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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사례 비교분석

김      희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체육교육분야에서 진행된 적이 없는 연구자체

만으로도 아주 의미있는 연구이다. 특히, 체육교사를 양성함에 있어 문서상

으로는 볼 수 없는 중국 대학교 체육학과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특

징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뢰성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국과 중국 서로가 타산지석의 사례로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한

중교육자 및 교육시스템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연구로 기대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사례비교분석을 통하

여 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제 현황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장단점

을 각각 알아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

해 시사점을 탐색하여 향후 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연구문제는 1)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상대적 장단점

은 무엇인가? 3)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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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

지 총 10개월간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연구자 소속의 대학교에

서 IRB(생명윤리위원회)승인을 받은 이후(2015년 7월)부터 시작하여 진행되

었다.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예

비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학부과정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고 

양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국의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해 중국의 

3개성에서 각각 1교씩 선정하였고, 한국의 시도에서도 대학교 3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사례선정에 앞서, 본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대학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들 간의 협

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양국의 총 여섯 곳의 6개 대학교를 사례로 선정하

였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현장의 비 참여관찰, 문헌자

료, 현지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Bereday(1964)가 

제시한 비교분석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연구 윤리를 준수

하기 위해 CITI korea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

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에서 교육과정을 각각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3개 대학교(행복대, 

소망대, 사랑대)의 교양과목은 3:3:1의 비율을 보였고, 전공과목은 5:5:6의 

비율을 보였으며, 교직과목은 2:2:3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3개 대학교(축복대, 희망대, 명랑대)의 교양과목의 비율은 6:2:3이었고, 전공

과목은 3:7:5의 비율이었으며, 교직과목같은 경우에는 1:1:2의 비율로 보였

다. 양국을 비교해보면 전공과목의 비율이 모두 돋보적으로 많았고, 한국의 

전공과목 뒤로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은 전공과목 다음으로 교양과목의 비율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직과목

의 순서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상대적 장단점을 각각 목

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먼저 목표

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경우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체육 분야 전

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체육기초이론지식, 운동

기본기능을 장악하고 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실외체육훈련, 경기업무, 체육 

과학연구, 학교체육관리, 사회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



- III -

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어 양국의 교육 목적이 추구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

다. 다만, 상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육목적에는 전문성 이외에 인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적 차원에서는 주로 교양과목, 전

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양과목에서 한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직접 강의하는 수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의 한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이념 관련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에서 수업 대다수가 학점채우기식이라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양국 모두 실용적인 과목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에서 한국의 경우“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수업을 비롯한 전공과목 수업은 그 자체가 교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

이기 때문에 실제 교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지역

별 선호하는 운동실기 종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단계에

서 그러한 운동 실기 종목들을 배움으로 인해 그들이 향후 각 지역에서 임

용시험을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과 중

국의 경우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기수업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경우 실기수업 시간, 시수의 부족의 문제점

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에서 한국의 경우 현장 실천 중심의 교직과목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대학교 별 

서로 다른 교직과목과 소수민족 대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중국 표준어 과목

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실천과목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법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로 실천적용 위주의 지식교육, 임용준비 위주의 집단교육, 

실기종목 교수법 위주의 전문교육, 개개인 피드백 주기 위주의 직접교육, 

교사관 심어주기의 간접교육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실천적용 위주의 

기능교육, 흥미로운 교수법 위주의 참여교육, 두 가지 언어 위주의 동시교

육, 개개인 피드백 주기 위주의 직접교육, 교사관 심어주기의 간접교육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법적 차원에서 양국의 공통점은 개개인 피드백주기

의 직접교육과 교사관 심어주기의 간접교육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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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또다시 목

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면, 먼

저 목표적 차원에서는 중국 사례 대학교 기존의 교육목표는 오로지 전문성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면담을 통해 소질, 인성함양, 내적인 부분

의 중요성의 필요를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교육목표에 인성도 함께 강조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내용적 차원에서는 올바른 교육목

표의 방향성을 실천하기 위해 교양과목-학점채우기식에서 효율적인 수업으

로, 전공과목-기존 실기 종목에서 다양한 실기종목으로, 교직과목-이론중

심 수업에서 현장중심 수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방법적 차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체육교사를 양성하기와 인문

적으로 가르치기로 예비체육교사교육을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환경적 차원에서는 물리적 측면(시설), 제도적 측면(교육 시스템, 정책, 

법규), 문화적 측면(교육 분위기. 학교 분위기, 국가 분위기) 등이 잘 어울

러져서 개선을 가져온다면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예비체육교사교육, 교사교육 프로그램, 한국과 중국의 비교

학  번: 2014-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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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여가와 건강이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중

심사회이다. 특히,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스포츠, 헬스, 

레저 등 체육활동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최의창, 2008).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마다 체육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

한 상황은 이미 우리들에게 체육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전달해주고 있

다. 

   오늘날의 체육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운동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경기

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며, 또한 체육

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현대인들의 삶속에서 필

수적인 생활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문화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체육전문가의 양성은 

체육 분야에서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최의창, 2008). 교육

분야에서 체육전문가는 체육교사이며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이듯, 우수한 체육교사양성은 질 높은 그 나라의 장래를 양성한다는 

의미와도 동일하다(강신복, 2009).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

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그 어떤 금언보다도 명

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교육은 교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체육교육에 있어서 체육교사의 역할을 무

시할 수 없다(최의창, 2007). 그렇다면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은 어디인가? 바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다. 대학 기간은 교사의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훌륭한 체육교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간으로(최의창, 2004), 훌륭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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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직전교사 양성프로그램의 질과 가장 직접적

인 관련이 있기에 체육교사교육은 체육교육분야 연구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강신복, 2009).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연구자는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고등

교육까지 모두 중국이라는 큰 문화권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또

한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으며, 

그 후 성장하면서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체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체육교육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던 와중에 체육교사라는 꿈

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체육교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대학교 4학년 첫 학기,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생애 첫 교

생실습으로 중국의 한 중학교로 가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체육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신 들떴지만,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게 되면서 연구자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차갑고 높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연구자의 상심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장에 하나도 적용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

다. 사실, 학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지에 대

해 잘 알지 못했다. 심지어 대학교 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 도대체 어

떤 것들을 배웠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생길 지경이었다. 결국 현장에

서의 부담감은 실망과 자존감 하락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구자

는 중국에서 4년이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의 학부 교육과정을 모

두 마쳤다. 하지만, 진정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연구자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전문적인 전공분야 지식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한국으로의 

유학으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원 공부를 하는 와중

에 한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체육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구

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흥미로웠다. 

  그동안의 체육교사교육 관련 연구들을 보면, 자립성의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국내 실정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1)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 중심(김영식, 2010; 손천택, 강

신복, 2003; 손천택, 2002; 류태호, 1991), 2) 교직과목 중심(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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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천택, 2012; 임지선, 2010; 김무영, 2012; 이경희, 이안수, 2011), 3) 

전공과목 중심(황용주, 유정애, 2013; 류민정, 2013; 조남용, 2011; 이

규일, 2011; 박정준, 2010; 이옥선, 2010; 최의창, 2001)등 3가지 계열

로 분류된다.

  기존 연구는 한국 체육교사교육 학문분야 연구의 발전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안목

으로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좋은 점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

이 필요한 것이다. 오영(2012)은 한 시대에 서로 다른 나라의 새로운 

교육적 가치의 창조와 실천적 사례를 만나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도약하는 계기

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풍사양(2012)의 주장에 따르면, 21세기 미래

지향적 연구계획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교원 교육의 경험을 자국

의 현실문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들은 다른 나라들과

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으려 하는 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박성

일 외, 2014). 그런데, 체육교사양성(교육) 관련 연구는 거의 전적으

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사용권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최

의창, 2004). 따라서 미국(박혜란, 2011; 조미혜, 박연희, 2010; 김대

진, 2008; 김동건, 2002), 영국(이창현, 2014), 독일(김도연, 2011) 등 

서구유렵의 사례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 보니 문화적 수용성이 떨

어졌다(박성일 외, 2014). 물론 이들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논의가 많

은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동양적 교사관에서 

보았을 때, 보다 적합한 체육교사교육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족

함이 있다(최의창, 2004). 때문에 자국의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유사한 문화적 조건을 가진 국가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성희, 고을심, 사영숙, 2009). 권이종(2005)은 진정한 의미의 비교

는 성격이 매우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

였다. 

  지난 2000여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 역사적으로 가장 가

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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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수교 24주년째 되는 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두 나

라의 관계를 외교부(2012)에서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1992년 수교 시‘우호협력관계’로 설정으로 시작하여 2013년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합의를 박근혜 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 양국은 외교적으로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교류도 수교 이후 교류기반을 조성하고 급격

한 속도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최영표, 2006). 적극적인 상호교류

는 동아시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역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 볼 수 있다

(강만수 외, 2012).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과 중국

의 근대 대학교육은 학문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랐던 서양의 교육제

도를 모방하면서 첫걸음을 내딛었고, 교사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범대학 역시 이때부터 태동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점

에서 두 나라의 공통점은 아주 많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한 유교사

상은 한국 사람들의 교육관과 교직관 등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상

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 또 

글로벌 교육기관인 바르키 GEMS 재단이 2013년에 발표한‘교사 위

상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위를 차지했고, 중국1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OECD 21개국에서 1000명씩을 대상으로 교사의 사회적 위상

을 설문해 수치화한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존

경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았고 세계에서도 

가장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다.

  하지만,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고 또 문화적 

동질성도 높은 중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그간 미진했으며 체육 분

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박성일, 이재철, 박정환, 2014). 따라

서 21세기 체육문화사회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우수하고 유능한 자

질을 지닌 체육교사의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의 예비체육교사 양성프

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문화권 아래, 동질한 동양적 교사관을 지니고 있

고, 또한 지금까지 체육교사양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미진했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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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현황을 살

펴보면서 그 특징을 이해하고, 양국(兩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체육

교사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들을 비교하여 이들 교육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 비교가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둘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상대적 장단점은 무엇

인가? 

 셋째,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

가?

4. 용어의 정의 

교사교육:

  교사교육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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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이다. 그 중 예비교사교육이란 진정한 교사로 되

기 위한 양성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들은 교직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안고 교과지식이나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예비교사교육:

 예비교사교육과정이란 정규적인 교사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질교육이다. 

예비체육교사교육:

  예비체육교사교육이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전문양성기관에서 

받는 체육관련 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육실습:

 교육실습이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에 대하여 일선학교에서의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한 필수과정이다(권정숙, 2009). 

교육과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

체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안에 내포하

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은 예비체육교사가 교

사가 되기 위해 정규적인 교사양성기관에서 받는 모든 예비체육교사교

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체육교육과 교사교육자인 전문가의 추천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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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3개의 성과 한국 3개의 시에 있는 대학교를 각각 임의적으로 선

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 비교는 한국과 

중국의 일부 대학만을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비록 비교연구지만,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한국에서 중국이 배우는 것에 비교의 

초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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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제도

 가. 한국

   

  1) 양성기관

   교원양성제도의 유형은 크게 목적제와 개방제로 구분된다. 목적제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며, 개방제는 교사양성을 위해 특정한 양성기관을 설치, 운용할 필요없

이 모든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토록 하는 것이다. 목적제의 경우 획일성

과 통제성, 편협성의 단점이 있으며, 개방제는 교직 윤리의식의 결여, 

교육 일반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문적 기술체계성의 경시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목적제와 개방제의 장점을 절충하려는 절

충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초등교원 양성은 목적제 채택하고 있고, 유치

원 교원과 중등교원 양성은 절충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2015)에 의하면, 사범계에는 사범대학과 일반대학교육과로 구

분되어 있고, 비 사범계는 일반대학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으로 구분되

어 있다. [표 1]와 같이 사범계 사범대학 수는 국립대학교 15교, 공립대

학교가 1교, 사립대학교가 30교로 총 46교이다. 그리고 일반대학교육과

에는 국립대학교 1교와 사립대학교 13교로 총 14교이다. 따라서 사범계

의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을 모두 합쳐보면 국립대학교는 16교이고 공

립대학교는 1교, 사립대학교는 43교로 총 60교이다. 

  비 사범계인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보면 국립대학교 29교, 공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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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과정별

설립

별

기관

수

학과

수

학 년 도 별 정 원
비고

15학년도 14학년도 13학년도 12학년도

3

중

등

학

교

교

사  

사

범

계

사 범

대 학

국립 15 195 3,771 3,770 3,770 3,790
공립 1 7 98 98 98 98
사립 30 176 5,721 5,864 5,917 6,012
소계 46 378 9,590 9,785 9,785 9,900

일반대

학교육

학과

국립 1 1 15 15 15 15
사립 13 22 774 789 789 797
소계 14 23 789 804 804 812

총 계

국립 16 196 3,786 3,785 3,785 3,805
공립 1 7 98 98 98 98
사립 43 198 6,495 6,653 6,706 6,809
합계 60 401 10,379 10,536 10,589 10,712

3

중

등

학

교

교

사

비

사

범

계

일반

대학

교직과정

국립 29 686 2,217 2,268 2,422

교직과정부

분 

수치는(14,1

3,12)년도 

승인정원임.

공립 1 13 80 80 80
사립 120 1,712 6,985 7,544 7,997
사립

산업

대

2 9 39 51 51

소계 152 2,420 - 9,321 9,943 10,550

교육대

학원

국립 23 461 4,689 4,742 4,797 5,199 교육대학원 

정원수치는 

자격증 

발급정원이 

아닌 총 

입학정원임.

공립 2 25 252 252 252 252

사립 87 853 9,302 9,473 9,868 11,172

소계 112 1,339 14,243 14,467 14,917 16,623

총 계 

국립 52 1,147 4,689 6,959 7,065 7,621
공립 3 38 252 332 332 332
사립 209 2,574 9,302 16,497 17,463 19,220

1교, 사립대학교 120교 그리고 사립산업대학교가 2교로 총 152교이다. 

또한 교육대학원에는 국립대학교 23교, 공립대학교 2교, 사립대학교 87

교로 총 112교가 있다. 따라서 비 사범계의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을 

모두 합쳐보면 국립대학교는 52교이고 공립대학교는 3교이며 사립대학

교는 209교이기에 모두 264교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을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립대학교는 68교, 공립대학교 3

교, 사립대학교는 252교로 현재 모두 324교가 중등 체육교사를 양성하

고 있다.

 [표 1] 2015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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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국립 공립 사립
1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건국대학교
2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3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4 부산대학교 관동대학교
5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6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7 전북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
8 충남대학교 서원대학교
9 한국교원대학교 성결대학교
10 충북대학교 원광대학교
11 인하대학교
12 중앙대학교
13 청주대학교
계 10 1 13

총계 24

합계 264 3,759 14,243 23,788 24,860 27,173

(출처: 교육부, 2015)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총 41개교가 있으나 그 중 24개교만 사범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 2]와 같이 살펴보면, 사범대학은 10개

의 국립대와 1개의 공립대, 13개의 사립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

시에는 6개교가 있고 충청북도 3개교,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

북도, 충청남도 등 각각 2개교 강원도 및 부산광역시, 인천특별시, 전라

남도 각각 1개교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범대학 이외에 

일반대학 교육과에도 체육교육학과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 

 

[표 2] 한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목록 

(출처: 교육부, 2015)

  

2) 선발과정

 

  한국의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학생 선발 제도는 대체로 일반대학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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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학생선발을 

지원 자격, 전형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원자격에서는 한국 사범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

시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형유형에서 대학입학전형에는 크게 특별전형, 일반전형으

로 구분된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전형은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특

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

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자, 특정 교과목 우

수자, 특기자, 실업계 고교 예술고 특목고 출신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 

농업경진대회 입상자, 취업자, 만학도, 교육자 수도자, 선·효행자, 국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소년·소녀가장, 사회봉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이 있다. 이외에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 특

별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3) 교사자격 취득 기준

  한국의 교사교육 정책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실제적으로, 

교사교육의 기간은 최소 4년이 요구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려면 별도

의 추가 시험이 없이 교사자격증 즉, 정교사2급 자격증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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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등교육법」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의 자격기준은 

사범대학 졸업자와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라고 명시하였다. 또

한 교원자격검정령(2015)에 의하면, 제3조(자격증 수여)에는 교육부장관

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

함한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한 자에 대하

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2015)의 제4조에서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

으로 정하고, 따라서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19조에서는 무시험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첫째,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둘째, 교육대학원 또

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셋

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넷쨰,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 교육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섯째, 「유아교육법」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

려는 사람 여섯째,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표 3]과 같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있다. 여기서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

입학하는 경우 포함하고,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

학생들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

였다. 



- 13 -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
증별)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
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

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

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특수교

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
수과목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
시과목(또는 자격증별)38학점이상(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
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이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
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
함) 

교직 적성 및 이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
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표 3] 한국의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출처: 교육부,2015)

  이외에도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에서 체육 관

련 학과 또는 학부에는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학과)가 있으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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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

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

습), 여가레크레이션 등이 있다. 

 나. 중국

  1) 양성기관

  1897년 상해의 남양공학사범원(南洋公学师范院)의 설립으로부터 시작

된 중국의 교사양성교육은 청나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서로 

다른 사회체제의 변화, 교체 속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는 사범학교에서 

양성하고, 중학교 교사는 사범대학(학원)에서 양성하는 목적형 양성체제

로 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점차

적으로 목적형체제와 개방형체제의 병존으로 바뀌게 되었다. 바뀌게 된 

배경에는 의무교육의 보급과 기초교육단계의 교사수급변화, 중국의 경

제발전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구조의 변화, 사회, 가정 및 개체의 교육수

요의 제고, 세계 교사교육발전의 추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

다(정일환, 2012). 

  사실 이러한 변화의 계기와 정책적 근거는 중국 1999년에 중공중앙국

무원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을 심화하여 소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결정>중“종합성격을 가진 대학과 비사범계 대학들이 초중등학

교 교사양성에 참여하도록 고무, 격려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를 비

롯한 2001년 국무원<기초교육개혁과 발에 관한 결정>과 2002년 교육부

에서 발표한 <15기간 교사교육개혁과 발전에 관한 의견>에서 교사교육

개혁의 주요임무는 "교사교육의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진일보 교사교육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1년 뒤인 2003

년 11월에는 사범교육사의 제의를 걸쳐 사범교육과정을 설립한 1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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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사범계 대학들이 중국 하문시에서"전국 비 사범대학 교사교육토론

회”를 소집하고 "전국 비 사범대학 교사교육 합작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비사범류의 학교들이 사범교육에 참여하여 과거의 사

범학교(사범대학)이라는 일원화된 체제로 된 이전（前）의 사범교육시대

로부터 개방체적인 체제의 후（后）사범교육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중국의 사범교육 체제는 기본적으로 일원적이다. 즉 초,

중등 교사의 양성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사범교육기관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사범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는 사범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중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

두 전문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는 폐쇄적 목적형

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교원양성기관은 그 수준에 따라 중등사범 교육기관과 고등사

범 교육기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등사범 교육기관은 초등

학교 교사와 유아원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유아원 재직교

사의 연수 그리고 중등 사범의 연수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등 사범교

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중등 사범학교와 유아사범학교가 있다.

  고등사범 교육기관은 주로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중등학교에 재

직하는 교사에 대한 현직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등 사범교육을 실시하

는 학교는 주로 고등 사범학교인데, 이런 학교로는 사범대학, 사범전문

학교 등이 있다. 중국의 고등사범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사범대학 혹은 사범학원으로 불리며 일반대학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는 중점사범대학을 지정하여 중점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 이외에도 다양한 사범학교들이 설립되어 있다. 유아교

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유아사범학교나 특수교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범학교, 소수민족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민

족사범학교 등등과 같이 체육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육사

범학원(학교)도 있다. 이러한 사범계통의 여러 다양한 학교의 설립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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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목표 학제 사범대학, 학교 비 사범대학,학교

중등
전문
학교

소학
(초등)
교사

3-4
년제

유아사
범학교

중등사범
학교

성
인
중
등
전
문
학
교

중등
직업
학교

중등
기술
학교

직업
고중

기
타
기
관
(교
학
점)

5년제
5년 일관제 

사범전문학교

전문과
초중

(중학교)
교사

3년제 사범고등전과학교 교육학원
고등직업학

원

본과
고중 
교사

4년제
사범
대학

사범학원 종합대학
종합
학원

독립
학원

대학원 3년제
사범
대학

[표 4] 중국의 교사양성체제

국 교사 양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이경

애, 2003). 중국의 상세한 교사양성체제는 다음[표 4]와 같다. 

  중국의 중등교사양성은 독립적으로 설치된 사범계 교육기관에서 교육

을 받은 학생과 비사범계 교육기관에서 교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

수한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표 5]를 살펴보면, 중국의 사범

대학·사범학원은 2005년의 117에서 2008년의 140개로 증가하였으나 사

범전문학교는 2008년에 48개로 2005년보다 17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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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립별 기관수 선발생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2005년

사범대학·사범

학원
117 366053 1331347 239798

사범전문학교 65 234041 710628 219765

소계 182 600094 2041975 459563

2006년

사범대학·사범

학원
122 382580 1431462 275546

사범전문학교 56 235814 684790 231880

소계 178 618394 2116252 507426

2007년

사범대학·사범

학원
120 430092 1528437 322412

사범전문학교 49 197605 660401 243584

소계 169 627697 2188838 565996

2008년

사범대학·사범

학원
140 434237 1621409 353942

사범전문학교 48 201095 652541 227657

소계 188 635332 2273950 581599

[표 5] 2005년~2008년 중등교사 양성기관수 및 학생정원 

(출처: 中华人名共和国教育部，2005~2008)

  아래의 [그림 1]은 현재 중국 대학교에서 개설된 체육교육전공이다(장

빈봉, 2013). 위 대학교들은 각 성급, 시급, 자치구에서의 종합성 대학교

를 포함한 여러 특수목적 사범대학교들과 체육대학교들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에는 총 164개의 대학교에서 체육교

육과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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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빈봉, 2013)

[그림 1] 중국 체육교육전공 개설된 대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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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과정

  

  중국의 사범대학 학생선발은 전국 일반 고등학교 학생선발의 일부분

으로 교육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각 성급선발위원회에서 조직하고 실

시한다. 성급 선발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선발

전형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09). 중국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학생선발에는 지원자격, 전형유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지원 자격을 보면, 중국의 사범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자와 복무기간이 만료된 중등사범학교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 매년마다 대학생 선발 전체인원수는 중국의 교육부에

서 결정한다. 사범대학생 선발 전체 인원수 역시 대학생 전체 선발 인

원수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에서 교육발전의 수요에 의해 최종 결정하

게 된다. 또한 이를 각급의 직속 고등사범대학과 각급 성, 시, 자치구 

등에 전달한다. 따라서 각급의 직속 고등사범대학과 각급 성, 시, 자치

구에서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사범계 대학 사범전

공 학생선발 방법은 일반대학의 비사범계 전공의 선발방법과 같이 대학

입시시험성적 등 입학전형자료에 따라 우수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음으로 전형유형에서는 중국 사범대학 학생선발은 성급학생 선발위

원회에서 주관하며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범대학 전형유

형에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러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대학입학시험 선발전

형과 정향선발전형, 무시험의 방식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등이 있다. 

여기서 정향선발전형이란 한정된 지역에서 선발하고 졸업 후 그 지역으

로 돌아가서 취업하는 특수 정책을 말한다.  

3) 교사자격 취득 기준

  중국 교육부는 1983년8월 <초·중등학교교원에 대한 조정·정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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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학교

3급 교사

중
등
학
교

  고등사범학교와 기타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로 1년의 견습기간을 마치고 
심사를 거쳐 교육학, 심리학과 교학법의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과목의 교재
교수법을 파악하여 중등학교에서 한 과목을 능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3급 교사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2급교사

  고등사범학교와 기타 대학을 졸업한 자로 견습기간을 마치고 중등3급교
사로서 2년 이상을 근무한 자가 심사를 거쳐 2급 교사의 직무를 이행 할 
수 있다고 입증되고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1. 교육학, 심리학과 교수법의 기초 이론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자 
2. 교과목에 대한 기초이론과 전공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중등학교 
교학을 맡고 교학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자
3. 기본적으로 교육과정ㅇ서 학생을 지도하는 원칙과 방법을 파악하고, 담
임을 맡으며 교육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자 

[표 6]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분류 

리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기본적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다음[표 6]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웅호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마

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사회주

의 교육사업과 교육업무에 충실하고, 학생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학문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람을 만들며, 적극적인 태도로 본업에 충실하고 사

상과 언행에 있어서 학생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사범대학이나 기타 대학졸업의 학력이

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학교 교사는 고등사범전문

학교나 기타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소유자여야 하고 초

등학교 교사는 중등사범학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육규율을 잘 알아야 하며 교학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이해하

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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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교사

  2급 교사로 4년이상 근무하거나 석사학위 취득자로 심사를 통과하여 1급
교사 직무를 이행 할 수 있음이 입증됨과 동시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1. 교과목에 대해 비교적 충실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갖추며, 독립적으

로 교과목의 교학요강과 교재, 교학원칙과 교학방법을 장악하고, 지식과 
기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내용을 과외활동과 결합시
키며, 학생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교학효과가 좋아야 한다.

2. 정확하게 학생을 교육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등학교 학생들의 연
령 특징과 사상 실제에 근거하여 사상정치 교육과 품덕수양 교육을 실
시할 수 있으며 교육효과가 좋아야 한다. 

3. 교학연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함 일정한 교학 연구임무
를 맡아야 한다. 

고급 교사 

  1급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자로 심사를 통과하
여 고급교사 직무를 이행할 수 있음이 입증됨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 
1. 교과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견고한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

며, 교학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고 교과내용을 과외활동과 결합시키며, 
학생의 지적능력을 발전시키고 교학효과가 현저하거나 혹은 교사의 교육
업무수준과 교육 교학능력을 제고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워야 한다. 

  중국의 교사자격증이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허가

증이다. 중국에서는 사범계 대학의 졸업생은 학기 기말 시험중에 반드

시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학 교과목과 교육심리학 교과목을 시험을 치러

서 통과해야하며, 반드시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한 표준말시험(普通
话考试)에서 성적이 반드시 2급 을(乙)등급이상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때 

교사자격증을 발급해준다. 또한 비사범계와 기타 사회인들은 사회에서 

인증한 시험을 봐야만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2015년 교사자격

증 시험이 개정되어 정식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개정 후 전국 통일 시

험(임용)을 실행하며, 시험 내용이 증가되었고, 난의도가 높아졌다. 또한 

재학생들 중에서는 전문대학 2학년, 3학년과 본과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어야만 자격증시험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후 사범계열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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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열은 더 이상 차별점이 없으며,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전국 

통일 시험(임용)에 참가 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하나는 국가 전국 통일 시험에 참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방의 자체시험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시험 방식은 모두 구술과 면

접으로 진행된다.  

2.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연구 

가. 한국 

 한국에서의 사범대학에 속해있는 체육교육과는 교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있다(최의창, 2005; 이창현, 2014).

  손천택(2002)은 한국 체육교사교육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첫째, 학업능력과 운동수행능력을 갖춘 사명감과 붕사정신이 투철

한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체육교사선발 및 자격부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체육교과교육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체육교육을 전공한 교수의 확보율을 높이고 

현장과의 계속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론 위주의 교육

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지식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영식 ·김진환·임종호(2004)는 중등 체육교사 양성의 내실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교사 양성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는 교육기간에 습득된 이론과 기능이 교직업무에 

바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좌표의 설정과 체육

교과교육학 중심적이며 현장 중심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예비체육교사

들의 학습지도·교직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양성대학의 교수-학습 형태로 모의수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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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극기 훈련과 같은 경험중심의 학습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며 특

히, 실기지도는 운동참여의 동기나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 혹은 신체적

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도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실기수업의 방식을 전화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으로 초기현장경

험 제도와 양성대학의 실습 전담 부서 설치의 요구를 추진하며 토론회

나 특강을 통한 사전·사후지도의 강화, 체육교사교육자의 방문이 아니 

지도로의 역할 재 개념화,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한 실습교육의 개별화

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체육교사 자격취득은 제도적

으로 무시험검정을 지양하고 졸업과는 별도의 이론·실기시험에 의한 

검증절차와 같은 체육교사 자격부여 기준 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양성교육과정의 평가는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사양성 

교육기관 평가인증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인증제의 계획, 평가기준 및 지

표를 개발하고, 양성교육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근

본적으로 양성대학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기민성을 높인 교

육과정의 주기적인 평가와 개편을 통하여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양성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교육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교사양성대학에 파견하여 근무시키며, 학교현장과 관련

한 공동 및 위탁연구, 각종 체육교육연구회의 자문과 지도와 같은 체육

과 교수들의 노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

다. 일곱째, 양성대학과 교육청, 교육현장의 원활한 상호교환 체제의 구

축을 위하여 체육교사 양성교육기관과 임용기관, 일선학교를 모두 하나

로 엮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최의창(2004)은 한국에 지난 삼십여 년 간 구미를 중심으로 펼쳐진 체

육교사교육론에 관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찾기 위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각각 유행한 기능적 

접근, 반성적 접근, 비판적 접근 그리고 후기 근대적 접근과 인문적 접

근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접근이 갖는 특징들을 비교 분석

하여 서로 다른 접근들에 대하여 체육교사교육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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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향후 한국에서의 체육교사교육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그 세 

가지 과제는 개념적 논의의 활성화, 한국적 접근의 개발, 그리고 실천사

례의 연구라고 하였다. 

  김대진(2006)은 효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체육교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한다든지, 고

등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우수한 예비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의 교육실습방법을 개선하기 위

해 교육실습전문학교를 각 시도에 적어도 10-20여개교 선정하여 교육실

습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협력교사로 하여금 예비교사를 지도하게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학점과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는 

교사양성기관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교사자격증을 부여

하도록하며, 교사자격증을 취한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교직에 취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양성기관에 체육교과교

육 전공교사가 최소 1인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기

관의 객관적인 교수임용자세가 요구된다. 다섯째, 보다 전문적인 교사교

육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교사교육에 관한 심도있는 지식체계를 확

립하여야 한다. 교사교육연구에 대한 연구비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 사범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사범대학 특유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사양성대학의 졸업학점을 늘려햐 한다. 일곱째,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정제를 실시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함양과 학생

들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등을 제대로 교육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김대진(2008)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체육교사교육과정의 문제

점들을 지적하였는데 크게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과정의 비

전문성, 교육실습의 미흡, 교육과정평가의 부재 및 교사양성기관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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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구분 제목

손천택 2002 체육교사교육의�현황과�개선방안�

김영식,

김진환,

임종호

2004 중등�체육교사�양성의�내실화�전략

최의창 2004
가장�바람직한�체육교사는�누구인가?
-체육교사교육�논의의�최근�동향과�과제-

김대진 2006 중등체육교사교육의�현황과�과제�

김대진 2008 중등체육교사양성�교육과정�연구�

김영식 2010 우리나라의�중등학교�체육교사�양성과�임용에�대한�고찰�

[표 7]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의 현황 관련 선행 연구 목록 

학점 감소추세가 부각된다고 하였다.  

  김영석(2010)은 예비체육교사선발과 체육교사교육기관에서의 양성과정 

및 자격증 취득과 임용과정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중등학교 예비체육교사 선발전형 시 고교성적과 실기고사 중심에서 교

직적성 및 인성과 자질 검증의 비중을 좀 더 높인 선발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체육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과내용학 중심에서 

교과교육학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실습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의 변화와 시수를 교육선진국에 준하는 16주 이상의 수준이 요

구되며, 체육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에서도 무시험검정제도와 무관한 

별도의 자격증시험을 통해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갱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는 다음[표 7]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표 8] 와 같이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 교수-학습 관련 연구 

(손천택·강신복·Patt Dodds, 2003; 최의창, 2005; 문호전·김윤희, 

2008; 박정준, 2010; 이주형, 2013)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예비체육교사를 중심으로 다룬 인식 관련 연구들은 김무영

(2007), 유상석(2009), 김원정(2010; 2012), 정용상·박종률(2010),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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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구분 제목

손천택,

강신복,
Patt�

Dodds

2003 체육교사�양성프로그램의�현상학적�분석�

최의창 2005 통합적�스포츠지도:�하나로�수업모형의�체육교사교육에의�적용

문호전,

김윤희
2008 사범대학�체육교육과�지도법�수업�사례�연구�

박정준 2010
반성적� 마이크로티칭에� 나타난� 예비� 체육교사의� 실천적� 지식� 내용과� 수준�

분석�

이주형 2013 예비체육교사를�위한�학습윤리�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

[표 8]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 교수-학습 관련 선행 연구 목록 

저자 년도 구분 제목

김무영 2007 잠재적�교육과정으로서�체육�예비교사�문화의�비판적�이해�

유상석 2009 예비체육�교사의�현장연구�능력�개발

김원정 2010 예비�체육�교사의�수업�시연을�통한�자기수업반성에�관한�연구�
정용상

박종률
2010 예비체육교사의�대학생활�경험에�대한�사례�연구�

이규일 2011
예비체육교사의�내용�교수�지식(체육과� )발달을�위한�배구�수업�설계�및�실

행�연구�

김연수 2012 �예비�체육�교사의�체육�교육과정�가치�정향�분석

김원정 2012
예비체육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통해� 본� ‘행위� 중� 반성’에� 관한� 내러

티브�탐구

[표 9] 한국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관련 선행 연구 목록

(2012), 서연주(2013), 황용주·유정애(2013), 성지훈·장경원(2013), 서연

희·정구인(2015)등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교육실습 및 교육

봉사에 관련 하여 이루어진 연구(이승희, 2003; 최희진, 2009; 이경희·

이안수, 2011; 윤현수·손천택, 2012; 김무영, 2012; 임지선·김경숙, 

2014; 이안수·배종희·노현호, 2015)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목

록은 각각 다음 [표 9]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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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주 2013 예비중등체육교사의�응급처치지식수준�및�인식에�관한�연구

황용주,

유정애
2013 예비�체육�교사의�팀�티칭�실행�경험�탐색�

성지훈,

장경원
2013 예비체육교사의�교수학습과정안�작성�경험�분석�

서연희,

정구인
2015

예비체육교사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체조학습� 내적동기� 및� 목표성형에� 미치

는�영향

저자 년도 구분 제목

이승희 2003 중등�체육�예비교사의�교육실습�과정�연구�

최희진 2009 중등체육�예비교사의�교육실습�체험에�관한�내러티브�탐구�

이경희,

이안수�
2011 중등�예비�체육교사들의�교육실습�만족도에�대한�분석�

윤현수,

손천택
2012 중등�예비체육교사의�실습수업을�통한�수업지식�형성과정

예비체육교사�교육봉사�활동�경험의�이해김무영 2012

임지선,

김경숙
2014 예비체육교사의�교육봉사활동�경험의�의미에�대한�절적�연구�

이안수,

배종희,

노현호

2015 중등예비�체육교사들의�교육�봉사활동�경험에�대한�인식과�반응

[표 10] 한국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실습 관련 선행 연구 목록 

  또한,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관련 하여 이루어진 인성 관련 선행연구

(김진희, 2006; 최의창, 2007; 박정준, 2010; 유경민, 2015)  목록은 [표 

11]과 같다. 그 중 유경민(2015)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체육교사교육은 교사교육자에게 인성교육방법을 제공, 모든 

과목에서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에서　개설，교수－학습 동안 적극적인 학습화, 사회화, 운동화의 

활용 등이 있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

속 연구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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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구분 제목

김진희 2006 인문적�체육교사교육을�위한�실천

최의창 2007 체육교사교육에서의�인성교육�탐색� �현황,�동향,�과제� -

박정준 2010 인문적�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교직인성�형성과정�탐색

유경민 2015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인성�교육의�양상�및�개선�방안�

[표 11] 한국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 관련 선행 연구 목록 

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 교사교육자를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비체육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다. 그 외에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들을 보면 한국과 미

국의 체육교사교육 관련 비교 연구(김동건, 2002; 조미혜, 박연희, 2010; 

박혜란, 2011)와 영국과의 비교 연구(이창현, 2014a; 2014b; 2015)목록은 

다음[표 12]와 같다. 미국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체육교사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 또한 한국 자국의 예비체육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개

선점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동건(2002)은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사범계열과 비사범계열의 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서 한국의 체육교사의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되

짚어 보고 개선점을 찾으려 하였다. 첫째, 한국에서는 체육교사 교육을 

하는 학교와 기관들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표의식과 사명

감을 효율적이고 공통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

적인 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셋째, 체육교사양성

과정에서 교과교육학의 배당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고 교과교육학에 대

한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 넷째, 사범대학의 체육교사양성 교

육과정의 특수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한국의 체육교사양성기관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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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년제의 교사양성과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

라 석사과정 이상에서도 체육교사양성을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

다. 여섯째, 미국의 살례를 통해 보았을 때 한국의 체육교사교육과정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하였다. 

  조미혜·박연희(2010)는 한국과 미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사교육 프로그

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진 및 체육교사교육 목적을 비교하여 양국이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

렸고, 또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 과목을 비교해보았을 때, 미국은 

한국에 비해 교과교육학의 과목 비율이 교과내용학과와 비교해보면 훨

씬 높았다. 따라서 미국은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과교육학을 매

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사교육 

이론 및 실기 과목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약 4:6의 이론과 실기 비율을 

보였고, 미국은 약5:5의 이론과 실기 비율 구성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

의 사범대학 체육교사교육 전공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최소한 전공필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공필수과

목을 보다 폭넓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의 교육실습

기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4주~6주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교육

실습을 하는가 하면, 미국은 더 오랜 시간동안 교육실습시간을 가진다

고 한다. 따라서 연구의 제안은 한국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미국은 2008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추후에 개정된 사범대학 

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양정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심층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혜란(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체육계열 학과 실기 교

육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체육학과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 지도자를 제공하였

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 사회체육계열학과가 미래 지향적이고 전문적

인 실기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다양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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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큘럼 개설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과 연계한 현장학습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방법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창현(2014)은 비교연구 관점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체육교육과 지식

을 분석하여 한국대학 체육교육과정 개편에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Sulman(1987)의 교사지식을 바탕으로 근거 이론 분석을 통해 영국의 체

육교육과는 체육교사교육에 집중하는 형태이며 한국의 체육교육과는 체

육교사교육 및 체육학교육을 병행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의 경우 전임교수가 대부분 강좌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시

간 강사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교육과정 시수는 한국이 높았으며, 영국

의 경우 교양과 일반 교육학 강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스포츠 내용학의 경우 두 나라 사이에 맥락적인 차이는 있

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교사교육보다는 체육학을 강조하는 강좌였고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창현(2014)는 실기 강좌의 개편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또 이창현(2014)의 다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영국과 한국

의 체육교육과 강좌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한국 체육교사교육과정 개편에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한국 모두 교육과정의 시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의 체육교육과는 스포츠 내용학 강좌의 구조,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고 스포츠교육학의 늘어난 강좌 수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창현(2015)은 한국과 영국 체육교육과 전공 실기 강좌의 시

대적 변화과정(1970년~2010년)을 비교 분석하여 실기강좌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국 및 한국 실기 강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3학점 통합적 실기 강좌 개설 및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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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구분 제목

김동건 2002

미국

한‘미�양국의�체육교사�양성교육�프로그램에�관한�조사연구�

조미혜,

박연희
2010 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한미� 비교�연구�

박혜란 2011
한국과�미국의�대학체육�커리큘럼�비교�연구
-미래지향적�사회체육지도자�양성을�중심으로-

이창현 2014

영국

한국과�영국의�대학� 체육교사교육�비교�분석�

이창현 2014 영국과�한국�체육교사교육과정의�시대적�변화�분석을�통한�시사점�탐색

이창현 2015 한국과�영국�비교를�통한�대학�체육교육과�실기�강좌�발전�방향�탐색

[표 12]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련 선행 연구 목록 

나. 중국

  李丽(2005)는 중국 체육교사양성모형과 개선방안을 탐색해보았다. 이

를 통해 중국 체육교사양성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 그 중 폐쇠적인 직전 사범교육의 체제와 양성목표가 단일하고 예비 

교사사양성과 현직 교사양성의 기관, 커리큘럼, 교사집단의 분리, 교육

자원낭비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소질교육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강화하

고 중국 국내 체육교사양성체제를 개선하여 일체화로 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실용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방식 교학평가의 개선과 복

합적인 체육인재 양성을 주된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李丽英·龚正伟(2009)의 연구에서는 중국 체육교사교육의 지난 50년의 

역사와 그 후의 50년동안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중국 국내 체육교사

교육발전의 현황을 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제와 향후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王崇喜·周珂·周艳丽(2012)의 연구에서도 새 중국의 체육교사교



저자 년도 구분 제목

刘波 2008
德国
(독일)

中德体育师资培养⽐较
(중국과�독일의�체육교사양성�비교)� �

武伟东,
夏成前

2014

澳⼤

利亚
(호주)

中奥体育教师教育⽂化体制对⽐分析
(중국과�호주의�체육교사양성�문화체제�비교�분석)

顾渊彦�
窦秀敏�
王敬浩

2003

⽇本

(일본)

中⽇两国体育，健康课程及教师教育的⽐较
(중일� 양국의�체육,� 건강�커리큘럼�및�교사교육의�비교)�

林萄 2008
中⽇体育教师培养的技术课程标准⽐较分析
(중일체육교사양성의�기술�커리큘럼�표준� 비교�분석)

刘明智孙⾦ 2010 中⽇两国中⼩学体育教师培养现状⽐较分析

[표 13]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련 선행 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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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변천과정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크게 양성, 학습, 발

전 등의 3가지 단계로 교사전문성이 발전되었다고 하였다.

  董国永(2010)은 중국 체육교사교육의 연구현황에 대해 비교연구 방면, 

직전 양성 방면, 현직교육 방면 등을 분석하여 중국 국내의 체육교사교

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들의 모호함과 예비체육

교사양성과 현직교사들의 양성 간의 연구들이 분리되었고 그 연구대상

이 단일하고 방법은 이론연구에 너무 치우쳐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

세기 연구방향은 응당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연구

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넓히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서로 다른 지역

에서의 체육교사교육의 다양한 발전 모형과 농촌지역의 교사교육에 대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 역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자국의 문제점들을 극복

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중국에서의 예비체육교사 양성 관련 연구는 주

로 서양권 나라인 독일, 호주,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와의 비교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연구만 진행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 양성 관련 그동안의 비교 연구들은 

다음[표 13]과 같다.



晖朱晓君 (중일� 양국의�초,� 중등체육교사양성�현황� 비교�분석)

�林楠 2012
关于中国与⽇本中学体育教师教育课程的⽐较研究
(중국과�일본의�중등체육교사�교육과정�비교)

王⽟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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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체육교사�직전�양성모형의�비교�연구)

张⽟宝 2011
中国体育教师培养规格与美国体育教师教育标准之⽐较
(중국�체육교사양성�규격과�미국�체육교사교육�표준�간�비교)

林顺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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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교육:� 국제비교-중등체육교사� 직전� 양성과� 직후� 양성의� 단일

화�연구)
中⽇美等中⼩学体育教师培养模式⽐较研究
(중국,�일본,�미국�등�초,�중등체육교사양성프로그램�비교�연구)

李丽 2006

张⼤超常璐
艳

2011

中，美，英，奥⾼校体育专业与课程设置的对⽐分析
(중국,� 미국,� 영국,�호주�고등교육기관�체육전공과�교육과정�구성의�비

교�분석)

陆丹华 2014

中美⽇⾼等体育院校（系）体育教师培养模式⽐较探究
(중국,�미국,�일본�고등체육학교(학원,�학과)의�체육교사양성�모형�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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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刘波(2008)는 독일체육교사양성과 관련된 이론과 양성과정에 대해 소

개하였다. 또한 독일의 German Sport University Cologne과 베이징체육

대학의 전공과정을 서로 알아보고 양국의 체육교사양성의 구체적인 비

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체육교사양성 방면에서 체육교

사소질에 대한 요구와 3가지 단계의 양성 체계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

다. 또한 전공 이론과목, 교육과학과목과 실습단계에 대해서는 상이점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점들의 원인은 중국과 독일의 사

회경제조건, 문화교육전통, 체육발전의 수준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武伟东, 夏成前(2014)의 연구에서는 중국과 호주의 부분적인 사범대

학과 교육학원을 사례로 양국의 체육교사교육의 문화체계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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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체육교사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 관리체계 등의 각도에

서 심층적으로 양국체육교사교육 문화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호주의 체육교사교육의 계층관리 체제가 중국 체육교사

교육체제에 양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 연구( 顾渊彦·窦秀敏·王敬浩, 2003; 林萄, 2008; 

刘明智·孙金晖·朱晓君, 2010; 林楠, 2012)에서는 체육교사양성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체육교사양성의 현황, 전반적인 양성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중국 자

국의 양성모형에 대해 시사점을 갖게 해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비교 연구들도 王玉珍(2007), 

唐红明(2008), 张玉宝(2011)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

제비교 연구(林顺英, 2003; 李丽, 2006; 张大超·常璐艳, 2011; 陆丹华, 

2014)들을 보면 각국의 예비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들

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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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이며, 또한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

교사 양성프로그램의 특수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둔 비교연구이다. 비

교연구는 국가 간의 정보 교환 및 이해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권

이종, 2005). 또한 비교연구의 진정한 의미의 비교는 성격이 매우 비슷

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별마다의 

특징적 대학교를 각각 사례로 들어 양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하였

다. 또한 본 연구자는 예비체육교사 양성이 활성화된 한국과 중국의 대

표적 사례들을 통해 양국의 예비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이 현재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양국 예비체육교사 양성프로그램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예비체육교사 프로그램

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이해하고, 양국(兩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들을 비교하여 이들 교육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하며, 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 비교가 중국의 예비체

육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공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0개월간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IRB 승인을 받은 이

후(2015년 7월)부터 시작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도입단계, 탐색

단계, 결과단계로 구분되며 이 단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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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의 절차 및 수행단계 

  도입단계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고 연구 주제 선정 후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문제를 만들며 이에 적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중국 유학생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 공

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교육분야에서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연구자는 이미 중국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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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년이란 기간 동안 예비체육교사양성프로그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방면에 대하여 이해가 깊을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룬 비교

연구는 모두 서구유럽국가들을 위주로 이루어 진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동질한 문화권 아래 동양적 교사관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

고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주제

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종국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수한 체육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데에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이 연구주제를 선

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형성하였고 연구 참여 학교와 연구 참여

자는 본 연구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교 체육전

문가의 추천으로 양국의 성, 시(도)에서 각각 우수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였고 양국의 교사교육자 총 10명과 예비체육

교사 총 30명을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탐색단계는 2015년8월부터 2016년2월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자료수집

과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의 방법

으로는 문헌자료, 심층면담, 비 참여관찰 등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각종 현지 문서 수집을 통해 문서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보

완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와 코딩, 주제별 생성 과정을 통하여 

분석될 것이며, 분석되어진 자료의 신뢰도, 타당도 확보를 위해 삼각검

증법을 비롯한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실시 할 것이다.  

  결과단계는 2016년2월부터 2016년3월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비교 연

구인만큼 분석 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석하

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 해 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집, 분

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들을 이해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본 연구

를 마무리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기간과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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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부적인 연구의 기간 및 절차 

2. 연구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하

기 위하여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학부과정으로 연구대

상을 한정하여, 사범대학을 비롯한 한국 종합대학교 3교와 중국 종합대

학교 2교, 교사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대학 1교를 선정

하였다. 또한 양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각국의 대표성을 드러

내기 위해 중국의 3개성에서 각각 1교씩 선정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도에서도 대학교 3교를 각각 선정하였다. 사례선정에 앞서, 

본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대학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들 간의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

로 양국의 총 여섯 곳의 6개 대학교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양국

의 각 학교특성은 다음[표 14],[표 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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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가 학교명/특성 특성 지역 

1

중국

축복대학교 종합
항저우시

(HangZhou City)

2 희망대학교 종합
길림성

(Jilin Province)

3 명랑대학교 특수목적
상하이시

(ShangHai city)

순 국가 학교명/특성 특성 지역 

1

한국

행복대학교 종합
서울시

(Seoul city)

2 소망대학교 종합
경기도

(Gyeonggi-do)

3 사랑대학교 종합
서울시

(Seoul city)

[표 14] 한국의 연구사례 대학교의 특성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종합성 대학교 2교를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

서 선택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행복대학교와 사랑대학교는 가장 대표

적인 국립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교이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소망대학교 역시 종합성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교로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학교이다. 이들 3교 모두 한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학

교일 뿐 만아니라, 한국의 각 지역 특색을 잘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예비체육교사 양성관련 현 실정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

으로, 한국의 스포츠교육학 관련 전문가의 추천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한 

3교이다.  

[표 15] 중국의 연구사례 대학교의 특성

  중국의 경우에는 먼저 한국과 동일한 학교의 특징을 지닌 종합성 대

학교를 2교 선택하였다. 그 중 중국 항저우시에 위치한 축복대학교는 

2015년 중국내 대학교 중 베이징에 있는 북경대학교에 이어 랭킹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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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이자 국립대학교이다. 축복대학교는 중국

에서의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

학교이므로 중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을 띤 학교라 여기

어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길림성에 위치한 희망대학교 같은 경우, 중

국은 56개의 다민족 국가이고 한족을 제외한 기타 55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대국이기에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 

중 당연히 소수민족 전통대학교가 빠질 수 없다. 또한 희망대학교는 소

수민족 전통대학교들 중 가장 대표성을 띤 대학교이므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해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을 띤 명랑대

학교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교사를 양성해내고 있는 독립적인 사

범대학교이다. 따라서 명랑대학교는 중국의 교사양성에 가장 대표적인 

기여를 하는 교원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중국 지도에서

의 연구 사례 대상 대학교의 지역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중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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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1) 행복대학교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행복대학교는 국립대학이자 종합대학이다. 

`2014년 기준 행복대학교는 인문대학(15개 학과), 사회과학대학(9개), 자

연과학대학(8개), 간호대학(1개), 경영대학(1개), 공과대학(11개), 농업생

명과학대학(7개), 미술대학(4개), 법과대학(1개), 사범대학(15개), 생활과

학대학(3개), 수의과대학(1개), 약학대학(2개), 음악대학(4개), 의과대학(1

개), 자유전공학부 등 16개 단과대학 84개 학과, 1개 일반대학원, 9개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세계적 수월성을 

갖춘 교육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행복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범대학에는 교육학과를 

비롯한 총 15개 교육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국어,영어,불

어,독어,사회,역사,지리,윤리,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체육 등 교육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스포츠와 체육의 역할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급격한 속도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현시대에

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체육전문인의 요구가 급증되고 있는 추세이며, 

행복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역시 이러한 수요에 맞서는 우수 체육전문인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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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행복대학교 학교 환경

2) 소망대학교 

  한국 경기도에 위치한 소망대학교는 1954년에 설립된 사립종합대학

교이다. 2014년 기준으로 소망대학교는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

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예술체육학부 등12개 단과대학과 융합기술경

영학부, 기초의과학부, 아태물류학부, 법학부 등의 전공학부 외에 53개

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범대학에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6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72년

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사십구일여년 동안 2천여명의 중등교사들을 비

롯한 8천여명에 이르는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해 내면서 교사 임용률

을 비롯한 각종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사립 사범대학으로 자리하

고 있다. 

  소망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 스포츠, 운동에 관

한 과학적 지식을 교육하고 다양한 스포츠 실기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에 지덕체를 겸비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1978년에 

개설되었다. 또한 현재 9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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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망대학교 학교 환경

3) 사랑대학교

  한국 사랑대학교는 서울특별시와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대학

교이다. 1931년 유석창이 사단법인 민중병원으로 설립하였고, 1946년 

조선정치학관을 설립하였으며, 1949년 9월 재단법인 정치학원과 정치대

학으로 개설하였며, 1959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현재 교명으로 개

칭하였다. 사랑대학교는 2016년 기준으로 59개국 456개 학교와 자매결

연, 복수 학위 및 교환학생 등의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인문, 

이공, 융합, 의예, 수의예, 예체능 관련 학과가 종합적으로 편제되어 있

으며, 각 캠퍼스의 전략 학과와 전력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 

전개될 세계사를 내다보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개성있게 주

도해 갈 민족교육의 정예 교육자를 양성하여 세계 문명사회를 지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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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과업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해 갈 수 있는 교육과업을 수행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교육 이념을 갖고 있다.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를 통합 

교육하는 교육양성 대학교는 총 205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35명의 학부생과 3457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이다,

   사랑대학교 체육교육과는 덕성과 능력이 풍부한 중등학교 체육교원

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동건강전문가, 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자 등 다양한 체육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한다. 체육교육과는 학교의 교훈인 '성, 신, 

의' 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이 '지, 인, 용' 학생 들은 정규 학과교육과정, 

자율적인 학생회 및 클럽활동, 진로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올바른 

체육인으로서 성장한다. 첫째, 체계적인 학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훌륭한 체육교육자 및 전문 체육인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교육시

키고 있다. 최신의 스포츠 과학 이론과 반성적 스포츠지도방법을 학습

하는 4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이론과 실기를 조화롭

게 갖춘 문무겸전의 전문인이 된다. 둘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활동

이 활발히 운영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내실에 찬 대학 생활이 영위

되도록 하고 있다. 각종 스포츠 동아리를 통하여 평생스포츠를 익히고 

선후배와 동료 간의 우의를 다져 호연지기를 기르며, 취미 및 어학 스

터디 클럽에 참여하여 자기 개발과 함께 공동체 정신을 다지고 있다. 

또한, 사랑대학교 체육교육과에는 7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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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랑대학교 학교 환경

나. 중국 

1) 축복대학교 

  중국 축복대학교는 인간계의 천당이라 불리는 역사문명화 도시 항주

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이다. 1897년에 창립되기 시작하여서부

터 이는 중국인의 가장초기에 창건 된 현대 고등학부 중 하나이다. 

1928년에 정식으로 명칭을 국립축복대학이라고 명칭하였다. 중화민국시

기, 축복대학은 중국의 명문대학중 하나로 되었고 영국의 주명학자 

Joseph Terence Montgomery Needham는 동방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도 하였으며 이는 축복대학의 발전역사상 제일 휘황한 시기이다.  

  중국 축복대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에서 직관하고 또 211공

정,985공정, 또한 국가건설 아래 전국 중점대학교중 하나이다. 또한 C9

연맹, 세계대학연맹, 환태평양대학연맹의 성원이다. 2014년9월, 축복대

학교는 5개의 캠퍼스가 있고 그 면적은 2072303평방 메터의 엄청난 규

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부속 병원이 7개가 있다. 현재 전일제 재학

생은 45678명이고 그 중 석사과정 재학생은 13949명이다. 또한 박사과

정 재학생은 9084명이며 학부생은 현재 23633명이다. 국가중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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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가 14개 있고 2등급 학과가 21개, 본과 전공에는 총 123개가 있다.

  축복대학에는 교육학원에 체육학계가 있다. 체육학계 안에는 현재 총 

30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축복대학 교육학원 체육계는 1952년

에 창립되었으며 중국의 최초 설립된 체육학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

초 저명한 미국유학파 체육교육학자 舒鸿교수는 체육계 최초 주임이다. 

체육계는 축복대학 교육학원의 주요조직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60년 이래 인재양성, 과학연구, 학과창립, 운동훈련, 등 여러 다양

한 방면에서의 발전성과를 나타냈다. 예전에는 체육교육, 운동훈련, 민

족전통체육 등 세 가지의 본과전공이 있었지만 2010년 이래 현재 체육 

산업관리 본과전공을 추가 신설하였다.

[그림 8] 축복대학교 학교 환경

2) 희망대학교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희망대학교는 소수민족전통대학교이자 종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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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이다. 희망대학교는 길림성 소수민족자치주의 중심 도시인 시도

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희망대학교는 고유의 민족전통특색을 지닌 종

합성 대학교이기도 하며 중국공산당이 최초로 건립한 소수민족대학교 

중 하나이다. 

  1964년7월12일 중국 주덕위원장은 직접 학교를 시찰하여 비로소 희

망대학교라는 이름을 집필하였다. 희망대학교는 국가 211공정인 중점건

설대학교이다. 또한 서부개발 중점건설학교이고 길림성과 교육부 공동

으로 지지하는 중점건설대학교이다. 1949년에 창립된 희망대학교는 주

은래 총리, 주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가영도들의 직접 학교시찰을 

한 영광을 지니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희망대학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22개 나라와 홍콩, 대만 등 2개 지역의 대학교를 비롯하여 총 국외 296

교의 대학교들과의 과학연구기관을 건립하고 협력과 교류관계를 유보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보면, 일본 명지대학교, 한국 서울대학

교,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교 등과 같은 세계지명도 높은 학교들과의 국

제교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있고, 이외에도 또 서양 권 나라에서도 

미국 피츠버그 대학과 같은 여러 명문대학교들과의 국제 교류도 활발

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충북대학교에는 중국 공자학원이 있다. 

  현재 희망대학교 체육대학에는 총 6명의 정 교수가 있고 35명의 부

교수가 있으며 27명의 대학 강사가 있다. 사실, 체육대학은 1958년에 

창립되었고, 1999년11월에 사범대학에서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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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희망대학교 학교 환경

3) 명랑대학교 

  중국 명랑대학교는 특수목적인 특성을 지닌 교원양성대학교이다. 중

국 상하이시에 위치한 명랑대학교는 중국 명문 교원양성대학교이며 질

과 양으로 모두 1순위에 손꼽히는 우수 교원양성 대학교이다. 1951년에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의 국가 중점대학교인 명랑대학교는 중국 

대학교들 중 가장 큰 사범대학으로서 중국내외 유명교수진으로 구성되

어 있고 그동안 활발한 국제간 학술교류와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많은 교원양성대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명랑대학교는 현재 인문대학, 교육과학대학, 교육 관리대학, 유아 및 

특수교육대학, 외국어대학, 경상대학, 법정대학, 대외중국어대학, 체육건

강대학, 이공대학, 자원과 환경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정보과학 및 기

술대학, 소프트웨어 공학대학, 직업기술대학 등 15개 전일제 단과대학

이 있다. 그 중 교육관련 단과대학으로는 교육과학대학, 교육 관리대학, 

유아 및 특수교육대학, 계속교육대학이 있다. 35개의 학과가 있고 55개 

학부전공이 있으며 그 중 중문, 역사, 지리, 수학, 심리의 5개 전공은 

국가 문리과학기초학과 인재양성과 과학연구기지이다. 또한 6개의 국가 

중점학과 전공분야가 있고 9개의 시급의 상해시 중점학과 전공분야와 

13개의 2급 학과가 있다. 또한 4개의 상해시 교육위원회 중점학과 전공

분야가 있고 한 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 3개의 교육부 중점 실험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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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방 실험실 그리고 2개의 상해시 중점 실험실, 5개의 교육부 인문

사회과학 중점 연구기지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육부 중학교 교장 

양성센터가 있는데 성급 중점학교에 교장과 기타 교육 관리에 종사하

는 간부를 양성하는 유일한 국가 급 기지이기도 하다. 

  체육건강대학도 역시 195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체육교육계, 사회체

육계, 운동계, 대학체육교학부 등이 있다. 현재 교직원은98명이 있으며, 

그 중 19명의 교수와 28명의 부교수, 박사 후 1명, 박사학위 소지자 21

명이 있다. 또한 현재 450명의 본과 학부 재학생이 있고, 163명의 석사 

재학생과 17명의 박사과정 재학생이 있다. 또한 체육건강대학교는 3개

의 종합성20개의 배구경기장, 19개의 테니스장 38개의 농구장 등과 같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림 10] 명랑대학교 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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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연구 도구이기에, 연구자가 지닌 지

식과 경험은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상숙, 고호경, 200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나’를 

중국유학생, 재외동포, 체육전공자로 규정하고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견지하였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나는 유아교육부터 시작하여 고등교육까

지 모두 중국식 교육을 받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에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성장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게 된 나는 본

격적으로 체육을 공부하기 위해 체육교육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4년간의 예비체육교사 교육을 받았다. 

  2013년도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체육교육에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흔히 한국에서는 재중

교포라고도 불리는 나는 사실 중국국적을 지닌 재외동포이다. 비록 중

국이라는 문화권 아래에서 성장해왔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

은 한민족이다. 비로소 나는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인 조선어(한글)로부

터 시작하여 식습관까지 모두 한국인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문화적

으로나 정서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감히 자

부하는 바이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현재 체육

교육 관련 학문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한국유학 학습경력은 나 

스스로에게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목으로 체육을 바

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두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으며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양국의 체육 교육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비교 분석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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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나라 성명 성별 전공 학교
1 한국 최사랑 남 스포츠 교육학 행복대학교
2 한국 이겸손 여 스포츠 교육학 행복대학교
3 한국 이용기 남 스포츠 교육학 소망대학교
4 한국 김행복 남 스포츠 교육학 사랑대학교

며, 연구자로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연구 참여 교사 및 학생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양국의 전문가

를 통해 체육교사교육과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몇 개 대학을 추

천받았다. 그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를 각각 3교씩 선정한 후, 하

나의 대학교를 각각 하나의 사례로 보아 대학별로 교사교육자(교수) 2

명 또는 1명, 재학 중인 4학년 예비체육교사 5명씩 총 40명을 선정하

였다.

1) 연구 참여 교사(교사교육자)

[표 16] 한국 연구 참여자 교사(교사교육자) 

  한국의 연구 참여 교사교육자는 위의 [표 16]과 같이 총 4명이다. 그 

중 최사랑과 이겸손은 현직 행복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이자, 

현재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스포츠교육학전공 교사교육자이다. 

최사랑은 체육교육론, 교재 및 연구법과 같은 체육교육과 수업을 담당

하고 있고, 이겸손은 체육 논리 및 논술, 스포츠교육학과 같은 과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용기는 소망대학교의 사범대학 체육

교육과 교수이다. 이용기는 모두 체육교육전공으로 체육교수학습론을 

비롯한 여러 실기운동의 교수법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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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나라 성명 성별 학년 장래희망
1 한국 김진실 여 4학년 체육교사
2 한국 이친절 여 4학년 체육교사
3 한국 박인내 남 4학년 체육교사
4 한국 박책임 남 4학년 체육교사
5 한국 김인성 남 4학년 체육교사

순 나라 성명 성별 전공 학교
1 중국 최온유 남 스포츠 교육학 축복대학교
2 중국 박인성 여 스포츠 교육학 축복대학교
3 중국 이배려 여 스포츠 교육학 희망대학교
4 중국 김정직 남 스포츠 교육학 희망대학교
5 중국 정기쁨 여 스포츠 교육학 명랑대학교
6 중국 이희망 남 스포츠 교육학 명랑대학교

[표 17] 중국 연구 참여자 교사(교사교육자) 

교 체육교육과의 현직 교수인 김행복은 모두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교

육학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체육교수법과 체육교육론과 같은 

스포츠교육관련 과목들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구 참여 교사교육자는 [표 17]과 같이 총 6명이

다. 최온유와 박인성은 축복대학교 체육대학의 현직 교수이며 담당 과

목은 학교체육과 체육교육학 전공이다. 또한 희망대학교에서 이배려와 

김정직교수는 학교 체육론과 체육교육학과 같은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정기쁨교수와 이희망교수는 모두 예비체육교사를 가르

치는 교사교육자이며, 주요 담당과목은 학교 체육론, 체육 교재 및 연구

법, 체육교육론 등이다. 

2) 연구 참여 학생(예비체육교사)

[표 18] 한국 연구 참여 학생(예비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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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이영성 남 4학년 체육교사
7 한국 박감성 여 4학년 체육교사
8 한국 김체성 남 4학년 체육교사
9 한국 최지성 여 4학년 체육교사
10 한국 전덕성 남 4학년 체육교사
11 한국 조근면 남 4학년 체육교사
12 한국 윤인자 여 4학년 체육교사
13 한국 이용기 여 4학년 체육교사
14 한국 김근성 남 4학년 체육교사
15 한국 박믿음 남 4학년 체육교사

순 나라 성명 성별 학년 장래희망
1 중국 한우리 남 4학년 체육교사
2 중국 송현명 남 4학년 체육교사
3 중국 유소원 여 4학년 체육교사
4 중국 홍아름 여 4학년 체육교사
5 중국 차소망 남 4학년 체육교사
6 중국 이명랑 남 4학년 체육교사
7 중국 배사랑 여 4학년 체육교사
8 중국 유배려 여 4학년 체육교사
9 중국 김성실 남 4학년 체육교사
10 중국 손정직 남 4학년 체육교사
11 중국 조행복 남 4학년 체육교사
12 중국 최나라 남 4학년 체육교사

 

 한국의 경우, 연구 참여 학생, 즉 예비체육교사는 [표 18]과 같이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모두 향후 장래희망으로 체육교사를 1순위

에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 행복대, 소망대, 사랑대학교에서 체육교

육과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다. 

 

[표 19] 중국 연구 참여 학생(예비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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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한배려 남 4학년 체육교사
14 중국 김소원 여 4학년 체육교사
15 중국 이선진 여 4학년 체육교사

  중국의 경우, 연구 참여 학생(예비체육교사)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표 

19]와 같이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모두 졸업 후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들로 참여하였고 그들은 모두 축복대, 희망대, 명랑대학

교 체육대학 소속 체육교육 전공으로 재학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4. 자료수집

   이창현(2014)은 그동안의 체육교사교육 관련 비교 연구들은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자료가 한정되거나 편향되는 문

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

료수집 방법을 함께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 자료를 통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수집 및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연구 참여 교사 총 

10명, 참여 학생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

행하였다. 셋째, 교사교육자-예비체육교사의 수업 장면 최대 3회 관찰

하여 필드노트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문서 수집을 통해 기존 

자료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가. 문헌 자료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첫 번째로 한국과 중국의 전자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인 Riss1)와 Zhiwang2)을 통해 각각 관련 기존 문헌 기초 자료(선

1)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2) 중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Zhiwang/知网)：http://www.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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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실천
○�선생님께서�맡고� 계신�수업은�어떤� 것이�있나요?� 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

○�예비체육교사교육수업을�하실� 때�주로�어떤� 것에�중점을�두고� 가르치시나요?�
(이론,� 실기�혹은� 기타)

[표 20] 한국과 중국의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교사교육자)

행연구)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양국의 총 여섯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교육현황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나. 심층 면담

  심층면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생

한 경험담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면담 대상은 한국과 중국 예비체육교사 모두 30명, 교사교육자 

모두 10명으로 총 40명이다.

  먼저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약속을 미리 정하였다. 

그 후 면담자의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면담지를 작성하여 약속한 시간

과 장소에서 면담자와 만남을 가졌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자에

게 심층면담 중 녹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동의를 받고 면담자가 면담 

중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온 면담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조화된 

면담이 아닌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

는 면담자에게 면담지의 내용대로 면담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자는 

면담자의 말을 경청할 것이며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가 나왔을 경우 심

층적으로 질문을 하여 최대한 면담자가 심층면담을 이끌어 갈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녹음기, 기록노트, 사진 등 다양한 도구를 활

용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0],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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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예비체육교사에게�꼭� 필요한�교양과목수업을�몇개� 선택하여�얘기해주세요.�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예비체육교사에게�꼭� 필요한�전공과목수업을�몇개� 선택하여�얘기해주세요.�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예비체육교사에게�꼭� 필요한�교직과목수업을�몇개� 선택하여�얘기해주세요.�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우수한�체육교사를�양성하기�위해�체육교육과에서는�어떤�노력들을�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방면에서)

○�선생님께서는�학생들에게�실기와�이론을�모두� 어느�정도(상,� 중,� 하)수준을�
요구하고�있나요?� 그�이유는요?

○�귀�대학교의�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의�특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시사점

○�귀�대학교의�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의�특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전체�예비체육교사�양성과정을� 100점라고�봤을�때,� 현재에� 몇점�정도�주고�
싶나요?�그�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보완되어야�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왜�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다�효과적이고도�실천적인�교사교육을�위해,� 선생님께서�바라시는�이상적인�
교사교육�방향에�대해� 말씀해주세요.�

범주 내용

실천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이� 100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비체육교

사교육시스템에�몇점을�주고�싶나요?�왜� 그렇게�생각하시나요?

○한국의�예비체육교사수업은�주로�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최근� 수강한� 수업에�대

해�얘기해주세요.

○교육과정(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

로�얘기해주세요.왜�그렇게� 생각하나요?

[표 21] 한국과 중국의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예비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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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지금까지� 참여했던� 수업(교양,� 교직,� 전공� 포함)중에� 향후� 본인이� 체육교사가�

되는�것에� 가장�도움이�되었던�수업은�무엇인가요?�왜� 그렇게�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참여했던� 수업(교양,� 교직,� 전공� 포함)� 중에� 가장�

도움이�되지� 않았던�수업은�무엇인가요?� 왜�그렇게�생각하시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수업이었나요?� 왜� 인상이� 가

장�깊었나요?� 구체적으로�말씀해주세요.

○향후�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 중�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왜�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사점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

렇게�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

렇게�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다. 비 참여관찰

관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참여 관찰이고 다른 하나

는 비 참여관찰이다. 여기서 비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의 행위에 조금

의 간섭도 없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이용숙.김영천,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체육교사 양성프로

그램인 체육수업을 관찰하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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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과정(체육과�특정�분과의�운영체제�및�평가,� 학습목표,� 학습내용)
⋅ 각�대학의�체육교육과�문서(수강�편람,� 시간표,� 개인별�수강�기록�등)�
⋅ 각�학교�관련�제도(예:� 입학전형,� 졸업조건�등)

간섭을 하지 않고 관찰하였다. 또한 예비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예비체육교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

로 기술하고 연구자가 직접 느낀 점과 경험들을 담은 반성적인 내용들

을 필드노트로 작성하여 전사하였다. 

라. 현지 문서 

  질적 연구에서는 문서 분석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문서 분석은 회의록 등과 

같은 공개 기록과 편지, 일기 등과 같은 사적인 문서, 면접기록, 비디오 분석 등

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Merriam, 1998).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자료(즉, 

공식문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표 22]와 같은 다양한 문서들을 수집하였

다. 

 [표 22] 각종 현지 문서 

5. 자료 분석 

 비교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국가의 교육적 사상

과 실제를 연구하는 일은 그 국가의 사회적 역동성이나 변화의 개선을 

위한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 발전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안이

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를 비교단위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실제를 설명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전적 연구의 기초가 되어 학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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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한 국가의 특수한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가치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습은 물론 정치적, 종교적 이념을 밝혀주고 있다. 

[그림 11] Bereday(1964)의 4단계 비교연구방법 

특히, 비교교육학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Bereday는 비교교육학의 일

반적인 영역의 구분을 한나라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지역연구로 나눈

다고 하였다. 사실, 비교교육학의 실제적인 연구방법은 크게는 지역연

구과 비교연구로 분류되는데 지역연구는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을 집중

연구하고, 비교연구는 많은 나라 또는 많은 지역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

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기술의 단계이고 2단계는 설명 또는 해석의 단계이며 

3단계는 병치단계와 4단계는 비교의 단계로 나뉜다. 사실, 지역연구는 

처음 두 단계 기술과 설명으로 완료되지만 비교연구는 첫 두 단계인 

기술과 설명으로 시작하여 3,4단계인 병치와 비교라는 순서를 밟게 된

다. 위의 [그림 11]은 Bereday(1964)가 제시한 비교분석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Bereday(1964)가 제시한 비교분석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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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방법 구체적 연구방법

지역연구
제1단계 기술 한국과 중국의 체계적인 자료 기술

제2단계 해석
한국과 중국의 교육 분야 관련 수집 

정보 설명, 해석

비교연구
제3단계 병치

한국과 중국의 주제별 자료 대조 및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 비교 기준 

설정 상호 비교

제4단계 비교 전반적인 융합적 동시 비교

[표 23]  Bereday(1964)의 4단계 비교연구방법 적용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활용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 23]

과 같다. 먼저 첫 1,2단계(기술과 해석)만으로 양국의 현지 문서와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사례 기록 분석으로 심층면담, 

비 참여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하고 요소별로 구분하여 구

조화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여기서 사례 기록 분석(Case Record 

Analysis)이란 사건이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사례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발생과정을 비계량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신경림·장연

집·조영달·김남선, 2003). 

 또한 귀납적 분석방법이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전략 중 하나로서, 사례 기록 분석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전사한 내용을 주제별 부호

화와 의미의 생성이라는 순서로 코딩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가 드러

나지 않도록 자료의 부호화과정을 거쳤다. 자료 출처에 따라서 심층면

담은 I, 비 참여관찰은 O, 현지 문서는 D로 표기하였으며 대상에 따라 

교사교육자는 T, 예비체육교사는 S, 수업은 L로 표기하였다. 또한 소속

에 따라서 행복대학교 E, 소망대학교 Y, 사랑대학교 W, 축복대학교 Z, 

희망대학교 B, 명랑대학교 H로 표기하였으며 한국 K, 중국 C로 각각 

표기하였다. 아래의 [표 2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부호체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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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대상 출처 날짜 회차

한

국
k

행복대 E
교사교육자 T 심층�면담 I

yymm

dd
n

소망대 Y
사랑대 W

예비체육교사 S 비�참여관찰 O

중

국
c

축복대 Z

수업 L 현지문서 D
희망대 B

명랑대 H

[표 24] 자료의 부호체계

 이 후 3단계 즉 병치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비교 준거를 세

우고 지역 연구를 넘어서 양국에서 분석 된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

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

계 즉 비교단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체적인 예비체육교사 양성프로

그램을 동시에 비교하고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95)의 

신뢰성 준거 중 동료 간 협의(Peer Debridfing), 구성원 간 검토

(Members Check),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범하

기 쉬운 분석적,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동료 간 협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으로 석, 박사 과정 재학생이자 현직 중등체육교사 총 4명과 협의를 통

하여 심층면담지의 구성 및 내용과 같은 연구의 자료수집에 대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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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이 성별 학력 전공 직업

최긍정 35살 여 석사수료 스포츠 교육학
현직 

중등체육교사

정전인 34살 여 석사학위 스포츠 교육학
현직 

중등체육교사

박모범 34살 여 박사과정 스포츠 교육학
현직 

중등체육교사

정기쁨 34살 남 박사과정 스포츠 교육학
현직 

중등체육교사

적으로 상의하였다. 또한 동료 간 협의를 통하여 분석적, 해석적 오류

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표 25]와 같다.

[표 25] 동료 간 협의 구성원

나. 구성원 간 검토

  김영천(2006)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에 대해 일부 연

구 참여자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재평가 받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구

성원 간 검토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한 한국과 중

국의 연구 참여자(교사교육자 및 예비체육교사)에게 각각 한글 또는 중

국어로 E-mail을 보내어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전사된 곳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분석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최소화하려

고 노력하였다. 

다. 삼각검증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전에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를 살펴본 후 면담지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를 상호 비교하

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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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윤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본 연구가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연구임을 연구자가 소속

되어 있는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심의를 의뢰하였다. 서류는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

출 서류 목록, 연구 계획 요약문, 예비체육교사용 심층 면담 질문지(한

국 및 중국), 교사교육자용 심층 면담 질문지(한국 및 중국), 심의용 연

구 계획서, 예비체육교사용 정보지 및 동의서(한국 및 중국), 교사교육

자용 정보지 및 동의서(한국 및 중국), 연구 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연구 결과 정리 양식지, 예비체육교사용 연구 참

여자 모집 문건(한국 및 중국), 교사교육자용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한

국 및 중국), 지도 교수 서약서로 구성되었다. 

 2015년 7월 6일 IRB 연구 계획 심의에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자는 연

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IRB 승인 문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

였으며, 참여자에게 어떠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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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사례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탐

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은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상대적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셋째,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 현황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교육과정에는 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교양과목이란 대학에서 전공 외에 이수하

는 과목이며 현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 중 하나인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모두 2015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을 따르고 있었고 중국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각급 성, 시 자치

구에서 주관하며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전공과목에는 주로 실기

와 이론이 있으며 김병찬(2003)은 교육,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교사를 교사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의 영역이라고 정의하

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 사례별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

직과목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목들이 각각 몇

학점이며, 대학교 4년 동안 총 몇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교육과정 실천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중

국 양국의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에서의 종합적 특징이 각각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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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영역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3
제1영역에서 1개 교
과목 선택

36학점
이상

외국어 4-6
입학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3 “언어와 문학, 문화
와 예술, 역사와 철
학”영역의 권장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3

정치와 경제 3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3
생명과 환경 3

전체 교양 과목 13-15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선
택 

전공
과목

전공
필수

육상1(트렉) 1

60학점 
이상

육상2(필드) 1
기계체조1(마루운동) 1
기계체조2(뜀틀,철봉) 1

건강체조 1
수영1 1

스포츠교육학 3
교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

체육교육론 3
체육논리 및 논술 2

전공
선택

특별활동 1 반복 이수 가능평생스포츠 1
요트 1

택1원드서핑 1
스커버다이빙 1

스키 1 택1스노우보드 1
현대무용입문 1 *여학생 필수

[표 26] 행복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가. 한국

1) 행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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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입문 1
체육사,철학 3

택3
스포츠사회학 3

무용교육 2
스포츠미디어 2
운동생리학 3

택5

운동역학 3
체육측정평가 2

건강교육 2
운동학습 및 심리 3

특수체육 2

실기
전공필수 및 교양 포함 

21학점 

교직
과목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필수

22학점 
이상

교육심리 2

선택
(10학점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상담과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체 2

교직
소양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2
필수교직실무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2
교육
실습

근무교육실습 2 필수
교육봉사 1 2회 반복 이수

계 118학점

  행복대학교의 체육교육과[표 26]는 교양과목 36학점이상이고 전공과목

은 60학점이상이며 교직과목은 22학점이상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졸업자

격이 가능하다. 특히, 행복대학교 교양교과목의 구성은 지성인으로서 핵

심적인 소양을 교육시키고, 나아가 학문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크게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다. 

  첫 번째 학문의 기초에서는 사고와 표현이란 학문 활동에 필요하며 

추후 지식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읽기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각 학

문분야의 전통과 양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말과 글을 통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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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 영역이다. 또한 사고와 표현에는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 글쓰

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그리고 제2영역에는 말하기와 

토론, 창의적 사고와 표현, 논리와 비판적 사고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라는 교과 영역은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서 대학에

서의 학문 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육을 경험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외

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외국어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스와힐리어, 몽골어, 산스크리트어, 일

본어, 아랍어, 힌디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고전그

리스어, 라틴어 등 20여개국 언어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의 교과목이 있다. 

  두 번째 학문의 세계 영역, 그 안에는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

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

술”, “생명과 환경”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언

어의 문학”영역의 교과목은 다양한 언어와 문학작품의 특징과 구조, 

맥락을 이해하고 학문적 지식과 접근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세밀한 읽기와 감상, 발표와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언어 및 문학작품을 통합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인

간의 삶과 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문화와 예술”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시각적·청

각적 예술작품과 활동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접근 방법을 습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독서와 발표 그리고 토

론, 공연과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합적이며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와 철학”영역 교과목은 인류의 정신적 자산인 동서양의 철학

적, 종교적 미학적 가치체계(진·선·미)들과 동서양의 다양한 사회의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고전적 사유에 대한 기본소양과 세계 시민으로서

의 문화적 소통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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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분과 학문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

르며 개념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

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권장한다. 

  “정치와 경제”영역의 교과목은 개인과 기업, 국가 및 국제사회의 

규범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과 상호작용, 그 변화 등에 대한 학문적 이

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과 다양한 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현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유의 방식

과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하고 선택과 가치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인간과 사회”영역의 교과목의 목적은 한 개인과 집단, 사회와 인

류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교육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반 양성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접근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각 학문분야에 어떤 종류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하

고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분석방법을 체득하고, 구축된 이해의 틀을 체

득함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통찰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유의 방식을 획득하며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

인적,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성하여 주체적으

로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자연과 기술”영역의 교과목은 과학기술사회에서 교양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과학의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 사고 능력을 배

양함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통합적 

교과목, 과학의 언어로서 수학을 이해하고 수리적 사고를 배우게 하는 

교과목, 자연과학 어느 한 분야의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과학의 방법

론을 배우게 하는 교과목,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이

해하게 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강생들의 다양한 지식 배

경을 고려하여 내용의 포괄성과 깊이, 이론 교육과 실험, 시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생명과 환경”영역 교과목의 목적은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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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생명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지식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인간 활동의 제반 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안

목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생명, 지구 및 

환경 과학의 기본 소양을 배우게 하는 교과목,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

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인류들의 삶과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들

을 다루는 통합적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 체험

을 통해 발전할 수 있게끔 풍부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이론 교육과 실

험, 시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교양과목 다음으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이 있는데, 먼저 전공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대학교 체육과 전공과목에는 전공필수과목

과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그 안에서도 운동실기, 이론

수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공과목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에서 운동실기로는 육상, 수영, 기계체조, 건강체조가 포함되어 있

으며 이론수업영역에는 체육교육론,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교재 및 지

도법, 스포츠교육학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들이 총 

이수해야 할 학점은 60학점이상이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이 있는데, 교직과목에는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

육실습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교직이론에는 교육학개론은 필수 이수해

야할 교과목이며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

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상담과 생활지도

의 이론과 실체는 각각 2학점씩이며 그 중 10학점 이상만 선택 수강하

게 되어있다. 또한 교직소양에는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세가지 교과목 모두 필수 

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

울 수 있는 교육실습에는 근무교육실습과 교육봉사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현장 근무교육실습과 교육봉사를 통하여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된다. 행복대학교는 교직과목에서 총 2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만 한다고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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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기초
교양

자율책임 새내기 세미나 1

36학점
이상

창의사고
크로
스오
버

자연의 
탐색(인문계열)

2
전공을 초월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을 통한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제고

사회의 
탐색(신입생 

전체) 
2

의사소통

생활한문 1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와 전통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배양 

글쓰기와 토론 3
대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제고 

글로벌

영어-일반과목군
(초,중,고급)

3

영역 필수 영어-심
화과목군

고급
대학영어

3
실용영어

L/S
실용영어

R/W

핵심
교양

인간과 문화

9 
4개 핵심교양영역 
중 3개 영역 지정 

사회와 가치
자연과 과학

미적체험과 표현 

일반
교양

인문/사회/자연

교양선택 교과목 의사소통/외국어
실용/진로·산학/봉사

예술/체육/건강

전공
과목

전공
필수

체육교육론 1

60학점 
이상

체육논리 및 논술 1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

육상 트랙 및 필드 2
마루운동 및 기계체조 1

스포츠사회학 3

운동학습 및 심리 1

[표 27] 소망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2) 소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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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3
체육측정평가 3

운동역학 3

전공
선택

체육교육과정 3
체육교수학습론 3

스포츠교육학총론 3
일반구기 1
수상안전 1
라켓경기 1
투기운동 1
무용교육 1

레저스포츠 1
(축구, 농구, 

배구,육상종합,체조종합,표현활동,댄
스스포츠, 핸드볼, 수영)교수법

9
(선
택)

인체해부학 1
체육학개론 1
체육사철학 3

스포츠경향분석 2
체육통계 2

체육심리학 1
건강교육 1

운동경기총론 1
운동검사및처방 3
체육교육공학 1
체육관리경영 1

체육학연구설계 1
뉴스포츠 2

동계스포츠 3
여가레크레이션 3

스포츠상해처치법 2
체력트레이닝 1

야영훈련 1
해양스포츠 2

교직
과목

교직
이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필수

22학점 
이상

교육과정 2

14학점 이상
(7과목이상)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교직실무 2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교육봉사활동 1

계 1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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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망대학교 체육교육과[표 27]에는 교양과목에 주로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이 있다. 먼저, 기초교양 영역을 살펴보면 기초교양

은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는 사고의 결과를 말과 글로써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사고의 결

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소망대학교 기초교양과목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활에서

의 이해 및 진로를 탐색하는 새내기 세미나가 있고, 전공을 초월한 다

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을 통한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제고 하는 자연의 탐색 이라는 교과목있다. 또한 한국 및 동아시아 문

화와 전통사회를 이해하기 우한 기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생활한문이

라는 교과목도 있으며, 대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인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제고하는 글쓰기와 토론 교과목,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서 글로

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별 영어교과목

이 있다.  

  그리고 교양과목에서의 두 번째 핵심교양 영역을 살펴보면, 학문영역 

간 경계를 해체하고 융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영역으로써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의 문제들에 학제적ㆍ통섭적으로 접근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특정 전문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윤리ㆍ도덕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조망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

는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핵심교양 영역의 

교과들은 학문분야에 관련된 기초지식보다는 분과 학문적 구획을 넘어

서는 학제적 주제접근방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은 4개 영역으로 분

류된다.

  인간과 문화 영역은 인간적인 삶의 기본 조건과 가능성, 그리고 인간

의 정신적ㆍ지적성취에 관한 탐구영역으로 인간의 속성 및 본질, 윤리 

및 도덕의 문제, 문화현상과 문화적 전통에 관한 융ㆍ복합적 주제를 다

룬다. 교과목 안에는 과학기술과 윤리, 독서세미나: 인간과 문화, 너를 

알고 싶다: 관계의 인문학, 감정의 인문학, 여성과 역사, 역사 속의 라이

벌, 한국 역사속의 생활과 민속, 한국근현대사의 명암, 종교와 문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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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학, 동양철학, 대중문학의 이해, 미래를 준비하는 글쓰기, 동아시아 

문학예술의 고전, 상상력세계의 매커니즘, 그리스신화의 분석, 영화로 

보는 문학체계, 인간의 성장과 발달, 현대 사회와 패션이다. 

  사회와 가치 영역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탐구 영역으로 사회의 

구조(정부, 가족, 지역사회, 경제 등), 사회ㆍ국가ㆍ세계가 직면하고 있

는 문제(사회문제, 국제문제, 문화 간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가치

와 관련된 융ㆍ복합적 주제를 다룬다. 사회와 가치영역에는 주로 나눔 

프로젝트, 지식재산 이론과 실제, 독서 세미나: 사회와 가치, 동북아와 

한일관계, 부오 빈곤의 글로벌 지도, 과학기술사회와 시민 교육, 글로벌 

사회의 이해, 인권의 이해, 국제관계학개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동아

시아 정치와 철학의 재발견, 문명과 문화, 폭력과 비폭력, 창의력과 문

화기호, 소비와 윤리, 결혼과 부모역할이 있다. 

  자연과 과학 영역은 자연현상, 물질세계, 생명체와 과학 기술의 발전

에 관한 탐구영역으로 자연현상의 사실, 물질세계 및 생명체 일반ㆍ기

술ㆍ도구ㆍ문명 등과 관련한 융ㆍ복합적 주제를 다룬다. 자연과 과학영

역안에는 인터넷이야기, 모바일 혁명이야기,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이해, 창의와 혁신, 독서세미나: 자연과 과학, 생활 속 바이오이야기, 환

경과 인간, 생명과학으로 인문학하기, 영화 속, 현대 바이오 이슈, 생활

과 수학, 생활과 과학, 과학으로 세상읽기, 인체와 과학, 지속가능을 위

한 화학이야기, 현대생명과학의 이해, 철학으로 읽는 과학 등이 있다. 

  미적체험과 표현 영역은 인간의 감정, 감각, 미의식, 창의성에 관한 

탐구영역으로 인간의 심미적 경험, 상징적 기호와 의미체계, 미적 표현

(문학, 디자인, 공연, 전시회, 건축, 신체표현 등) 및 창의성, 예술의 이

해와 관련된 융ㆍ복합적 주제를 다룬다. 또한 미적체험과 표현에는 독

서세미나: 미적체험과 표현, 애니메이션속의 상상과 인식, 미학과 윤리: 

높은 예술에서 낮은 일상까지, 문학과 음악의 만남: 서정시와 사랑 노

래, 풍경에 관하여: 인문학과 시각예술의 만남, 희곡의 이해, 미술의 문

화적 이해, 디지털 이미지와 사회, 상상력 표현과 움직임 놀이, 신비스

러운 인체와 맞춤운동, 공연예술: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예술가곡으로

의 초대, 영화와 테크놀러지(technology)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양과목에서의 일반교양 영역을 살펴보겠다. 대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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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갖추어야 할 균형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교양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4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인문, 사회과

학,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 과목, 언어표현, 의사소통 및 외국어 관

련 과목, 실용, 진로, 창업, 산학협력 및 사회봉사 관련 과목, 예술, 스

포츠 및 보건 관련 과목이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망대학교 교양교

육의 목적은 창의적인 능력과 인간다운 품성을 겸비한 참인재를 양성하

는 것이다. 

   전공과목을 살펴보면 예비체육교사들은 총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먼저 전공 필수 과목에는 교과교육에 속하는 체육교육론, 체육논

리 및 논술,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있고  체육학에 속하는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운동역학, 체육 측정평가가 있

다. 또한 신체활동교수법에 속하는 육상 트랙 및 필드와 마루운동 및 

기계체조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공 선택 과목에

는 교과교육에 해당하는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수학습론, 스포츠교육학총

론이 있는가 하면, 체육학에 해당하는 인체해부학, 체육학개론, 체육사

철학, 스포츠경향분석, 체육통계, 체육심리학, 건강교육, 운동경기총론, 

운동검사 및 처방, 체육 관리경영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체활동교수법에

는 수영, 핸드볼, 축구, 배구, 댄스스포츠, 육상종합, 체조종합 등 교수

법과 무용교육, 수상안전, 투기운동, 라켓경기, 일반구기, 레저스포츠가 

있다. 또한 평생체육에 해당하는 과목으로는 뉴 스포츠, 동계스포츠, 여

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상해처치법, 야영훈련, 해양스포츠, 체력트레이

닝이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을 살펴보면, 교직이론에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는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14학점 이상 이수해

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학개론과 교직실무를 4학점이상 들어야 하며, 

교육실습에서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4학점이상 이수해야 한

다. 전반적으로 교직과목에서 총 이수해야 할 학점은 22학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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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영역

외국어 대학영어

6

소통, 글로벌시민의
식

23학점
이상

대학중국어

글쓰기 비판적 사과와 토론 창의, 소통, 종합적 
사고력창조적 사고와 표현

취·취업
취업 교과목

2
창의, 주도성, 성실
성, 종합적 사고력 창업 교과목 

S/W 컴퓨터적사고 3 창의,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전문인-사고력 증진 

12
(택6)

칭의, 종합적 사고력
실천적 사회인-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소통, 성실성, 

주도성, 글로벌 시민
의식 선도적 세계인-글로벌 인재양성

전공
과목

전공
필수

기계체조1 1

90학점 
이상

육상경기지도법1 1
체육사철학 3
인체해부학 2

수영1 1
스포츠사회학 3
동계스포츠1 1

체육측정 및 평가 3
건강운동과학개론 3

운동생리학 3
운동학습 및 심리 3

운동역학 3
운동영양학 3

전공
선택

농구 1
배구 1
축구 1

캠핑 및 하이킹 1
기계체조2 1

육상경기지도법2 1
휘트니스 1

체육교육론 3
기계체조3 1

육상경기지도법3 1
건강교육론 2

테니스 1
체육진로교육 3

체육논리 및 논술 3
수영2 1

기계체조4 1

[표 28] 사랑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3) 사랑대학교



- 82 -

육상경기지도법4 1
체육시설관리 및 행정 3

여가레크레이션 2
무용교육 2

수상안전 및 구급법 1
볼링 1

소프트볼 1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

동계스포츠2 1
수상스포츠 1

야구 1
특수체육 2

체육교육평가 3
스포츠경영학 3
운동기술분석 2
스포츠댄스 1
운동실기 1
운동처방 2

평생스포츠 1
체육학연구법 2

골프 1
뉴스포츠 1
배드민턴 1
건강체조 1

교직
과목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31학점 
이상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창의성과 교육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교육
실습

현장참관실습 1
교육봉사1 1
교육봉사2 1
교육실습 2

계 140학점

 사랑대학교의 체육교육과[표 28]는 교양과목 23학점이상이고 전공과목

은 90학점이상이며 교직과목은 31학점이상을 모두 이수하여 총 140학점

이어야만 졸업자격이 가능하다. 특히, 사랑대학교 교양교과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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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학영어와 글쓰기를 6학점 이상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

한 6개의 영역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융합, 문화예술, 제2외

국어 중 3개의 영역을 9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학점은 언어교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및 체육, 융복합 

영역에서 이수하면 되는데 자유이수로 되어있다. 

  교양과목 다음으로 전공과목을 보면 사랑대학교 체육과 전공과목에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그 안에서도 운

동실기, 이론수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공과목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에서 운동실기로는 기계체조, 수영, 동계스포츠, 육상

경기지도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수업영역에는 체육사철학, 인체해부

학, 스포츠사회학, 체육측정 및 평가, 건강운동과학개론, 운동생리학, 운

동학습 및 심리, 운동역학, 운동영양학 등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전공

선택과목에는 여러 가지 운동실기(농구, 배구, 축구, 기계체조, 휘트니

스, 육상, 테니스, 수영, 볼링, 골프,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뉴스포츠, 야

구, 수상스포츠)를 수강해야 하고 이론수업영역에는 체육교육론, 건강교

육론, 체육진로교육, 체육논리 및 논술, 체육시설관리 및 행정,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 특수체육, 운동기술 분석, 스포츠경영학, 체육교육평가, 

체육학연구법, 운동처방, 무용교육, 수상안전 및 구급법 등이 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에서 총 이수해야 할 학점은 90학점이상

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4년 동안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직과목에는 주로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이 있는데, 사랑

대학교 교직과목 교직이론에는 주로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상담과 생

활지도가 있으며 기타 교직과목 포함하여 더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또한 교직소양에는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습에는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

사라는 두 개의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들은 그야말로 현장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배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과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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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영역A

사상정치류 13.5

46학점
이상

군사류 3.5
외국어류 9
컴퓨터류 5

입문류 2
 각 학과에 개설된 
입문관련 과목 중 택
1(자유선택) 

역사와문화류 3
문학과예술류(택1) 1.5
경제와사회류(택1) 3

소통과리더십류(택1) 1.5
과학과연구류(택1) 3
기술과설계류(택1) 3

영역B
인문사회과학류 34 42학점

이상
자연과학류 4

예술디자인류 4

전공
과목

전공
필수

스포츠심리학 2

64학점 
이상

육상교수이론및방법 2
운동해부학 2.5
체조교수법 2
운동생리학 2.5

체육사 1
체육보건학 2

定向越野与野外生活生存 1
축구 교수이론과 방법 2

체육개론 2
운동의학 1

수영교수법 1
학교체육학 2

농구교수이론 및 방법 2
배구교수이론 및 방법 2

체육 사회학 1
무술교수이론 및 방법 2

체육과학 연구방법 2

[표 29] 축복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나. 중국

1)축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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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외국어 1
운동치료회복 1
체육통계학 1.5

체육교수이론 1
교육심리학 2

전공
선택

이
론
영
역

스포츠경제학개론

8

26학점
이상

체육미학
스포츠매니지먼트학
운동훈련수단과 방법

운동생물화학
건강교육

트레이닝심리학
여가스포츠

실
기
영
역

농구훈련이론과 방법

18

베드민턴
테니스

배구훈련이론과 방법
탁구

축구훈련이론과 방법
무술훈련이론과 방법
체조훈련이론과 방법

체육무용
에어로빅
택권도

육상훈련이론과 방법

교직
과목

실천
교수
영역

교육실습 5 13학점

졸업논문 8
계 165학점

  중국 축복대학교 체육교육과[표 29] 같은 경우에는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조건에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체육교육의 기본이론 및 

기초지식과 기초기능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쨰는 학교체육교육

이란 직업에 향후 종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규칙과 방법들을 장

악하고 우수한 수업실현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체육과학 

연구에서의 기본능력을 도모하게 한다. 네 번쨰는 국내 학교체육개혁과 

체육과학의 발전 동향을 심층적으로 알아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외 체육영역에서의 발전 동향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복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을 보면,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그리고 졸업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교양과목에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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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영역B로 구분되어있는데 영역A에서는 주로 사상정치류, 군사류, 외

국어류, 컴퓨터류, 입문류, 역사와 문화류, 문학과 예술류, 경제와 사회

류, 소통과 리더심류, 과학과 연구류, 기술과 설계류가 있다. 특히, 사상

정치류에는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정세와 정책, 중국근현대사, 맑스

주의 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제개론이 

있으며 군사류에는 실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군

사훈련과 군사이론의 이론적 수업이 있다. 또한 외국어류에는 대학영어

가 있으며 컴퓨터류에는 C++, C, Java, VB 과목이 있는데 네가지 중 한 

개 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입문류는 필수과목으로 예

비체육교사는 반드시 각 학과에서 개설된 입문 관련 수업을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류, 문학과 예술

류, 경제와 사회류, 소통과 리더십류, 과학과 연구류, 기술과 설계류가 

있다.

  영역B에는 인문사회과학류, 자연과학류, 예술디자인류가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류에는 보통심리학, 관리학, 문화인류학, 민법총론, 사회과

학연구방법, 교육학, 시장마케팅학등이 있으며 이 과목들은 모두 필수적

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연과학류에서는 고등수학이라는 과목

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예술디자인류는 해당 예술관련 학

과에서 자유선택으로 4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에는 크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구분된다. 

또한 전공 선택에서 또다시 이론영역과 실기영역으로 구분짓게 된다. 

먼저 전공 필수 과목에는 스포츠심리학, 육상교수이론 및 방법, 운동해

부학, 체조교수법, 운동생리학, 체육사, 체육 보건학, 축구 교수이론과 

방법, 체육개론, 운동의학, 수영교수법, 학교체육학, 농구교수이론 및 방

법, 배구교수이론 및 방법, 체육 사회학, 무술 교수이론 및 방법, 체육과

학 연구방법, 전문외국어, 운동치료회복, 체육통계학, 체육교수이론, 교

육심리학 등이 있으며 총 38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한다. 또한 전공 

선택 과목에서의 이론 영역에는 스포츠경제학개론, 체육미학, 스포츠관

리학, 운동훈련수단과 방법, 운동생물화학, 건강교육, 트레이닝심리학, 

여가스포츠가 있다. 그리고 실기 영역에는 농구훈련이론과 방법, 배구훈

련이론과 방법, 축구훈련이론과 방법, 무술훈련이론과 방법, 체조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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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필수

사상정치류 14

39학점
이상

군사류 3
외국어류 8

대학컴퓨터기초 1
대학어문 2

대학생취업지도 1
대학생심리건강지도 1

대학생창업기초 1

선택

인문과학류

8 계절학기사회과학류
자연과학류
과학기술류 

전공
과목

전공
필수

체육교육전공입문

54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학교체육학
체육심리학
체육학개론
체육사회학
운동해부학
운동생리학
체육보건학

운동생물화학
육상1, 육상2
체조1, 체조2

권투, 에어로빅,농구, 배구, 
축구, 택권도

체육과학연구설계
체육통계학
운동훈련학

론과 방법, 육상훈련이론과 방법, 배드민턴교수법, 탁구교수법, 택권도

교수법, 에어로빅교수법, 체육무용이 있다. 전공선택과목에서 이론영역

과 실기영역 모두 26학점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축복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교직과목에는 실천교수영역이 있는 그 안에

는 교육실습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라면 필수적으로 꼭 졸업논문

을 완성해야만 한다. 

2)희망대학교

[표 30] 희망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 88 -

건강교육학
여가체육학

체육과목표준과 교재연구
중학교체육교수설계

전공
선택

교
사
교
육

필
수

중학교인지와 학습

10학점
이상

교육철학
교육연구방법

중학교심리지도
교사언어

교사서필기능
현대교육기술

선
택

교과목설계 및 평가

6학점
이상

효율교학
이론 및 정책
교육미디어학
학교교육발전

반급관리
중학교 품덕발전 및 

도덕교육
교사전업발전

아동발전
교사직업도덕

중학교종합실천활동
실기 전공이론 및 실천 10

실기 2
주 전공과 다른  
실기과목 선택 1

이
론

체육측정 및 평가

9학점
이상

스포츠게임
올림픽운동

운동생물역학
학교체육발전사

운동재료학
팀체조创编이론

경기운동사
체육인류학
체육인재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체육미학

스포츠시장마케팅
스포츠경제학

체육법학
현대상업체육
체육논리학
운동영양학
운동면역학

운동손상과예방
특수체육학
건강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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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 및 응용

민
족
전
통
체
육

민족전통체육개론

4학점
이상

지역민간체육
민족전통양생법

중국무술사

그네, 널뛰기, 씨름, 검도, 
양궁, 전통무술, 산다

교직
과목

교육인턴쉽

10학점
이상

10학점
이상 

微格教学
교육실습
졸업논문
사회실천

학생调研 및 科研
계 150학점

 

  중국 희망대학교 체육교육과[표 30]에서도 역시 예비체육교사를 양성

하는데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총 여섯 가지로 되어 있다. 먼저, 학교

체육이라는 직업에 종사 할 때 꼭 필요한 교육과학, 운동과학, 심리과

학, 사회과학, 운동종목의 기본 이론과 기초지식을 반드시 장악해야 한

다고 명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운동종목의 기본기능을 장악하고, 교수

훈련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 시범, 보호, 도움, 조직, 문서작성의 기술과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세 번쨰는 체육교사가 구비해야 하는 교수, 훈

련, 과학연구, 경기조직, 심판, 학교체육관리, 민족체육 등 영역에서의 

기본능력을 지녀야 한다. 네 번째는 국가 학교체육의 방침, 정책, 법규

를 잘 알아야 하며 다섯 번쨰는 학교체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론적 배

경과 발전 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여섯 번째는 초보단계로서의 과학연구

와 실제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창신 업무 능력

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희망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는 교양과목을 교양필수 과목과 교

양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교양 필수 과목에는 사상정치류에 속하

는 맑스주의 기본원리, 모택동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체제개론, 

중국 근현대사,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가 있고 군사류에는 군사이론

과 정세 및 정책이 있다. 또한 외국어류에는 대학영어와 대학일어가 1, 

2, 3, 4로 나뉘어 학기별 마다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교컴

퓨터기초, 대학어문(국어), 대학생취업지도, 대학생심리건강지도, 대학생

창업기초 등 과목들이 있다. 또한 교양 선택과목에는 인문 과학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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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류, 자연과학류, 과학 기술류가 있다. 따라서 교양과목에서는 총 이

수해야 할 학점은 38학점이며 교양 필수 과목에서는 31학점, 교양 선택

과목에서는 8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에도 역시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으로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되었는데 전공 선택과목에서 또다시 교사교육영역, 실기영역, 

이론영역, 민족전통체육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전공 필수과목에

는 체육교육전공입문, 학교체육학, 체육심리학, 체육학개론, 체육 사회

학, 운동해부학, 운동생리학, 체육 보건학, 운동생물화학, 육상1과 육상

2, 권투, 농구, 배구, 축구, 에어로빅, 택권도, 체조1과 체조2, 체육 과학

연구설계, 체육통계학, 운동 훈련학, 건강교육학, 여가체육학, 체육과목

표준과 교재연구, 중학교체육교수설계가 있다. 이수학점은 총 54학점으

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공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교사교육영역에서 

중학교인지와 학습, 교육철학, 교육연구방법, 중학교심리지도, 교사언어, 

교사 서필기능, 현대교육기술이 필수로 되어있고 교과목설계 및 평가, 

효율교학, 이론 및 정책, 교육 미디어학, 학교교육발전, 반급관리, 중학

교 품덕발전 및 도덕교육, 교사전업발전, 아동발전, 교사 직업도덕, 중학

교 종합 실천 활동등 과목들이 선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기 전공

이론 및 실천에는 축구, 농구, 육상, 체조, 배구, 택권도, 에어로빅, 권

투, 동계, 민족전통체육, 골프, 양궁등 과목이 있다. 그리고 예비체육교

사가 대학교에서의 전공 이외의 실기과목을 하나 선택하여 필수로 수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론영역을 살펴보면, 체육측정 및 평가, 스포츠게

임, 올림픽운동, 운동생물역학, 학교체육발전사, 운동재료학, 팀체조 창

의 이론, 경기운동사, 체육인류학, 체육인재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체육

미학, 스포츠시장마케팅, 스포츠경제학, 체육법학, 현대상업체육, 체육논

리학, 운동영양학, 운동면역학, 운동손상과 예방, 특수체육학, 건강마사

지, 운동처방 및 응용으로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민족전

통체육영역에서 보면 민족전통체육개론, 지역 민간 체육, 민족전통 양생

법, 중국 무술사, 그네, 널뛰기, 씨름, 검도, 양궁, 전통무술, 산다 등 과

목으로 총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을 보면 크게 교육인턴쉽, 마이크로티칭, 교육실

습, 사회실천, 졸업논문, 학생조사연구 및 과학연구가 있다. 여기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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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이수학점

교양
과목

필수

영어류 12

46학점
이상 

컴퓨터류 5
사상정치류 14
문화전승류 2

기타 3

선택

이
과

자연과학계열

6 자유 선택

정보과학계열

문
과

언어기초계열
예술체육계열
사회과학계열
인문과학계열

교사종합소질계열 4

전공
과목

전공
기초

운동해부학

36학점

91학점

무술
체육개론

체조1 ,체조2
수영, 수영과응급

농구1, 농구2, 배구
에어로빅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
운동생리학
체육사회학
체육보건

체육심리학
신체평가이론및방법
체육과학연구방법

전공
필수

육상1, 육상2

32학점

운동생물화학
체조3, 체조4
전공1(택1)

체육단련및심리건강
학교체육학
전공2(택1)
체육회화

체육게임

해야 할 학점은 총10학점이상이다. 

3) 명랑대학교

[표 31] 명랑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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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조
전공3(택 1)

졸업논문

전공 
선택

체육공공관계

21학점

비교체육
체육문화 및 올림픽운동

체육미학
체육댄스, 팝 댄스, 요가

택권도, 택견, 복싱, 무란권
엑스팬드 트레이닝, 
피트니스와보디빌딩

스케이트
커뮤니티스포츠, 스포츠논리학

체육사, 체육철학
운동경기학, 운동훈련학, 

운동훈련문제연구, 
운동기능훈련학습과 조절
스포츠정책 및 사례평가 

전통양생
체육교수법설계, 

초등체육교수법설계
중학교체육 및 건강과목표준 및 

교재연구
야외생존과定向越野
체육운동 및 여가

운동심리학
인체측정과 평가

운동영양학, 피트니스이론과 
처방, 운동상해 및 회복

사회체육입문, 사회체육실무
체육경제입문, 스포츠미디어학, 
스포츠시장마케팅(두개언어), 

현대체육비지니스, 스포츠경제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인력자원개발과관리
체육재료와 관리, 
선수 교재 선택학

방과후체육활동의 조직및관리
운동생물역학

축구2, 축구의 효율적 교수법
체육감상 및 평가
실기 부전공1(택1),
 실기 부전공2(택1)

교직
과목

체육통계학 2
교육학 2

건강교육학 2
체육교재와교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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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인턴십 1

19학점 
이상

교사언어 1
정보화교수설계및실천 1

마이크로티칭 1
교육인턴십2 1

교육실습 6
계 156학점

 

 중국 명랑대학교는 교사전문 양성 대학교이며 중국 최고의 예비체육교

사를 양성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4년 

동안 학비 전액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 교사가 되려는 이념이 일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매우 강하

다. 그만큼 거의 100%의 학생이 졸업 후 체육교사라는 직종에 종사한다

고 보면 된다.  

 명랑대학교 체육교육과[표 31]에서도 기타 두 개의 사례 대학교들처럼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6개의 양성조건이 있다. 예비체

육교사들은 4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체육과 건강의 기본이론과 기본지

식을 터득해야 한다. 둘째, 학교체육에서 필요한 기본운동기능을 장악해

야 한다. 셋째, 체육교학의 기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학

교체육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특히 기초교육 관련하여 학교

체육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알아야 한다. 다섯째, 학교체육영역에서의 

이론적배경과 발전 동향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운영수리분

석과 현대기술의 방식으로 체육과학 연구와 창신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명랑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는 크게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나뉜다. 먼저 교양과목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할 학점은 

36학점이고 그들은 자유선택이며 영어류, 컴퓨터류, 사상정치류, 문화전

승류 그리고 기타가 있다. 또한 교양과목에서 이과와 문과로 구분되어 

선택하게 되는데 이과에는 자연과학계열, 정보과학계열이 있으며 문과

에는 언이기초계열, 예술체육계열, 사회과학계열, 인문과학계열이 있다. 

따라서 총 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만 한다. 

  전공과목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공기초과목, 전공필수

과목 그리고 전공선택 과목이다. 먼저 전공기초 과목은 총 3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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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여야 하며 그 안에는 운동해부학, 무술, 체육개론, 체조1과 체조

2, 수영, 수영과 응급, 농구1과 농구2, 배구, 에어로빅, 베드민턴, 테니

스, 탁구, 운동생리학, 체육사회학, 체육보건, 체육심리학, 신체평가이론 

및 방법, 체육과학연구방법 등 과목들이 있다. 다음으로 전공 필수 과목

에는 육상1과 육상2, 운동생물화학, 체조3과 체조4, 실기 전공(1, 2, 3)에

서 한 가지 종목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고, 체육단련 및 심리건강, 학교

체육학, 체육회화, 체육게임, 기초체조, 졸업논문이 있다. 그리고 전공 

선택과목에는 체육공공관계, 비교체육, 체육문화 및 올림픽운동, 체육미

학, 체육댄스, 팝 댄스, 요가, 택권도, 택견, 복싱, 무란권, 엑스팬드 트

레이닝, 피트니스와 보디빌딩, 스케이트, 커뮤니티스포츠, 스포츠논리학, 

체육사, 체육철학, 운동 경기학, 운동 훈련학, 운동훈련문제연구, 운동기

능훈련학습과 조절, 스포츠정책 및 사례평가 ,전통양생, 체육교수법설

계, 초등체육교수법설계, 중학교체육 및 건강과목표준 및 교재연구, 야

영활동, 체육운동 및 여가, 운동심리학, 인체측정과 평가, 운동영양학, 

피트니스이론과 처방, 운동 상해 및 회복, 사회체육입문, 사회체육실무, 

체육경제입문, 스포츠미디어학, 스포츠시장마케팅(두개언어), 현대체육비

지니스, 스포츠경제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 인력자원개발과관리, 

체육재료와 관리, 선수 교재선택학, 방과 후 체육활동의 조직및관리, 운

동생물역학, 축구2, 축구의 효율적 교수법, 체육 감상 및 평가, 실기 부

전공1(택1)과 실기 부전공2(택1)가 있다. 따라서,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교직과목에는 체육통계학, 교육학, 건강교육학, 체육교재와 교수법, 교

육 인턴십, 교사언어, 정보화교수설계 및 실천, 마이크로티칭, 교육 인턴

십2, 교육실습이 이며 총 이수해야 할 학점은 19학점 이상이다. 

다. 비교 

  한국의 경우,  3개의 대학교 행복대학교, 소망대학교, 사랑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강좌수를 보면 [표 32]과 같다. 특히, 강좌수를 보면 행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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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대    학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합계 

강좌 수
행복대학교 10 31 14 55개
소망대학교 12 57 13 82개
사랑대학교 16 53 14 83개

이수

학점 수

행복대학교 36(30.5%) 60(50.8%) 22(18.7%) 118학점
소망대학교 36(30.5%) 60(50.8%) 22(18.7%) 118학점
사랑대학교 23(16%) 90(62.5%) 31(21.5%) 144학점

[표 32] 한국 3교(행복대, 소망대, 사랑대) 체육교육과 강좌 수 및 이수학점 수 

학교의 교양과목은 10개, 전공과목은 31개, 교직과목은 14개로 총 강과 

수가 55개이다. 또한 소망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교양과목은 12개, 전공과

목은 57개, 교직과목은 13개가 있으며 총 강좌 수는 82개이다. 마지막으

로 사랑대학교는 교양과목 16개, 전공과목 53개, 교직과목 14개가 있으

며 총 83개로 3개의 사례 대학교 중 강좌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체육교육과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의 

이수 학점 수 및 과목별 차지하는 퍼센트 수[표 32]를 보면 다음과 같

다. 행복대학교와 소망대학교의 이수학점 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

트 수는 공교롭게도 똑같았는데, 교양과목 36학점이상(30.5%), 전공과목 

60학점이상(50.8%), 교직과목 22학점이상(18.7%)으로 총 118학점이다. 

또한 사랑대학교는 교양과목 23학점이상(16%), 전공과목 90학점이상

(62.5%), 교직과목 31학점이상(21.5%)으로 총 144학점인데, 사랑대학교 

이수 학점 수 역시 강좌수와 동등하게 3개 대학교들 중 가장 높았다.

  

   중국의 경우, 3개의 대학교(축복대학교, 희망대학교, 명랑대학교) 체

육교육과의 강좌수를 보면 [표 33]와 같다. 특히, 축복대학교의 교양과

목은 14개, 전공과목은 43개, 교직과목은 2개로 총 59개의 강좌가 있으

며, 희망대학교의 교양과목은 12개, 전공과목은 80개, 교직과목은 6개로 

총 98개의 강좌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랑대학교는 희망대학교와 마찬가

지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이 각각 12개, 80개이지만, 교직과목은 10개로 

총 강좌 수는 10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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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대   학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합계 
축복대학교 14 43 2 59개

강좌 수 희망대학교 12 80 6 98개
명랑대학교 12 80 10 102개

이수

학점 수

축복대학교 88(53.3%) 64(38.8%) 13(7.9%) 165학점
희망대학교 39(26%) 101(66.7%) 10(8.3%) 150학점
명랑대학교 46(29.5%) 91(58.4%) 19(12.1%) 156학점

[표 33] 중국 3교(축복대, 희망대, 명랑대) 체육교육과 강좌 수 및 이수학점 수 

  또한 체육교육과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의 

이수 학점 수 및 과목별 차지하는 퍼센트 수[표 33]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축복대학교는 교양과목 88학점이상(53.3%), 전공과목 64학점이상

(38.8), 교직과목13학점이상(7.9%)으로 총 165학점이며 중국 3개의 사례 

대학교들 중 학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희망대학교는 교양과목 39학

점이상(26%), 전공과목 101학점이상(36.7%), 교직과목 10학점이상(8.3%)

으로 총 150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라대학교는 교양

과목 46학점이상(29.5%), 전공과목 91학점이상(58.4%), 교직과목 19학점

이상(12.1%)으로 총 학점수가 156학점이다. 

  

 

  

  다음의 두 개의 차트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의 

과목 비율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 3개 대학교(행복대, 소망대, 사랑대)

의 교양과목은 3:3:1의 비율을 보였고, 전공과목은 5:5:6의 비율을 보였

으며, 교직과목은 2:2:3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3개 대학

교(축복대, 희망대, 명랑대)의 교양과목의 비율은 6:2:3이었고, 전공과목

은 3:7:5의 비율이었으며, 교직과목같은 경우에는 1:1:2의 비율로 보였

다. 양국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전공과목의 비율이 모두 돋보적으로 많

았고, 한국의 차트를 보면 전공과목의 뒤로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비

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차트를 보면, 전공과목다음으로 교

양과목의 비율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직과목의 순서로 비율이 가

장 적은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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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의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학점체계 백분비율

[그림 13] 한국의 체육교육과 교육과정 학점체계 백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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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비교

  앞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각 3개의 대학교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에서 그 

나라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3개 

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체육교

사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과연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또한, 현재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양국의 각 3개 대학별 스포츠교육학 담당 교사교육자(교수진)들은 

자신들의 대학교에서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하고자 문서상으로는 한정

되거나 편향되어 있는 기존 자료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양국에서 예비

체육교사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진 총 6개의 대학교들을 직

접 방문하여 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제 장, 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예비체육교사 총 30명, 교사교육자 총 10명을 

심층면담 한 결과 실천적 차원의 장, 단점을 크게 목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으로 나누어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가. 목표적 차원 

  한국의 경우, 행복대학교, 소망대학교, 사랑대학교 총 3교 체육교육과

의 교육목표를 [표 34]와 같이 살펴보면, 교육목표의 핵심 내용은 전문

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체육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

한 한국 3교의 체육교육과 교육목적의 핵심 내용은 공통적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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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교육목적 

행
복
대
학
교

❍ 우수교사 및 교육 전문가 양성
❍ 교과교육, 교육원 및 관련 학문의 

창의력 연구 

❍ 전문분야 인재양성 
❍ 학술연구 진작
❍ 자아실현 국가발전 인류번영 기여 

소
망
대
학
교

❍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교사의 
양성

❍ 신체활동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

❍ 미래세대의 체력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 마인드 함양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첨단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 능력 
배양

❍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설계와 
수업운영 능력 배양

사
랑
대
학
교

❍ 정보화·세계화에 필요한 전문 지식
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취
지 아래 체육의 이론 및 실기에 관
한 지도 능력을 함양. 

❍ 체육의 전문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해 나아갈 새로운 지식을 개발
하고 이를 통하여 유능한 중등 체육
교사와 체육분야 전문 연구요원의 
양성

❍ 덕성과 노력이 풍부한 중등
❍ 학교 체육교원의 양성 
❍ 운동건강전문가, 체육지도자, 스포츠

과학자 등 다양한 체육전문직에 종
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

[표 34] 한국 3교 체육교육과 교육목표 및 교육목적

  중국의 경우, 축복대학교, 희망대학교, 명랑대학교 총 3교 체육교육과

의 교육목표를 [표 35]와 같이 살펴보면, 교육목표의 핵심 내용은 체육

기초이론지식, 운동기본기능을 습득하고 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실외체육

훈련, 경기업무를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 그리고 체육 과학

연구, 학교체육관리, 사회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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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양성요구

축
복
대
학
교

❍ 지식, 능력, 소질의 향상 및 사고 
능력 강조. 

❍ 체육교육영역에서 광범위한 체육
기초이론지식, 실용적인 운동 기
술기능, 과학연구실천능력을 양성.

❍ 국제발전을 보는 시야를 갖추고, 
현대 체육사업 발전의 고급전문 
인재로 양성.

❍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수업, 
실외활동 조직능력, 체육훈련과 
경기관련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함. 

❍ 학교체육 과학연구, 학교체육관리, 
사회체육지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함.

❍ 체육교육의 기본이론 및 기초지식과 
기초기능을 습득 

❍ 학교체육교육이란 직업에 향후 종사하
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규칙과 방법
들을 장악하고 우수한 수업실현능력을 
키워주는 것임

❍ 체육과학 연구에서의 기본능력을 도모 
❍ 국내 학교체육개혁과 체육과학의 발전 

동향을 심층적으로 알아야 함
❍ 5, 국외 체육영역에서의 발전 동향을 

알도록 함  

희
망
대
학
교

❍ 현대교육 및 체육교육과학 기초이
론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양성.

❍ 학교체육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면
서 필요한 강의, 실기종목, 경기시
합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
과학 연구, 학교체육관리, 학생건
강교육, 민족체육 등 방면에서의 
복합형인재로 양성.

❍ 학교체육이라는 직업에 종사 할 때 꼭 
필요한 교육과학, 운동과학, 심리과학, 
사회과학, 운동종목의 기본 이론과 기
초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고 명
시 됨

❍ 운동종목의 기본기능을 습득하고, 교
수훈련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 시범, 
보호, 도움, 조직, 문서작성의 기술과 
방법을 터득

❍ 체육교사가 구비해야 하는 교수, 훈련, 
과학연구, 경기조직, 심판, 학교체육관
리, 민족체육 등 영역에서의 기본능력
을 지녀야 함

❍ 국가 학교체육의 방침, 정책, 법규를 
잘 알아야 함 

❍ 학교체육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발전 동향을 파악

[표 35] 중국 3교 대학별 체육교육과 교육목표 및 양성요구  

었다.  

  또한, 중국 3교 체육교육과에서는 양성요구를 제시하여 예비체육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3교 대학의 양

성요구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이론 및 기초지식, 체육과학 연구능

력, 학교체육의 기본방침, 정책 및  법규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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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단계로서의 과학연구와 실제 업무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어느 정
도의 창신 업무 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함

명
랑
대
학
교

❍ 덕, 지, 체에서의 전면적 발전
❍ 양호한 인문소양과 과학소질, 체

육교육의 기본이론과 기본기능을 
장악

❍ 초, 중등학교에서 체육수업강의, 
실외체육훈련과 경기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함.

❍ 체육 과학연구, 학교체육관리와 
사회체육지도 업무의 복합형인재
로 양성 

❍ 체육과 건강의 기본이론과 기본지식을 
터득해야 한다. 

❍ 학교체육에서 필요한 기본운동기능을 
장악해야 한다. 

❍ 체육교학의 기본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 국가의 학교체육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며 특히 기초교육 관련하여 
학교체육의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알
아야 한다. 

❍ 학교체육영역에서의 이론적배경과 발
전 동향을 알아야 한다. 

❍ 일정한 운영수리분석과 현대기술의 방
식으로 체육과학 연구와 창신 업무 능
력을 갖추어야 함.  

나. 내용적 차원 

1) 교양과목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체육교사들과

의 면담을 통해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진솔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

다. 한국의 경우, 예비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주로 교양과목

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체육에만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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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고 하였다. 

  먼저, 면담에 참여한 소망대학교 예비체육교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평소 대학교 교양과목 중 대학영어라는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외국인 강

사를 직접 접해보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신선한 수업이었고 개인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사실, 대학영어수업을 전공이 

아닌 이상 회화같은 것은 거의 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양과목

에서 정규적인 수업에서 수강 할 수 있고 또 영어를 잘 못해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교양� 중에� 좋았던� 수업은� 대학영어에서� 외국인을� 접해보는�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회화를� 하기� 힘든데�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도� 자신

있게�할�수�있어서�도움이�되었던�것�같아요.�

(김진실,� 한국� 소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다음으로, 교양과목에서의 CEO특강과 세계학 특강이라는 수업을 수

강한 예비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CEO특강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접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에서 직접 초청하여 여러 

영역에서의 많은 경험담들과 노하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체육교사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양과목에서� CEO특강이라는� 수업이� 매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방송사� 고위급들이� 와서� 특강해주는데� 자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회

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나�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분들

이�많았죠.� 성공한� 사람들이�와서�동기부여를�많이� 얻었어요.�

(전덕성� ,�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세계학� 특강이�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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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나라� 문화를� 설명해주었는데� 새로운�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나� 자신한테�도움이�되었어요.

(윤인자,� 한국� 행복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중국의 경우, 참여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양과목에서 필수인 모택동

사상,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중요사상론이라는 수업과 맑스레닌주의 기

본원리개론이라는 두 개의 수업이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

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수업은 중국의 한 공민으로서 꼭 지녀

야 할 정치적 이념이므로 대학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저는� 맑스레닌� 주의� 기본원리� 개론과�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3

개대표중요사상론이란� 수업은� 20세기� 중국혁명중대범위를� 실천하

는� 일종의� 정치,� 군사,� 발전논리로� 인식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중

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치단체들이� 사

용하는� 키워드로서� 이� 수업은� 체육교사가� 되는� 것에는� 거리가� 멀

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한� 인민,� 한� 공민으로써�

이러한�기본적인�지식을�배울� 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한우리,�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또한, 면담에 참여한 예비체육교사들 중 4명의 예비체육교사들이 체

육학과 특성상 평소 컴퓨터를 교직과정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예비체육교사들은 과학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정보화시대에서 발을 맞추려면 기본적인 office사용이나 기

타 기초 컴퓨터 관련 공능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대학교양과목에 있어서 컴퓨터 수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업이라고 하였

다.

과학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시대에� 맞추려면�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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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컴퓨터� 과목은� 앞으로� 교직생활을�

함에�있어서�많은�도움이�될� 것� 같아요.

(한배려,�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이처럼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도 있는 반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교

양과목들이 많다고 중국 몇몇 예비체육교사들은 불만을 보였다. 특히, 

불필요한 과목들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해 실용적인 과목들은 너무 적다

고 하였다. 

  

솔직히,� 군사이론과� 같은� 수업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야� 하

는� 과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실� 대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하는�이유를�잘� 모르겠어요.�

� � � (이선진,�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또한, 중국의 희망대학교 교사교육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형식적인 

과목들이 많고 실용적인 교양 과목들이 대체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사실�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는�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

고� 실용적인� 것들이� 너무� 적죠.� 사실� 무엇보다� 실제응용능력이� 가

장� 중요한데�말이죠.

� � � � (김정직,� 중국� 희망대�교사교육자�심층면담)�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의 대학교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닌 한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예비체육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비슷한 문제점

들을 발견하였다.  

  

사실� 교양은� 학점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인� 느낌이� 좀� 많아요.�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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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야� 할� 학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듣는데...

수업은� 참여하기보다는� 학점�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

요.

(박믿음,� 한국� 소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2) 전공과목

 

  한국의 경우,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전공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초반에 배운 체육교육, 체육교사, 체육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즉, 수업모형이나 교수법과 같은 강의와 발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 할 때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를 연습해

보는 실습중심의 수업이다.

체육지도� 및� 교수법이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 자체가� 실제로� 수

업을� 하는� 그런� 수업� 모형을� 배우고� 그거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

는�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거의� 시험방식

으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실현하는� 것을요.� 한번

에� 한� 30명되는�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여서� 경

험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실제� 수업에서� 제가� 처음� 학습지도안을�

짜고� 직접� 실행한다는� 것에서� 실제�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맡고�아이들과�수업을�하게�되면서�엄청�도움이�되었어요.�

� (이친절,� 한국� 행복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이제� 전공에� 있는� 수업인데,� 그러

니까� 현재� 나와�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현재� 수업을� 어떻게� 해

야� 되고� 그런� 거를� 수업시간에� 직접� 얘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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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수업을� 짜서� 수업실현을� 해보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입용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수업을�

짜고�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

요.

� (김근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수업에서 배운 수업모형을 기반

으로 실제 수업 안에서 직접 적용해보고 실현해보아서 긍정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수업방식을 학교현장에 가서 아이들

과 직접적으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체육교사가� 되려면� 뉴스포츠에�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알아

야� 하고,� 실제로� 수업시간에� 스포츠종목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배워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목도�바뀌고�새로운�것도�접하고�흥미가�생겼어요.�

(윤인자,�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그리고 전공과목에서 뉴 스포츠라는 수업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있어 

가장 실용적인 수업이라고 하였다. 이후 전공 이외에 스포츠종목을 다

양하게 접하게 되더라도 대학교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 미리 다 배

워놓았기 때문에 실용가치가 있는 수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경우, 전공과목에서 체육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의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의 심리를 잘 파악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체육수업을 하면서 돌방상황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

지수이다. 때문에 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함과 동시에 그

에 알맞은 맞춤형 대처법 즉, 임기응변능력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는 우선먼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10대 학생들의 내면을 아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청소년 학생들은 내면이 단순하기도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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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화를 이끌어 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좀 더 깊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육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실습을� 해보니까� 학생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지식

적인� 이런� 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만,� 내적인� 것들

은� 사실� 잘� 배우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사교육에서�

이러한�과목을�개설하여�배운� 것이� 아주�실용적이였죠.

(최지성,�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중국 희망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체육교사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들에 즉각적인 조치를 조취를 취하기 위해서는 운동보건학, 

운동생리학, 운동손상과 예방과 같은 자연계열 전공수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런 과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좀더 풍

부한 내용들과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의 지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전문

성이 있는 교사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체육교사가� 되는� 것에� 운동보건학,� 운동생리학,� 운동손상과� 예방�

등과� 같은�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모든� 체육�

분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 이유는� 수업에서나� 혹은� 활동� 중에도.� 학생아이들에게� 생

기는� 사고나� 부상당하는� 상황이� 닥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배려,�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다음으로, 소수민족 전통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체육교사는 체육교

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성급, 시도에서 중요시하는 체육실기 종목을 무

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희망대학교가 위치한 시도에서는 배구 

실기종목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배구시합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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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별 특징적 실기 수업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실기 종목의 경기 규칙과 심판 관

련 지식에 대해 숙달해야만 체육교사가 되는 것에 직,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배구�실기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배구� 운

동을� 비교적� 열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상황에� 맞추려

면� 배구운동의� 기본적인� 기술,� 기교와� 배구의� 경기의� 규칙� 및� 심

판관련�지식에�대해� 잘� 알아야�하거든요.�

(최나라,�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이처럼 전공과목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진술을 뒤로 한 채, 

전공과목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예비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솔직히� 전공과목에서� 실기수업을�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어

요.� 특히,� 시설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테니스장

은� 아예� 없구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다른종목도� 해야� 하는데,� 워

낙� 한반에� 인원수가� 많은데,� 코트를� 학과측에서는� 2개밖에� 빌려주

지� 않아서� 8명만� 연습할� 수� 있고� 기타� 학생들은� 아예� 연습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요.� 학교� 측에서는� 학과� 측에� 시간을� 조율해보라고�

했지만,� 그게� 쉽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공실기과목을�

좀� 더� 잘� 배워보고� 싶은데� 잘� 안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학교측에서�이러한�부분들에�대해�좀�알아줬음�좋겠어요.�

(배사랑,�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위의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사실 면담한 명랑대학교 예비체육교사이외에도 많은 중국 예비체

육교사들과 교사교육자들이 동일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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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은 한국의 사례 대학교에서도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체조실에서� 하는� 거도� 있고� 배구수업

이� 있는데� 수업이�따로� 연습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선수들이�사

용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요.� 구기� 종목하

기에도�부족하구요.�

(조근면,� 한국� 소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또한, 중국에서의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수업시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도 중국 예비체육교사들이 지적하였다. 중국의 대학

교 수업시간은 한국의 대학교와는 달리 중국의 지역마다, 학교들마다 

다소 다른 점이 있겠지만 분명한건 수업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대한 다음의 예비체육교사들과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실

기종목을 제대로 배우려면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안에 배우기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체조와 같은 종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였다. 얕게 

배운 지식을 깊게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실정이다.  

실기종목수업이� 1시간30분인데요.�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를�

들면,� 체조시간이� 일주일에� 한번밖에� 없는데� 총� 18주의� 수업이니

까� 솔직히� 체조를� 18주� 안에� 다� 배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

아요.� � �

(박인내,�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또한, 중국 희망대학교 김사랑 예비체육교사를 비롯한 여러 예비체육

교사 역시 실기종목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전통화되어 있기 때

문에 새로운 실기종목을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분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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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지금 세대에, 향후 체육교사가 되다면 응당 새

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 질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체육교

사는 완전히 알지는 못하여도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 지식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응당 알 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유행하지� 않는� 운동실기종목,� 예를� 들면� 야구요.사실� 학

교에서� 야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동아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몇� 명밖에� 안되요.� 사실,� 국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엄청� 유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더라도� 좀� 더�

신선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보다는� 새롭

고� 신선한� 종목을� 배우면서� 그들의� 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해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응당� 이러한� 운동종목을� 한번� 고려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필경� 그�

종목은� 어떤� 규칙과�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유소원,�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3) 교직과목

 

  한국의 경우, 교직과목에서 교직행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학교라는 사회, 학교라는 조직, 학교라는 단체, 학교행정이라는 것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직실무라는 수업

이 있는데 보통 교직에서의 실제적인 업무를 토대로 배우는 과목인데 

사랑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체육교사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체

육교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학생들과의 화합인데, 교직실무라는 

수업에서 배우게 되면서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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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같이� 그

런� 시험이나� 지적인� 시험에� 측면을� 두지� 않고� 말� 그대로� 교직의�

실제적인� 업무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또� 아이들과�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 하는게� 교육에서� 아이들과의�

화합이라서� 그래서� 교직실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인� 것� 같아

요.

(이영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또한, 교직에 소요되는 제반 경험의 풍부화, 지도방법의 훈련과 세련

화, 교직자로서의 확고한 인생관 수립, 자기 이해와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의 과정을 익하는 수업은 예비체육교

사의 최종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교생실습이라는 수업이다. 다음의 예

비체육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대학교 예비체육교사는 교

생실습 수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또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가 강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실습이었던� 것� 같아요.내가� 직접�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과� 섞

여서� 수업을� 해보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 지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

겠다는�저만의�확신이�들었어요.�

(김체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는 수업과 특수교육이라는 수업은 학교현

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여러 학생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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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면담 내용을 통해 평소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서는 직접 예비

체육교사들을 기관 방문 및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의미있는 수업을 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직과목에서� 생활지도� 및� 상담과� 특수� 교육이라는� 두� 개� 수업�

모두� 되게� 실용적이었어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직접� 부딪히고�

또� 장애아를� 만나도� 보고� 그러한� 기관들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해

서� 굉장히�의미� 있는�수업이었어요.

(박책임,�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교육봉사라는 수업은 예비교사로서 실질적 교사 업무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실제 교육환경에서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경험을 통한 실제 교

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를 살펴

보면, 교육봉사를 하면서 평소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방식, 마음 상태를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과목� 중에� 교직봉사라고� 있어요.� 이� 수업은� 어떻게� 보면� 그저�

봉사활동을� 하고� 학점을� 채우는� 수업이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직적인� 봉사를� 한다는� 것에서� 저에

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왜냐하면�제가� 학교에�가서� 주로� 저녁� 밤�

시간에�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거나� 체육수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밤� 야자� 감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이

들이�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많이� 들

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면�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아이들과

의� 대화가�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대화가� 많이� 있어야� 아이들

이� "저� 선생님이�많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

고,� 또�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봉사가� 저에게는� 가장�

인상이�깊었던�수업이에요.�

(윤인자,�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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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라는 수업은 다양한 평가유형, 문항제작방법, 문항분석, 평가

모형 등 교육평가 이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접

하게 될 교육평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분석하여 예비교사로서의 교직 

소양을 높여주는 수업이다. 

교육평가라는� 수업인데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어떻

게� 평가� 할� 것인가,� 또� 평가방법에�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 인지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인데요.� 되게� 좋았던� 것

은�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 말로만� 평가한다면� 되게� 쉬운데�

막상� 배워보니까� 되게� 다양했어요.� 평가방법도� 그렇고,� 제가� 이전

에는� 몰랐던� 것들을� 접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평가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점수만�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오직� 평가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평가는� 아이들의� 성취도나� 향상도와� 같이� 여

러� 방면에서도� �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면들을� 배우게� 되면서� 엄

청� 좋았어요.�

(김체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는 교육평가라는 수업을 통해 평소 

몰랐던 평가관련 지식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이해가 있었고 본인이 향후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평가방법에서 어떤 방

법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성취

도와 향상도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중국의 경우, 예비체육교사가 되는 교육과정에서 실제 교직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수업으로 명랑대학교 예비체육교사는 교사전문발전이라는 

수업을 지목하였다. 모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다. 하지

만 가장 중요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의 강의 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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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업 내용들을 교안으로 써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대학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많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체육교

사가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교사라면� 교안을� 쓰는� 것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체육교재와�

교수법수업에서는� 향후� 우리가� 교직사업에� 종사하여� 교안을� 쓸� 때�

교안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에� 대해� 미리�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교안을� 직접� 써보는� 실천을� 해봄으로써� 교안의� 기본내용

에�대해서도�더� 한층�이해할�수� 있기에�도움이�되는� 수업이에요.

(홍아름,�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는 교직과목 중 교사언어라는 수업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면담한 희망대학교 예비체육교사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구사 능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언어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터라 보통 언어의 필요성이 강

조 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56개의 민족 중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

은 모두 소수민족이기에 소수민족 고유의 전통언어 사용은 이미 오래전

부터 국가에서 비준한 정책이다. 하지만, 대학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일부 

특별한 학과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반드시 보통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명시되었다. 때문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 소수민족인 예비체육

교사들에게는 필수적 수업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한� 언어표현능력과� 언어구사� 능력을� 위해서는� 보통언어

(普通话)라는� 과목은�교사가�지녀야�할�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특히�우리처럼�소수민족에게�더� 필요해요.

(차소망,�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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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교육기술이라는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기능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수업이다. 기능이라고 하면 흔히 

전공실기로 생각 할 수 도 있지만 현대교육기술은 학생들과 마주하게 

될 때 가장 교사다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였다. 

체육교사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과학기술수단과� 자신의� 표현력으

로� 지식을� 전수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

연스럽고,� 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표현력을� 갖추고,� 좋은� 심

리소질을� 갖게� 하면서� 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하는데�있어서�아주� 도움이�된다고�생각해요.

(배사랑,�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중국에서도 역시 교육실습이 예비체육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직과목 수업이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드

는 시기도 역시 교육실습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하였다. 학교라는 울타리

에서 직접 학교현장에서 체육선생님의 위치로 수업을 해보고, 또 학생

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에 적성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느껴보게 되고, 또 학교에서의 업무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교육실습이라는� 수업이�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

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체육선생님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이론적이거나,� 가상적인� 실천이� 아닌� 직접� 생생한� 학교

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교사의� 역할을� 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는� 교육실습을� 하고� 나서�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

고해졌어요.�

(조행복,� 중국� 축복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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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의 학교현장실습과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

법을 합친 맥락의 교육견습이라는 수업이 있다. 하나는 학교 현장에 직

접 가서 선배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수업실

현을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해보는 것이었다. 실제 예비체육교

사는 교육견습이라는 수업을 통해 실습하기 전 비록 가상이지만 이러한 

수업실현을 해봄으로써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또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참관 학습때 봐

왔던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주의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하였다. 

교직과목에서� 교육견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교육견습은� �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장� 참관� 실습인데,� 직접� 선배

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학교현장에� 가서� 수업을� 참관해요.� 참관하

면서�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잘� 반영하여�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같

은� 동기친구들과� 가상적인� 수업을� 해보는� 거에요.� 실습� 나가기� 전�

이런�가상적인�수업실현은�진짜� 많은�도움이�되는�것�같아요.�

(손정직,�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교직과목에 대해 양국의 예비체육교사들은 모

두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

국의 경우, 현재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직과목에서 가장 문제점은 다름이 

아닌, 실제 현장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사례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직과목을 보면 학교에 따라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 3교의 교직과목에 대해 면담

을 진행 한 결과 3교의 예비체육교사들 모두 현장 실습중심의 교직과목

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도� 많지만,� 특히�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실천

적인� 것이� 너무� 적어요.� 학생과� 대면하는� 것도� 너무� 적구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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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중      국

좋
은 
점

공통점
▶ 한국과 중국의 사례 대학교 총 6교 모두 가장 직접적인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교육실습을 선택. 

차이점 

u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직접 강의 시도

u 현장 실천 중심의 교직과
목의 다양성(교직실무, 교
육봉사, 교육평가, 생활지
도 및 상담, 특수교육) 

u 중국 정치적 이념관련 수업 반
드시 필요

u 지역별 선호하는 운동실기종목 
필히 습득 

u 소수민족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국 표준어 과목

u 대학교 별 서로 다른 교직과목
(교육견습, 사회실천, 체육통계
학 등)

공통점 ▶ 시설 부족 

▶ 교양과목 학점채우기식

[표 36]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내용적 차원에서의 비교 

상� 가상적으로� 수업실현�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

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이

기� 때문에� 교육실습이외에는� 아예� 현장에� 직접� 나가기� 힘든� 실정

이에요.�

(한배려,�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4) 비교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좋은 점과 존재하는 문제점들

을 비교해보면, 다음[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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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 실기종목의 다양성 조금 부족 

▶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천과목 부족 

차이점 
u 임용관련 실기종목이 저학

년에만 많이 몰려있음 
u 실기 수업 시간, 시수가 부족 

다. 방법적 차원  

1) 한국 

  한국의 경우,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방법들을 파악

하기 위해 스포츠교육학 담당인 교사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적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다. 

가) 지식교육-실천적용 위주

  먼저,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실천적용 위주의 방법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야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의� 체육교육과에는� 체육교직실무가� 있는데,� 현장교사들

이�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요.� 담임업무,� 스포츠클럽업무와�

같이� 현장교사들이� 매주� 와서� 직접� 실제� 실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고�있어요.�

� (최사랑,� 행복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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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대한� 어떤� 감을� 잡기� 위해� 현장� 교사들을� 초청해서� 수업

들을� 듣고� 수업� 안에서도� 현장탐방을� 직접� 하게� 하구요.� 현장� 역

량같은�것들을�많이� 강화하려고�해요.

� (이용기,� 소망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우리는� 좀� 현장역량�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좀�

많이�해요.� 방학동안에두요.� 50시간� 이상� 정도를요.� 여름에는�보통�

애들이� 수상스포츠� 관련된� 업체같은� 곳에� 가고,� 겨울에는� 스키업

체� 관련� 하여� 실습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해보는데요.� 우리� 사범대�

안에� 6개� 과가� 있는데,� 현장� 중심으로� 하는� 과는� 우리과� 많이� 돋

보적이더라구요.�

� (이용기,� 소망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의 한국 3교 대학교 교사교육자들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복대학교와 소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교사들을 직접 학교

에 초청하여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장교

사들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담임업무나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

는 업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장탐방을 직접하게 하여 

현장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갖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

찬가지로 사랑대학교에서도 현장역량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

라고 하였다. 특히, 방학 동안에도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나) 집단교육- 임용준비 위주

  다음으로,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집단교육 위주의 방법

으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야기



- 120 -

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학교에서는� 4학년이� 되면� 임용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임용

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룹인데요.�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해주는� 거죠.� 특강

도� 시켜주고�현장에서�선생님도�불러서�얘기해줘요.�

� � (이겸손,� 행복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우리는� 임용반,� 특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스터

디도� 하고� 아이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서로� 동기부여도� 하고� 있

어요.

� (김행복,� 사랑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에서 면담한 교사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대학교와 사랑

대학교에서는 현재 임용을 준비하는 그룹을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학교 밖에 있는 학원수준의 그룹이 아니라 단순히 

예비체육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서로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방면에서 함께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꾕 먹고 알 먹는 격이

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교육자들은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

교 현장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특강같은 것도 가끔 시켜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집단그룹 교육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지

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전문교육-실기종목교수법 위주

  다음으로,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전문교육 위주의 방법

으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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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전공에서� 실기를� 그냥� 단순히� 실기� 종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기종목의� 교수법이라고� 교과목� 명칭을� 칭해요.�

육상종합� 교수법처럼,� 육상에서� 허들도� 배우고� 높이뛰기도� 배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들의�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허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것을� 배우는� 거죠.� 물론� 실제로� 허

들을� 직접� 해보고� 배우지만� 본인이� 넘어보면서� 동시에� 나는� 이정

도� 허들실력이면,� 내가� 앞으로� 체육교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가르

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육상� 선수� 출신�

강사선생님을� 불러요.� 그렇지만� 강사분들한테� 우리들의� 이� 취지를�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육상� 기능을� 잘하는� 체육교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도� 기본적으로� 하되,�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체육교사로서� 얼마나�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양성에� 포커

스를�맞추어서�강의를�해주세요라고�얘기를�드려요.

(이용기,� 한국� 소망대�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와 같이 한국 소망대학교의 특징은 모든 실기수업에서 교수법을 함

께 강의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강좌명도 농구가 아

닌 농구 교수법, 육상종합 교수법, 축구교수법으로 바꾸고 수업시간에 

반드시 해당 강좌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같이 예비체육교사

들에게 지도법을 함께 강의해 줄 것을 학기초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에 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현직 체육교사들

을 초빙하여 실기 및 교수법을 함께 지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은 실기 내용도 배우고 교수

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직접교육-개개인에 따른 피드백 주기 

  다음으로,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교육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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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

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4학년� 때� 체조를� 배우는� 데� 교수님마다� 개개인에� 다� 잘� 맞춰서�

가르쳐주셨어요.�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못하는� 애들

한테도�피트백을�엄청� 잘� 주셔서�좋았어요.� �

(박감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육상� 실기�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교수님이� 피드백을�

일일이� 개개인에� 맞춰서� 하나하나� 주셔서� 전체적인� 수업� 완성도가�

높았어요.�

(김근성,� 한국� 사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면담한 예비체육교사들은 실기종목의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에 따른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모든 예비체육교사가 

똑같은 수준의 우수한 실기능력을 갖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실기종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개개인에 맞추어 실기종목

에 대한 피드백도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교수방법

을 통해 예비체육교사들에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실기종목 

수업에서 개개인의 수업 완성도에 따라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마) 간접교육-올바른 교사관 심어주기 

  다음으로,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간접적인 교육 위주의 

방법으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

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올바른 교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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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교사로서� 수업을� 잘하는� 것에,� 교사로서� 체

육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집중적

으로� 체육교육이란� 어떤� 것이고� 올바른� 체육교육을� 펼치기�위해서

는� 어떤� 지식,� 어떤� 정신,� 어떤� 능력을� 가져하는� 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자발적으로� 훌

륭한� 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식,� 기능,� 방법들에�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런� 것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기능같은� 것

들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만� 있으면� 스스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목마르게� 되면� 물을� 찾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는� 물론�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체

육� 선생님이� 되도록� 마음속에� 열망,�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런� 불씨를� 키워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식,� 기능,�

플러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으로부터의�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잘하고� 싶도록� 좋은� 체육선

생님이�되고� 싶도록�말이에요

� (최사랑,� 행복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면담을 통해 교사교육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최사랑은 보통 간접적

인 교수방법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간접

적인 교수방법은 직접적인 교수방법을 할 때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전달

되는 그런 측면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의창(2010)도 학생들의 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거지와 마음씀씀이를 간접교수활동이라

고  말하였다. 이처럼 간접교수방법을 통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 

내면의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올바른 교사, 우수한 교사가 되고 싶

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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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사교육자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인성적으로� 훌륭한�모습을�

보여주는�것은�기본으로�되어야죠.�

(김행복,� 사랑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면담한 사랑대학교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침

에 있어서 교사로서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무리 실기

종목 기능이 뛰어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들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적 훌륭한 모

습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경민(2015)에 따르면 예비체육교사교육

에서 인성을 더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자들의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중국  

  중국의 경우,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방법들을 파악

하기 위해 스포츠교육학 담당인 교사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특징과 같이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적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다. 

가) 기능교육-실천적용 위주

 먼저,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실천적용 위주의 방법으로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기능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야

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사범대학교의� 학과� 과목� 중에서� 분필� 판서� 과목은� 기초교육� 과목

으로서�필요한�기능교육을�실행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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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온유,� 중국� 축복대�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축복대학교 교사교육자는 교과목 중에 분필 판서를 직

접 배워주는 수업은 실제 현장에서 예비체육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능, 특히 

분필 판서와 같은 수업은 중국에서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2) 참여교육-흥미로운 교수법 위주 

  다음으로,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끔 이끌어 주는 흥미로운 교수법 위주의 방법으로 현재 예비체육

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사교육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저는�대학교� 교수님들을�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유

형은�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고� 있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일단� 시작

하시면� 학생들이� 전부� 졸리는� 유형이구요.� 다른� 한� 가지� 유형의�

교수님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봤을� 때,� 그� 교수님의� 매� 한마디,�

한마디를� 놓지고� 싶지� 않은� 그런� 교수님도� 계셔요.� 제가� 얘기드리

고� 싶은� 왕교수님은� 두� 번째� 유형의� 교수님이신데요.� 학생들의� 정

서를� 전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상하게� 공부를� 평소�

안하던� 학생들도� 그� 교수님의� 수업시간에는� 제일� 앞자리에�앉아서�

수업에� 참여하거든요.� 사실,� 왕교수님만의� 특별한� 수업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질문에� 답변을� 할� 때마다� 상을� 주시거든요.� 그

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수업이� 끝날� 때쯤�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

게� 작은� 선물도� 주시구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 선물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구요.� 그� 질문의� 답을� 알든� 모르든�

서로� 손을� 들고� 서로� 자기생각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선

물을� 위해� 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만큼�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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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잘�이해하셔서�수업을�재밌게�이끌어�가시거든요.� �

(정기쁨,�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명랑대학교 예비체육교사는 왕교수님의 교수방법에 대

해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예비체육교사는 왕교수님의 수업

을 통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고 그 정서를 잘 리드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가 이 

수업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다) 동시교육-두 가지 언어 위주

  다음으로,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주로 두 가지 언어를 동시적

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교

사교육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언어의� 동시교육은� 우리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

고� 있어요.� 또한,� 우리� 소수민족대학교들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 지역은� 학교에서� 거의� 두� 가지� 언어

를� 사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한족을� 비롯하여�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구령과� 같은� 것은� 주로� 중국� 표준어로� 가

르치고� 있고,� 설명적인� 부분들은� 거의� 소수민족� 고유의� 전통언어

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도� 더� 잘� 되

는� 부분이�있어요.�

� (박인성,� 중국� 축복대�교사교육자�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소수민족 지역에 위치한 축복대학교 예비체육교사교육

의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임없이 두 가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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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두 가지 

언어 교육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비체육교사들의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비체육교사들은 향

후 소수민족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확률이 많으며, 그 학생들은 아

직 소수민족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로서 그들과의 관계형

성에서부터 지식전달까지 이 모든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언

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직접교육-개개인에 따른 피드백 주기 

  중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면담한 예

비체육교사들은 실기종목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에 따른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체조 실기종목처럼 위험성이 우려되는 

수업에서 교사교육자들의 응원과 용기, 그리고 안전감은 예비체육교사

들에게 그 실기종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들도 향후 체육교사가 되고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용기와 응원, 칭찬을 주고 학생들이 좀 더 질 높은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체육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에는 체육교사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이 주는 피드백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겨운, 2015). 

체조� 실기수업이� 사실� 위험성이� 매우� 크잖아요.� 일단,� 한� 개� 동작

에서� 교수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체조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

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

상� 옆에서� 보호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체조에� 대한� 공포심이� 많

았지만,� 교수님의� 지도하에� 잘�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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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복,�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마) 간접교육-옳바른 교사관 심어주기  

  두천수(2014)의 연구처럼 중국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교수방법을 통

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의 내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

로 훌륭한 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명

랑대학교 예비체육교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교사교육자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교사관이라는 큰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 따라서 교사교육자의 간접적 교수방법은 최의창(2010)이 제시한 기

법적 차원과 심법적 차원처럼, 단순히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비체육교사의 내면과 삶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을 

도모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파악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통양생수업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셔요.�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수업을� 하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도� 모두� 논리적

이었고� 참된�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그� 교수님

의� 수업을� 들으면� 무의식간에� 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교사관에� 큰�

영향을�미치더라구요.�

(김소원,�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중국 예비체육교사들은 대학교에서의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교사관을 심어주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수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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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중      국

좋
은 
점

공통점
▶ 개개인에 따른 피드백 주기 위주의 직접적 교육방법 
▶ 올바른 교사관을 심어주기 위주의 간접적 교육방법 

차이점 

u 실천적용 위주의 지식교육
방법

u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집
단교육방법

u 실천적용 위주의 기능교육방법

u 두 가지 언어의 사용 위주의 
동시교육방법 

[표 37]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방법적 차원에서의 비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되기� 위해� 응당� 갖고� 있어야� 하는�

교사로서의� 자질도� 스스로� 터득해야� 하구요.� 그것이� 하루사이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적인� 것도� 아닌� 마음� 안쪽�

부분에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라�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교사

관에�대해� 올바른�방향으로�심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김성실,� 중국� 희망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위의 내용을 면담한 중국 희망대학교 예비체육교사는 교사관을 스스로 

터득하기까지가 교사교육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

재 존재하는 문제점에는 교사관을 심어주기보다는 지식기능위주의 강의

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의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3. 비교

  한국과 중국의 방법적 차원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표 37]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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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실기종목교수법 위주의 전
문교육방법

u 흥미로운 교수법 위주의 참여
교육방법

문
제
점

공통점               -

차이점 - u 교사관 심어주기 좀 더 많이 
필요함 

3.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을 위한 시사점

  앞 두절에서 이미 살펴 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 

현황과 실제 교육과정의 비교를 바탕으로 좋은 점과 문제점을 각각 찾

아보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 즉, 목표적 차원, 내용

적 차원, 방법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에서 살펴보겠다.

가. 목표적 차원

  한국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육목표의 핵심내용은 대체적으로 전

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체육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즉 “전

문성”과 “인성”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에, 중

국의 체육교육과 교육목표의 핵심내용은 대체적으로 체육기초이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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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본기능 습득, 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실외 체육훈련, 경기업무, 학

교체육관리, 사회체육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즉 

“전문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흔히, 동양에서는 교육이란 인성을 길러주는 일이고 학교란 인성을 

함양시키는 곳이라고 간주해왔다(최의창, 2010).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을 

하는 대학기관에서는 응당 인성을 함양시켜주고 인성을 길러주는 일을 

하게 될 예비교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인성에도 함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수요를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교육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능력이� 중요하죠.�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도�

소질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수한� 교사가� 될� 수가� 없어

요.”

(정기쁨,� � 중국�명랑대학교�교사교육자)�

“인성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해요.� 실제� � 앞으로� 교사가� 되고나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에�인성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필요해요.� 따라서� 대학� 예비체육교사교육을� 받는� 기간에� 인성

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가�라는� 생각을�해요.”

(이희망,� � 중국�명랑대학교�교사교육자)�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집중된� 학과�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사범대학� 자체내에서도�

이러한�것들이�잘�운영� 될� 수� 있게� 도와줘야�할� 것� 같아요.”

(이배려,� � 중국�희망대학교�교사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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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식과 인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따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따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다(이홍우·

유한구·장성모, 2014). 하지만, 체육교과는 체, 지, 덕의 조화로운 통합

을 도모하여 체육교과에서 인성을 강조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체육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응당 전문성과 개인소질을 동시에 강조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朱宏军,2013). Lickona(2005)는 교육의 궁극

적인 최종 목적은 지적인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 교육목표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복합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에는 응당 인성도 함께 강조하여 

종합적 소질을 갖춘 그런 예비체육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14]. 

[그림 14] 중국 예비체육교사교육의 향후 교육목표

  또한, 중국 교사교육기관의 교육목표는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이념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다라 수정된 현실

감 있는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목표를 

서술함에 있어서 “과학연구실천능력”, “고급전문인재 양성”,“체육

과학연구”라는 비교적 광범위한 범위의 모호한 설명으로 예비체육교

사교육을 하는 교사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최종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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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먼저, 예비체육교사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교육목표를 행하는 예비체육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교육자

들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과에서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목표에 대한 내용을 각 현, 시도, 성급의 단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관계를 깊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목표를 예비체육교사들이 이해를 하기 쉽고 실현이 가

능하도록 되게 해야 한다(조미혜, 박연희, 2010). 종국적으로 현시대와 

예비체육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나. 내용적 차원

1) 교양과목-학점채우기식 수업에서 효율적인 수업으로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현재 예비체육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자와 교사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체육교사들에 의하면 과목수가 많

은 것, 학점이 많은 것에 비해 향후 체육교사가 되는 것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실용적인 과목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앞 절에서는 이미 아래

와 같은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솔직히,� 군사이론과� 같은� 수업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야� 하

는� 과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실� 대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하는�이유를�잘� 모르겠어요.학점채우기식인�것�같아요.� �

� � � (이선진,� 중국� 명랑대�예비체육교사�심층면담)

사실�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는� 형식적인�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리고� 실용적인� 과목들이� 너무� 적죠.� 사실� 무엇보다� 실제응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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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장�중요한데�말이죠.

� � � � (김정직,� 중국� 희망대�교사교육자�심층면담)�

  특히, 체육교과를 가르치게 될 교사를 양성하는 체육교사양성기관에

서는 현재 교육과정 편성 체제와 내용이 체육교사 양성과는 다소 거리

가 있었다(朱宏军,2013). 즉,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연계성이 부족하

여 교양과목을 통해 전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이수학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전공과목외에 교양과목의 이수학점 수가 사례 대학 3교 모두 너무 많

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첫째, 학점수가 많은 교양과목을 전공

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에 결부하여 과목구성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

며 둘째, 현재 지나치게 많은 학점으로 되어 있는 교양과목을 축소하거

나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더 구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전공과목-기존의 실기종목에서 다양한 실기종목으로 

“국내에서� 유행하지� 않는� 그런� 운동실기종목들도� 배우고� 싶거든

요.� 사실� 우리가� 현재� 배우는� 실기종목들은� 다� 기존에� 있는� 전통

적인� 운동실기들� 뿐이에요.� 앞으로� 교사가� 되면� 한정된� 운동실기

수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양한� 운동실기종목들을�

배워보면�좋을�것�같아요”

(정기쁨,� � 중국�명랑대학교�교사교육자)

 현재 중국의 대학교 사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운동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예비체육교사들은 새로운 접근의 스포츠종목을 접하고 싶은 

바램이지만, 현재는 줄곧 전통적인 체육실기종목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체육 분야에서의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응당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운동실기종목뿐 만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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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운동실기종목들도 자국에 가져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직접 가

르치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체육교사가 될 그들

에게 새로운 호기심, 신선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스포츠종목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

게 해주는 안목도 키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향후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도 스포츠에서의 전문지식

을 좀 더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 가장 

유행이 되었던 스포츠종목에는 농구, 배구, 탁구 등 종목들이 있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글로벌 세대인 현재, 국제교류도 활발

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황에서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

고, 또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웃 나라 한국을 비롯한 가까운 나라

들에서 유행하는 스포츠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왜 그들은 

그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또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와 같은 

부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서,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

고 이러한 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해 볼 필요가 있

다.    

3) 교직과목-이론중심수업에서 현장중심수업으로 

  국내외 교육학 및 교사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

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의 예비교사교육은 '기술적 합

리주의 모형'(Schon,1987)을 바탕으로 한 ‘이론중심의 교사교육’이 지

배적인 경향을 이루고 있다(Korthagen, 2001; 최의창, 2003; 박정준·최

의창,2010). 이는 더 많이 아는 교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전

제로 하며,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배울 경우 실천적 지식은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이른바‘이론에서 실제로의 논리’에 기인한다

(Cochran-Smith& Lytle, 1999). 하지만 이러한 이론중심 교사교육은 예

비교사의 실천적역량 함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소경희, 2009; 박정준·최의창,2010).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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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행위를 실천하는 경험속에서 실제적인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

양하고 구체적인 실천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박정준·최의창, 

2010).

  또한, 현재 중국의 체육교사교육의 연구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 

체육교사교육의 발전은 단일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즉, 전국이라는 

큰 범위안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董国永, 2010). 중국은 서로 

다른 지역별 체육교사교육의 발전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응당 각 

지역 실제에 맞는 예비체육교사교육 발전대안이 필요하다(龚正伟·李丽
英, 2009).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보았을 때, 교직과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문적 내용중심, 즉 이론중심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실천적인� 수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현장위주의� 수업이� 많지�

않다� 보니�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교직과목은� 이론수

업중심보다는�현장위주로�수업을�해보고�싶어요”

(정기쁨,� � 중국�명랑대학교�교사교육자)

  따라서 적은 교직과목에서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책

무를 배우고 익힐 충분한 지식,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董国永(2010)도 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이론중

심에서 현장실천중심으로 응당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응당 현장중심으로 된 교직과목을 위주로 배워야 한

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체육교사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수업의 일선 교육현장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직과목에서처럼 교직실무, 교직행정, 교육봉사 등과 같

은 실제 학교업무를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단계에서 더 배울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수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

여 재구성 하는 동시에 질적으로의 수준, 즉 이러한 현장중심수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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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용성도 함께 

주의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다. 방법적 차원

  

1) 전문적 체육교사로 양성하기  

  21세기를 지식사회의 최전선에서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체육교사로

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녀야만 한다. 따라서 체육교사가 갖는 전문자질

도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刘波, 2008). 이렇듯 체육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임무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능력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최의창, 2010). 그리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있어서 

체육교사로 되기 위한 전문성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

다면,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자면, 

체육교사가 해야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을 말한다(최의창,2010). 즉, 여

러 가지 체육교사로서 해야 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잘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운동종목을 가르치거나 기술수준의 것

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학생들의 내면과 삶에 모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교사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지만 인성부분은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문적으

로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교사교육자들과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교사가� 되려면� � 체육을�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

지만� 기술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어

요.� 아이들은� 그� 교사가� 갖고� 잇는� 사람됨됨이,� 교양,� 매너,�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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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내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과�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만�전문적인�체육교사가�될�수�있어요� ”

(박인성,� � 중국�축복대학교�교사교육자)

�

  하지만 인문적으로 가르치려면 기법과 두 가지 차원의 방법으로 가

르치면 수월하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성에는 주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기법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심법적 차원이다(최의창, 2010). 기법적 차원의 “기법”(技法)은 
가르치는 일의 기술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교수의 명
시적 측면으로서 지식, 기능, 정보 등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또한, 심법적 
차원의“심법”(心法)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교수의 암시적 측면으로

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마음의 다양한 영역들이 관여되고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마음의 다양한 영역들로는 감성(感性), 지성（智性）, 덕

성（德性）, 영성（灵性）이 포함된다. 가르치는 사람의 감성, 지성, 덕

성, 영성이 어투, 몸짓, 눈빛, 열정, 시범, 손짓 등에 실려지거나 드러남

으로서 학생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교육의 단

계에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들이 향후 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지니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체육전문인의 확보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체

육전문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함께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이기(최의창,2005) 때문에, 교사교육자들 또한 이

러한 전문성을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체육교사들을 가르쳐보는 것 또한 대안적 방법 중 하나이다.   

2) 인문적 체육교사로 가르치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되듯이 훌륭한 체육교사를 양성

함에 있어서 특히, 예비체육교사는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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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들을 인문

적인 체육교사로 가르쳐야만 하는 가? 徐伟·姚蕾·张胜影(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인문적 체육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즉, 체육교사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소질(사람의 통합적인 인문

소양을 말함)을 높이기 위해 응당 인문적 체육교사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통해 인성을 강조하고 인문적으로 가르쳐

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론� 기초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저는� 좋은�

체육교사가� 되도록� 마음속에� 열망,� 열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런� 불씨를� 키워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본적으

로�마음속으로부터�체육교사가�되게� 하는� 거죠.

(최온유,� � 중국�축복대학교�교사교육자)

“체육수업을� 운동으로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

로� 문학이라든가,� 역사,� 철학,� 예술,� 종교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게� 만들어요.� 농구라고� 하

면,� 농구� 시,� 농구� 만화,� 농구영화�등처럼�말이에요”

(최사랑,� � 한국�행복대학교�교사교육자)

“인문적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또한� 그것이� 학생들에

게� 필요하구요.� 요즘은� 기능을� 잘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인성이� 잘�

되어있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교사라면� 인문적으로� 접근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생각해요”

(김정직,� � 중국�희망대학교�교사교육자)

  마찬가지로, 최의창(2010)은 체육을 하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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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안과 밖이 온전하게 합치된 상태”의 특징을 띤 철인군자의 이미

지로 구체화 하였다. 즉, 내면은 성품, 외면은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인문적 체육교사로 가르치기란 내면의 성품과 외면의 능력을 모두 겸

비한 진정한 전인으로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인이란 자

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제 일을 사랑하고, 세계를 존중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

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 일상화 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직업적 책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를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사

회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하여 호기심을 지니고 그 세계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마음과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인문적 체육교사로 가르치는 것이

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네 가지 덕을 인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인 요소로 삼아 왔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짐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포용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려는 마음가

짐이 있어야 제대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교육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삼가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옳

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분멸하는 참된 판단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육을 향해 나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사관 심어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徐伟·姚蕾·张胜影(2012)은 올바른 교사관을 갖기 위해서

는 교사교육자들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육교과의 

실천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재훈·권욱동, 2005). 또한, 체육은 타 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한 성격을 뛰고 있고, 특히 역동

적인 상황에서 많이 전개되므로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

다.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 교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에

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자질과 특성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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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최의창, 1997). 

라. 환경적 차원

   체육시설 수량의 확보와 관리에 대해 예비체육교사들과 교사교육자

는 모두 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보다 많은 것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충하고 보다 좋은 것으로의 질적 개선을 희망하였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에요.� 성적도� 좋은데� � 시

설이� 부족하다� 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시설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희망,� 명랑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학교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동

시에 추구되어야 한다(이상덕, 1998; 윤만형, 2002; 김인상, 2003) 또한, 

대학교체육의 시설을 각성, 시, 현급 대학교에서 학교교육 및 체육활동

을 위하여 앞으로도 대학체육에 있어서 학생이 희망하는 체육·스포츠

종목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절실한 요구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는 시

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대학체육시설은 대학 구성원 모두는 물론 대학자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효율

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심

한 연구도 필요해 지고 있다(채재성, 2002). 

  따라서 중국의 각 성, 시, 현급 정부는 대학교별 복합 체육시설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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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단계

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가 올 21세기에 중국은 선진국 수준

의 체육시설을 확보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21세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의 시설적인 물리

적 측면 이외에도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여기서 제도적

인 측면은 학교 또는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관련 정

책 또는 법규를 말한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적인 측면에서의 수요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부에서는� 실제적인� 특징에� 맞게� 각� 지역별� 특히,� 소수

민족지역에는�그에� 맞는�시스템을�제공해줄�필요가�있음”�

(김정직,� 희망대� 교사교육자�심층면담)

  그 외에도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대학교 

강의실에서의 교육 분위기라던가, 그 대학교가 위치하여 있는 성, 시도 

별 대학교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만의 문화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분위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울러져 있을 때만이 보다 빠른 개선이 이

루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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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환경적 차원의 3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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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사례 비교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각각 이해하

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며,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

천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양국의 체육교육학 전문가의 추천

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이 잘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각각 3개

의 대학교(총 6교)를 연구사례로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양국의 총10

명 교사교육자와 총 30명의 예비체육교사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전반

적인 자료수집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실천에서 교육과정을 각각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3개 대학교(행복대, 소망대, 사랑대)의 교양과목은 3:3:1의 비율을 

보였고, 전공과목은 5:5:6의 비율을 보였으며, 교직과목은 2:2:3의 비율

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3개 대학교(축복대, 희망대, 명랑대)의 

교양과목의 비율은 6:2:3이었고, 전공과목은 3:7:5의 비율이었으며, 교직

과목같은 경우에는 1:1:2의 비율로 보였다. 양국을 비교해보면 전공과목

의 비율이 모두 돋보적으로 많았고, 한국의 전공과목 뒤로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전공과목 다음으로 

교양과목의 비율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직과목의 순서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상대적 장단점을 각각 

목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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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경우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체육 

분야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체육기초이

론지식, 운동기본기능을 장악하고 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실외체육훈련, 

경기업무, 체육 과학연구, 학교체육관리, 사회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인

재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어 양국의 교육 목적이 추구하

는 바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상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육목적에

는 전문성 이외에 인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적 

차원에서는 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양과목에서 한국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직접 강의하는 

수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의 한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이념 관련 수업에 대해 긍정

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교양과목에서 

수업 대다수가 학점채우기식이라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양국 

모두 실용적인 과목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공과목에서 한국의 경우“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

라는 수업을 비롯한 전공과목 수업은 그 자체가 교직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교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의 경우 지역별 선호하는 운동실기 종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비체

육교사교육단계에서 그러한 운동 실기 종목들을 배움으로 인해 그들이 

향후 각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경우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기수업

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경우 실

기수업 시간, 시수의 부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에서 한국의 경우 현장 실천 중심의 교직과목

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대

학교 별 서로 다른 교직과목과 소수민족 대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중국 

표준어 과목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과목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

법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로 실천적용 위주의 지식교육, 임용준

비 위주의 집단교육, 실기종목 교수법 위주의 전문교육, 개개인 피드백 

주기 위주의 직접교육, 교사관 심어주기의 간접교육으로 나타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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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실천적용 위주의 기능교육, 흥미로운 교수법 위주의 참여교

육, 두 가지 언어 위주의 동시교육, 개개인 피드백 주기 위주의 직접교

육, 교사관 심어주기의 간접교육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법적 차원에

서 양국의 공통점은 개개인 피드백주기의 직접교육과 교사관 심어주기

의 간접교육으로 나타났고 그 외 는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실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또다시 

목표적 차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

면, 먼저 목표적 차원에서는 중국 사례 대학교 기존의 교육목표는 오로

지 전문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면담을 통해 소질, 인성함양, 

내적인 부분의 중요성의 필요를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교육목표에 인성

도 함께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내용적 차원에서

는 올바른 교육목표의 방향성을 실천하기 위해 교양과목-학점채우기식

에서 효율적인 수업으로, 전공과목-기존 실기 종목에서 다양한 실기종

목으로, 교직과목-이론중심 수업에서 현장중심 수업으로 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방법적 차원에서는 전문적으

로 체육교사를 양성하기와 인문적으로 가르치기로 예비체육교사교육을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차원에서는 물리적 측면(시

설), 제도적 측면(교육 시스템, 정책, 법규), 문화적 측면(교육 분위기. 

학교 분위기, 국가 분위기) 등이 잘 어울러져서 개선을 가져온다면 지

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을 비교하면서 양국에서 

총 6개 지역에서의 실제 교육 실천현황과 그 장단점을 통하여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

었다. 이에 연구자는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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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을 위한 제언

  

  첫째,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중심으로 된 교

직과목의 강좌 수 증가 및 과목 개설이 시급하다. 사실, 현재 중국의 체

육교사교육과정에서 현장중심으로 된 교직과목의 강좌 수가 매우 미흡

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교직에 종사할 때 큰 고충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가 교육부나, 해당 관할 

지역의 교육부, 혹은 대학교, 학과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 실기수업을 하는 시설, 환경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

요하다. 체육이라는 교과목을 잘 배우려면 이론지식도 중요하지만 실기

종목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들은 실기종목을 

잘 배워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설, 환경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비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들을 위해 빠른 대

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예비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 각자가 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 전문

성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의 중요성도 스스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 할 필

요가 있다.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와 그 수업을 듣는 예비체육교

사들의 가치관, 마음가짐, 태도, 교사관 등은 너무도 큰 범위에 있는 것

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 스스로가 인성함양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가르치거나 또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적 차원에서 먼저 이끌어주어야 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

다. 첫째, 한국도 중국에서 배울 점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 148 -

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의  

장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국의 문

제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서로 공유하며 더 나아가 양국이 

서로가 타산지석의 사례로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

다,    

둘째, 연구 사례로 선정한 한국과 중국의 6개 대학의 예비체육교사교육

은 양국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지역 연구로만 이루어졌기에 향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사례들로 활성화 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중

국은 56개의 다민족 국가이기에 지역별 교육체계나 교육방법, 특징 등 

특징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단 몇 개의 사례대학교로 중국 전체의 예

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좀 더 많은 연구기간동안 중국의 특징적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잘 되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좀 더 많은 연구기간으로 사례들을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발전 될 수 

있도록 실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좀 더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다루었던 일부 교사교육자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

도 그것이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일지라도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체육교사교육프로그램 적용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체육교사교육에서 예비체육교사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직체육교사교육에도 한국과 중국 양국의 비교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교육에는 주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으

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교육 연구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실, 우수한 체육교사가 되는 것에는 예비교사교육단계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임용이 된 뒤에 현직교사교육도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직체육교사교육을 비교하면

서 양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양국의 체육분야 학술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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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제언을 통해 향후 한국과 중국의 예비체육교사교육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육교사를 꿈꾸는 예비체육교사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있

는 예비체육교사교육자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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