기수업은 스포츠맨십에 대해 질문하기, 

체육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녹인 이상적인 실기수업을 보여주었다. 

최의창(2005)은 전공실기수업 중 배구수업에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배구수업의 강의

계획서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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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교육 내용 방법 접근 과제 활동

1 오리엔테이션 :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설명 및 향후 수업의 과정 설명 

2 인디어카, 소프트 발리볼 배구 경기

3 패스 기술
완전학습

접근

현장 배구 수업의 맥락적 차이

4 공격 기술 배구 기술의 과학적 내용에 관한 
에피소드 개발5 방어 기술

6 공격 전술 이해학습
접근

배구를 안다는 것의 의미
7-8 수비 전술

9 휴강

10-12 배구경기 문화 문화학습
접근

배구의 예술 및 축제 문화를 포함한 
인문적 내용에 관한 에피소드 개발13 배구축제 / 예술 문화

14
배구 교육내용 분석 및 설계 방법 강의

개인 및 팀별 단원과 수업설계 
체육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관한 종합 논의

15 팀별 마이크로 티칭 마이크로 티칭 비평 

16
Ÿ 기술 및 전술적 움직임 평가 
Ÿ 포트폴리오 평가

[표 45] 배구수업에서 내용교수 강조의 예(이규일, 2011, p. 6)

위와 같이 예비체육교사에게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을 혼합적으로 

제공해주었다. 직접체험활동은 운동을 통해 배구의 정신이나 전통을 체험하

는 것이다. 간접체험활동은 음악CD 만들기, 팀 스포츠 영화보기, 스포츠 만

화읽기, 존우든 책읽기, 배구체험 시 써오기, 체육관에게 편지쓰기, 배구와 

문화적 측면 연관 짓기, 배구경기관람, 생활체육동호회 참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실기를 지도하는 것이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들

에게 올바른 체육 교육관을 형성시켜준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규일(2011)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실기수업에서 내용 교수 지식(PCK)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배구 수업을 [표 45]와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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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직접체험 간접체험

스
포
츠
맨
십

사
회
적
인
성

성
실

-기술, 전술, 시합   
 의 덕목을 내면화  
 하며 실천하기,
-팀 편성과 역할 분  
 담 활동에서 덕목  
 실천하기, 
-경기준비 및 정리  
 활동에서 실천하기

선언식, 스포츠맨십 개념 이해, 자신
의 스포츠맨십 수준 평가해보기, 문
제 파악 및 조사(신문기사, 실제 상
황), 포스터, 카드 활용, 역할 게임, 
반성적 추론 및 토론(서사적 사례), 
스포츠맨십 우수상 시상, 동영상(영
화) 보기, 읽는 스포츠(명언이나 자
서전/ 이야기스포츠), 일지/ 독후감 
쓰기, 수업 후 자기 평가표 작성, 스
포츠맨십 온라인 카페 참여, 일상 행
동지표 실천하기

1. 행동 강화 
2. 가치판단
3. 모델화 
4. 반성 

협
동

도
덕
적
인
성

정
직

배
려

[표 46]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 덕목, 학습내용, 방법(박정준, 2012, p. 98)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은 배구에 대한 지식, 교수법, 태도를 경험하였

으며 실제 체육수업에서 배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상황을 형상화를 통해 

배구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박정준(2012)은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중학생의 스포츠맨십 형성 유형을 탐색하였다. 스포츠맨십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내용과 방법을 [표 46]과 같이 적용하였다. 

직접체험은 스포츠의 기능, 전술, 시합 능력을 실제 움직임을 통해 체험하

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체험은 스포츠 활동의 전통 속에 담겨진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종교 등의 인문적 지식을 읽기, 쓰기, 듣기, 보기, 얘기하기를 통

해 스포츠 속의 전통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의창, 2010). 

이옥선(2010)은 예비교사를 위한 실기수업에서 책임감 모형을 통합하여 운

영하며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책임감 

모형에 대한 이해, 역지사지를 통함 모형 체득, 지원적이고 관계적인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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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단계별 내용

1
적용의 

토대 마련

책임감 모형의 개요 설명
책임감 모형 벽 포스터 제작
교사교육 프로그램 철학과 책임감 모형의 관련성 이해
교사교육자-예비체육교사, 예비체육교사-예비체육교사의 관계구축

2
모형의 
입문

책임감 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구조와 흐름 익히기
책임감 모형 각각의 가치 덕목을 반영한 팀 구호 만들기

3
모형의 
경험

교사교육자의 시범 수업을 통한 경험
책임감 모형의 가치 덕목별 교수 전략 경험하기
개인적 책임감 가치와 적극적 전략의 경험
역할 놀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감과 문제 해결 전략 경험

4
모형의 
적용

마이크로 티칭을 통한 모형의 적용
교사의 입장에서 실행의 반성

[표 47] 실기수업에서 책임감 모형을 통합한 수업의 운영(이옥선, 2010, p. 4) 

기.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책임감 모형을 통합한 수

업의 운영은 [표 47]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실기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식은 

첫째, 실기종목의 정신과 문화를 운동을 통해 가르친다. 둘째, 다양한 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실기수업 같은 경우는 체육에 독특한 내용체계인데 그 체육의 독특한 내용 속에서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본인이 경험해보아야만 교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인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인성을 가르칠 수 있어

요. (이겸손,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간접적 방식은 이상적인 체육교사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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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배워야 하는 지도의 관점들을 직접지도교수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학

생들에게 실기수업을 들을 때 교사가 된 마음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를 하죠.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5) 전공이론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자질, 가치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이승진, 2011). 따라서 전공이론수업은 체육교사에

게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연구학교 다섯 학교 모두 전공이론

수업이 내용전달로 진행되었으며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기보다 스포츠 

전문인에게 필요한 지식에 가까웠다. 

이를 종합하면, 전공이론수업에서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공이론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

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체육교사가 되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습시간

을 만든다. 활용할 수 있는 간접적 방식은 예비체육교사에게 관심 갖기, 관

계 맺기, 인성을 가르치는 용기 갖기, 좋은 인성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전공이론과목에서는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르

치기는 어렵지만 수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협동학습을 통해 잘하는 예비체육교사가 

못하는 예비체육교사를 끌어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박성실, 교사

교육자, 심층면담) 

   6) 교직이론

교직이론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과목이더라도 가르치는 교사교

육자에 따라 수업내용과 방법이 달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달랐다. 

현재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도 인성교육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고 봐요.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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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 않은 교직이론수업은 주입식위주의 강의로 이루

어졌다. 반면 다섯 학교 모두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 교직이론수업은 다양

한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교육학개론, 생활지도 및 상담이었다. 

교육학개론 수업은 교사란 무엇인가?, 예비체육교사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예비체육교사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 들면 ‘죽은 시인의 사회’ 

라는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을 하거나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내주었다. 

생활지도 및 상담은 상담사가 수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예비체육교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교직이론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직접적 방

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육자에 따라 수업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각 

과목별로 배워야 하는 인성적 자질을 명료화한다. 둘째, 영상을 보여주거나 

사례 혹은 현직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시킨다. 셋

째, 인성이 필요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글쓰기 과제를 내준

다. 넷째, 성찰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과 토론을 활용한다. 

   7) 교육봉사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교육봉사활동을 학교교육과정 지원, 학교행사 지

원, 학습지도, 방과 후 학교 봉사, 학교특별실 활동지도 등 대예비체육교사

가 가진 지식을 관련 대상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상의 운영지침만 있을 뿐 교육봉사활동을 교

육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김무영, 2012). 

Tyler(1950)는 교육은 의도된 행위이며 교육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내용-방법-평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의미 있는 교육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내용을 조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지선(2001)은 예비체육교사의 교육봉사활동 경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낯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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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그들의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해보며 수업 노하우와 아이들과 교감하며 행복감을 느꼈다. 셋

째, 교육적인 성취에 초점이 있는 교육활동과 동시에 예비체육교사가 가진 

능력을 베풀어주는 봉사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넷째, 교육봉사활동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지원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한 예비체육교사 중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예비체육교사는 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영화나 놀이공원을 갈 수 있도록 재

정적인 지원을 해주어 예비체육교사들과 소통할 시간이 많아 느끼는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교육봉사가 돈 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측

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영화도 봤고 애들이랑 경주월드도 갔거든요. 그냥 

가르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애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게 많죠. 

(이정의,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이를 종합하면, 교육봉사활동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직접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이 함양해야 

하는 인성적 자질을 기관과 대학이 회의를 거쳐 명료화한다. 둘째, 교육봉사

활동 전 강의를 통해 명료화한 인성적 자질을 예비체육교사에게 알려준다. 

셋째, 예비체육교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넷째, 기

관과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예비체육교사에게 피드백을 제공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섯째, 교육봉사활동 중

간과 마지막에 예비체육교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토론

을 진행한다.  

피드백을 기관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이걸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그룹적

으로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겸손,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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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학생 지도록

1. 학급 학생 지도록은 학급담임 주무 기간 중에 담당 예비체육교사 1인당 1매를 작성
하며 교육 실습 종료 1일 전에 학급 지도 교사에게 제출한다. 

2. 학생 지도의 방침, 활동 방향과 상담 사항은 학교 교육 방침에 따라 학급 담임과 미
리 협의한다. 

3. 학급 예비체육교사와의 개별적인 대화 시에는 편견 없이 임하며, 교육적 유대를 형
성하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

[표 48] 영성대학교 부설중학교의 학습 학생 지도록 지침

   8) 학교현장실습 

10명의 예비체육교사와 면담한 결과 학교현장실습에서 세 가지의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교육자와 소통의 통로가 없다. 둘째, 예비체

육교사들이 실천할 수 인성교육방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셋째, 짧은 학교현

장실습기간으로 예비체육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손천택(2002)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짧은 학교현장실습기간에 초기현장경험

이 부족하고 무책임한 지도교사에게 맡겨져 학교현장실습에서 큰 실효를 거

두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현장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체육교사교육자와 지도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학교현장실습을 준비, 평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경혜·최진영·김수진·이지영(2013)은 교원양성기

관 재학기간,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및 진로에 따라 예비교사의 교직인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4주간 학교현장실습 기간이 교직 전문성

을 개발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하였으며 4주를 초과한 예비교사가 

4주 이하인 예비교사 보다 교직인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현장실습기간이 길어진다고 교직인성을 더 함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학교현장실습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영성대학교 부설중학교의 2013학년도 학교현장실습지침서를 살펴보면 예

비체육교사들이 학급 학생 지도록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이를 통해 예비체

육교사들은 학생과 대화를 하며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 <학급 학생 지도록>에 대한 지침은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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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일대일로 이야기하며 학생의 고민도 알게 되고 성향도 알게 되니깐 그러

한 것을 고려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진실, 예비체육교사, 심층면담)

<학급 학생 지도록>을 활용한다면 예비체육교사들이 의도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지도교사와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학교현장실습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직접적 

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육자, 지도교사, 예비체육교사가 

함께 학교현장실습을 준비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인성

교육방법을 제공해준다. 셋째, <학급 예비체육교사 지도록>을 작성하게 하여 

예비체육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넷째, 적절한 학교현장

실습기간을 논의한 후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간접적 방식은 지도교사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좋은 인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수-학습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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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제점
개선방안

직접적 간접적 

체육교육론 § 이론만 전달

§ 질문
§ 글쓰기과제 
§ 인문적 활동 
§ 협동학습 
§ 토론 
§ 인성개념 설명 
§ 자기 교육과정 만들기
Ÿ 현장탐방

관심, 
관계, 
용기, 

본보기

체육논리 
및 논술

§ 임용기출문제로 하여 자신의 인
성을 성찰하지 못함

§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 토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마이크로티칭 부족
§ 무임승차하는 예비체육교사
§ 주먹구구식의 인성교육

§ 마이크로티칭 2번 이상하기
§ 특성을 고려한 조 구성
§ 역할부여

전공실기
§ 운동기능만 강조
§ 교수법을 배우지 못함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체육교사의 
영상 보여주기

전공이론 § 이론만 전달
§ 협동학습
§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실습

교직이론
§ 같은 과목이어도 교사교육자에 

따라 다름 

§ 각 과목마다 인성요소 명료화
§ 영상 
§ 사례
§ 현직교사 면담
§ 글쓰기
§ 협동학습 
§ 토론 

교육봉사
§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침
§ 피드백 없는 교육봉사 

§ 교육봉사활동 전 강의
§ 기관과 대학교에서 피드백 
§ 재정적 지원 
§ 토론

학교현장
실습

§ 교사교육자와 소통부재 
§ 인성교육의 방법 부재 
§ 예비체육교사와 소통부재

§ 교사교육자와 소통
§ 인성교육방법 제공 
§ 학급 학생 지도록 작성
§ 학교현장실습기간 연장

[표 49] 교수-학습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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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과정적 측면

   1) 통합교육

교육철학자 Alan Tom(1984)은 가르치는 일을 응용과학적 관점과 도덕 기

예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응용과학적 관점은 과학적 방식을 응용하여 수

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식은 수업에 관한 과정-결과 연구, 교사 

및 예비체육교사사고과정 연구 등을 통해 얻어진 객관적인 교사가 지녀야 

하는 효과적인 수업기능과 재능이다. 반면, 도덕기예적 관점은 이미 가르치

는 일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하고 명확한 절차를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몸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기예적 성격을 

띈다. Tom(1984)은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는 일에는 인지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교육에서 응용과학적 관점과 함께 도덕

기예적관점이 균형을 이루며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응용과학적 관점에서 ‘운동실기 전문

가’나 ‘체육이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Cassidy, 2004). 이

러한 원인 중 하나는 지식과 인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식

교육과 교과교육을 따로 가르쳐야 한다는 가법적 관점이다. 예를 들면 인성

교육은 교직이론, 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교육은 전공

과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 받고 있는 교직 및 교양과목에서 조차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박정준, 2010). 따라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

능, 태도를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특정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분리교육하고 있거든요. 수업에 중심은 실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교사들이 가르치는 활동이니까 그러면 육상에 생리학도 집어넣고 다 집

어넣는 거예요. (이용기,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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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ohlberg(1984)는 도덕적 행위보다 행위

의 판단과정과 동기,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능력이 도덕교육

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6단계의 계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 1단계는 타율적 도덕성, 2단계는 개인주의 및 도구 주의적 도덕성, 3

단계는 대인관계의 규범적 도덕성, 4단계는 사회체제의 도덕성, 5단계는 인

권과 사회복지의 도덕성, 6단계는 보편화 가능하고 가역적, 규범적, 일반적

인 윤리적 원리의 도덕성이다. Kirschenbaum(1995)은 도덕교육방법으로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가치와 도덕성을 주입한다. 둘째, 가치와 도덕성

을 모델링한다. 셋째, 가치와 도덕성을 촉진한다. 넷째, 가치발달과 도덕성 

소양을 위한 기능 개발한다. 다섯째, 가치교육 프로그램 실행한다. 박재주

(2008)는 이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감정과 행동만 가르치는 경우 자극-반응 훈련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지식, 감정, 행동을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인성교육을 크게 학습화와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화는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시키거나 자신의 인성을 성찰

시킴으로써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감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화는 성찰

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행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체육교사교육은 학습화와 사회화뿐만 아니라 운동화를 통해서도 인성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운동화를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스포츠의 문화 속에서 운동을 한다. 둘째, 체육수업모형 중 정의적 영역을 

강조한 책임감모형, 스포츠교육모형, 하나로 수업모형을 경험해본다. 

Talbot(2001)는 아동들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면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

여한다고 하였다. Shield & Bredemeier(1995)는 체육수업에서 하는 신체활동

이 도덕적 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albot(2001)는 활발한 신체

활동이 아동들의 자신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백승수

(2012)는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을 가르치기 위해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

를 활용한 수업방안을 [표 50]과 같이 작성하였다. 이는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기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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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안 내용

학습화

형식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로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맨십을 가르
치려는 방안, 간단한 방법과 전략, 또는 이것들을 어떤 철학과 원리에 근거하
여 체계화시켜 하나의 세트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통하여 
변화를 도모하려는 종합적 접근이다.  

운동화
규칙과 규정을 제대로 학습함으로써 기초적인 스포츠맨십을 배우도록 하는 방
안. 시합연습과 실전을 통해서 스포츠맨십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회화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스포츠맨십을 가르치려는 방안. 스포츠를 연습하고 시합
을 수행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배우고, 
이동하고, 잠자고, 먹고, 마시는 생활 속에서 스포츠맨십이 형성된다고 본다.

[표 50]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을 가르치기 위한 방안(백승수, 2012, p. 35) 

   2) 명실상부 위원회

사범대학 교육과정안에 인성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가 교양

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에서 배워야 하는 인성요소를 명료화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는 수강 전 교수회의를 열어 교사교육자에게 각 

과목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강 후 다시 

교수회의를 열어 교사교육자가 어떻게 실천하였으며 어떠한 어려운 점을 겪

었는지 알아보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연구자는 [표 51]

과 같이 각 과목에서 배워야 하는 인성요소를 명료화하였다. 

사범대학 수준에서 명료화, 학과수준에서 명료화, 과목수준에서 명료화한다면 각각

의 수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쳐야할지 배워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겸손,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사범대학에서 교수들에게 그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

칠 때 효과를 발휘하니까 교수님들은 가르칠 때 이 점들을 염두 해두시고 이 점들

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최사랑, 교사교육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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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지식 기능 태도

체육교육론 체육교육의 역사 교육과정분석 체육교사로서의 자질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재분석 수업 안 작성, 교수방법 체육수업에서 필요한 인성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에 대한 이해 글쓰는 방법 반성적 성찰

체육교사론 체육교사론 체육교사가 하는 일 체육교사로서의 자질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이론 교직윤리 교사로서의 자질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우리나라 관련된 교육철학 철학적 사고

교육과정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인성요소 

교육평가 교육평가이론 교육평가 기법
인성적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 교수학습의 실제 수업에서 필요한 인성

교육심리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 학습자의 이해

교육사회 학교 내의 사회적 구조 교육의 사회적 기능
교직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학교행정 교육경영에 필요한 자질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 상담방법 학생에 대한 이해

교사론 교사론 교사가 하는 일 교사로서의 자질

특수교육학 개론 특수아동의 이해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교직실무 교사 직무 학생지도 교사로서 자질

현장참관 교사 직무 수업에 대한 기술 체육교사로서의 자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방안 문제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실습 교사 직무 실습 교사로서의 자질

교육봉사 수업계획 실습 봉사정신

[표 51] 과목별 인성요소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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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

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범대학교로서 전통이 있으며 임용합격률이 높은 다

섯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스포츠 교육학 교사교육자와 체육교사를 희망

하는 3~4학년 예비교사 2명을 추천받아 총 5명의 교사교육자와 10명의 예비체

육교사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개방형설문지와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다. 

세 가지 연구문제를 교사교육의 구성요소인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적 측면, 교수-학습적 측면, 교육과정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양상 중 인식적 측면은 두 가지 인

식이 양립하고 있었으며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를 활용하

였고 교육과정적 측면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적 측면은 두 가지 인식이 양립하고 있었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심

성도 발달시켜야 하며 예비체육교사교육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교

육을 실천하기 위해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인식

하였다. 둘째, 이미 성인이 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변화시키기 힘들며 실제 

삶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사

회화, 운동화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화는 이야기, 영상, 사례를 통해 인성이 

필요한 이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시키고 질문, 글쓰기, 인문소양

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되돌아보게 하여 성찰시키는 것이다. 둘째, 사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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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 토론을 통해 성찰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에게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

기를 실천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

째, 운동화는 스포츠 인문적 활동,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책임감모형, 스

포츠교육모형, 하나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운동과 함께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

로 구분된다. 첫째, 교양과목은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공과목은 체육교사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이수영역과 체

육교육영역으로 구분된다. 기본이수영역에는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 여가 레크리에이션이 있다. 체육교육영역에는 체

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있다. 셋째, 교직과목

은 교사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

로 구분된다. 교직이론에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

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이 있고 교직소양에는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이 

있으며 교육실습에는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이 있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 중 인식적 측면은 인성에 대

한 고정관념,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분리된 사고였으며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부족, 사회화 부족, 운동화 부족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적 측면은 분리

된 교육과 무늬만 위원회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적 측면의 문제점은 인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지식과 인성이 분

리된 사고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예비체육교사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져도 인성을 함양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

교육자는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을 지식으로 간주하며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이로 인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적 측

면의 문제점은 학습화 부족, 사회화 부족, 운동화 부족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

습화 부족은 교육내용에 인성이 포함되지 않아 교육방법으로 이해시키기와 성

찰시키기가 활용되지 않았다. 둘째, 사회화 부족은 학습자 중심이 아닌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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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실천시키기가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교사교육자가 

인성보다는 지식에 중점을 두어 좋은 인성의 본보기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셋째, 운동화 부족은 운동을 통해 스포츠 문화 속으로 

입문시키기보다 운동기능에만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의 

문제점은 분리교육과 무늬만 위원회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사로서

의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 가르치며 소수과목에서만 태도를 가르쳤다. 이러

한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정 위원회는 인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무

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셋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개선방안 중 인식적 측면은 인성교

육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고 교수-학습적 측면은 모든 수업에서 학습화, 사회

화, 운동화를 활용하며 교육과정적 측면은 통합교육실천과 명실상부한 교육과

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인식적 측면은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를 경

험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인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

로, 교수-학습적 측면은 모든 수업에서 학습화와 사회화를 활용하며 특히 실기

수업에서 운동화를 활용한다. 첫째, 학습화를 위한 방법은 인성요소 명료화, 

인성개념 설명, 영상, 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적 활동 등이 있다. 둘째, 사회화

를 위한 방법은 협동학습, 토론, 역할부여, 현직교사와 면담, 학생 지도록 작

성, 좋은 인성의 본보기 등이 있다. 셋째, 운동화를 위한 방법은 스포츠 문화

로 입문,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책임감 모형, 스포츠교육모형, 하나로 수

업모형)적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측면은 첫째,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업에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체육교사론, 교사론, 현장참관을 추가한다. 셋째, 

교육과정위원회가 각 과목에서 배워야 하는 인성요소를 명료화 한 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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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

기 위해 인식적 측면, 교육과정적 측면, 교수-학습적 측면으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교육자를 위해 인성교육방법이 제

공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의 수업과정을 살펴본 결과, 똑같은 과목이더라도 교

사교육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교육자

가 인성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센터나 연수에서 인성

교육방법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 교사교육자가 직접 인성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인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성의 중요

성은 알지만 실천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교육자에게 각 과목에

서 배워야 하는 인성요소를 명료화한 후 구체적인 수업방법과 지도 매뉴얼을 

교사교육자에게 제공해주어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교육자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개인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

닌 공동체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

도록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다섯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

직과목으로 구분되어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 분리시켜 가르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예비체육교사 중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서로 양

립할 수 없으며 따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예비체육교사가 있었다. 이는 나

중에 체육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주된 업무인 체육수업이 아닌 교과 외의 

시간에만 인성교육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교사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체육교육영역, 

교육봉사, 교육실습에서조차도 기대한 만큼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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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육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로서의 태도를 충분히 함양하지는 못하였다. 따라

서 모든 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배울 수 있는 과목

을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기능에 중점을 둔 ‘육상’과목이 아닌 ‘육상

학’과목을 개설하여 운동기능과 함께 이론, 교수법, 체육교사로서 태도 등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로서의 태도가 강조될 수 있는 체육교사론과 

현장참관을 추가하고 배운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과목을 늘려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동안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비체육교사들은 학습화과정을 거친 후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 인성교육의 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교육자는 학습화와 사회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화를 위한 방법은 이야기, 사례, 영상, 질문, 글쓰기 

과제, 인문소양 등이 있으며 사회화를 위한 방법은 협동학습, 토론, 학생 지도

록 작성, 관심 갖기, 관계 맺기, 용기 갖기, 본보기 되기 등이 있다. 또한 예비

체육교사교육은 타 전공과 다르게 운동화를 통해서도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운동화를 위한 방법은 스포츠 인문적 활동,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모형 적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예비체육교사는 운동을 배우며 인성함양을 경험하여 자

신의 주된 업무인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

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교육과정이 구

체적인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비

체육교사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방법이 명확해져 교사교육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전인교육

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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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육교사교육자를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일부 체육교사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을 위해 

교수학습센터나 체육교사교육자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체육교사교육자의 인성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체육교사

교육자들은 운동기능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교육자에게 인성교육방법을 제공해주

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교사교육자 자신이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체

육교사교육자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절실히 필요

하며 체육교사교육자의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사가 체육

수업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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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 책임자명 : 유경민(스포츠 교육전공, 석사)

이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무엇이 문제점이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

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

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체육교사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예비체육교사 10명, 교사교육자 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번 학기 동
안 총 2번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편한 장
소와 시간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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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중 녹음이나 사진 촬영을 할 경우 면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녹음을 
하겠습니다. 만약 면담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동의를 하지 않다면 녹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단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 여러분들은 총 2회, 1회에 1시간 정도 면담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

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

공하는 정보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스포츠 교육학 석사 유경민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

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

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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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

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

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하십시오. (유경민 000 - 0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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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부록 2.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 및 수업 촬영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

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

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

본을 보관하겠습니다. 

n 연구 참여자 성명 :             서 명                날짜 (       년      월    일)

n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             서 명                날짜 (       년      월    일)  

n 연구 책임자 성명 :            서 명                날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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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면담지 (교사교육자)

부록 3. 교사 교육자 면담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의 유경민입니다. 이번에 저의 석사학위논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양상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면담을 허

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

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점이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합

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

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

니다. 교수님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유경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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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수님]

1.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어떤 체육교사가 되길 바라시나요?

2. 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인성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인성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5. 인성교육을 위해 사범대학 교수님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교수님의 인성함양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수업]

1. 교과 내용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인성적 자질이 있으신가요? 

2. 교과 내용학 수업을 100%라고 했을 때 인성교육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3. 교과교육학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이 배웠으면 하는 인성적 자질이 있으신가요? 

4. 교과교육학 수업을 100%라고 했을 때 인성교육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교육과정]

1.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2.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업]

1. 교과내용 수업에서 인성을 가르치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2. 교과교육 수업에서 인성을 가르치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

1. 인성함양 관점에서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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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예비체육교사]

1. 인성을 가르쳐도 인성함양을 이루지 못하는 예비체육교사에게는 어떤 방법이 좋을

까요?

2. 사범대학에 입학하기 전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수업]

1. 교과 내용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교과 교육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3. 교생실습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4. 교육봉사 전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외에 다른 교사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과정]

1.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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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면담지 (예비체육교사)

부록 4. 예비체육교사 면담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의 유경민입니다. 이번에 저의 석사학위논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양상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면담을 허

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

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점이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합

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

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

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유경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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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교수님께서 수업(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을 가르칠 때 체육을 가르치는 능

력, 체육에 대해 잘 아는 것, 인성적 자질을 어느 비중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그렇다면 배운 어느 비중은 어떤가요?

2.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적이 있나요? 구

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3. 수업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어떻게 배웠나요? 

4. 인성적 자질을 배운 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자신의 인성)에 변화를 경험하였나

요? 했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5. 인성적 자질을 배운 후 자신의 체육교사상에 대한 생각이 변하였나요? 변했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6.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배운 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자신의 인성)에 

변화를 경험하였나요? 했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7.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배운 후 자신의 체육교사상에 대한 생각이 변

하였나요? 변했다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인성함양관점에서  아쉬운 부분과 만족한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1. 만약 당신이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수업의 내용과 방법

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 만약 당신이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다면 인성함양관점에서 어

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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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설문지

교양 전공 교직
교양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이론 교직 소양 교육실습

대학영어 체육원리

육상

체조

수영

체육 해부학

건강교육

체육 역학

체육 사회학

기타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육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글쓰기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융합

문화예술

외국어

언어교과

인문과학

예술 및 체육

웅복합

부록 5. 개방형 설문지 (예비체육교사)

①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싶은 교사의 전문

성 순위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② 많이 배운 체육교사의 전문성 순위를 말씀해주세요. 

③ 좋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체육을 잘 가르치는 능력, 

체육에 대해 잘 아는 것, 인성적 자질이라고 한다면 본

인이 생각하는 인성적 자질은 무엇인가요?

④ 좋은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3가지만 적어

주세요.

 <감성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⑤ 교양 교과목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배운 과목이 있나요?  

⑥ 교과 내용학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배운 과목이 있나요?  

⑦ 교과 교육학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배운 과목이 있나요? 

⑧ 교직이론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배운 과목이 있나요? 

⑨ 교육실습에서 좋은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배운 과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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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Pre-service PETE and Improvement plan

Ryu, Gyeong Min  

2009 revised curriculum needs to emphasize character in all subjects and 

physical education also includes character in all area including target, information, 

methods, and evaluation. Howe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poin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as a reason for po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physical 

activities. Quality of teachers are directly connected to teacher education. Thus the 

reason that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does not teach is because there is no 

character education in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spects and problems of personality 

education in Pre-service PETE.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ducted as a case study was a national university 

and 5 universities with traditions and high employment success rate were selected 

and 2 preliminary teachers who hope for sport pedagogies  Teacher Educator an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for each university were recommended. Thus total 5 

Teacher Educators and 10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selected. 

Through this method of the study, epistemic aspect, teacher-learning aspect, 

educational process aspect of Teacher Educator and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ich are the elements of teacher education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irstly, when looking at the asp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Pre-service PETE, 

epistemic aspect has two cognitions consist. Nextly, for teacher-learning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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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training, socialization and exercising. Training is to make them 

understand the necessity of character through stories, videos and cases and reflect 

on their own character through questions, writings and humanity literacy. 

socialization enables to conduct character that was developed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and discussion, and it has indirect effects on character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y conducting getting interests, having relationships, 

having a courage and being an example. Exercising applies Physical Education 

Teaching Model which emphasizes sports Humanities activities and character to 

foster character. Lastly, educational process aspect is divided into liberal Arts, 

majors, teaching courses. 

Secondly, in Pre-service PETE, when looking at the problems of character 

education, firstly epistemic aspect showed stereotypes that character will not change 

and thoughts that knowledge and character are separated. Nextly, teaching-learning 

aspect showed lack of training, socialization and exercising. For lack of training, as 

character was not included in education, making understand as an educational 

methods was not utilized. For lack of socialization, classes focused on teachers not 

learners so the practice was not utilized. Also, Teacher Educators showed an 

example of teacher who teach well rather than an example of a good character by 

focusing on knowledge rather than on character. For lack of exercising, they tried 

to learn more fine exercising functions rather than introducing to sports culture 

through exercising. Lastly, the problems of educational process aspect were 

separated education and nominal committee. 

Thirdly, when looking at the improvement plan of character education in 

Pre-service PETE, firstly epistemic aspect enables to feel the need of character 

naturally through character education. Nextly, for teaching-learning aspect, training 

and socialization in all classes were utilized and especially exercising in practical 

lessons was utilized. As methods for training, there are character elements 

clarification, character concept descriptions, images questions, writing assignments, 

humanities activities, etc. As methods for socialization, there ar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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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discussion, roll play, interview with the teachers, instruction record for 

students and being a good example of good character. As methods for exercising, 

entering into sports culture and application of physical class model that emphasizes 

character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Model, sports education 

model and Hanaro teaching model ). Lastly, for educational process aspect, they 

open the courses that they will be able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theory, site visit, courses that they can practice the theories they learned and 

knowledge, capabilities, attitudes of teachers. 

In Pre-service PETE, education and study sugges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ly, Pre-service PETE in order to strengthen character needs to 

provide character educational methods to Teacher Educators, open the courses to 

teach knowledge, capabilities and attitudes as a teacher and utilize training, 

socialization and exercising during the teaching-learning. Secondly, in Pre-service 

PETE, follow-up studies in order to strengthen character requires curriculum to 

reinforce character, and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study for character 

education for Teacher Educato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2-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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