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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을 드
러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무엇인
가?
  둘째,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어떠한
가?
  셋째,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
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목
표는 공통적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일반소양을 강조하고 있었
다. 그러나 중국은 이외에도 교사의 이념, 국가적 신념 등 가치관
을 포함하여 교사 양성의 과정을 통해 다루어야 함을 드러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
정의 구성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평균 총 학점은 166학점이고, 영
역별 비율은 교양과정<교직과정<전공과정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
의 경우, 평균 총 학점은 139학점이고, 영역별 비율은 교직과정
<교양과정<전공과정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의 성격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
한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교양과정의 경우, 중국의 교양과정은 초
등교육과 및 타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
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사상정치(思想政治)류 과정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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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하위 영역명칭을 통하여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양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 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과 전문교육
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과반수의 대학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 등 학문 영역의 
분류에 따라 교양과정을 구분하였으나, 일부 대학은 요구되는 학생
의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직과정의 경우, 중국은 교직과정을 ‘기초과정’과 ‘실천과정’으
로 구분한다. ‘기초과정’은 일반 교육학뿐만 아닌 초등교육 및 수
학, 국어 등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의 말하기와 서예능력에 강조점을 두었다. ‘실천과정’은 교육실
습에 포함한 활동을 제외한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련과정, 교
사실기훈련과정 등의 관련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교직과정
을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 ‘교육실천’으로 구분한다. ‘교직이론’
과정은 초등교육전공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
육학 기본과목을 개설한 것이고, ‘교직소양’에 개설된 과목은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특성을 
갖춘다(박소영, 2016). ‘교육실습’은 오롯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교과로 구성되었다.
 전공과정의 경우, 중국은 전공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전공

교육’과 ‘발전과정’으로 구분하고, 표집된 대다수의 대학은 교과관
련 전공과 초등교육관련 전공을 모두 염두에 두고 교과목을 개설
하였다. 교과목 특징에 있어서 중국의 분과모델과 문·이과모델은 
대부분 한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과의 교
과내용학과 교과교수법을 중심으로 개설하는데, 특히 교과내용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의 경우 전공과정은 ‘교과교육’, ‘창
의적 체험활동’, ‘교육실기’와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초등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교과교육 
영역은 10개 이상 교과의 ‘교육론’ 또는 ‘교재연구 및 교수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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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의 비교를 통하여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양국은 모
두 교과전문가, 수업전문가, 아동전문가 및 교실경영전문가의 역할
을 요구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연구능력, 서예·보통화·
정보기술응용 등 교사기본능력을 강조하는 편이고, 한국은 모든 교
과의 지도능력을 강조하는 편이다. 
 교양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과가 일반대학의 단과

대학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선택 범위가 제공
되며, 타 전공 학생들과 공통으로 운영되어 교육이라는 특수한 맥
락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
국은 오직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목적형 교육대학이 대부
분이라는 점이 교양과정에서 드러난다. 한국 초등교사 프로그램의 
교양과정 교과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
한 자유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과 교사의 전문성 맥락에
서 요구되는 교양에 초점을 맞춘 과목들이 포함된다.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교육학의 학문적 내용을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과 교사직무 수행, 시대적 변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직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기초과정’은 일반 교육학 기본과목, 

초등교육학 과목과 교사로서의 직무기능 관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개수나 종류 등 측면에 있
어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교직이론’은 초등교육
전공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으
로 구성되고, ‘교직소양’에 개설된 과목은 교원양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
 전공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교육은 한 

교과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분과모델, 문과와 이과 
중 한 가지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문·이과모델, 여
러 교과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통합모델로 구분된다. 한국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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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육은 선택의 여지없이 일괄적으로 중국의 통합모델과 흡사한 
다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모든 교과를 가
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체제적 접근이 

아닌 교육과정적 접근으로 한국과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했다. 둘째, 그동안 잘 다루어
지지 못한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를 도모했다. 셋째, 국제비교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한
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서로
에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학교 선정에 있어서 한국 초등교사 양
성 대학을 전집한 것에 반하여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을 전집
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실제 양상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또는 실제 수업에 대한 참여관

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교사
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조직
하고 평가하는지 등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등교사 양성 로그램, 등교사 양성교육, 등교사, 국제비교

연구 

학  번 : 2015-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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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빠른 시대변화의 발걸음에 맞추어 교사양성 교육의 빈번한 개혁이 추
진되고 있다. 교사 교육 개혁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교사의 
질 향상인데, 교사 전문성 담론은 이러한 논의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놓
여 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양성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 
정책에 의하여 형성·실현되므로(Hargreaves, 2014), 교사 양성 교육 관
련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Cochran-Smith, 2004; 
Darling-Hammond, 2006). 교사 양성에 관한 구조적 논의는 제도적 접
근의 전형적인 예다. 교사양성 과정의 기한을 4년/5년으로 설정할 것인
지, 교사 자격의 학력 기준을 학사에서 석사로 높일 것인지 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
책·체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적 접근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적 접
근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의 교육목표는 무
엇이고,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마련하는지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비교사에
게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교수-학습의 
핵심 아이디어 습득과 광범위한 이해를 촉진한다(Alenxander, 2012; 
Darling-Hammond, 2007). 따라서 교사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적 접근
은 교사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 양성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
사를 양성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다. 초등교육은 다른 교육단계와 달리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발달에 특히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역할 역시 다양하다. 고재천(2001)은 초등교육의 특성
으로부터 통합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학 전문가, 생활지도 전문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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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가, 수업기술의 전문가 등 초등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도출하였
다. 영국의 교사교육을 책임지는 기구인 TDA(Traini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에 따르면,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역할은 
특정 교과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전문가(subject specialists), 생활 
지도가(life coaches), 교수법적 전문가(pedagogical experts), 교육과정 
설계자(curriculum designer) 등이다(Alexander, 2010).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적 역할은 초등교사 전문성의 출발점을 ‘아동’ 또
는 ‘교과’로 설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아
동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모든 교과
를 가르치는 것과, 특정 교과의 전문가가 되어 아동에게 잘 조직되고 설
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다(Rowe et al., 2012). 이
는 초등교사를 '교실 전문가(classroom teacher)'와 '교과 전문가
(specialists)'로 구분하여 상정하는 것에서 흔히 드러난다(Alexander, 
2010). '교실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과도한 업무량과 체육·음악·미술·영
어 등 특정 교과에서 전문성에 도전을 받는다(안금희, 2004; Anderson 
& Clark, 2012). 반면 교과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독립된 교과를 가르치
므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며, 특정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맥락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劉慧, 2017; 袁單·周昆·蘇敏, 2016)이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초
등교사의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
적으로 학문적인 성격(學術性) 또는 사범적인 성격(師範性)사이의 논쟁
이 이어져 왔다. 이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학문에 기반한다고 보는 것
과 가르치는 일로 전제하는 데 차이가 있다(陳群·戴立益, 2014; 黃露·劉
建려, 2014; 葉瀾, 1998). 2) 이상 논의에서 파생된 최근의 가장 뜨거운 
논의는 모든 교과를 가르칠 능력을 가진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과 한 
교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개별 교과 전문 초등교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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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다(劉慧, 2017; 蔣蓉·李金國, 2017). 
한국의 경우, 1) 교과를 통합적으로 교육한다고 하였을 때, 10개의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교과 전담제에 기반을 두어 
초등교사 양성과정의 전공과목 수를 축소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박상
완, 2017; 황윤한 외, 2009)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 교육에
서 부전공의 필요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의(황윤한 외, 2009; 안금희, 
2004)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2) 전공교과의 질적 수준 즉 초등교사
로서 고등 학문을 다룰 필요성에 관한 논의(김갑성 외, 2009; 박상완, 
2017)도 있다.

이상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유사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한국 학계의 초등교사 양성 프
로그램 및 교육과정 관련 상호 비교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선행연구 검토 범위를 넓혀, 중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한국 교사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何茜·譚菲(2009)는 교사자격 인증제도, 현직교사 교육
체제, 교사 선발 제도 등 교사교육 발전의 특징 및 현황을 소개한 바 있
다. 초등교사 양성 및 교육 모델을 탐색한 張曉敏(2007)은 초등교사의 
선발제도, 예비교사의 양성과정 및 현직교사 교육특징에 대한 개관을 하
였다. 李世宏(2005)은 한국의 초·중등 교사교육의 4가지 특징을 교육기
관의 설립 및 발전, 예비교사가 이수해야 할 학점, 현직교사의 교육 등
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黃偉娣(2004)는 한국 초등교사 양성 체제 및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자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교에서 나타난 차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교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의 대다수는 교육 체제적 접근을 통
하여 한국의 교사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가 제한적일뿐더러, 초등교사 관련 연구는 더더욱 미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발표 시점을 고려할 때 현행 한국의 전반적인 초등
교사교육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술지에 개제된 중국 교사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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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류영(2006), 박기준(1997), 손계림·양수옥(2006), 이경자(2012), 
조동섭·김철수(2006) 등은 각각 중국 초등교사 양성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중국의 교원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의 사범대생 무상교
육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교사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교사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초등교사 양성 더 나아가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물의 발표시점으로 
볼 때 박기준(1997)의 경우 1990년대의 초등교사 양성은 고등사범학교
와 고등사범 전문대학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지만, 현재 초등교
사 양성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주로 이루지고 있다. 즉 일부 연구
의 발표 시점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의 중국 초등교사 양성 과정의 특징
을 드러내는 데에 역시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물들은 중국의 교사 양성체제를 거시적으로 개관하고 이
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교사 양성에 대한 교육
과정적인 접근보다는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을 분
석하고 있거나 국가의 교육 제도와 교원 양성의 정책적인 측면에만 한정
되어 있다(김향란, 2010). 김향란(2010)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등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를 했는데, 교육과
정적 접근을 통하여 양국의 교사교육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였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등교사 양성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
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공통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미
미할 뿐더러, 최근의 연구동향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야기된다.

초등교사 양성관련 비교연구는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핀란드 등 선진
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비교연구들의 목적은 실행되고 
있는 초등교사 양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
였다. 그러나 비교연구의 목적은 오롯이 벤치마킹에 한정하는 것보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이해, 자기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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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육발전 개선·개혁을 도모하는 것 역시 그 목적에 해당된다
(Trethewey, 1976). 특히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3세계에 대한 비
교연구는 타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더러, 기존과는 다른 
렌즈로 자국의 교육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이
루어진 문화적 배경이 흡사하나, 중국은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
主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에 터한 국가이
다. 이렇듯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
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이 초등교사 양
성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바라볼 때 종래와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국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초등교사의 전문
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양국의 프로그램 교육목표에 
제시된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러한 초등교사를 양성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탐색하여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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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1.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무엇
인가?

1-1.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1-2.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2.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어떠
한가?

2-1.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구성
은 어떠한가?

2-2.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영역
별 교과목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
이점은 무엇인가?

3-1.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목표의 공통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3-2.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3-3.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교과목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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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사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교사가 수행하는 일의 
성격 측면 또는 전문적 지식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소경희, 2003: 
79).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상정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으
로부터 요구되는 전문가로서 초등교사의 역할 및 전문적 지식을 검토해
본다. 

가. 전문가로서의 초등교사

교육체제마다 그 특성이 강조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초등교육 역
시 유아 또는 중·고등 교육단계와 차별화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재
천, 2001; Alenxader, 2010). 

초등교육의 특수성은 체제적 접근 및 교육 대상적 접근을 통하여 설
명할 수 있다. 체제적 측면에서 볼 때, 초등교육은 보통 5-6세의 아동
을 교육 대상으로 기초교육으로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첫 교육 단계이
다(김재복, 2004). 즉 이 단계는 교육 대상에게 문화지식의 기저를 마련
케 하고, 생활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이다(教育部, 2015). 다른 한편으
로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 
초등교육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초등교육은 아직 지적·정서적
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의 준비 단계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적 특성 및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하여 고재천(2001)은 초등교육의 특성을 통합교육, 전인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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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본교육, 보통 일반교육, 무상 의무교육 5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학 전문가, 생활지도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수업기술의 전문가, 교육 실천가 등의 전문성
을 도출해 냈다.

영국의 교사교육을 책임지는 기구인 Trainning and Development for 
Schools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특정 교과영역의 가르침이 가능한 교과 
전문가(subject specialists), 생활지도 전문가(life coaches), 교육학 전
문가(pedagogical experts), 교육과정 설계자(curriculum designer)일 것
으로 요구된다(Alexander, 2010).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교사에게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
데, 전문가로서의 초등교사에 대한 논의는 ‘교실 전문가(generalist/ 
classroom teacher)’와 ‘교과 전문가(specialis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갑성·정미경·김도기, 2012; Alexander, 2010; Ardzejewska, 
McMaugh & Coutts, 2010; Murray & Passy, 2014; Gerretson, 
Bosnick, & Schofield, 2008; Hewitt, 2002; 劉慧, 2017; 袁丹·周昆·蘇
敏, 2016). 

‘교실 전문가’로서의 초등교사는 초등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를 가르치
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는 초등교육 대상의 특성상 교육과정을 총체적으
로 바라보는 관점에 터해 교과의 깊이보다 폭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상
정하며,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Ojo, Akintomide & Ehindero, 2012; Rowe et al., 2012).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교
과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Ardzejewska, 
McMaugh, & Coutts, 2010; Gerretson, Bosnick, & Schofield, 2008; 
Hewitt, 2002).

‘교과 전문가’로서의 초등교사는 특정 교과만 담당한다. 이는 교과의 
내용적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잘 조직되고 
설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립된 교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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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으로써 아동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으
며, 특정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맥락을 간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劉慧, 2017; 袁丹·周昆·蘇敏, 2016).

이러한 논의는 중국과 한국의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경
우, 최근 초등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이 
논의는 모든 교과를 가르칠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과 개별 교
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교
과만을 전공으로 설정하여 교사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劉慧, 
2017; 袁丹·周昆·蘇敏, 2016). 한국의 경우, 예비 초등교사에게 교과를 
통합적으로 교육한다고 하였을 때, 10개의 교과를 모두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교과 전담제에 기반을 두어 초등교사 양성과정의 
전공과목 수를 축소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박상완, 2017; 황윤한 외, 2009). 

요컨대 초등교사는 ‘교실 전문가’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과 전문가’
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쟁점이
며, 관련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양국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상정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터하여 초등교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초등교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에 
대해 논의 한다. 

나. 초등교사의 전문지식

교사들을 전문가라고 할 때, 전문가로서 교사들은 그들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소경희, 2003: 79). 본 절은 일반
적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을 규명해 
온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고, 일반적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는 차별화되는 
초등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탐색해 본다.  

교사들이 알아야 할 지식은 주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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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work)을 통하여 제시된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
(academic discipline), 교육적 기초(educational fundamental), 교육과정 
및 교수법 (curriculum and instruction)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Anderson, 1995). 학문적 지식에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과영역이 해
당된다. 교육적 기초는 교육 사회학,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역사 
등 학문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및 교수법은 지식의 구조 및 교육의 목
표에 초점을 맞추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습되어야 할 지식의 계열
성이나 통합성을 의미한다(Anderson, 1995). 

1986년 Schulman은 기존에 제시된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
에서 교육내용과 교수법을 이분화한 것을 문제시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을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교과내용 지식
(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육학일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적 지식(curricular knowledge)이다
(Schulman, 1986). 

Shulman(1986)에 의하면 교과내용 지식이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
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에서 수용되고 있
는 지식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명제가 왜 정당한 것인지, 그
것이 왜 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학문 안과 밖 혹은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여타 명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ﾠ 교육학일반 지식이란 교과지식 그 자체를 뛰어넘어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교과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식에 속한다. 또한 특정 주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 무엇이 이를 쉽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 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ﾠ 
ﾠ 교육과정 지식은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지식이 포함된다. 첫째는 해당 학년의 교과나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 대안적인 자료에 대한 지식이다. 둘째는 
수평적 교육과정 지식(lateral curriculum knowledge)으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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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있는 다른 교과분야의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셋째는 수직적 교육과정 지식(vertical curriculum)으로, 동일 교과 
이전에 가르쳐졌으며, 앞으로 가르쳐질 주제와 쟁점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주제와 쟁점을 구체화한 자료에 대한 지식 등을 
말한다(소경희, 2003: 80).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히려 중등교
사에게 적합하며, 초등교사 교육과정에 위치시킬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
들이 더 많아진다. 예컨대 초등교사는 한 교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내용 지식의 분류체계
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다. 교과에 대한 종적인 이해는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한 교
과의 모(母)학문과 지식의 구조 및 계열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근
간으로 해야 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어떤 한 가지의 교과내
용 지식에 한하여 가르침을 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과내용 
지식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
요하다. 즉 초등교사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교육내용의 범위
(scope)와 깊이(depth)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육내용의 범위는 초등교사가 가르쳐야 할 과목 수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다양한 교육내용 중에서도 수리력과 문해력은 독보적인 우선순
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의 교육학일반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과학, 사회, 예술 등 영역 가운데 예비교사의 선택한 한
두 교과를 추가로 학습하고 가르칠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Grossman, 
Schoenfeld, & Lee, 2007). 

교육내용의 깊이란 교과의 근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Ma, 1999)로
부터 비롯된다. 이 관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의 교사일수록 과목의 
수를 줄이고 교수-학습의 깊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
는 깊이는 단순히 교과 모학문에 해당하는 학문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즉 초등교사가 다양한 학문뿐만 아닌, 각 교과의 교육학적 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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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고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Grossman, Schoenfeld, & 
Lee, 2007). 

교육내용의 폭은 각 교과영역 간 또는 범교과적 통합(integration)을 
일컫는다(고재천, 2001; Darling-hammond, 2006; Murray & Passy, 
2014).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아동들에게 분절된 지식과 경험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지식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고재천, 2001). 따라서 초등교사에게는 지식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교사는 다양한 교과내용의 경
계를 가로질러 교과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며, 이를 학생의 학습 실제와  
연결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arker, Heywood, & Jolley, 
2012).

 2.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선행 연구물(김병찬, 2001; 박창언·이종원, 2002;  
Anderson, 1995; Feiman-Nemser, 1990; 趙冬臣·馬雲鵬·解書2010)에
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초등교
사 양성 프로그램이 초등교사 양성의 교육목표 및 정규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가.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
러내는 역할을 한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초등교사 양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교육부는 2012년에 반포한 「교사교육과정기준(시행)教師教育
課程標準(試行)」에서 초등교사 양성 교육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교사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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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환경을 마련하며,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그룹활동을 조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큰 방향을 중심으로 각각 학생관, 교사관, 교육관을 반영하여 교육이념 
및 책임; 학생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지식 및 능력; 교육실천 
및 체험 등 3개의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초등교사의 가치·태도, 지식·기능, 실천 능력을 강조한
다(教育部, 2012). 

한국은 고등 교육법 제 44조를 통하여 초등교사의 양성 교육목표를 
“①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 윤리를 갖추도록 함, ②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체득하게 함, ③교육자로서의 자
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
록 함”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초등교사로서 지녀
야 할 교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기본 전
제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이 있다(박창언·이
종원, 2002: 265).  

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본 절은 김병찬(2001), 박창언·이종원(2002), 박채형(2015), 허숙 외
(2000), Anderson(1995), 趙冬臣·馬雲鵬·解書(2010) 등 의 연구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이론 연구에 기반을 두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교양과정

진동섭(1998)에 의하면 교사교육에서 교양과정은 일반교양 및 다양
한 학문 영역에 관한 교육으로 교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적인 기초



- 14 -

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교육에서 교양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Contant(1963)는 단순하고 기술적인 강좌보다는 교직 교과와 같은 전문 
교육과 자유 교양 교육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Borrowman(1959)은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유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교양 교육은 전문 교육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과정
이라 주장한다.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교양교육은 초등교사의 전인적 인격 발
달이라는 교사교육의 일반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교수능력 개발이라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구현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뿐더러, 미래의 초등교사로 하여금 폭넓은 소양
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2) 교직과정

교직과정은 일반 교육학 교육과 교육실습 활동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국가 수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다. 일반 교육학 교육은 교사 교육과정
의 한 영역으로 중국이나 미국에서 전공기초교육으로도 일컫는다. 이를 
이루는 교육기초학은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지식이 교사의 학습 
운영이나 수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해하게 해 주어, 교사교육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교육기초학에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
는 강좌는 다문화 교육,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이론, 교육 쟁점과 
동향, 교육심리, 교육실습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Anderson, 1995). 중국의 경우, 미국과 대체로 비슷한데, 전공기초학에 
교육실습이 포함되거나 따로 구분하여 제시되기도 한다. 본 연구 분석 
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기초학과 교
육실습을 묶어 교직과정으로 명명할 것이다. 교직과정은 예비 교사들이 
복잡한 교수 활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문제를 해
결하고 교육 실제를 개선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교육의 목적을 검토하고 
이러한 목적을 평가하며 현실적 대안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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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 

(3) 전공과정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은 교사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사 
교육과정에서 전공 교과 교육은 교과의 구조, 기술, 개념, 아이디어, 가
치와 사실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학문 추구의 방법에 관한 교육이다
(진동섭, 1998). 교과의 내용뿐 아니라 교과의 성격, 인식론에 대한 교
사의 이해 정도 및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전공 교과로부터 배우는 것은 구체적인 교과 지식, 교과
에 관한 지식 등을 아우르며, 전공 교과 교육을 통해 교과의 실체와 특
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과에 대한 성향도 발달할 수 있다.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식은 이 밖에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 경험을 통한 교과 지식으로부터 학습될 수도 있다(박창언·이종원, 
2002). 전공과정은 교사가 초등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각 교과의 이론과 
지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에 필요한 방
법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의 시
대 변화에 부응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아울러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전공과정이 도전받고 있다. 

3.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체제 

이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기 위하여, 현행 초등교사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교사자격 요건 및 임용
시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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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와 같이 현행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 수준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초등교사 양
성기관 체제는 개방제로서 초등교사 양성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초
등교육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의 학과·전공 개설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초등교사
를 양성하고 있고, 3년제 및 전문고등학교와 통합한 5년일관제(五年一貫
制)의 전문대학에서 초등교사 양성 임무를 병행하고 있다. 3년제 전문대
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의 정규교육을 진행하고, 5년일관
제 란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은 전문고등학교에서, 2년은 전문대
학에서 정규교육을 진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4년제 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명칭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범대학교 또는 일반대학교의 초등교육전공은 국가 중점 대학에
서 직접 개설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이러한 대학교는 초등교사 양성에 대
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독보적인 학술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의 초등교육 전공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閆瑞

수

준
양성 기관 학제 입학 자격 학교 수

전

문

대

학

수

준

고등사범전문대학

(高等師範專科學校)

고등직업기술대학

(高等職業技術學院)

3년 고등학교 졸업자

78개전문고등학교 

3년

+

전문대학 2년

중학교

졸업자

4

년

제

대

학

수

준

사범학원

（師範學院）

사범대학교

（師範大學)

일반대학교

（綜合大學）

4년 
고등학교

졸업자

147개

<표 Ⅱ-1> 현행 중국 초등교사 양성기관 개관(教育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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祥, 2010). 사범학원(師範學院)은 가장 보편적으로 초등교사 양성을 책
임지는 기관이다. 전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범학원이다. 사범학원은 성·시(省·市)별로 중등사범학교
와 지방대학교의 병합을 통해 설립된 것이다. 호주사범학원, 천수사범학
원 등과 같이 학교 소재지에 따라 명명되었으며, 이는 속하여 있는 성
(省)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공립대학이다. 

중국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6개의 중국 전체 대학 
중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전문대학교 78개를 합산하여 총 225개
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공립대학교이다(教育部, 2016). 그 중 147개의 
4년제 대학 가운데 단 하나만이 교육부의 관할 대상이고, 나머지 146개
는 중국의 30개 성(省)교육청에 직속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하여, 우선 교사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사법」에 의하면, 초등교사는 중등사범학교 또는 2-3년제 전
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등
사범학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현행 중국의 초등 교사자격 검정기준은 사범계 학생과 비사범계 학생
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사범계 학생들은 학력, 표준어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몸담고 있는 성·시(省·市)교육청에서 자격증이 자동 발
급되는 반면, 비사범계 학생의 경우 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 조건을 만
족해야 하며 2012년부터 전국단위의 필기 및 면접시험 두 단계를 통과
해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教育部, 2014). 중국의 교사자격증은 면
허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이다(류팅팅·박창언, 2013).

임용시험은 초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성·
시·현(省·市·縣)단위로 교육부 및 인사부에서 별도로 시험시간, 절차 및 
시험문제를 정한다. 또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는 해당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발령한다.

나.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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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4년제 국립교육기관 12개 및 사립교육기
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교육기관에는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
로 설립된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등 10개의 교육대학교, 제주대
학교 초등교육학과 및 한국교원대학교가 있으며, 사립교육기관에는 이화
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육대학은 국공립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국립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
형 체제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허숙, 2010). 제주대학교 초등교
육과의 경우, 제주교육대학교로 운영되다가 2008년 3월 1일 제주대학교
에 통합되어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가 되었다. 교육부는 제주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국립대학으로서 특성화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통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학교는 한국의 유일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고등
교육법 제43조와 대통령령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법적 근거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유치원·초등·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하고 있다는 점
이 다른 목적형 교육대학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4년제 
대학 수준에서 최초로 초등교사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초등교사 양
성은 사범대학의 초등교육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형 교육대학과
는 달리, 종합대학교내에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을 졸업하면 학사학위와 함께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규교사가 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통과해
야 한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2차례의 시
험을 통하여 시행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령 제44호에 의하면 
2차례의 시험이 시행되는데,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교육학 및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하고,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을 통
해 교직적성과 수업능력을 평가한다. 다만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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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2016).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된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발령을 낸다. 

4.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변천과정

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변천과정
 
본 절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기관 및 프로그램의 변천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기준으로 건국이전단계(1904-1948), 건국전기
단계(1949-1982), 건국후기단계(1983-현재),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건국 전기단계와 후기단계는 초등교사 양성이 전문대학에 처
음으로 도입된 1983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Ⅱ-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국이전단계에는 1904년에 첫 
1) 중국의 사범학원, 사범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에서 개설한 초등교육 전공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대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학교의 교육내용은 
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교도 존재한다. 

단계 수준 
초등교사 

양성기관
학제 초등교사 양성 교육내용

건국이전단계

(1904-1948)

고등학교 초등사범학당 5

수신, 독경강경, 

중국문학, 교육학, 역사, 

지리 산술 외 12개 교과

고등학교 중등사범학교 5
국어, 수학, 도화, 수공 

외 17개 교과

건국전기단계

(1949-1982)
고등학교 중등사범학교 3-4

보통문화과정, 

교육학과정, 실습 

건국후기단계

(1983-현재)

전문대학
전문대학

초등교육전공
2-3

필수과목(공공필수학과, 

전공학과), 선택과목, 

교육실천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초등교육전공
4

교양교육, 전공교육, 

교육학교육1)

<표 Ⅱ-2> 중국의 단계별 초등교사 양성기관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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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학교제도(癸卯學制)가 확립되고 중국 최초의 근대적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초등사범학당도 설립되었다. 초등사범학당은 지금의 중학교 졸업
자에 해당되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5년제의 고등학교 수준의 기관
이다. 교육내용은 수신, 독경강경, 중국문학, 교육학, 역사, 지리 산술, 
박물, 물리 및 화학, 습자, 도화, 체조 등 12개로 구성된다(於湛瑤, 
2013). 

1912년 남경임시정부 교육부는 초등사범학당을 중등사범학교로 개칭
하였다. 이 때 입학조건과 학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육내용은 수신, 
독경, 국문, 습작, 외국어, 수학, 도화, 수공, 낙가, 체조, 교육, 박물, 물
리, 화학, 역사, 지리, 법제경제 총 17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孫培青, 
2000).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창립 이래 건국전기단계의 초등교사의 양성
은 여전히 중등사범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중등사범
학교는 여전히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제는 전과 달리 
3-4년으로 규정하였다. 교육내용은 보통문화 과정(普通文化課程)과 교
육학 과정(教育學科課程) 및 실습으로 구성된다. 보통문화과정은 초등학
생이 배워야 하는 해당 교과의 기초과정을 일컬으며, 교육학과정은 교육
학, 심리학, 초등교과서 교수법 등으로 이루어진다(黃偉娣, 2005). 

건국후기단계에 접어들어, 1983년 중국 일부 지역은 실험적으로 전문
대학 수준에서 초등교사의 양성 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3년 교
육부는 중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전문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을 통합한 
「5년일관제 전문대학 수준의 초등교사 양성과정 방안」을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 지역별 전문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2년에 제
정된「전문대학 3년제 초등교육전공 교수방안(시행)」을 기준으로 삼으
며, 각 지역의 상황 및 특징에 따라 결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1998년, 남경사범대학과 항주사범학원이라는 두 4년제 대학은 최초로 
국가의 인준 하에 초등교육 전공을 개설하였다. 전문대학과 달리,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국가수준
의 획일적인 기준이 없었다. 다만「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사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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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반대학교의 사범대는 자주적으로 전공 및 교과를 편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教育部, 1998). 이러한 법적 근거는 초등
교육 전공을 개설한 대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과정의 큰 영역의 틀을 재구성 하거나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다. 

<표 Ⅱ-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2년 교육부는 전문적인 교사
를 양성하기 위하여「교사교육과정기준(시행)教師教育標準(試行)」의 
반포를 통하여 교사교육과정의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
는 초등교사 교육과정의 기준은 광의적으로 교육과정의 3가지 구성요소
(교양교육, 전공교육, 교육학교육)를 모두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교육 즉 한국의 교직영역에 한정하여 하위 학습영역 및 추천 교과목 군
을 제시하였다(教育部, 2012). 이는 교사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및 자원
의 개발, 교수 및 평가, 교사자격의 인증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근거임
이 명시되어 있다(教育部, 2012). 
 

학습영역 추천내용 학점요구

1.아동발전 및   

학습
아동발전, 초등학생 인지 및 학습 등

3

년

제 

전

문

대

학

필

수

학

점

최

소

20

학

점

5

년

제 

전

문

대

학

필

수

학

점

최

소

26

학

점

4

년

제 

대

학

  

필

수

학

점

최

소

24

학

점

2.초등교육기초
교육철학, 교육과정설계 및 평가, 효율적인 교수법, 

학교교육발전, 학교조직 및 관리, 교육정책법규 등  

3.초등학과교육 

및 활동지도

초등교과과정기준 및 교재연구, 초등교과교수설계, 

초등교과통합교육, 종합실천활동 등

4.심리건강 및   

도덕교육
초등학생 심리상담, 초등학생 도덕발달 및 교육 등

5.직업도덕과   

전문성 발전

교사직업도덕, 교육연구방법, 교사전문성발전, 현대

교육기술응용, 교사언어, 판서기능 등

<표 Ⅱ-3> 중국 초등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 기준(教育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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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변천과정

1895년,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사범교육 기관인 한성사범학교(우용
제·안홍선, 2006)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한성사범학
교의 입학자격 연령은 20-25세였고, 학제는 대학교 수준의 2년제였으
며, 교육내용은 수신·교육·국문·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 
및 체조로 구성되었다. 그 중 '교육'이라는 교과목에서는 국내외 교육의 
연혁과 저명한 교육자의 전기 및 교수방법의 원리·원칙을 가르치고 부속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게 하여 실제 수업의 방법을 연습시키고자 하였다
(조연순, 1995). 

광복 및 미군정기를 거쳐 1952년 대통령령 제633호로 「교육법시행
령」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 때 사범학교는 3년제로, 개설된 과목은 
국어, 사회생활, 산수,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특별활동이었다(김
영우, 1999). 아동중심의 교육방법이 도입되면서 교과목명에서 일상생활
의 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57년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초등교육 전공이 신설되었는데, 전공교과목은 아동
문학, 초등교육론, 아동심리, 초등국어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셈교육, 
음악교육, 기악, 원서강독 등이었다(김영우, 1999). 일반 사범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달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 전공교과목
에서는 '초등'의 특징이나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960부터 1980년까지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제도는 사범학교에서 2년
제로, 2년제에서 4년제 교육대학교로의 승격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후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1981년 문교부가 제정한 4년제 교육대학 교
육과정 준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교육내용은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구
성되어 있고 전공과정에는 교육기본과목, 각과교육, 선택과목, 교육실습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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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여러 가지 
법규와 교육부의 정책으로 양분되는데, 특히 교원자격검정령의 준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표 Ⅱ-4>의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교육
과정에 관한 법규로부터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행 한국의 초등교사 양
성 프로그램은 교직과목, 전공과목, 심화과목으로 한정되어 있다(교육부, 
2016).

영역 세부 영역 방법 과목명

교

직

과

목

(22)

교육

학

(18)

교직소양

(6)
필수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직이론

(12)
선택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

실습

(4)

학교현장실습

(2)
필수 참관실습, 관찰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교육봉사활동 선택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전공과목

(50)

기본이수과목

(21) 

택7

이상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교과교육과목

(8)

택3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기타 교과교육 영역

교과실기 필수 예·체능 실기(학점 규정 없음)

심화과정(18) 선택 (대학 혹은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계 90

<표 Ⅱ-4> 현행 한국 초등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기준(교육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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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에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비교단위는 
‘국가’와 ‘프로그램’에 한정한다. 

비교연구에는 개념적 동질성(conceptual equivalence)의 확보가 필요
하다(조용환·김희목·이찬희, 1990). 따라서 우선 비교 단위인 프로그램
이 국가의 층위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
서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비교의 층위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은 4년제 초
등교사 양성기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이 ‘초등교사배양방안(小學教師培養方案)’을 기저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편성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격은 영국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천적인 학교 기반(school-based)의 프로그램과는 달
리, 이론적 교육과정(curriculum)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기반
(university-based)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즉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이론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목표 및 교
육과정이 실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된
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적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의의가 충분
하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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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각 사례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이다. 본 절
에서는 비교 대상국의 사례학교 선정 이유 및 과정, 분석 자료의 수집 
방법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비교 대상국의 사례학교 선정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일반성 및 
특수성을 겸비한 양성기관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각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한 목적형 교육대학, 교원대의 단
과대학, 이화여대의 초등교육학과 등 총 13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을 모
두 사례학교로 선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양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타당한 비교를 위해서는 두 분석 대상 간의 동등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중·한 양국의 영토 면적 및 인구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두 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나 
행정구역 단위의 수준을 맞추기보다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수준에서의 
양적(수량)이나 질적(제공되는 교육의 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총 1503개의 4년제 대학이 운영되고 있
고, 법적으로 개설이 보장된 전공 506개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
는 여러 대학의 많은 전공 가운데서 우수 사례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
급 특색학과’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급 특색학과’ 명단에 오른 대학
의 전공은 역사적 배경, 교육의 질 및 사회적 위상 및 평판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급 특색학과’로 선정된 초등교육전공
은 총 16개다. 본 연구는 ‘국가급 특색학과’로 선발된 초등교육전공을 개
설한 대학들을 사례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영토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례학교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사례학교가 중국 각 권역에 골고루 분포되었는지를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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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정된 16개의 대학의 소재지의 중첩여부와 자료의 
풍부성 및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례학교는 13개
이며 <표 Ⅲ-1>과 같다.

나.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각 사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이다. 그러나 선정된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학교 소재지 권역

1 A대학 북경시

화북2 B대학 천진시

3 C대학 내몽골자치구

4 D대학 흑룡강성

동북5 E대학 길림성

6 F대학 요녕성

7 G대학 호남성 화중

8 H대학 상해시

화동9 I대학 안휘성

10 J대학 절강성

11 K대학 해남성 화남

12 L대학 감숙성 서북

13 M대학 귀주성 서남

<표 Ⅲ-1> 중국의 사례학교 선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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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그 실제 운영과정에서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교
원자격검정령, 중국은 교사교육과정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문서를 수집하되, 그 중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편재표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의 각 대학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은 교육부에서 공포한 ‘기준’ 및 
「고등교육법」을 토대로 하나, 대학의 재량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 프로
그램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우선 
사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
였다. 한국의 경우, 사례학교의 홈페이지의 '교육과정'란에 해당하는 사
항을 클릭하여 보이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은 '인재배양(人才
培養)'란에 탑재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않는 대학 가운데 C, E, I, K대학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관계자에게 연
락을 취하여 수집하고, B대학은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리
하여 중국과 13개 사례학교와 한국의 13개 사례학교별 교육과정 문서 
총 26개가 수집되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비교연구(comparative research)를 사용한다. 비
교연구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 상이성 및 연계성 평가를 포괄하는 광
범위한 용어이다. 즉 비교연구의 목적은 비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데에 있다. 공통점을 검토한다는 것은 더 일반적인 이론적 이해를 
추구하고, 다양한 맥락 또는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를 탐
색하는 것이다(Mills, 2008). 이와 다르게 Max Weber의 비교사회학에 
따르면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맥락이나 차이에 더 강조
점을 둘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은 사례연구, 국제비교연구 등에 동시
에 기반을 둘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비교 대상국의 각 13개 초
등교사 양성 사례대학의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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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이면서 사례비교 연구라 볼 수 있다. 또한 두 나라의 분석 자료
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살펴볼 것인데,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초
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특징의 보편성
보다는 개별 나라의 특수성 즉 차이점의 해석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분석 준거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보통 각 초등교사 양성 대학교의 교육과정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학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의 ‘교육과정
(curriculum)’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리킨다(신정철 외, 2011). 그러므로 이 연구
는 중국과 한국 각각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영역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두 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비
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사 양성 프로그램 또는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또는 대학에 개설된 초등교육학과)의 교육과정
을 분석한 선행연구(김병찬, 2001; 박창언·이종원, 2002; 박채형, 2015; 
허숙 외, 2000; 趙冬臣·馬雲鵬·解書, 2010) 및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교
육과정에 관한 법규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준거를 도출해내
었다. 

분석 유목 분석 단위

목표 ·교사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내용
·교사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구성

·교사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교과목

<표 Ⅲ-2> 분석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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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절차

본 연구는 Bereday(1964)의 기술, 해석, 병치, 동시비교의 4단계의 비
교분석 절차를 따른다. 우선 국가별로 비교 주제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 이어서 국가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
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먼저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을 
드러낼 사례학교를 각각 13개씩 선정하고, 각 사례학교의 홈페이지 접
속, 직접 방문, 메일 요청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 사례학교의 교육
과정 문서 총 26개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해당 국가의 교육부 홈페이지
에서 국가 수준의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문서의 비교 준거를 설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편
성의 기반이 되는 국가수준의 문서를 참고하고, 26개의 수집된 교육과정
을 훑어보며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두 나라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아우를 
수 있는 분석 준거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도출한 분석 준거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수집된 자료를 각각 분석 및 해석한 후, 양국의 분석된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및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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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양성목표(培養目標)’와 ‘양
성요구(培養要求)’로 구성된다. ‘양성목표’는 간략하게 인간상을 제시하
고, ‘양성요구’는 앞에 제시된 ‘양성목표’를 교육과정 편성에 적용하기 위
해 요구되는 바를 6-8개 항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13개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결과, <표 Ⅳ
-1>과 같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폭넓은 소양’, ‘교육적·국가적 이념’ 3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구분

대학
초등교육의 전문성 폭넓은 소양 교육적·국가적 이념

A

아동발달특성이해,
1-2개의 교과전공을 
섭렵,
초등교육기본이론지식습
득, 
교과지도능력함양, 
교사기본능력함양,
교육연구능력함양

평생학습,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
과학의 지식습득,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B

초등학생 발달특성이해,
교수목표이해,
교수기본이론과 
방법이해,
교육연구능력 함양

직업도덕 소양,
문화·과학 지식습득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C

현대교육이론습득,
교육지식습득,
실천능력함양,
한 교과전공에 대한 
전문성,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
과학의 지식습득,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평생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국에 대한 열의,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적 이념과 이상을 
가짐

D

아동발달특성이해,
초등교육이론습득, 
전공지식습득, 
국어·수학전공의 
전문성함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종합지식체계구축,
평생학습능력,
협업능력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적 이념과 이상을 
가짐

<표 Ⅳ-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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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가지 
교과교수능력함양,
교육연구능력함양

E

현대교육이론습득,
초등교육관련 정책숙지,
교수능력함양,
교육연구능력 함양,
현대교육기술응용능력함
양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정치적소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가치관, 인생관 
정립

F

아동발달특성이해,
학급관리능력,
교육연구능력,
초등교육기본이론습득, 
기본능력함양,
여러 교과 
교수능력함양,
현대교육기술응용능력함
양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함양,
고상한 인격함양

G

초등교육이론·지식·능력 
함양,
이과(문과)방향 
기초이론·지식·능력함양

문화·과학 지식습득,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H
교수기본지식습득,
교수기본능력함양,
교육연구능력함양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인문소양함양

교사직업이상과 도덕을 
함양

I 전공이론지식습득,
교수기본능력함양 예술소양함양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직업도덕함양,
직업사명감

J

전공교과관련 
전문지식습득,
교육학이론습득,
교육연구능력함양,
학급관리능력함양,
정보기술응용능력함양

평생학습능력함양,
자연·사회·인문기초지식
습득,
건전한 인격소유,
심미적 소양함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함양,
직업도덕함양,
교육이상과 
교육이념함양

K

초등교육기초지식습득,
초등교육기본능력함양,
정보기술응용능력함양,
학급관리능력함양,
교육연구능력함양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건전한 인격소유
인문·과학소양함양

조국에 대한 열의,
교육이상과 
교육이념함양,
직업도덕함양

L

교육이론지식습득,
교육연구능력함양,
교수기본능력함양,
초등교육정책이해,
최신연구동향파악

인문·과학소양함양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

M

체계적인교육이론습득,
교육연구능력함양,
학급관리능력함양,
전공지식과 
응용능력함양,

예술·심미적 
기본소양함양,
인문·과학소양함양

정확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확립,
아동에 대한 사랑,
직업도덕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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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범주인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며,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능력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전문
적 지식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론지식’과 ‘전공지식’을 포함한다. 전문적 
능력으로는 ‘교과의 교수지도능력’, ‘교육연구능력’, ‘교수기본능력’, ‘학급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교수기본능력’은 모든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보통화2) 능력, 서예·판서능력, 컴퓨터응용능력을 포함한다. 
특징적인 것은 초등교사가 전담해야 할 교과가 A·D·F대학에서 다르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범주인 ‘폭넓은 소양’은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소양을 
일컬으며, 대부분 대학은 공통적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예술·심미적 소양의 함양’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교육적·국가적 이념’ 범주를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초등교사
가 ‘초등교육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사
의 도덕함양’, ‘사회주의핵심 가치관의 함양’ 등 국가 정체성 관련 가치
관을 강조하고 있다.

2.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목표 및 원칙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양성하고자 하는 초등교사에게 요구하는 바를 4-5
개 항으로 제시한다. ‘교육과정의 원칙’은 교육목표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 또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13개 대학 중 ‘나’대학과 
‘파’대학은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편제표에 목표 또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라’대학의 경우 ‘훌륭한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고만 
2) 보통화(Standard Mandarin)는 중국 정부에서 인준한 표준 중국어를 일컫는다. 중국

은 지역이 넓고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언어의 사용률이 높다. 
따라서 13억이 넘는 인구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보통화를 공용 언어
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초등교사에게 보통화의 요구는 더더욱 엄격하며 초등국어교사
가 되려면 최소한 보통화능력시험 2급을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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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므로 이 세 대학은 교육목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초등교사는 ‘국민기초교육 담당자’로 이해되며, 초

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유능하며 미래지향적인 초등교사’,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초등교사’ 또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교직관’을 가진 ‘훌륭한 초등교
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 한 결
과, 교육목표를 <표 Ⅳ-2>과 같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미래대비 능
력·소양 함양’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구분

대학
초등교육의 전문성 미래대비 

능력·교양 함양

가 초등교육 전문가능력
시민인성, 문제해결 능력, 창조능력,
자기계발능력, 지식습득·적용능력,
소통협력능력

다 학생지도,
직무수행능력

건전한 시민인성, 
다문화·통일·소외계층 교육, 
문화소양향상,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창조능력, 자기계발 능력, 
평생학습능력, 
진로능력,  소통하는 리더십능력

마
아동성장·발달 촉진능력, 
전문적 지식을 습득, 
효과적인 교과지도력

전인적 인격·교양, 자기발전능력

바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습득,
우수한 교과 지도력을 갖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구현할 전인적 
인격,
교육 분야의 창의적 혁신 참여 
능동성

사

전문적인 지도능력,
아동성장·발달 촉진능력, 
전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효과적인 교과지도력

폭넓은 교양능력

아
아동성장·발달 촉진능력, 
전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효과적인 교과지도력

넓은 문화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양을 
쌓기

자

지도적 인격,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초등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미래의 사회변화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안목

<표 Ⅳ-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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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범주인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습득’, 
‘효과적인 교과 지도력’, ‘아동 성장·발달의 촉진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식, 능력, 아동의 세 측면을 통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
는 것이다. 다만 ‘가’대학은 ‘초등교육 전문가능력’으로 초등교육의 전문
성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인 ‘미래대비 능력·소양 함양’은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여 함양해야 할 능력 또는 시민·인격소양을 중심
으로 구성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능력은 ‘대응능력’
이고, ‘문제해결능력’, ‘창의성/창조능력’, ‘자기계발/학습능력’ 등 역시 나
타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특징적인 것은 ‘다’대학의 경우 유일하게 
‘다문화·통일·소외계층 교육’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종합비교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의 제시명칭은 ‘양성목표’와 
‘양성원칙’이며,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의 목표 및 원칙’이다. 제시방식에 
있어서 중국의 ‘양성목표’는 인간상을 짧게 기술하고, ‘양성원칙’은 제시
한 인간상을 구체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양성목표’와 ‘양성원칙’
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한국의 ‘교육과정의 목표’는 초등교사에게 요
구하는 바를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교육과정의 원칙’은 교육과정 

차 아동성장·발달 촉진능력
시대변천 대응능력, 
넓은 문화영역에 걸쳐 폭넓은 교양 
쌓음

카 전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효율적인 지도능력 

교육의 시대적 요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타

정보화 세계화 시대 초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학문분야와 초등학교 교과에 대한 
이론과 응용방법에 관한 전문성,
초등교사로서 전문적인 수업능력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대비, 
자기학습력, 창의성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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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영역별 목표 또는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의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의 원칙’ 역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
은 인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구체화하
는 방향으로 기술하는 반면, 한국은 초등교사에게 요구하는 바를 교육과
정 영역별 편성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목표의 범주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교육목표가 ‘초등교육의 전
문성’, ‘폭넓은 소양’, ‘교육적·국가적 이념’의 세 가지 범주로 제시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미래대비 능력·소양 함양’ 2가지 
범주로 제시된다. 양국의 교육목표 범주는 모두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광
범위한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초등교육을 사랑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지닌 교사를 지향하는 이념·가치·태도적
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목표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양국은 
모두 아동에 대한 이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중
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은 일반적으로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중심으로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렇게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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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1.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구성

가. 중국

학점배당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13개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이수 학
점의 평균은 166학점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H대학으로 189학점이고, 
가장 적은 대학은 K대학으로 146학점이다. 두 대학의 졸업이수 기준은 
43학점의 차이가 난다. 교양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44학점이고, 교직
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전공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68
학점으로 나타난다. 교양과정에 가장 적은 학점이 배당되고, 전공과정에 
가장 많은 학점이 배당됨을 알 수 있다.

영역 간 비율 측면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전공과정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직과정은 32.5%이며, 교양과정이 26.5%로 가장 적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 간의 차이가 적지 않아, 평균적인 
과정 간 비율 순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D대학, E대학과 같은 예외도 존
재한다. 

<표 Ⅴ-1>을 참고하면 교양과정 최고 비율(33.5%)과 최저 비율
(21.1%)의 편차는 12.4%이고, 교직과정의 최고 비율(47.3%)과 최저 
비율(17.6%)의 편차는 29.7%이며, 전공과정의 최고 비율(58.6%)과 최
저 비율(25.5%)의 편차는 33.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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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별 대학의 영역별 비중을 보면, 교양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
율(33.5%)을 차지하고 있는 G대학의 경우 교직과정은 29.4%, 전공과정
은 37.1%로, 이 대학에서 교직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교직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47.3%)을 차지하고 있는 E대학은 교양
과정이 27.2%, 전공과정이 25.5%로, 이 대학에서는 전공과정이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58.6%)을 차지하고 있는 J대학의 교양
과정은 23.8%, 교직과정은 17.6%로, 이 대학에서 교직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한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학점배당을 보면, 13개 대학에서 요구
하는 졸업이수 학점의 평균은 142학점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나’대학
교로 150학점이고, 가장 적은 대학은 ‘카’대학교로 134학점이다. 최고 
학점과 최저 학점은 16학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대학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총 학점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A 45 25.7 50 28.6 80 45.7 175

B 43 28.7 43.5 29.0 63.5 42.3 150

C 43 23.3 65.5 35.7 75.5 41.0 184

D 49 32.2 36 23.7 67 44.1 152

E 46 27.2 80 47.3 43 25.5 169

F 40 26.1 46 30.1 67 43.8 153

G 56 33.5 49 29.4 62 37.1 167

H 46.5 24.6 86 45.4 56.5 30.0 189

I 35 21.1 58 34.9 73 44.0 166

J 40.5 23.8 30 17.6 99.5 58.6 170

K 48 32.9 33 22.6 65 44.5 146

L 39 23.2 67 40.0 62 36.8 168

M 43 26.0 47 28.5 75 45.5 165

평균학점 44 26.5 54 32.5 68 40.0 166

<표 Ⅴ-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배당 현황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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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비율을 검토하면, 13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평균 총 학점
(139) 가운데 교양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3.4%이고, 교직과정은 
16.3%이며, 전공과정은 60.3%이다. 

 <표 Ⅴ-2>를 참고해보면, 교양과정에 가장 많은 학점을 부여한 대
학(20.4%)은 가장 적은 학점을 부여한 대학(16.4%)보다 14% 더 교양
과정을 강조한다. 교직과정의 경우, 가장 많은 학점을 부여한 대학
(20%)과 가장 적은 학점을 부여한 대학(14.9%)의 차이는 5.1%다. 전
공과정의 경우, 최대 학점 비율(64.3%)과 최소 학점 비율(49.6%)의 차
이가 14.7%로 가장 크다. 

한국의 개별 대학의 영역별 비중을 보면, 교양과정 및 교직과정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나’대학이다.

전공과정에 가장 높은 비율인 64.3%를 부여한 ‘바’대학은 교양과정에 
16.4%의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대학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3) 한국 13개 대학의 총 학점은 각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제시된 최소학점을 기

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4) ‘나’대학의 총 학점 135학점은 세 영역의 합 115학점과 자유선택 20점을 포함한다. 

 구분

대학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총 학점3)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가 34 24.3 22 15.7 84 60 140

나 35 30.4 23 20 57 49.6 1354)

다 31 21.8 24 16.9 87 61.3 142

라 34 24.1 23 16.3 84 59.6 141

마 32 23.7 22 16.3 81 60 135

바 23 16.4 27 19.3 90 64.3 140

사 40 27.2 22 14.9 85 57.9 147

아 38 26.2 24 16.6 83 57.2 145

자 35 25.5 24 17.6 78 54.9 137

차 44 30.3 22 15.2 79 54.5 145

카 31 23.1 28 17.9 79 59 134

타 30 20.7 22 15.2 93 64.1 145

파 30 21 20 15.3 91 63.7 143

평균학점 34 24.5 23 16.5 83 60 139

<표 Ⅴ-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학점배당 현황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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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종합비교

중국은 대학별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교사자격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가수준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집된 13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총 학점, 영역별 학점과 비율
의 분포는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된 이수 기준에 기반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전집된 13개 
대학의 총 학점, 영역별 학점과 비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총 
평균 이수 학점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166학점, 한국은 139학점으로 24
학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양과정과 교직과정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각 10학점과 31학점 많고, 반면 전공과정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15학점 
많다. 

 

<표 Ⅴ-3>를 참고하여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영역별 비율
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과정의 경우, 중국의 평균 비율은 26.5%, 한국의 평균 비율은 
24.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직과정의 경우, 중국의 평균 비율은 32.5%, 한국의 평균 비율은 
16.5%로, 중국의 교직과정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과 16%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국가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총 학점

학점 비율(%) 학점 비율(%) 학점 비율(%)

중국 44 26.5 54 32.5 68 40.0 166

한국 34 24.5 23 16.5 83 60 139

<표 Ⅴ-3>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과 비율



- 40 -

전공과정의 경우, 중국의 평균 비율은 40%, 한국의 평균 비율은 60%
로 한국의 전공과정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보다 20% 많다. 

 
2.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교과목 

가.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교양과정

(1) 중국

중국 13개 대학 교양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44학점으로, 전체 평균 
166학점의 26.5%를 차지한다. 교양과정은 필수와 선택과정으로 구분되
는데, 필수과목의 평균 학점배당은 36.5학점이고, 선택과목의 평균 학점
배당은 7.5학점이다.

대학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

균

필
수

학
점 32 37 35 39 36 30 46 43.

5 35 32 35 39 35 36.
5

비
율

67
%

79
%

82
%

80
%

78
%

75
%

82
%

93
%

100
%

89
%

82
%

93
%

82
%

83
%

선
택

학
점 16 10 8 10 10 10 10 3 0 4 8 3 8 7.5

비
율

33
%

21
%

18
%

20
%

22
%

25
%

18
% 7% 0% 11

%
18
% 7% 18

%
17
%

총학점 48 47 43 49 46 40 56 46.
5 35 36 43 42 43 44

<표 Ⅴ-4>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학점배당과 비율

<표 Ⅴ-4>와 같이, 필수과목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83%이고, 선택
과목의 평균 비율은 17%이며, 필수와 선택과목 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별 특징을 살펴보면, I대학은 모든 학점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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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이 없다. 한편 A대학은 선택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학
생에게 가장 많은 교양과정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Ⅴ-5>와 같이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필수과
목은 ‘사상도덕소양과 법률기초’,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 중국특색사회주의체계개론’, ‘트렌드와 정책’ 등 사상정치(思想政
治)류 과정, ‘중국근대사상강요’, ‘대학영어’, ‘대학체육’, ‘컴퓨터응용’등이
다. 즉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필수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과목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일환이 초등교사 양성 기관의 교양과
정의 공통 필수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고도 특
징적인 것은 B대학에서 개설된 27개 필수과목에서 영어 관련 과목이 14
개로 유독 영어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
학 과목명

A 인문사회모듈, 언어모듈, 과학기술모듈, 예술교육모듈, 체육·건강·취업·지도모듈, 교사교육모듈

B 역사와문화모듈, 문학과예술모듈, 철학과심리모듈, 사회과학과공민의식모듈, 자연과학과생명관조모
듈, 도구적지식과창신창업모듈

C 자연과학모듈, 인류사회과학모듈, 예술모듈

G

학교공공위생사태, E-Prime코딩, 범죄심리학, 보건과마사지, 지적심리학, 약화, 도예, 중
국미술사, 중국인물화, 중국산수화, 중국화조화(中国花鸟画), 서양미술사, 종이공예, 문
자와조형예술, 유치원교육과정개혁, 아동문학, 아동학개론, 유아민간무용소재훈련, 아동
음악감상, 유아감정발달및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치원아동발달주제연구, 가족관계와아동
발달, 국제비전하의유아교육, 교육쟁점평가, 미디어속의교육학, 교육조직행위학, 상해지
방언어교수와탐구, 심미교육학, 당시(唐诗)감상, 영어시청각, 초등영어교수에서게임의응
용, 초등영어교육과정과교수, 교과우수교사전문적성장에관한사례연구, 국어교재컨텍스트
해석, 미래교육, 디지털교육의제작과처리기술, 생활속의경제학, 응급치료 

<표 Ⅴ–6>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개별 대학 선택과목 운영사례

과목명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
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대학체육, 대학컴퓨터, 대학영어

<표 Ⅴ–5>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공통 필수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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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에 의하면, 교양과정의 선택과목은 인문·사회·과학·기술·예
술 등의 하위영역(모듈)으로 세분화된다. 대부분 대학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과예술 등으로 구성되고, 이보다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
한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A대학의 경우 인문사회, 언
어, 과학기술, 예술교육, 건강과 취업지도, 교사교육 등 6개 하위영역으
로 구분되고, B대학의 경우 역사와 문화, 문학과 예술, 철학과 심리, 사
회과학과 공민의식, 자연과학과 생명관조, 도구적지식과 창신·창업 등 6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예외로 G대학의 선택 과목은 ‘생활속의 경제학’, ‘심미교육학’, ‘유치원교육
과정개혁’, ‘종이공예’, ‘유치원교육과정개혁’ 등으로 초등교사의 특수성을 염
두에 두고 개설한 측면에서 다른 대학의 선택과정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이, 대다수 대학의 교양과정은 모든 학생들의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예외로 G대학은 초등교육전공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실천과 
맥을 같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한국

한국 13개 대학 교양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34학점이고, 전체 평균 
142학점의 23.9%를 차지한다. 교양과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과목의 평균 학점배당은 19학점이고, 선택과목의 평균 학점배당은 
15학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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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와 같이 필수과목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56%이고, 선택
과목의 평균 비율은 44%이며, 필수와 선택과목 간의 편차는 12%다. 

대학별 특징을 살펴보면, ‘타’대학은 모든 학점을 필수과목에 배당하여, 
선택과목이 없다. 반대로 ‘파’대학의 교양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이 차지하
는 비율이 100%로 학생에게 가장 많은 교양과정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평

균

필
수

학
점 24 20 8 22 13 5 28 26 26 31 14 30 0 19

비
율

71
%

57
%

26
%

65
%

40
%

22
%

70
%

68
%

74
%

70
%

45
%

100
% 0% 56

%

선
택

학
점 10 15 23 12 19 18 12 12 9 13 17 0 30 15

비
율

29
%

43
%

74
%

35
%

60
%

78
%

30
%

32
%

26
%

30
%

55
% 0% 100

%
44
%

총학점 34 35 31 34 32 23 40 38 35 44 31 30 30 34

<표 Ⅴ-7>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학점배당과 비율

대학 구분 하위영역
가 필수 인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영어, 컴퓨터

선택 언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예술, 창의융합교육
라 필수 인문과학, 자연과학, 체육·예술, 생활정보과학, 외국어

선택 인문과학, 사회과학, 생활정보과학 
마 필수 성찰과통찰, 공감과소통, 탐구와소통, 탐구와융합, 창의와표현

선택 성찰과통찰, 공감과소통, 탐구와소통, 탐구와융합, 창의와표현
사 필수 인문학/영어, 사회과학/역사, 자연과학/수학, 정보과학

선택 철학·윤리, 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수학, 산업기술/가정, 스포츠
아 필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정보

선택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정보
자 필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외국어

선택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카 필수 인문, 사회, 자연, 외국어

선택 인문, 사회, 외국어, 예체능
타 필수 인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정보과학, 외국어, 체육
나 필수 인성, 사고와표현, 글로벌소통

<표 Ⅴ–8>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의 하위영역 구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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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8>과 같이,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양과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된다. 7개 (가·라·사·아·자·카·타)대학의 하위영역은 공통적
으로 인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
는 반면, 5개 (나·다·마·바·파)대학은 함양하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을 기
반으로 교양과정을 구성한다. 예컨대 ‘나’대학의 교양 교육은 인성, 사고
와 표현, 글로벌의사소통 등으로 제시하고, ‘다’대학은 기초역량, 학문역
량, 창의역량으로 제시한다. 

공통적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보면, 인문학 영역에서 주로 철학, 윤리 
등과 관련된 과목들, 어문학 영역에서 국어, 글쓰기 등과 관련된 과목들, 
사회과학 영역에서 역사, 경제사 등과 관련된 과목들, 자연과학 영역에
서 수학, 과학,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들, 언어 영역에서 주로 영어와 관
련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교사로서의 인격과 폭넓은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양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선
택과목의 경우, 필수과목과 달리 예술 및 예술과 스포츠 영역의 과목들
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었다.

한편 ‘나’대학을 제외한 대학별 개설 교과목 가운데에는 ‘수업영어실
습’, ‘어린이문학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교육’, ‘초등올림피아드수학’, ‘어
린이철학’ 등 다방면에서 초등교육의 기초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과목들
도 발견할 수 있다. 

(3) 종합비교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양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선택 창의융복합
다 필수 기초역량

선택 학문역량, 창의역량
바 필수 인성, 역량

선택 창의·융합, 인간과삶, 사회와문화, 자연과과학, 예술과스포츠
차 필수 도구영역, 지식의형식영역

선택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문학, 예술
파 선택 학문기초, 전공탐색, 전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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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평균 이수 학점과 그 비율로 보면, 중국 13개 대학 교양과정 영역의 

평균 이수 학점은 44학점이고, 한국은 34학점으로 10학점의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교양과정이 전체 평균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2.6%로, 중국(26.5%)과 한국(23.9%)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필수와 선택과목의 학점과 비율은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
다. 중국의 필수과목의 학점배당은 36.5학점이고 선택과목은 7.5학점으
로 83%와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필수과목의 학점배
당은 19학점이고 선택과목은 15학점으로 56%와 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교양과정은 중국에 비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필수과목은 하위영
역 구분 없이 직접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필수과목은 근대사, 영
어, 체육, 컴퓨터 응용이외에도 ‘모택동사상과 중국특색사회주의체계개
론’ 등 사상정치(思想政治)류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중국 특색 사회
주의’체제의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목으로 볼 수 있다. 선택
과목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하위 영역명칭에 따라 구분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모두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다. 과반수의 대학은 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 등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대학은 요구되는 학생의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개설된 과목의 특징을 보면, 중국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일반
대학의 단과대학에 속하여 있으므로, 교양과정의 성격은 초등교육과뿐만 
아니라 타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 반면 한국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초등교사 양성만을 목
적으로 하는 대학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적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 교양 교육의 특성을 갖는 교과목뿐만 아닌, 자유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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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적이다. 

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교직과정

(1) 중국

중국 13개 대학 교직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52학점으로, 총 평균 인 
166학점의 31.3%를 차지한다. 교직과정은 ‘기초과정’과 ‘실천과정’으로 
구성되며,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기초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25
학점이고, ‘실천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27학점이다. 

대학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

균

기
초
과
정

필
수

학
점 20 19.

5
18.
5 24 47 9 31 36 36 7 13 26 19 23.

5

비
율

77
%

100
%

100
%

100
%

100
%

45
%

100
%

100
%

100
%

64
%

100
%

100
%

100
%

91
%

선
택

학
점 6 - - - - 11 - - - 4 - - - 1.5

비
율

23
% - - - - 55

% - - - 36
% - - - 9%

소계 26 19.5 18.
5 24 47 20 31 36 36 11 13 26 19 25

(비율) 
계

52
%

45
%

28
%

67
%

59
%

43
%

63
%

42
%

62
%

37
%

39
%

52
%

40
%

48
%

실
천
과
정

필
수

학
점 24 24 43 12 33 26 18 50 22 19 20 24 28 26.

7

비
율

100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9
%

선
택

학
점 - - 4 - - - - - - - - - - 0.3

비
율 - - 9% - - - - - - - - - - 1%

소계 24 24 47 12 33 26 18 50 22 19 20 24 28 27

(비율) 
계

48
%

55
%

72
%

33
%

41
%

57
%

37
%

58
%

38
%

63
%

61
%

48
%

60
%

52
%

총 학점 50 43.5 65.5 36 80 46 49 86 58 30 33 50 47 52

<표 Ⅴ-9>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과정의 학점배당과 비율



- 47 -

13개 대학5) 중 10개의 대학이 ‘기초과정’과 ‘실천과정’이라는 하위영역 
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 Ⅴ-9>와 같은 명칭으로 통일한다. 두 하
위영역이 교직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기초과정’은 48%를 차지
하고, ‘실천과정’은 52%를 차지한다. ‘기초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의 비율은 91%와 9%이며, 필수와 선택과목 간의 편차는 82%이다. ‘실
천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은 99%와 1%로, 필수와 선택과
목 간의 편차는 98%로 나타난다. 

5) C·L대학은 ‘교사교육과정’과 ‘실천과정’으로, K대학은 ‘교육학과정’과 ‘실천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
학 과목명

과
목
수

A
아동생리위생의기본이론, 심리학기초, 초등교육발전, 교사서예, 교사언
어, 형식논리, 현대교육기술응용, 아동권리보장, 초등종합실천활동설계, 
초등교육학, 아동수요와표현

11

B
교육과정이론, 교육연구방법, 초등학생심리발전Ⅰ, 초등학생심리발전Ⅱ, 
초등교육개론,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사전문성발전, 도덕교육, 초등교
육개혁, 초등학생심리건강

10

C

초등학생심리건강지도, 교육철학개론, 초등교사말하기, 교사매너, 현대
교육기술, 한자규범글쓰기, 멀티미디어설계와제작, 초등수학교수실기훈
련, 초등국어교수실기훈련, 초등영어교수실기훈련, 습작, 초등수학교수
와연구, 초등영어교수와연구, 초등국어교수과연구

14

D 일반심리학, 발달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교수학, 교육과정, 중
국교육사, 해외교육, 교육연구방법 9

E

현대교육기술, 일반심리학, 교육학원리, 중국교육사, 해외교육사, 교육철
학,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정과교수법, 교육연구방법, 대학수학, 기
초국어, 문학독해와감상, 한자식별교수와한자문화연구, 음악기초, 미술
기초, 교사구어, 글쓰기, 코스웨어와제작, 교육정책, 도덕교육원리, 학교
위생학, 사회심리학, 당대교육사조

23

F 현대한어, 고대한어, 대학수학, 중국고대문학, 중국현대문학, 문학개론, 
초등수학이론연구, 아동문학, 과학기술역사, 문학과독해감상 10

G

초등학생심리학, 초등교육학, 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정및교수법, 교사
전문성발전, 교육연구방법, 초등교사실기훈련, 초등학급관리, 초등비교
교육, 초등품덕과정과교수, 학교위생학, 현대교육기술, 중외미술작품감
상, 중외음악작품감상

14

H
심리학원리, 교육학원리, 아동위생학, 중국문화개론, 고등수학기초Ⅰ, 중
외교육사상사, 아동발달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심리학, 정보화교수
설계, 교육통계학SPSS, 교육과학연구방법, 교사윤리학, 형식논리

14

I

교육학원리, 일반심리학, 중외교육사, 아동발달심리학, 아동교육개론, 교
육통계학, 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학연구방법, 초등교육과정과교육론, 
초등교육과정통합과설계, 사랑과책임소양
붓펜서예, 경필서예, 분필서예, 보통화기초, 초등교사구어, 초등교실수업
능력, 초등담임교사직무능력, 현대교육기술, 코스웨어제작

20

<표 Ⅴ–10>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과정 ‘기초과정’의 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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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학
개론’, ‘교육사’, ‘교육과정이론’ 등과 같은 교육 기본과목을 대다수 대학
에서 개설하고 있다. 다만 과목 개수는 최소 2개(A·B·C·G·J·K대학)에서 
최대 10개(E·H대학)로 불균형한 편이다. 또한 B·F·H·K 4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교사서예’, ‘교사언어’, ‘초등담임교사직무능력’, ‘현대
교육기술응용’ 등 초등교사의 기본능력을 강조하는 과목 역시 ‘기초과정’
의 일부분이다. 

과반수의 대학에서 ‘초등교육개혁’, ‘초등학생심리건강’, ‘초등교육과학
연구방법’ 등 초등교육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목 역시 ‘기초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현대한어’, ‘고대한어’, ‘대학수학’, ‘수
학기초’ 등 어문과 수학의 기초학문의 특성을 가진 과목들도 ‘기초과정’
에 분류된다. 

즉 ‘기초과정’은 일반 교육학 기본과목, 초등교육학 과목과 교사로서의 
직무기능 관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별 교과목 개설의 
개수나 종류 등에 있어서 일괄적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J 표준말과교사구어Ⅰ, 서예기초Ⅰ, 교육정책, 아동문학, 생활심리학, 과학
과기술, 남경역사문화 7

K 문과과학, 교사직업도덕과전문성발전, 우수교사강연, 교과전공지도, 교
육학개론, 보통심리학, 인체해부생물학 7

L

심리학, 교육학, 교사글쓰기예술, 표준말교사구어예술, 현대교육기술응
용, 학급활동실무, 교사직업도덕과행위규범, 학급조직과관리, 학교위생
학, 교육철학, 초등교육과정자원개발과응용, 기초교육과정개혁
교육심리학, 중국교육사, 외국교육사, 교육과정과이론, 아동발달심리학, 
교육과학연구방법

18

M 한어기초, 수학기초, 예술학개론
교육학원리, 교육과정이론, 중외교육사, 교육연구방법, 교육정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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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정’은 교직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명칭
을 사용하고 있다. 13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
업논문’ 등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구성된다. <표 Ⅴ-11>의  
음영처리가 된 부분을 보면 ‘실천과정’은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대학은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련과정, 교사실기훈
련과정이 포함되고 있다(曹慧英, 2007; 蔡誌淩, 2011; 楊鳳林, 2015).

사회실천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현실을 이
해하기 위한 ‘사회조사(社會調查)’ 등 과목과, 공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대
학 과목명

과
목
수

A

사상도덕수양과법률기초사회실천,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사
회실천, 대학생직업발전과취업지도, 대학생심리건강과발전, 군사이론, 
군사훈련, 컴퓨터응용, 코딩기초, 컴퓨터실천Ⅰ, 컴퓨터실천Ⅱ, 예술실기
교육견습,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졸업논문, 연구활동

16

B
중국전통인문고전강독, 외국교육명작강독, 음악기초, 미술기초, 현대교
육기술응용, 교사언어, 서예, 종합실천활동지도, 
교육견습,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졸업논문

12

C 창신창업교육과정, 직업진로계획과정, 입학교육과군사훈련,
교육견습, 학년논문, 졸업논문, 교육실습, 교육조사(教育调查) 8

D 기초실천, 응용실천, 졸업논문

E
군사이론과군사훈련, 계절학기학교시뮬레이션Ⅰ, 계절학기학교시뮬레이
션Ⅱ, 창신교육 
초등교육관찰Ⅰ, 초등교육관찰Ⅱ, 교수실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9

F
교사직업진로계획과지도, 초등디지털매체기술응용, 우수교사강연, 교사
매너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교육실습, 졸업논문, 군사훈련

9

G 교육견습, 교육연습(教育研习), 교육실습, 교사실기시험, 졸업논문 5

H

초등국어수업실기, 초등수학수업실기, 마이크로티칭, 기본능력시험,
교육학통계와SPSS, 교육과학연구방법, 교사구어, 서예, 코스웨어제작, 
초등국어교수개론, 초등수학교수개론, 음악기초, 미술기초
군사훈련, 노동, 사회실천, 사회실천활동
교육견습, 교육실습, 교육연습(教育研习), 졸업논문, 

21

I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심리기능훈련 4

J 사회실천활동,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도제식학습Ⅰ, 도제식학습Ⅱ, 교
육실습, 졸업실습, 취업실습, 연구학습, 졸업논문, 10

K 창신창업실천, 장기훈련과작품전시, 창신창업교육, 문화소양강좌, 커뮤
니티활동,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교육실습, 졸업논문 9

L 초등복식교수기능훈련,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4

M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사회실천, 대학생직업발전과취업지도, 
군사이론, 기본기능력훈련(교사구어, 서예, 간체화, 판서, 코스웨어제작, 
음악/미술기초), 창업창신교육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13

<표 Ⅴ–1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과정 ‘실천과정’의 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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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사회실천활동(社會實踐活動)’ 등 과목이 개설된다. 
노동·군사훈련과정의 경우, 노동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독립생활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군사지식과 기능을 장악하기 
위해 국방관념과 국가안전의식, 애국주의 이념을 향상하고자 한다. 따라
서 ‘군사이론과 군사훈련’, ‘노동’ 등 교과목이 개설된다.

교사실기훈련과정은 언어표현능력, 수업기본기능, 기술응용능력, 예체
능활동능력, 학급관리능력 관련 ‘교사구어’, ‘서예’, ‘코스웨어제작’ 등 과
목을 포함한 기본기능훈련과 ‘초등국어수업실기’, ‘초등수학수업실기’ 등
을 포함한다. 이처럼 교사실기훈련과정은 초등교사의 교과 관련 기본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된다. 

‘실천과정’의 3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학생직업발전과 취업지
도’, ‘창업창신교육’ 등 역시 ‘실천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  

(2) 한국

한국 13개 대학 교직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23학점으로, 총 평균 이
142학점의 16.3%를 차지한다. 교직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직이론과 교직
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되며,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직이
론과 교직소양’의 평균학점은 19학점이고, ‘교육실습’의 평균학점은 4학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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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평

균

교
직
이
론

필
수

학
점 10 - 8 10 8 - 10 2 13 8 10 8 10 8

비
율

83
% - 67

%
77
%

67
% - 83

%
14
%

100
%

67
%

71
%

67
%

83
%

62
%

선
택

학
점 2 12 4 3 4 12 2 12 - 4 4 4 2 5

비
율

17
%

100
%

33
%

23
%

33
%

100
%

17
%

86
% - 33

%
29
%

33
%

17
%

38
%

소계 12 12 12 13 12 12 12 14 13 12 14 12 12 13

교
직
소
양

필
수

학
점 6 6 8 6 6 6 6 6 7 6 6 6 6 6

(학점) 
계 18 18 20 19 18 18 18 20 20 18 20 18 18 19

(비율) 
계

82
%

78
%

83
%

83
%

82
%

82
%

82
%

83
%

83
%

82
%

83
%

82
%

82
%

83
%

교
육
실
습

필
수

학
점 4 5 4 4 4 4 4 4 4 4 4 4 4 4

(비율) 
계

18
%

22
%

17
%

17
%

18
%

18
%

18
%

17
%

17
%

18
%

17
%

18
%

18
%

17
%

총 학점 22 23 24 23 22 22 22 22 24 22 24 22 22 23

<표 Ⅴ-1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과정의 학점배당과 비율

13개 대학6) 중 11개의 대학에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 ‘교육실습’ 
이라는 하위영역 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 Ⅴ-12>와 같은 명칭으
로 통일한다. 두 하위영역의 필수와 선택과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직
이론 및 교직소양’은 83%를 차지하고, ‘교육실습’은 17%를 차지한다. 
‘교직소양’은 모두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교양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은 각각 62%와 38%로, 필수와 선택과목 간의 편차는 
24%로 나타난다. ‘나’와 ‘바’대학은 ‘교직이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대학의 경우 모든 ‘교직이론’ 과목을 필수과목으
로 설정하였다. ‘교육실습’은 모든 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
다. 

 두 하위영역이 교직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교직이론 및 교
직소양’은 83%를 차지하고, ‘교육실습’은 17%를 차지한다. 전체적인 평
6) ‘나’대학과 ‘마’대학이 각각 ‘전공기초’와 ‘교육학’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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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비율을 보면, ‘교직이론과 교직소양’과 ‘교육실습’의 비율은 83%와 
17%이며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교육실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교육대학교의 교직과정의 구성의 특징은 국가 수준의 
기준에 근거한다. 즉 교직과정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
하여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편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묶어서 교육학 교육이라고 일컬
을 수 있으며, 이런 영역들은 예비 초등교사가 초등교육을 위한 교육학 
전반의 이론과 실제 학생지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대
학 과목명

과
목
수

가
교육의역사·철학적기초, 교육과정과수업, 아동발달과학습, 교육과사회, 
학교와학습경영 5

특수아동의이해, 생활지도와상담, 교직실무 3

나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및교
육사, 교육평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상담과생활지도(선택) 9

교육현장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3

다
교육의이해와교육심리, 교육과정과수업, 교육사회학, 교육행정과학교경
영 4

특수아동의이해, 생활지도와상담, 교직실무 3

라
교육사·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학 5

교직과교사,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3

마
초등교육의원리,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직실무 3

특수아동의이해, 교육철학및교육사, 생활지도와상담  3

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
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및경영, 생활지도(선택) 9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3

사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5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3

아
교육학개론 1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3

자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
학, 교육심리 6

생활지도및상담, 교육행정및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3

차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 4

생활지도및상담,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3

카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사회 5

<표 Ⅴ–13>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이론 및 교직과정’ 선택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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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과목으로만 개설된 ‘나’와 ‘바’
대학을 제외한, 여타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은 ‘교육역사 
및 철학’,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등 일
반적인 교육학 과목들로 이루어진다. 교과목의 개수는 1-9개로 설정된
다. ‘교직소양’ 영역에서 개설된 과목은 ‘교직실무’, ‘생활지도와 상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이론과 실제’ 등이다. 즉 ‘교직소양’에서 
개설된 교과는 실무능력, 특수교육 관련 소양, 학교폭력 예방관련 능력
을 함양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교육학의 학
문적 내용을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과 교사직무수행, 시
대적 변화, 당시 사회적 상황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설된 교과목은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으
로 이루어진다. 학위논문과 교육봉사활동은 따로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P와F로 설정한다.

 
(3) 종합비교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직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
다. 

평균 이수 학점과 비율을 보면, 중국 13개 대학 교직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52학점이고, 한국은 23학점으로 총 29학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교직과정이 전체 평균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은 31.3%이고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및상담 3

타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육철학
및교육사 4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3

파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교육철학및교육사 4

특수교육학개론, 교사와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이론과실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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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6.3%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교직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중국은 교직과정을 ‘기초과

정’과 ‘실천과정’으로 구분하고, 한국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 ‘교육실
습’으로 구분한다. 중국의 ‘기초과정’과 ‘실천과정’의 비율은 48%와 52%
로 이수 학점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한국의 경우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 ‘교육실습’의 비율은 83%와 17%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 특히 교육학 기본이론 관련 과목의 비율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높으며, 반대로 실습과정은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목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기초과정’과 ‘실천과정’ 
두 영역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이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직소양’과 ‘교육실습’은 필수과목
만 설정하고, ‘교직이론’은 필수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63%, 선택과목
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나타난다. 

개설된 교과목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기초과정’과 한국의 ‘교직
이론 및 교직소양’에 포함된 교과목은 모두 초등교육전공에 이론적 기반
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과 교사로서의 직무를 준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들이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교직과정의 차이점 역시 주목해볼만 하다. 중국의 
경우 일반 교육학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및 수학, 국어 등 기초학문에 대
한 이해를 요구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의 말하기와 서예능력에 강
조점을 두었다. 한국의 경우 ‘교직소양’에 개설된 과목은 교원양성에 관
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박소영, 
2016). 또한 한국 13개 대학의 교직과정은 교과목 개수와 교과목의 특
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시된 반면, 중국의 교과목 개수와 교과목의 
특성이 불균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천과정’과 ‘교육실습’ 두 영역을 놓고 비교해보면, 중국 각 대학의 
‘실천과정’의 평균학점은 27학점이고, 한국 대학의 ‘교육실습’은 4학점으
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천과정’은 일반적인 한국 대학 교
육과정의 교육실습에 포함한 활동을 제외한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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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정, 교사실기훈련과정 등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졸업논문 
역시 평균 6학점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각 대학의 ‘교육실습’은 
오롯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교과로 구성되었으
며, 졸업논문은 학점부여를 하지 않고 성적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실천과정’과 ‘교육실습’의 평균 학점의 편차를 도출한 원인이기도 하다.

다.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전공과정

(1) 중국

중국의 13개 대학 전공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68학점으로 전체 평
균 이수 학점(166학점)의 40%를 차지한다. 전공과정은 초등교육전공 
자체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개설과목과 관련된 ‘일반전공교육’(邢福弟, 
2006), 예비초등교사가 향후 담당해야 할 교과와 관련된 ‘교과전공교육’, 
전공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발전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하위영역 설정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 표와 같이, ‘일반전공교육’을 전공과정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대학
은 7개며 평균적으로 38학점을 배당하고 있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
목의 평균 비율은 91%와 9%로 필수과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대학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

균

일
반
전
공
교
육

필
수

학
점 17 - 57.

5 - - 40 - 34.
5 - 42 18 - 33 35

비
율

100
% - 100

% - - 78
% - 90

% - 100
%

69
% - 100

%
91
%

선
택

학
점 - - - - - 11 - 4 - - 8 - - 3

비
율 - - - - - 22

% - 10
% - - 31

% - - 9%

소계 17 - 57.
5 - - 51 - 38.

5 - 42 26 - 33 38

<표 Ⅴ-14>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일반전공교육’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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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전공교육’의 개설과목은 4가지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일반전공교육’은 1) ‘초등학생인지와 심리’, ‘초등학습원리와 실천’, 
‘초등학생심리상담’ 등 초등교육학 관련 과목, 2) ‘초등교육과정과 교수
법’, ‘수업관찰과 평가’ 등 초등일반 교수학 및 수업연구 관련 과목, 3) 
‘초등학급관리와 실기’, ‘담임교사직무’ 둥 교실관리 및 담임교사직무 관
련 과목, 4) ‘초등교사 언어능력’, ‘교사서예’, ‘소프트웨어의 응용’등 교
사기본능력관련 과목으로 구성된다. 

대
학 과목명

A

초등교사전문성발전, 아동발달, 교육심리학, 초등교육연구방법
초등학급관리, 초등학생심리상담
교육과정설계및평가
초등학생품덕발달및도덕교육, 초등간학문교육

C

초등학생인지와학습, 초등학습원리및실천, 아동심리학, 아동학, 초등교육연구방
법
교사구어, 글쓰기
교육과정이론, 교육개론, 심리학기초,
프로그램디자인기초3, 전공입문, 중외교육가사상특집, 무용1, 음악1, 미술1, 문
학기초, 아동문학, 인류와자연, 인류와사회, 한어통론, 중외문화사, 수학기초, 초
등수학사상방법(중문, 수학방향에 한정함)

F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육연구방법, 초등교육과정론, 초등심리학, 초등도덕교육
론, 초등위생보건
초등반급관리
마이크로티칭과수업설계, 수업관찰및평가
교사직업기본능력
교육학원리, 일반심리학, 중국교육사, 해외교육사
교사직업도덕및전공발전, 초등종합실천활동설계

H

초등교수학개론
초등학급관리, 초등학생심리상담, 담임교사와가정교육지도, 교사기본행위규범
교사구어, 서예, 소트프웨어사용,
초등학생품덕발전과도덕교육, 초등종합실천활동
인류및자연, 인류및사회, 초등국어교수학개론, 음악기초, 미술기초, 초등학생율
동

J

초등교육기초, 아동발달, 초등학생인지와학습, 아동교육학개론, 아동영양과보건
교육연구방법론, 교육과정설계와평가, 초등우수교사강연
학급관리, 초등학생심리상담
교사구어Ⅱ, 서예기초Ⅱ, 코스웨어제작
교사직업도덕
초등학생품덕발전과도덕교육, 수공예Ⅰ, 수공예Ⅱ, 간체화, 음악교육, 미술교육, 
아동극표현,  자연과학개론, 

K
초등교육심리학, 초등학급관리, 초등교육과정및교수법, 초등과학연구방법
초등교사구어, 교사서예, 한자글쓰기, 정보기술교육과정및통합
종합실천활동설계및학교교육과정개발, 음악기초, 미술기초, 형체훈련

M 아동발달과교육심리학, 초등비교교육, 초등학생행위관찰과지도

<표 Ⅴ-15>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일반전공교육’의 필수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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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에서 음영처리 된 부분과 같이 이상 대학은 전체적으로 
초등교육학 관련 특성을 가진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있지만, 기타 특성 
관련 과목을 7개 대학에서 모두 골고루 개설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의 
C·F·H·J·K대학은 교사기본기능 관련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있고, 
A·H·J·M대학은 교실관리 및 담임교사직무 관련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있다. 즉 7개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의 특징별 분류와 과목의 개수는 대
학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C대학에서는 초등교육 특
수성 관련 과목 이외에도 일반 교육학과목,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 등이 
혼재되어 있는 ‘교육개론’, ‘수학기초’ 등 과목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 표와 같이, ‘교과전공교육’은 모든 대학에서 전공과정의 하위영역으
로 개설하고 있으며 평균 학점배당은 40학점이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의 평균 비율은 72%와 28%로 필수과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중국의 초등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품덕과 생활(사회), 과학, 역사와 
사회, 음악, 미술, 체육과건강 9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초등교사
의 양성은 각자 담당해야 할 학과별 전공에 따라, 분과(分科)모델, 문·이
과모델, 통합(综合)모델 3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趙冬臣·馬雲

학급관리와담임직무,  수업설계, 마이크로티칭이론과실천
초등국어과정과교수론, 초등수학과정과교수론, 초등영어과정과교수론, 초등종합
실천활동설계와실시, 음악기초와감상, 무용기초와창작, 미술기초와감상

대학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

균

교
과
전
공
교
육

필
수

학
점 38 48.

5 18 41 23 - 52 18 47 28.
5 26 62 - 32

비
율

72
%

100
%

100
%

79
%

66
% - 84

%
100
%

89
%

100
%

74
%

100
% - 72

%

선
택

학
점 15 - - 11 12 16 10 - 6 - 9 - 18 8

비
율

28
% - - 21

%
34
%

100
%

16
% - 11

% - 26
% - 100

%
28
%

소계 53 48.
5 18 52 35 16 62 18 53 28.

5 35 62 18 40

<표 Ⅴ-16>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교과전공교육’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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鵬·解書, 2010). 

분과모델은 예비교사가 대학에서 제시된 여러 교과 중 하나를 전공으
로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표 Ⅴ-17>와 같
이 A대학은 국어(语文), 수학, 영어, 과학, 정보기술, 음악, 미술 7개 교
과방향 중 하나를,  C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3교과중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문·이과모델의 경우 문과, 이과, 영어 3개 교과
방향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B대학과, 문과와 이과 2가지 교과방향
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G대학이 이에 해당된다. 통합모델은 여러 교과의 
교수법과 교육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공된 교과 교육이 초등교육에서 요구하는 9개의 교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분과모델 문·이과모델 통합모델

대
학

학
점 교과전공 대

학
학
점 교과전공 대

학
학
점 교과전공

A 53

중문 수학 영어

B 48.
5

문
과 

이
과 

영
어

D 52 국어, 수학

과학 정보
기술 음악 E 35 국어, 수학, 

과학

F 16
국어, 수학, 
영어, 음악, 
체육, 미술

미술 -

C 18 국어 수학 영어

J 28.
5

국어 수학 수학·
과학

G 62 문
과

이
과

H 18 국어, 수학, 
음악, 미술

I 53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미술, 음악영어 -

L 62
국어, 수학, 
영어, 미술, 

음악
K 35 국어 수학 영어

M 18
국어, 수학, 
영어, 음악, 

미술

<표 Ⅴ-17>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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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전공모델의 교과목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대학에서 개설

대학 학
점 분과모델

교
과
수

A 38

중국사상사개요, 중국문화개론, 고대한어, 중국현당대문학, 중국고
대문학Ⅰ·Ⅱ, 외국문학, 현대한어, 아동문학개론, 텍스트해독과문
학감상, 습작기초와아동문학창조
초등어문교육과정기준과교재분석, 한자학과한자교수, 어문실용과
실기, 초등국어수업설계와실기

15

C 18 한자학기초, 중외시가(诗歌)선독, 중외산문선독, 중국소설명작선
독, 외국소설명작선독, 우화신화선독 6

J 28.
5

고대한어, 현대한어Ⅰ, 현대한어Ⅱ, 중국고대문학Ⅰ, 중국고대문학
Ⅱ, 중국현당대문학Ⅰ, 중국현당대문학Ⅱ, 문학개론, 창의습작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국어수업연구, 초등수학과정과교
수론 

12

K 26
고대한어, 현대한어, 문학이론, 중국문화개념, 중국고대문학Ⅰ, 중
국현당대문학Ⅰ, 중국현당대문학2, 아동문학, 외국문학, 
초등국어교육과정및교육론, 초등교실수업실기훈련

11

평균 28 -

대학 학
점 문·이과모델

교
과
수

B 48.
5

현대한어2-1, 현대한어2-2, 중국현당대문학3-1, 중국현당대문학
3-2, 중국현당대문학3-3, 중국고대문학4-1, 중국고대문학4-2, 
중국고대문학4-3, 중국고대문학4-4, 고대한어2-1, 고대한어2-2, 
붓펜서예, 문학개론, 아동문학2-1, 아동문학2-2
초등국어교수론, 초등국어수업설계와실시, 초등국어수업사례연구 

18

G 28
현대한어, 아동문학, 외국문학, 습작, 중국고대문학, 문화명작독
해, 한자문화, 문학개론, 중국현대문학, 경전낭독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재연구, 초등국어수업설계

12

평균 38 -

대학 학
점 통합모델

교
과
수

D 11 아동문학, 고대문학, 현대문학, 외국문학, 국어학습심리 5

E 8 초등학생작문지도, 아동문학, 습작, 국학독해 4

F 5
초등국어교육과및교과서분석, 교과서창작및표현, 초등국어수업사
례연구, 초등한자교수및지도, 초등독해교수및지도, 초등작문교수
및지도, 초등작문교수론(5학점 선택이수)

7

H 18
아동문학, 한어기초, 습작, 중외문학작품선
초등한자기초및글쓰기지도, 초등컨텐츠독해교수법, 초등구어소통
및작문교수

7

I 13 현대한어, 아동문학, 중국현당대문학, 중국고대문학, 습작, 고대국
어 6

L 10 현대한어, 고대한어, 독해와습작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재연구, 초등국어수업설계와사례분석 5

M 18 고대한어, 현당대문학, 한자문화와글쓰기, 아동문학
초등국어교육과정해석및교재분석, 초등국어수업실기훈련 6

평균 12 - -

<표 Ⅴ-18>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모델의 국어과 교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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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국어전공(문·이과모델의 경우 문과를 선택함) 과목을 예시로 
보면 <표 Ⅴ-18>과 같다. 전공모델별 국어전공 과목의 평균학점을 살
펴보면, 문·이과모델>분과모델>통합모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가지 전공모델 개설과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13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에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수학 관련과목으로 구성되었는데, 특
히 분과모델과 문·이과모델의 국어과(문과) 전공 개설과목에서는 교과내
용학 관련 과목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중 문·이과모델의 교과내용학
과 교과교수학 관련 평균 과목수의 비율은 17%와 83%로 교과내용학을 
강조하고 있고, 분과모델의 경우 23%와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합모델의 경우 D·E·I대학을 제외한 4개 대학에서는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수와 교과교수학 관련 과목수가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전과정’의 경우 평균학점은 15.5학점이고 8개 대학에서 이를 전공과
정의 하위영역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 비
율은 18%와 82%로 선택과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다만 선택의 폭은 
불균형적이다. 선택모듈의 종류가 가장 적은 곳은 H대학으로 초등국어
와 초등수학으로 구성하고, 가장 많은 선택모듈을 제공하는 곳은 A대학
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정보기술, 미술, 서예, 음악, 도덕, 종합실
천활동, 전통문화, 담임교사직무 등 13개로 구성한다. 

    대학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평

균

발
전
과
정

필
수

학
점 10 - - - - - - - 13 - - - - 2.5

비
율

100
% - - - - - - - 65

% - - - - 18
%

선
택

학
점 - 15 - 15 8 - - - 7 29 4 - 22 13

비
율 - 100

% - 100
%

100
% - - - 35

%
100
%

100
% - 100

%
82
%

소계 10 15 - 15 8 - - - 20 29 4 - 22 15.
5

<표 Ⅴ-19>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발전과정’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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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한국 13개 대학 교직과정의 평균 이수 학점은 85학점으로, 총 평균 이
수 학점(142)의 59.8%를 차지한다.「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은 전공과정을 교직과목, 전공과목(기본
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과실기), 심화과정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
지만, ‘나’대학과 ‘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전공과정을 ‘교과교
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실기’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
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실기’의 평균학점은 63.5학점으로, 전공
과정의 75.5%를 차지하고, 심화과정의 평균학점은 20.5학점으로, 전공
과정의 24.5%를 차지한다. 

<표 Ⅴ-20>과 같이, 각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참고하여 분
석한 결과, ‘교과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 지도에 필요
한 실제적 내용과 방법을 익혀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과교육을 개설한 13개 대학의 평균학점은 50.5학
점이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은 97%와 3%로 필수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교육’에서 (7개 과목 이상)과목별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
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평

균

교
과
교
육

필
수

학
점 50 17 47 49 45 38 51 45 49 48 42 61 54 46

비
율

100
%

56
%

100
%

100
%

100
%

4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7
%

선
택

학
점 - 13 - - - - - - - - - - - 1

비
율 - 44

% - - - - - - - - - - - 3%

소계 50 30 47 49 45 38 51 45 49 48 42 61 54 47

<표 Ⅴ-20>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교과교육’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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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
부, 2016). 이를 기반으로 <표 Ⅴ-2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
학

학
점 교과목

과
목
수

라 49

초등도덕교육Ⅰ·Ⅱ, 초등국어교육Ⅰ·Ⅱ, 초등사회과교육Ⅰ·Ⅱ, 
초등수학교육Ⅰ·Ⅱ, 초등과학교육Ⅰ·Ⅱ, 초등실과교육Ⅰ·Ⅱ, 
초등음악교육Ⅰ·Ⅱ, 초등미술교육Ⅰ·Ⅱ, 초등체육교육Ⅰ·Ⅱ, 
초등영어교육Ⅰ·Ⅱ, 초등컴퓨터교육Ⅰ·Ⅱ, 통합교과교육론

23

자 49

도덕과교육Ⅰ·Ⅱ, 국어과교육Ⅰ·Ⅱ, 사회과교육Ⅰ·Ⅱ, 
수학과교육Ⅰ·Ⅱ, 과학과교육Ⅰ·Ⅱ, 실과교육Ⅰ·Ⅱ, 
음악과교육Ⅰ·Ⅱ·Ⅲ, 미술과교육Ⅰ·Ⅱ·Ⅲ, 체육과교육Ⅰ·Ⅱ·Ⅲ, 
영어과교육Ⅰ·Ⅱ, 컴퓨터과교육Ⅰ·Ⅱ, 통합교과

28

파 54

초등도덕과교육Ⅰ·Ⅱ, 초등국어과교육Ⅰ·Ⅱ, 초등사회과교육Ⅰ·Ⅱ, 
초등수학과교육Ⅰ·Ⅱ, 초등과학과교육Ⅰ·Ⅱ, 초등체육과교육Ⅰ·Ⅱ, 
초등음악과교육Ⅰ·Ⅱ, 초등미술과교육Ⅰ·Ⅱ, 초등실과교육Ⅰ·Ⅱ, 
초등영어과교육Ⅰ·Ⅱ, 초등컴퓨터교육Ⅰ, 통합교과교육

22

다 47

도덕교과(교육론Ⅰ·Ⅱ), 국어교과(교육론Ⅰ·Ⅱ), 사회교과(교육론Ⅰ·Ⅱ),
수학교과(교육론Ⅰ·Ⅱ), 과학교과(교육론Ⅰ·Ⅱ), 실과교과(교육론Ⅰ·Ⅱ),
음악교과(교육론Ⅰ·Ⅱ), 미술교과(교육론Ⅰ·Ⅱ), 생활과학(교육론Ⅰ·Ⅱ), 
영어교과(교육론Ⅰ·Ⅱ), 통합교과교육론

21

사 51

초등도덕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국어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사회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수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과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실과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음악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미술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체육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영어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컴퓨터교육론, 
통합교과

22

아 45

초등도덕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국어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사회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수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과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실과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음악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미술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체육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영어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통합교과교육론

21

차 48

초등도덕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국어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사회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수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과학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실과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음악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미술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체육과(교육론, 교재연구
및지도법), 초등영어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컴퓨터(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통합교육론

23

카 42

초등윤리(교수법, 교재연구), 초등국어(교수법, 교재연구),
초등사회(교수법, 교재연구), 초등수학(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등과학(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등실과(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
등음악(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미술(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
체육(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영어(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
컴퓨터교수법및교재연구

28

가 50

초등도덕(교육론, 교육의실제), 초등국어(교육의이해, 교육의실제및한
자경필판서지도), 사회과(교육개론, 교육방법), 초등수학(교육의이해, 
교육의실제), 초등과학(교육론, 교육의실제, 탐구교육), 생활과학과창의
융합교육Ⅰ·Ⅱ, 가창교육론, 초등국악교육론, 피아노교육론, 초등음악

25

<표 Ⅴ-21>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과교육’의 교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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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학에서 ‘교과교육’을 별도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모두 
필수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설된 교과목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모두 10
개의 초등교과를 포함하고, 개별 대학은 컴퓨터교육, 통합교과교육도 포
함하고 있다. 

개설된 과목수는 평균 21개며, 교과목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자’·‘파’대학은 모두 ‘교과교육’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사’·‘아’·
‘차’·‘카’대학 역시 공통적으로 ‘교과 교육론’과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가’·‘마’·‘타’대학은 ‘교과별 교육과정’, ‘교
과별 교육연구 방법론’, ‘교과 학습론’, ‘교재연구론’ 등 교과별 관련 과목
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나’·‘바’대학의 ‘교과교육’은 다른 대학보다 
대략 15학점정도 적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나’대학은 과목수도 15개로 
전체 대학에서 가장 적었다.

 
특징적인 것은 <표 Ⅴ–22>와 같이, ‘나’대학과 ‘바’대학은 교과교육 이

지도법, 음악교재연구, 초등미술교육론, 미술과교재연구및교수법, 초등
체육교과교육론, 초등영어(교육론, 지도법), 초등ICT교육(교재연구, 방
법론) 

마 45

도덕과(교육Ⅰ·Ⅱ), 국어과(교육탐구, 교수학습방법론),
사회과(교육의기초, 교육의실제), 초등수학(교육의이해, 교수법탐구),
초등과학(교육론, 교재연구), 실과(교재연구론, 교수학습론),
음악(교육Ⅰ·Ⅱ), 미술(교육론, 미술교육과정론),
체육(교재연구, 교수법), 초등영어(교수법, 수업실습), 통합교과운영

21

나 17 초등과학기초이론, 초등국어기초이론, 초등사회기초이론, 
초등수학기초이론; 통합교육과정; 초등실과교육 6

바 38

초등교육론(과학, 미술, 사회, 체육, 영어, 실과, 국어, 도덕, 수학, 음
악, 통합교과), 초등교육방법론(과학, 미술, 사회, 체육, 영어, 실과, 국
어, 도덕, 수학, 음악, 통합교과). 초등컴퓨터활용의실제, 초등안전교육
실습및실기

24

대
학

학
점 교과목

과
목
수

나 9 초등교육과정, 초등교과교육론, 초등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바 9 초등교육론, 아동발달의교육적이해, 초등교직및교과논술특강, 교육과
정기반초등수업설계 4

<표 Ⅴ-2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초등교육학’의 필수교과목 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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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별도로 ‘전공과정’과 ‘초등교육학’영역을 편성한다. 이들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초등교육과정’, ‘아동발달의 교육적 이해’ 등 초등교육
전공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23>과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평균학점은 2학점이다. 필수와 선택
과목의 비율은 70%와 30%로 필수과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3개 대학 중 5개 대학만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과목명 역시 ‘특별활동’, ‘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
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평

균

창
의
적
체
험
활
동

필
수

학
점 2 - 1 - 2 1 2 1 1 2 2 1 2 1.4

비
율
100
% - 100

% - 100
%

100
%

100
%

14
%

33
%

50
%

100
%

100
%

100
%

70
%

선
택

학
점 - - - 2 - - - 6 2 2 - - - 0.6

비
율 - - - 100

% - - - 86
%

67
%

50
% - - - 30

%

소계 2 - 1 2 2 1 2 7 3 4 2 1 2 2

<표 Ⅴ-23>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과 비율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평

균

교
과
실
기

필
수

학
점 12 6 19 12 14 12 8 8 6 6 13 9 11 10.

5

비
율
100
%

100
%

90
%

100
%

87
%

100
%

73
%

80
%

100
%

100
%

100
%

82
%

100
%

92
%

선
택

학
점 - - 2 - 2 - 3 2 - - - 2 - 1

비
율 - - 10

% - 13
% - 27

%
20
% - - - 18

% - 8%

소계 12 6 21 12 14 12 11 10 6 6 13 11 11 11.
5

<표 Ⅴ-24>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교과실기’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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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실기’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실기 능력을 요구하는 교과
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 표와 같이 평균학점은 11.5이다. 필수와 선
택과목의 비중은 92%와 8%로 선택과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가’·‘나’대학의 실기관련 과목이 교과교육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대학은 모두 ‘교과실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4개 대학은 ‘교과실기’를 필수과목으로만 구분
하고, 나머지 5개 대학은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교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을 공통으로 모두 설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영어와 소프트
웨어관련 실기과목 역시 개설하고 있다. 

‘심화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교과활동에서 특
정 교과를 전담시킴과 동시에 초등학교 교과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심화
시켜 초등교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김영우, 1999).

<표 Ⅴ–25>와 같이, 13개 대학 중 ‘나’는 심화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고, ‘라’, ‘마’, ‘타’대학은 교과별 심화과정의 필수와 선택과목의 비율이 
달랐다. 

‘나’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대학에서는 모두 ‘심화과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카’대학은 ‘부전공과정’이라고도 한다. 초등윤리, 초등
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
등영어 등 9개의 교과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개설하고 있고 컴퓨터

대학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심
화
과
정

필
수

학
점 8 - -

21 18

- 15 12 20 21 22

20

24

비
율

40
% - - - 71

%
57
%

100
%

100
%

100
%

100
%

선
택

학
점 12 - 18 21 6 9 - - - -

비
율

60
% - 100

%
100
% 29% 43

% - - - -

소계 8 - 18 21 18 21 21 21 20 21 22 20 24

<표 Ⅴ-25>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심화과정’의 학점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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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바’대학을 제외한 11개 대학),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실과교
육 등은 대학별로 개설 여부에 차이가 있다.

(3) 종합비교

한국은 학급담임제와 교과전담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다수 지역과 공립학교는 한 교사가 한 개 교과를 전담하여 가르치는 
교과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어나 수학을 전담하는 교
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최근에 북경, 상해, 심
천(深圳)과 같은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도시의 개별학교에서도 초등학생
의 수요와 발달특징에 따라 교사 2인으로 이루어지는 학급담임제를 운
영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郭秀秀, 2016).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전공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공과정의 평균학점과 전체 평균학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
면, 중국의 경우 전공과정의 평균학점은 68학점으로 전체 평균학점
(166)의 40%를 차지하고, 한국의 경우 85학점으로, 전체 평균학점
(142)의 59.8%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 초등교원 양성 대학은 전공과
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전공교육’과 
‘발전과정’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경우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
육실기’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한다. 양국 전공과정의 공통점은 모두 초
등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과내용 및 방법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는 것이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내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구성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초등교사의 전공이라고 하였을 
때, 표집된 대다수의 대학은 교과관련 전공과 초등교육관련 전공을 모두 
염두에 두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한국의 ‘나’대학과 ‘바’대학 역시 가르
쳐야 할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과목과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염두
에 둔 교과목을 별도의 하위영역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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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교원 양성 대학은 초등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0개 과목을 
중심으로 전공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다. 

교과교육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학
에서 제공하는 교과교육은 한 교과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하
는 분과모델, 문과와 이과 중 한 가지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
하는 문·이과모델, 여러 교과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통합모델로 구분
된다. 한국의 교과교육은 중국의 통합모델과 흡사한데, 차이점은 학습하
는 교과의 개수 및 교과목의 종류에 있다. 교과목 특징에 있어서 중국의 
분과모델과 문·이과모델은 대부분 한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위
하여 관련 교과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수법을 다루는 과목들을 개설하는
데, 교과내용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한국의 교과교육은 10
개 이상 교과의 ‘교육론’ 또는 ‘교재연구 및 교수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
어 있다. 즉 중국의 분과, 문·이과 모델이 개별 교과에 편향된 비중을 두
고 있는 반면, 한국은 모든 교과에 골고루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의 ‘발전과정’과 한국의 ‘심화과정’은 모두 선택과정으로 분류된
다. ‘발전과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여 교육발전방향을 확
대하는 역할을 한다면, ‘심화과정’은 개별 전공영역에 대한 초등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점 및 비율에 있어서 중국
의 ‘발전과정’의 경우 평균학점은 17학점이고, 전체 전공과정의 10%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의 ‘심화과정’의 평균학점은 20.5학점이고, 전체 전
공과정의 24.5%를 차지한다. 개설된 교과목의 특징을 보면 두 나라는 
모두 ‘모듈’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대학별로 선택의 
폭이 2개의 교과모듈에서 13개 교과모듈 등으로 균형적이지 않은 반면, 
한국은 12-13개 선택 가능한 교과모듈로 설정함으로써 일관성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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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1. 교육목표의 성격

교사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병찬, 2001). 따라서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하고자 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 역시 교육목표에
서 드러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모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경우 이러
한 초등교사 양성 교육목표를 ‘초등교육의 전문성’, ‘폭넓은 소양’, ‘교육
적·국가적 이념’ 세 범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다면, 한국은 초등교사의 
‘초등교육의 전문성’, ‘일반소양 및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즉 양국은 
초등교사 양성의 교육목표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일반적 소양의 함양으
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초
등교육의 전문성’범주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교사에게 아동의 발달특성 이해를 근간으
로 하는 아동전문가, 수업기본능력과 효율적인 지도(수업)능력을 근간으
로 하는 수업전문가,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학전문
가, 전공교과 관련 전문적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교과전문가, 직무수행
과 학급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교실경영 전문가, 최신연구 동향을 파악 
및 기본교육연구 능력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연구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한
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2년제와 4년제가 있기 때문
에, 4년제 대학에서 초등교사의 교육연구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목표의 차이점은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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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이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교직
관’을 일부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에 대한 열
의, 교육이념과 교사직업도덕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과 정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한
국의 교육목표에 비해 중국의 교육목표는 미래의 초등교사에게 교육적 
및 국가적 이념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대비 초등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 전문성
에 있어서 지식의 응용능력, 교육기술응용능력 등의 초등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며, 종합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협업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평
생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포괄
하는 일반적 소양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사회에 변화에의 
적응능력, 평생학습능력, 창의적 혁신능력, 소통능력, 자기계발능력, 문제
해결력, 리더십능력 등 다양한 능력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

2. 교육과정 구성의 특징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설정하고 있는 총 학점, 영역별로 배당되
된 학점, 총 학점 대비 영역별 비율,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초등교사를 양성 하는 데 있어서 각 영역의 역할, 
학생의 선택권 등의 전반적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다. 

양국의 총 평균 이수 학점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166학점, 한국은 139
학점으로 24학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총 이수 학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학점과다, 수업부담 등에 대
한 문제(박상완, 2017)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더 
많은 이수 학점이 요구됨에도 총 이수해야 할 학점에 대한 논의가 미미
하다. 

영역별 비율을 보면 중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영역별 비율은 교
양과정<교직과정<전공과정, 한국의 경우 교직과정<교양과정<전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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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양과정은 중국의 평균 비율은 26.5%, 한국의 
평균 비율은 24.5%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직과정의 경우, 
중국의 평균 비율은 32.5%, 한국의 평균 비율은 16.5%로, 양국은 16%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교직과정의 비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趙冬臣·馬雲鵬·解書, 2010), 최근에는 교직과정의 
평균학점은 58학점으로 44학점의 교양과정을 넘어서고, 68학점의 전공
과정과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직과정은 교원자
격검정령에 의해 최소 22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학점은 23학점으로 대학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과 한국의 교직과정의 학점배당은 중국의 경우 선행연구물에 영향을 
받는 반면 한국은 정책적 법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과정의 경우, 중국의 평균 비율은 40%, 한국의 평균 비율은 60%
로, 양국은 20%의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영역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과정의 
경우, 중국 대학의 필수와 선택과목은 83%와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
고, 한국의 경우 56%와 44%로 한국 대학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직과정의 경우, 중국의 교직과정의 두 하위영역
(‘기초과정’, ‘실천과정’)의 필수와 선택과목의 평균 비율은 95%와 5%이
다. 한국의 경우, 교직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서 ‘교직소양’과 ‘교육
실습’은 선택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오직 ‘교직이론’에서 필수의 비율을 
63%로 설정하고, 38%만큼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공과정의 경
우, 이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이 차이가 있으므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위영역의 필수와 선택과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의 전공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위영역인 ‘교과전공
교육’의 필수와 선택의 비율은 72%와 28%이고, ‘발전과정’은 18%와 
8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하위영역의 평균 비율은 45%와 55%
다. 한국의 전공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교육’의 
필수와 선택과목의 비율은 92%와 8%이고, ‘심화과정’은 64%와 36%이
며, 두 영역의 평균 비율은 78%와 22%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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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영역별로 부여된 선택권을 
살펴보면 <표 Ⅵ-1>과 같다. 

현재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되도록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박상완, 2017). 선택권 
확대를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부여이다. 
그러나 단지 ‘선택과목의 학점 늘리기’의 논의에 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기준에 대한 사유도 필요하
다. 즉 필수과목의 구분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는 것 보다, 현재의 필수 
및 선택 설정 기준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에 터해 ‘선택권 부여’의 의미
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택과목의 성격도 한정선택과 자유선
택으로 구분된다. 한정선택 과목의 경우, 주어진 2개의 과목에서 하나를 
설정한다거나 5개의 과목에서 두 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선택 
과목들 역시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교육과정의 하위영역에서 필수과목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응하는 정당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3. 교육과정 교과목의 성격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교
직과정, 전공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 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
힘으로써 양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더 세밀하게 드
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
역 및 영역별 교과목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 시작점으로서 반드시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83% 17% 95% 5% 45% 55%

56% 44% 63% 38% 78% 22%

<표 Ⅵ-1> 중국과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과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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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기초 작업이다.  
양국의 교양과정은 미래의 초등교사의 폭넓은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양국의 교육과정은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된
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필수과목은 영역별이 아니라, 교과별로 제시된다.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언어, 기술응용, 역사개론, 정치사상 등 관련 필수
과목을 개설한다. 선택과목은 대부분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전통적 학문
분야 분류를 따라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한국의 경우, 필수와 선
택과목은 모두 영역 구분에 따라 제시되는데, 양성하고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와 전통적 학문분야 분류를 따르는 경우
가 모두 존재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차이는 선택과목에서 예체능
관련 영역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은 교육목표와 연결
지어 미래의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영역명칭을 설정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과 한국의 일반대학의 단과대학에 속하여 있는 초등교육과의 교양
과정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선택과 타전공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오직 초등교사 양
성을 위한 한국의 목적형 교육대학 교양과정의 교과의 특성을 보면, 기
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
과 전문교육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포함된다.

양국의 교직과정은 초등교사 양성에 있어서 모두 일반적인 교육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분야와 교육현장의 실천을 위한 교육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일반교육학(13개 대학), 교사기본기능
훈련(7개 대학), 초등교육학(7개 대학), 기초학문(6개 대학) 등 다양한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교육학(13개 대학), 초
등교육학(1개 대학), 학교폭력예방(8개 대학), 통합교육능력(13개 대
학), 교실직무(13개 대학) 등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차
이점은 곧 양국의 초등교육전공의 기초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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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교육실습과정은 모두 이론학습과 실제 교실경험의 간극을 좁히
기 위한 것이다. 과정 개설 목표는 동일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개설 과목의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교육실습’에 해당
하는 과목은 모든 대학이 공통 개설하였으나, 10개의 대학은 추가적으로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련과정, 교사실기훈련과정 관련 과목을 개설하
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 실천 또는 실
습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중국의 ‘실천과정’은 현
장 실천과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초실기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실습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楊鳳林, 2015).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각 대학은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련과정 
등 다른 성격의 과목들이 혼재되어 있다.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공과정은 모두 가장 많은 
학점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나라가 상정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전
공’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과반수의 대학에서 초
등교사의 전공을 초등교육전공과 전담교과전공 두 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대다수 대학은 초등교사에게 11-13
개 교과 전반에 대한 전공지식과 수업능력을 요구한다. 다만 ‘나’와 ‘바’
대학은 중국과 비슷하게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초등교육학’ 영역
을 개설하고, 이를 ‘교과교육’ 영역과 구분하여 전공과정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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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 한국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

국어, 역사와 사회, 품덕과 생활(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과건강, 
영어(教育部, 2011)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
육, 예술(음악/미술), 영어7)(교육부, 
2015)

중국 초등교육 양성 대학 전공모델 한국 초등교육 양성 대학 전공 기본이수과목

분과모델 문·이과모델 통합모델

초등국어, 초등사회, 초등윤리,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실과,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교육부, 2015) 

중문 수학 

문
과

이
과

영
어

국어, 수학, 
영어, 음악, 
체육, 미술

영어 과학

정보
기술 음악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과학미술 -

국
어 

수
학

영
어

문과 이과

국어, 수학, 
음악, 미술

국어 수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미술, 음악

수학·
과학 영어

<표 Ⅵ-2> 중국과 한국의 교과(별)교육의 특징비교

 

<표 Ⅵ-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전공
과정은 한국처럼 초등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과를 가르치도록 요
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다양한 양성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
서 분과모델이나 문·이과모델의 경우,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예비교사에게 요구되는 전공과정의 이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
대 국어(문과)교육에 설정한 학점은 최대 48.5학점인 데 비하여, 한국의 
초등국어교육 관련 과목은 6-8학점으로 설정되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양국 교과교육의 교과목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부분 대학의 교과
내용학 및 교과교수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평균 70%와 30%로 
교과내용학 관련 교과목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교과교육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교육론, 교재연구법 관련 과목이 일괄

7)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교육
부, 2015).



- 75 -

적으로 1-3개씩 개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4. 종합비교 및 논의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큰 틀에서 제시되는 방향성
에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살펴보
면 차이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교육목표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유능한 초
등교사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일반적 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에 대한 열의나 국가적 가치관 등 
이념·가치·태도 측면을 강조하며, 한국에 비해 교육목표를 더 상세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일반적인 소양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
과정, 초등교육의 기초이론을 정립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직과정, 교과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공과정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차이점은 먼저 학점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보
다 약 20학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비율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전공과정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교양과정보다 교직과
정에 비중을 더 두는 반면, 한국은 교직과정보다 교양과정에 더 많은 비
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 영역에서 각각 개설된 교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교양과정은 모두 폭넓은 일반소양
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반대학의 단과대학을 통하여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타 전
공 교육과정과 구분 없이 운영되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조금 다르게 한국은 오직 초등교사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이 
대다수이기에 교양과정은 기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과 전문교육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
목들을 포괄한다. 이는 중국의 교양과정에 비해서 교직의 특수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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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의 교직과정은 모두 일반적인 교육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분

야와 교육현장의 실천을 위한 교육실습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초등
교육전공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양국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
타난다. 중국의 경우, 일반교육학, 초등교육학, 교사기본기능 등 다양한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면 한국의 경우 일반교육학, 학교폭력예방, 
통합교육능력, 교실직무 등의 성격을 띠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
한 교과 성격의 차이는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전공에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교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론정립과 기본기에 주목하였다면, 
한국은 교육학적 이론정립 이외에도 사회적 쟁점 또는 요구에 반응하는 
것 역시 초등교육전공의 기초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양국은 교육실습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 등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관
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양국에서 모두 전공과정을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초등교사의 전공을 세 가
지 모델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한국의 초등교사는 모든 
교과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육과
정의 범위(scope)에 차이가 있다. 전공과정 교과교육에서 개설된 교과목
의 성격을 살펴보면 양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의 대다수 대
학은 교과교수학보다 교과내용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한
국의 대학은 모든 교과의 교육론, 교재연구법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
다. 즉 전공교과의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국에서는 교사에게 요구
하는 전문성의 폭이 비교적 좁은 대신, 더 깊은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
고 있다. 반면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모든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교과별 학문적인 지식의 깊이(depth)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천적인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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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우선 초등교사 양성관련 국가수준 규정의 존재여부이다. 한국의 초등

교사 양성 대학의 교직과정과 전공과정은 국가수준에서 제정된 교원자격
검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집된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총 학점, 영역별 학점비중, 영역별 구성요소, 개설된 교과목의 개
수와 성격 등은 기본적인 국가수준의 기본 틀에 따라 구성된다. 반면 중
국 교육부는 2011년에 국가수준의 교직과정 관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
는 「초등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 기준」을 공포하였지만 아직 실험단계
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은 교육과정 편성에 이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집된 초등교사 양성 대학들의 교육과정
의 총 학점, 영역별 학점, 영역별 구성요소, 개설된 교과목의 개수와 성
격은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초등교사자격시험과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과의 연
관성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교사자격증은 일반적으로 초등교사 양
성 기관의 정규과정을 밟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초등
교사자격증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면 시험
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실험지역은 2-3년제, 또는 4년제 
초등교사 양성 대학 졸업을 학력 기준으로 삼고 있다(教育部, 2014). 또
한 한국과 달리 초등교사자격시험의 내용은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과정과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표집된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별 전공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에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은 원인이다. 중국의 4년제 초등교사 양성 대학은 3가지 모델로 구분
되고, 주로 국어, 수학 등 2개 또는 그 이상의 교과를 중심으로 초등교
사를 양성하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 전담교사는 음대, 미대, 체대를 졸
업하고, 초등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임용고시의 단계를 거쳐 초등교사
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국의 이러한 차이는 서로에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 초등교사 양성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 전문성의 범위 설정에 있다. 중국의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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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분과, 문·이과, 통합모델로 구분되는 반면,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은 
모든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등 기초교과의 교과내
용학을 중심으로, 교과교수법 관련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교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대다수이다. 또한 음·미·체 등 교과는 전담교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는 초등교
사의 단일 교과 전문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부합
하는 통합적인 수업경험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劉慧, 
2017). 추가적으로 중국은 아직 국가수준의 법적 효력이 있는 초등교사 
양성 관련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교육과
정 영역별로 개설된 과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모든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을 구성하는 교과목 역시 전 교과
교육론, 전 교과교재연구법, 전 교과교수법 등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제기되
어 온 문제는 영어, 음악, 체육 등 심도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교
과의 경우,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안금희, 2004; Anderson & Clark, 2012). 따라서 
중국의 다양한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
을 찾는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양국의 교육실습의 평균학점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실천과정’의 평균학점은 27학점, 한국의 ‘교육실습’은 평균4학점
으로 23학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교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경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발생하였다. 중국은 
교육실습에 대한 이해를 교실현장 실습에만 한정하지 않고, 초등교육관
찰, 사회실천활동, 교사일반실기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폭넓게 상정하
고 있다. 교육실습 경험의 부족은 양국에서 모두 제기 되고 있는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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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히 중국의 교육실습에 대한 해석은 한국의 교육실습 과정에 다른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교직과정에 포함되는 초등교육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에 해당 
하는 교과의 성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
거에는 초등교육학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교육학을 이론적 기초
로 간주해 왔는데, 이제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혜영(2011)에 의하면, 초등학교
단계는 다른 학교단계들로부터 구분되는 제도적, 연령적 특징들을 고려
한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초등학교교육학’
이라는 고유한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그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가 필
요하다. 현장에서 교수학습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워온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실습이다. 실습에 대한 졸업 이수 기준 
학점을 늘려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더불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육실습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이다. 예컨대 교육실
습은 학습한 이론과 실제 학생의 맥락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 위한 예비
교사의 경험적 지식의 획득 기회이다. 이 때 중심에 놓일 ‘경험적 지식’
의 지향점이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을 수업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 종 
경험을 교수학습 활동에 녹여내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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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출하고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사례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문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에서는 양국 사례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교육목표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양국 사례대학
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과목 특징을 분석하였
다.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양국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첫째,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목표는 공통적으로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일반소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외에도 ‘교육적·
국가적 이념’ 이라는 범주를 교육목표에 포함시켜, 교사의 이념, 태도와 
가치관 역시 교사 양성의 과정을 통해 다루어야 함을 드러냈다. 

둘째,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평균 총 학점은 166학점이고, 영역별 비율은 교양과정<교직과정
<전공과정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평균 총 학점은 139학점이고, 
영역별 비율은 교직과정<교양과정<전공과정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의 성격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
들이 발견되었다. 교양과정의 경우, 중국의 교양과정은 초등교육과 및 
타 전공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필수과목은 하위영역 구분 없이 직접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사상정치류 과정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선택과목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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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하위 영역명칭을 통하여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교양과정에서
는  기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 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과 전문교육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을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반수의 대학은 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
국어 등 학문 영역의 분류에 따라 교양과정을 구분하였으나, 일부 대학
은 요구되는 학생의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직과정의 경우, 중국은 교직과정을 ‘기초과정’과 ‘실천과정’으로 구분
한다. ‘기초과정’은 일반 교육학뿐만 아닌 초등교육 및 수학, 국어 등 기
초학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의 말하기와 서
예능력에 강조점을 두었다. ‘실천과정’은 교육실습에 포함한 활동을 제외
한 사회실천과정, 노동·군사훈련과정, 교사실기훈련과정 등의 관련 과목
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교직과정을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 ‘교육실
천’으로 구분한다. ‘교직이론’과정은 초등교육전공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을 개설한 것이고, ‘교직소양’에 개
설된 과목은 교원양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귀결되
는 특성을 갖춘다(박소영, 2016). ‘교육실습’은 오롯이 교육현장을 참관
하고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교과로 구성되었다.

전공과정의 경우, 중국은 전공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전공교육’
과 ‘발전과정’으로 구분하고, 표집된 대다수의 대학은 교과관련 전공과 
초등교육관련 전공을 모두 염두에 두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교과목 특
징에 있어서 중국의 분과모델과 문·이과모델은 대부분 한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과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수법을 중심
으로 개설하는데, 특히 교과내용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의 
경우 전공과정은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실기’와 ‘심화과정’
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초등교육과정
에서 요구하는 10개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교과교육 영역은 10개 이상 교과의 ‘교육론’ 또는 ‘교재연구 및 교
수법’ 중심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국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모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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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표로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초
등교사의 교육이념과 국가 가치관을 더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편이다. 초
등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교과전문가, 수업전문가, 아동전
문가 및 교실경영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특히 교
육연구능력, 서예·보통화·정보기술응용 등 교사기본능력을 강조하는 편이
고, 한국은 모든 교과의 지도능력을 강조하는 편이다. 

교양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과가 일반대학의 단과대학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선택 범위가 제공되며, 타 전공 
학생들과 공통으로 운영되어 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오직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목적형 교육대학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교양과정에서 드러난
다. 한국 초등교사 프로그램의 교양과정 교과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인 
지적 기초를 함양하기 위한 자유교양 교육의 성격을 가진 교과목과 교사
의 전문성 맥락에서 요구되는 교양에 초점을 맞춘 과목들이 포함된다.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은 교육학의 학문적 내용을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과 교사직무 수행, 시대적 변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모
두 고려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직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기초과정’은 일반 교육학 기본과목, 초등교
육학 과목과 교사로서의 직무기능 관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개설된 교과목의 개수나 종류 등 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큰 편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직이론’은 초등교육전공에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학 기본과목으로 구성되고, ‘교직소양’
에 개설된 과목은 교원양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귀
결되는 특성이 있다.

전공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교육은 한 교과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분과모델, 문과와 이과 중 한 가지
를 전공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문·이과모델, 여러 교과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통합모델로 구분된다. 한국의 교과교육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일괄적으로 중국의 통합모델과 흡사한 다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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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모든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
성한다는 것이다.

2. 결론

이 절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 어떤 초등교사
를 양성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국에서 이
루어진 기존의 선행연구는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보다는 다른 교육단계 교사 양성과 묶어서 분석하거나, 초등교사 양
성에 대한 체제적 접근을 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양국에서 상정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을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양성을 교육과정적 접근을 통하여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비
교하는 것은 양국의 사례학교의 교육목표와 교과목 등 초등교사 양성 프
로그램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드러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양국 각각의 13개 대학의 교육과정관련 
문서로서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였다. 기존의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교사 양성에 관한 비교연구는 1-2개의 대학을 사례로 프로그램
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에서 도출된 특징은 사례학교에 한정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아주 다양한 초등교사 양성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학교의 수를 확대해야 국가 간 비교로
서의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며, 이로부터 전반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사례학교 각각 13개를 
선정함으로서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구성,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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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등을 섬세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양국의 초등교사 양성의 전반적
인 특징을 포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목적과 
수미상응하며,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 지점들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
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학교 선정에 있어서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을 전집한 것에 반하여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대학을 전집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의 초등교사 양성 수준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며, 그중 4년제 대학만 147개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대
상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중국의 교육부에서 선택된 질적으로 우수
한 초등교육전공을 개설한 대학 13개를 사례학교로 선정하였다. 즉 선정
된 사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은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실제 양상을 포착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 3가지 핵심요소로 꼽힌다. 특히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주체이기도 하며, 교육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도 하다. 교
사가 어떤 교육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업양상이 구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가 직접 경험해야 할 양성 프로그램의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에게 요구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문서 분석의 한계로 초등교사의 전문성
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교수-학습 활동의 양상을 포착하지 못한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또는 실제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등
을 실시함으로써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조직하며, 또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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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

1.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 교과목 개설 현황
대
학

구
분

학
점 과목명

A
필수 32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
Ⅳ,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영어Ⅲ, 대학영어Ⅳ

선택 16 인문사회모듈, 언어모듈, 과학기술모듈, 예술교육모듈, 체육·건강·취업·지도모듈, 
교사교육모듈

B
필수 37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
Ⅳ,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영어Ⅲ, 대학영어Ⅳ, 컴퓨터응용기초, 군사이론, 
군사훈련, 대학생건강교육, 영어시청각, 영미문화, 외국칼럼선독, 외국소설선독, 
실용습작, 실용번역, 통식영어, 여행영어, 법률영어, 영국식영어시청각

선택 10 역사와문화모듈, 문학과예술모듈, 철학과심리모듈, 사회과학과공민의식모듈, 자연과
학과생명관조모듈, 도구적지식과창신창업모듈

C
필수 35

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
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대학영어, 대학러시아어, 대학일
어, 대학체육, 군사이론과정, 대학컴퓨터기초

선택 8 자연과학모듈, 인류사회과학모듈, 예술모듈

D
필수 39

사상도덕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과중
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Ⅰ, 트렌드와정책Ⅱ,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Ⅳ, 군사훈련, 군사이론, 중문습작, 대학영어, 정보기술Ⅰ, 정보기술
Ⅱ, 정보기술Ⅲ, 정보기술Ⅳ, 고등수학A-1. 고등수학B, 인문수학, 논리학, 제2외
국어Ⅰ, 제2외국어Ⅱ, 제2외국어Ⅲ

선택 10 인문과예술, 사회행위와과학, 자연과학

E
필수 36

사상도덕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과중
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Ⅰ, 트렌드와정책Ⅱ, 트렌드와정책Ⅲ, 
트렌드와정책Ⅳ,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Ⅳ,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
영어Ⅲ, 대학영어Ⅳ, 컴퓨터기초, 디지털문화

선택 10 종합소질모듈

F

필수 30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
영어Ⅲ, 대학영어Ⅳ, 대학일어Ⅰ, 대학일어Ⅱ, 대학일어Ⅲ, 대학일어Ⅳ, 대학러시
아어Ⅰ, 대학러시아어Ⅱ, 대학러시아어Ⅲ, 대학러시아어Ⅳ, 대학컴퓨터기초(현대
교육기술응용포함)

선택 10
대학체육Ⅰ, 대학체육Ⅱ, 대학체육Ⅲ, 대학체육Ⅳ, 중국전통문화, 대학생직업발전과
취업지도, 대학어문
인문사회과학모듈, 자연생명과학모듈, 예술심미체육모듈(모듈별1학점선택)

G

필수 46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
의이론체계개론Ⅰ,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Ⅱ, 대학영어, 대학
영어스피킹, 체육, 군사, 컴퓨터, 고등수학, 트랜드와정책, 취업지도

학교공공위생사태, E-Prime코딩, 범죄심리학, 보건과마사지, 지적심리학, 
약화, 도예, 중국미술사, 중국인물화, 중국산수화, 중국화조화(中国花鸟画), 
서양미술사, 종이공예, 문자와조형예술, 유치원교육과정개혁, 아동문학, 아
동학개론, 유아민간무용소재훈련, 아동음악감상, 유아감정발달및교육,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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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0

사회교육, 유치원아동발달주제연구, 가족관계와아동발달, 국제비전하의유
아교육, 교육쟁점평가, 미디어속의교육학, 교육조직행위학, 상해지방언어교
수와탐구, 심미교육학, 당시(唐诗)감상, 영어시청각, 초등영어교수에서게임
의응용, 초등영어교육과정과교수, 교과우수교사전문적성장에관한사례연구, 
국어교재컨텍스트해석, 미래교육, 디지털교육의제작과처리기술, 생활속의
경제학, 응급치료 

H
필수 43.5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국방안전교육, 대학영어, 체육, 
대학생심리건강, 대학생컴퓨터기초, 대학어문

선택 3 자연과학과기술모듈, 인문사회과학모듈, 문학과예술모듈

I
필수 35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
Ⅳ,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영어Ⅲ, 대학영어Ⅳ, 군사훈련, 국방교육, 대학
생심리건강교육, 대학생직어발전과취업지도, 대학생창업기초교육

선택 0

J
필수 32

군사이론및군사훈련,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모
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Ⅰ,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
계개론Ⅱ, 중국근대사강요, 트렌드와정책,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영어Ⅲ, 
대학영어Ⅳ, 컴퓨터기초, 대학영어Ⅰ, 심리건강교육, 대학생취업지도

선택 4 자연과학모듈, 철학사회모듈, 예체능모듈

K
필수 35

사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
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대학영어, 대학러시아어, 대학
일본어, 대학체육, 군사이론과정, 대학컴퓨터기초

선택 8 자연과학과기술모듈, 인문사회과학모듈, 문학과예술모듈

L
필수 39

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
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Ⅰ, 트렌드와정책Ⅱ, 트렌드와정책
Ⅲ, 트렌드와정책Ⅳ, 트렌드와정책Ⅴ, 트렌드와정책Ⅵ, 체육Ⅰ, 체육Ⅱ, 체육Ⅲ, 
체육Ⅳ,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대학영어Ⅲ, 대학영어Ⅳ, 군사이론및훈련, 대학
컴퓨터, 대학어문

선택 3 교사직업생애계획및취업지도

M
필수 35

상도덕소양및법률기초, 중국근대사상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개론, 모택동사상
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트렌드와정책, 귀주성(贵州省)현황, 공공체육, 
대학컴퓨터Ⅰ, 대학컴퓨터Ⅱ,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선택 8 독해와감상모듈, 과학과사회모듈, 쟁점모듈, 경제와인생모듈

대
학

영역
명칭

구
분

학
점 과목명

A

기초
과정

필
수 20

아동생리위생의기본이론, 심리학기초, 초등교육발전, 교사서
예, 교사언어, 형식논리, 현대교육기술응용, 아동권리보장, 초
등종합실천활동설계, 초등교육학, 아동수요와표현

선
택 6 중국전통교육철학 등(31택1)

실천
과정

필
수 24

사상도덕수양과법률기초사회실천,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
주의이론사회실천, 대학생직업발전과취업지도, 대학생심리건
강과발전, 군사이론, 군사훈련, 컴퓨터응용, 코딩기초, 컴퓨터
실천Ⅰ, 컴퓨터실천Ⅱ, 교육견습,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졸
업논문, 연구활동, 예술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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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0

B

기초
과정

필
수

19.
5

교육과정이론, 교육연구방법, 초등학생심리발전Ⅰ, 초등학생
심리발전Ⅱ, 초등교육개론,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사전문성
발전, 도덕교육, 초등교육개혁, 초등학생심리건강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24

중국전통인문고전강독, 외국교육명작강독, 음악기초, 미술기
초, 현대교육기술응용, 교사언어, 서예, 종합실천활동지도, 교
육견습,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졸업논문

선
택 0

C

교사
교육
과정

필
수

18.
5

초등학생심리건강지도, 교육철학개론, 초등교사말하기, 교사
매너, 현대교육기술, 한자규범글쓰기, 멀티미디어설계와제작, 
초등수학교수실기훈련, 초등국어교수실기훈련, 초등영어교수
실기훈련(영어방향에 한정함), 습작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43

입학교육과군사훈련, 교육견습, 학년논문
졸업논문, 교육실습, 교육조사(教育调查)
창신창업교육과정, 직업진로계획과정

선
택 4 사회조사와공익활동, 독서, 문화예술과심신발전 등 (7택1)

D

기초
과정

필
수 24 일반심리학, 발달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교수학, 교

육과정, 중국교육사, 해외교육, 교육연구방법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12 기초실천, 응용실천, 졸업논문

선
택 0

E

기초
과정

필
수 47

현대교육기술, 일반심리학, 교육학원리, 중국교육사, 해외교육
사, 교육철학,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정과교수법, 교육연
구방법, 대학수학, 기초국어, 문학독해와감상, 한자식별교수와
한자문화연구, 음악기초, 미술기초, 교사구어, 글쓰기, 코스웨
어와제작, 교육정책, 도덕교육원리, 학교위생학, 사회심리학, 
당대교육사조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33

군사이론과군사훈련, 초등교육관찰Ⅰ, 초등교육관찰Ⅱ, 계절
학기학교시뮬레이션Ⅰ, 계절학기학교시뮬레이션Ⅱ, 교학실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창신교육 

선
택 0

F

기초
과정

필
수 9 현대한어, 고대한어, 대학수학

선
택 11 중국고대문학, 중국현대문학, 문학개론, 초등수학이론연구, 아

동문학, 과학기술역사, 문학과독해감상

실천
과정

필
수 26

교사직업진로계획과지도, 초등디지털매체기술응용, 우수교사
강연, 교사매너,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교육실습, 졸업논
문, 군사훈련

선
택 0



- 94 -

G

기초
과정

필
수 31

초등학생심리학, 초등교육학, 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정및교
수법, 교사전문성발전, 교육연구방법
초등교사실기훈련, 초등학급관리, 초등비교교육, 초등품덕과
정과교수, 학교위생학, 현대교육기술 
중외미술작품감상, 중외음악작품감상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18 교육견습, 교육연습(教育研习), 교육실습, 교사실기시험, 졸업

논문

선
택 0

H

기초
과정

필
수 36

심리학원리, 교육학원리, 아동위생학, 중국문화개론, 고등수학
기초Ⅰ, 중외교육사상사, 아동발달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
심리학, 정보화교수설계, 교육통계학SPSS, 교육과학연구방법, 
교사윤리학, 형식논리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50

초등국어수업실기, 초등수학수업실기, 마이크로티칭, 기본기
능검측, 교육학통계와SPSS, 교육과학연구방법, 교사구어, 서
예, 코스웨어제작, 초등국어교수개론, 초등수학교수개론, 음악
기초, 미술기초, 군사훈련, 노동, 사회실천, 교육견습, 교육실
습, 교육연습(教育研习), 졸업논문, 사회실천활동

선
택 0

I

기초
과정

필
수 36

교육학원리, 일반심리학, 중외교육사, 아동발달심리학, 아동교
육개론, 교육통계학, 교육심리학, 초등교육과학연구방법, 초등
교육과정과교육론, 초등교육과정통합과설계, 사랑과책임소양, 
붓펜서예, 경필서예, 분필서예, 보통화기초, 초등교사구어, 초
등교실수업능력, 초등담임교사직무능력, 현대교육기술, 코스
웨어제작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22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심리기능훈련

선
택 0

J

기초
과정

필
수 7 표준말과교사구어Ⅰ, 서예기초Ⅰ, 교육정책, 아동문학

선
택 4 생활심리학, 과학과기술, 남경역사문화

실천
과정

필
수 19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도제식학습Ⅰ, 도제식학습Ⅱ, 교육실

습, 졸업실습, 취업실습, 연구학습, 사회실천활동, 졸업논문

선
택 0

K

교육
학

과정

필
수 13 문과과학, 교사직업도덕과전문성발전, 우수교사강연, 교과전

공지도, 교육학개론, 보통심리학, 인체해부생물학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20

장기훈련과작품전시, 교육견습Ⅰ, 교육견습Ⅱ, 교육실습, 졸업
논문, 창시창업실천, 창신창업교육, 문화소양강좌, 커뮤니티활
동

선
택 0

L 교사 필 26 심리학, 교육학, 교사글쓰기예술, 표준말교사구어예술, 현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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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교과목 개설 현황

교육
과정

수

육기술응용, 학급활동실무, 교사직업도덕과행위규범, 학급조
직과관리, 학교위생학, 교육철학, 초등교육과정자원개발과응
용, 기초교육과정개혁
교육심리학, 중국교육사, 외국교육사, 교육과정과이론, 아동발
달심리학, 교육과학연구방법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24 초등복식교수기능훈련,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선
택 0

M

기초
과정

필
수 19

한어기초, 수학기초, 예술학개론
교육학원리, 교육과정이론, 중외교육사, 교육연구방법, 교육정
책

선
택 0

실천
과정

필
수 28

모택동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사회실천, 대학생직업발전
과취업지도, 군사이론
교육견습, 교육실습, 졸업논문
기본기능훈련(교사구어, 서예, 간체화, 판서, 코스웨어제작, 
음악/미술기초)
창업창신교육

선
택 0

대
학

영역
명칭

학
점

구
분 과목명

A

일반
전공
교육

17 필
수

초등교사전문성발전및실기, 아동발달및실기, 교육심리학및실
기, 초등학급관리및실기, 초등교육연구방법및실기, 초등학생품
덕발달및도덕교육및실기, 교육과정설계및평가및실기, 초등학생
심리상담및실기, 초등간학문교육및실기

전
공
교
육8

국
어

38 필
수

중국사상사개요, 중국문화개론, 고대한어, 중국현당대문학, 중
국고대문학Ⅰ·Ⅱ, 외국문학, 현대한어, 아동문학개론, 텍스트해
독과문학감상, 습작기초와아동문학창조, 초등어문교육과정기준
과교재분석, 한자학과한자교수, 어문실용과실기, 초등국어수업
설계와실기

14 선
택 아동희곡의창작과연출, 현당대산문 등 13개 과목에서 택6

수
학

38 필
수

확률기초, 고등대수Ⅰ·Ⅱ, 대학물리, 공간해석기학, 수학분석
Ⅰ·Ⅱ, 초등수론, 수학사, 초등수학교육과정기준과교재분석, 초
등수학시합지도1, 초등수학연구, 초등수학교수사례연구, 초등
수학수업설계와실기

14 선
택 미적분방식, 수학독해 등 16개 과목에서 택6

영
어 38 필

수

기초영어Ⅰ·Ⅱ·Ⅲ·Ⅳ, 고급영어1, 영어범독Ⅰ·Ⅱ, 영어시청Ⅰ·
Ⅱ, 영어낭독, 번역, 영어음운론, 영어습작, 영어어법, 초등영
어교사구어, 영어아동문학선독, 영어교육과정기준및교재분석, 
초등영어효율교수법, 초등영어교수사례연구, 초등영어수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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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실기

14 선
택 영어독해, 영미문학 등 11개 과목에서 택6

과
학

38 필
수

고등수학Ⅰ·Ⅱ, 대학물리Ⅰ·Ⅱ, 대학화학Ⅰ·Ⅱ, 생물학Ⅰ·Ⅱ, 
지구과학, 천문학개론, 야외종합실천, 과학기술사, 과학방법론, 
과학기술설계와제작, 과학기술모형제작과훈련, 과학실험연구Ⅰ
(물리, 지리), 과학실험연구Ⅱ(생물, 화학), 초등과학교육과정
기준및교재분석, 초등과학학습심리학, 초등과학수업설계및실기

14 선
택 여행지리, 환경주제연구 등 11개 과목에서 택6

정
보
기
술

38 필
수

고등수학Ⅰ·Ⅱ, 데이터기술및응용, 멀티미디어기술및응용, 촬
영기초, 컴퓨터인터넷기초및응용, 촬영및비선영편집, 컴퓨터원
리및운용체제, 컴퓨터조립및유지, 학교인터넷응용관리및유지, 
마이크로컴퓨터원리및응용, 애니메이션제작, 정보기술교육과정
기준및교재분석, 정보화교수자원설계및제작Ⅰ, 초등정보기술수
업설계및실기

14 선
택

교육데이터프로세싱, 웹프로그래밍디자인 등 15개 과목에서 
택6

음
악

38 필
수

예술개론, 음악이론, 화음Ⅰ·Ⅱ, 음악형식, 시청실기Ⅰ·Ⅱ·Ⅲ·
Ⅳ, 무용Ⅰ·Ⅱ·Ⅲ, 성악Ⅰ·Ⅱ·Ⅲ·Ⅳ, 피아노Ⅰ·Ⅱ·Ⅲ·Ⅳ, 중국음
악사, 서양음악사, 피아노즉흥반주, 동요교수예술, 초등음악교
육과정기준및교재분석, 피아노반주와병창, 동요창작, 초등음악
수업설계및실기

14 선
택 중국근현대음악, 초등음악교육연구 등 19개 과목에서 택6

미
술

38 필
수

예술개론, 색감Ⅰ·Ⅱ, 서예기초, 중국화1, 디자인기초, 중국미
술사, 해외미술사, 예술실기, 소묘, 스케치ⅠⅡ, 디지털회화및
디자인2, 초등미술교육과정기준및교재분석, 약화ⅠⅡ, 초등미
술학습심리, 초등미술수업설계및실기

14 선
택 서예및전각, 판화 등 13개 과목에서 택6

발전
과정 10 선

택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영어, 초등과학, 종합실천활동, 초등
교육기술, 초등미술, 초등서예, 초등음악, 초등학생심리상담, 
초등도덕교육, 전통문화교육, 담임교사직무(13개모듈택1)

B

전
공
교
육
9)

문
과

48.
5

필
수

현대한어2-1, 현대한어2-2, 중국현당대문학3-1, 중국현당대
문학3-2, 중국현당대문학3-3, 중국고대문학4-1, 중국고대문
학4-2, 중국고대문학4-3, 중국고대문학4-4, 고대한어2-1, 고
대한어2-2, 붓펜서예, 문학개론
아동문학2-1, 아동문학2-2, 초등국어교수론, 초등국어수업설
계와실시, 초등국어수업사례연구 

이
과

48.
5

필
수

해석기하, 수학분석4-1, 수학분석4-2, 수학분석4-3, 수학분석
4-4, 고등대수2-1, 고등대수2-2, 보통화학2-1, 보통화학2-2, 
보통물리2-1, 보통물리2-2, 생명과학2-1, 생명과학2-2 초등
과학모듈과 초등수학모듈(택1)

영
어

48.
5

필
수

기초영어4-1, 기초영어4-2, 기초영어4-3, 기초영어4-4, 영어
음성학2-1, 영어음성학2-2, 영어독해지도3-1, 영어독해지도
3-2, 영어독해지도3-3, 영어말하기2-1, 영어말하기2-2, 고급
영어3-1, 고급영어3-2, 고급영어3-3, 영어기초습작, 고급영어
습작, 시청각2-1, 시청각2-2，영어어법기초2-1, 영어어법기
초2-2, 영어방송2-1, 영어방송2-2, 영어권사용나라개관, 영어
언어학개론, 초등영어교수법, 초등영어수업설계및실천, 초등영
어우수교사교수연구

발전
과정 15 선

택

초등국어교육모듈, 초등수학교육모듈, 초등과학교육모듈, 초등
영어교육모듈, 초등문학교육모듈, 초등과학기술교육모듈(각 모
듈에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서 자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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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
전공
교육

57.
5

필
수

프로그램디자인기초3, 전공입문, 교육개론, 심리학기초, 중외
교육가사상특집, 아동학, 교사구어, 글쓰기, 무용1, 음악1, 미
술1, 문학기초, 아동문학, 인류와자연, 인류와사회, 아동심리
학, 초등학생인지와학습, 교육과정이론, 초등학습원리및실천, 
초등교육연구방법, 한어통론, 중외문화사, 수학기초, 초등수학
사상방법(중문, 수학방향에 한정함)

전
공
교
육
10)

국
어 18 필

수
한자학기초, 중외시가(诗歌)선독, 중외산문선독, 중국소설명작
선독, 외국소설명작선독, 우화신화선독 

수
학 18 필

수
수학사, 대학수학, 초등수론, 초등수학모델링, 초등수학문제해
결연구, 초등수학사례분석

영
어 18 필

수
영어듣기, 영어음운, 실용영어어법, 초등영어교사구어, 영문습
작, 영어동요및표현

D

교과
전공
교육

41 필
수

현대국어, 초등수학연구, 자연과학개론, 사회과학개론, 담임교
사직무, 학급관리예술, 초등수학교육과정과교재분석, 초등국어
교육과정과교재분석, 초등수학수업설계와실시, 초등국어수업설
계와실시, 초등품덕생활교육과정과교수법, 초등심리건강교육, 
초등종합실천활동설계와실시, 코스웨어제작, 초등수업능력, 초
등교사언어능력, 초등교사서예회화능력, 초등교사서예능력실천

11 선
택

수학모듈(수학교육사, 수학사유방법, 수학학습심리, 확률과통
계)4학점이수
어문모듈(아동문학, 고대문학, 현대문학, 외국문학, 국어학습심
리)4학점이수
발전모듈(현대교육기술, 초등교육, 교수개혁사례분석, 사회과
학데이터분석방법, 초등영어교수, 초등예술교수, 초등건강과안
전, 초등학생종합소양평가연구, 초등교육행위관찰과분석, 음
악, 미술, 교사매너, 학습도구제조, 교육철학, 교육원리, 교육
평가, 교육통계, 교사심리학, 학교관리, 학교심리학직무실천) 
3학점이수

발전
과정 15 선

택
교육학전공,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과목에서 자유선택

E

교과
전공
교육

23 필
수

초등심리건강교육, 학교단체심리상담, 초등학급관리, 초등교육
관찰지도, 초등과학기초및종합실천, 초등국어교육과정및교수
법, 초등국어마이크로티칭, 초등수학교육과정및교수법, 초등수
학마이크로티칭, 초등교사전문성발전, 초등교육개혁

12 선
택

피아노, 교육윤리학, 변태심리학, 확률통계, 성악, 심리진단및
테스트, 생활속의심리학, 강연, 합창및지휘, 가정교육학, 인격
심리학, 심리상담치료, 실용교사예절 

발전
과정 8

선
택
(3
택
1)

중문모듈(초등학생작문지도, 아동문학, 습작, 국학독해)

수학모듈(수학사상방법, 초등수론, 해석기하, 초등수학연구)

교육학모듈(교육통계및측정, 초등비교교육, 교육사회학, 현대
교육평가)

F

일반
전공
교육

40 필
수

교육학원리, 중국교육사, 해외교육사, 교사직업도덕및전공발
전, 초등교육심리학, 초등교육연구방법, 초등교육과정론, 초등
심리학, 초등도덕교육론, 초등위생보건, 일반심리학, 초등종합
실천활동설계, 초등반급관리, 수업관찰및평가, 마이크로티칭과
수업설계, 교사직업기본능력

11 선
택

사회심리학, 인체해부생리학, 교육문화, 초등학생단체심리상
담,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관리학, 초등교사언어미학, 초
등수업설계, 중외교육명작독해지도, 비교교육학, 아동드로잉, 
경필서예, 서예, 초등교육통계및측정, 컴퓨터보조교수, 아동철
학과교육, 가정교육학

교과
전공
교육

5 선
택

국어모듈(초등국어교육과및교과서분석, 초등교육과정및교수론, 
교과서창작및표현, 초등국어수업사례연구, 초등한자교수및지
도, 초등독해교수및지도, 초등작문교수및지도, 초등작문교수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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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학모듈(고등대수, 해석기하, 초등수론, 초등수학올림피아드
지도, 초등수학교육과정및교수론, 초등수학수업사레연구, 초등
수학교육과정및교재분석, 수학적사유방법)

2

예술체육모듈(음악이론, 피아노연주와감상, 아동댄스, 초등음
악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미술교육과정과교수론, 종이접기예
술, 중외미술사, 미술작품감상, 초등체육교육과정과교수론, 체
육기초)

2 사회과학모듈(사회과학기초, 자연과학기초, 초등과학(생물)교
육과정, 초등과학(지리)교육과정)

2
영어모둘(영어서예, 영어낭독, 영미문화기초, 영어동요와표현, 
초등영어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영어교육과정과교재분석, 초등
영어수업사례연구)

G

교
과
전
공
교
육
11)

문
과

52 필
수

교사구어, 글쓰기, 학교실용미술, 음악이론및시창연습, 영어시
청학, 음성훈련및보건, 영어번역과학과기술, 인류사회, 현대한
어, 아동문학, 외국문학, 습작, 중국고대문학, 문화명작독해, 
한자문화, 문학개론, 중국현대문학, 경전낭독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재연구, 초등국어수업설계

10 선
택

아동문학명작선독, 아동문학과초등국어교육, 주자선독, 문화인
류학, 아동도시문화, 매체문화, 심미교육학, 언어교수학개론, 
교사전문습작, 논리학(10학점이수)

이
과

52 필
수

교사구어, 글쓰기, 학교실용미술, 음악이론및시창연습, 영어시
청학, 음성훈련및보건, 영어번역중외문화사, 인류와자연, 물리
학기초, 과학발전사, 미적분, 초등수론, 실수와급수, 선형대수
와해석기하, 확률론, 수학사상방법, 수학문화
초등수학교육과정과교수법, 초등수학임상사례연구

10 선
택

초등수학연구, 이산수학, 조합수학, 초등수학올림피아드지도, 
초등과학기술활동설계와지도, 동식물분류, 생활화학, 확률통계
(10학점이수)

H

일반
전공
교육

34.
5

필
수

교사구어, 서예, 소트프웨어사용, 초등학급관리, 초등학생품덕
발전과도덕교육, 초등학생심리상담, 인류및자연, 인류및사회, 
초등국어교수학개론, 초등교수학개론, 초등종합실천활동, 음악
기초, 미술기초, 담임교사및가정교육지도, 초등학생율동, 교사
기본행위규범

4 선
택

다원읽기쓰기능력, 교사전문성발전, 교육과정설계및평가, 초등
학생심리연구, 선형대수, 확률통계,초등영어교수및연구,교육정
책법규, 체육및게임, 교육철학(4학점이수)

교과
전공
교육

18 필
수

초등국어(아동문학, 한어기초, 습작, 중외문학작품선, 초등한자
기초및글쓰기지도, 초등컨텐츠독해교수법, 초등구어소통및작문
교수)
초등수학(고등수학기초2, 초등수학교재연구, 초등수학사유방
식, 수학문화교육, 과학교육)

I

교과
전공
교육

47 필
수

현대한어, 아동문학, 중국현당대문학, 중국고대문학, 습작, 고
대국어, 고등수학, 선형대수, 해석기하, 초등수론과응용, 자연
과학발전기초, 대학물리, 대학화학, 생리위생과아동건강, 생명
과학지도, 음악기초Ⅰ, 음악기초Ⅱ, 무용기초Ⅰ, 무용기초Ⅱ, 
스케치, 색감

6 선
택

음악모듈(피아노와성악Ⅰ, 피아노와성악Ⅱ, 합창과지휘)
미술모듈(무용리허설, 모용창작, 중국민족무용)
서예모듈(해서(楷书)Ⅰ, 해서Ⅱ, 서예창작)

발전
과정 13 필

수

어문모듈(외국문학, 중국고대문학작품선독, 중국현당대문학작
품선독,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국어수업설계, 초등국
어교수실기훈련)
수학모듈(확률통계, 초등수학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수학교수
기능훈련, 수학사유와문제해결방법, 초등수학교수와연구, 초등
수학올림픽아드지도)
과학모듈(물리와문화, 음식과건강, 화학과사회, 자연과지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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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학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과학실험과실기훈련)

7 선
택 (교육정책및법규 등 44개 과목 중 자유선택)

J

일반
전공
교육

42 필
수

자연과학개론, 초등교육기초, 교사직업도덕, 아동발달, 초등학
생인지와학습, 초등학생품덕발전과도덕교육, 교육과정설계와평
가, 아동교육학개론, 교육연구방법론, 학급관리, 아동영양과보
건, 초등학생심리상담, 초등우수교사강연, 교사구어Ⅱ, 서예기
초Ⅱ, 수공예Ⅰ, 수공예Ⅱ, 간체화, 음악교육, 미술교육, 아동
극표현, 코스웨어제작

교
과
전
공
교
육
12)

국
어

28.
5

필
수

고대한어, 현대한어Ⅰ, 현대한어Ⅱ, 중국고대문학Ⅰ, 중국고대
문학Ⅱ, 중국현당대문학Ⅰ, 중국현당대문학Ⅱ, 문학개론, 창의
습작,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국어수업연구, 초등수학
과정과교수론 

수
학

28.
5

필
수

수학분석Ⅰ, 수학분석Ⅱ, 고등대수, 해석기하, 확률과수리통계, 
초등수론, 수학사, 초등수학문제해결방법, 초등수학과정과교수
론, 초등수학수업연구,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수론

수
학
과
학

28.
5

필
수

수학분석Ⅰ, 수학분석Ⅱ, 고등대수, 해석기하, 확률과수리통계, 
초등수론, 물리학특강, 생물학특강, 화학특강, 지구과학특강, 
초등수학문제해결방법, 초등수학과정과교수론, 초등과학교육과
정과교수론

영
어

28.
5

필
수

종합영어Ⅰ, 종합영어Ⅱ, 종합영어Ⅲ, 종합영어Ⅳ, 영어듣기Ⅰ, 
영어듣기Ⅱ, 고급영어Ⅰ, 고급영어Ⅱ,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독해Ⅲ,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영어기초습작, 초등영어
과정과교수론, 초등영어수업연구

발전
과정 29 선

택

대학원모듈, 교육행정모듈(3학점이수), 교육연구모듈(3학점이
수), 예술모듈(5학점이수), 컴퓨터응용(2학점이수), 어문모듈(4
학점이수), 수학모듈(4학점이수), 영어모듈(4학점이수), 과학모
듈(4학점이수) 

K

일반
전공
교육
교육

18 필
수

초등교육심리학, 초등학급관리, 초등교육과정및교수법, 초등과
학연구방법, 초등교사구어, 정보기술교육과정및통합, 종합실천
활동설계및학교교육과정개발, 교사서예, 한자글쓰기, 음악기
초, 미술기초, 체형훈련

8 선
택

리더십교육, 교육사회학, 비교교육학, 중외교육사, 교육명작선
독, 중국교육사상, 서양현대교육사상, 초등교실관리, 

교
과
전
공
교
육
13)

국
어

26 필
수

고대한어, 현대한어, 문학이론, 중국문화개념, 중국고대문학Ⅰ, 
중국현당대문학Ⅰ, 중국현당대문학2, 아동문학, 외국문학, 초
등국어교육과정및교육론, 초등교실수업실기훈련, 도덕과법치, 
교육과정과교수법

9 선
택 12택1

수
학

26 필
수

고등수학Ⅱ, 선형대수, 확률과수리통계, 초등수론, 초등수학교
육과정과교수론, 초등교실수업실기훈련, 초등과학교육과정과교
수론

9 선
택 11택1

영
어

26 필
수

음운론, 영어스피킹Ⅰ, 영어스피킹Ⅱ, 영어듣기Ⅰ, 영어듣기Ⅱ, 
종합영어Ⅰ, 종합영어Ⅱ, 초등영어교육과정과교수론, 초등교실
수업실기훈련

9 선
택 13택1

발전
과정 4 선

택

미술서예모듈(5택1)
음악무용모듈(4택1)
정보기술모듈(4택1)

L 교과
전공 62 필

수
자연과학기초, 사회과학기초, 현대한어, 고대한어, 독해와습작, 
초등국어교육과정과교재연구, 초등국어수업설계와사례분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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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대학은 초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국어, 수학, 영어, 과
학, 정보기술, 음악, 미술 7개 방향에서 한 가지 선택한다.

9) 이 대학은 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문과, 이과, 영어 3방향에
서 한 가지 선택한다.

10) 이 대학은 초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국어, 수학, 영어 3방
향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11) 이 대학은 초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문과방향과 이과방향 
에서 한 가지 선택한다.

12) 이 대학은 초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국어, 수학, 수학과학, 
영어 4방향에서 한 가지 선택한다.

13) 이 대학은초등교사를  분과적으로 양성하되 예비 초등교사는 국어, 수학, 영어 3방
향에서 한 가지 선택한다.

교육

학기초Ⅰ, 수학기초Ⅱ, 초등수학교육과정과교재연구, 초등수학
수업설계와사례분석, 종합영어Ⅰ, 종합영어Ⅱ, 초등영어교육과
정과교재연구 초등영어수업설계와사례분석, 초등종합실천활동
설계와지도, 초등품덕과생활교육과정해석과수업설계, 체육과건
강교육과정해석과수업설계, 미술기초와감상Ⅰ, 미술기초와감상
Ⅱ, 수공설계와응용, 미술종합과탐색, 음악이론, 음악작품감상, 
성악과창작, 악기변주와창작, 무용기초이론과감상, 무용실기
Ⅰ, 무용실기Ⅱ, 아동무용창작

M

일반
전공
교육

33 필
수

전공학습지도, 아동발달과교육심리학, 초등비교교육, 초등국어
과정과교수론, 초등수학과정과교수론, 초등영어과정과교수론, 
초등종합실천활동설계와실시, 학급관리와담임직무, 초등학생행
위관찰과지도, 음악기초와감상, 무용기초와창작, 미술기초와감
상, 수업설계, 마이크로티칭이론과실천

교과
전공
교육

18 선
택

초등국어교육모듈, 초등수학교육모듈, 초등영어교육모듈(3모듈 
중 택1)

발전
과정 22 선

택
교사교육모듈(16학점이수), 교육연구모듈, 교육관리모듈(2모듈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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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영역별 
교과목 개설 현황

1.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양과정 교과목 개설 현황
대
학 구분 학점 하위영역 과목명

가
필수 24

인문학 삶과철학의이해, 동양철학과비판정신(택1)
고전과정치사상, 정치와윤리(택1)

어문학 언어생활의관찰과이해, 문학과독서로본세상(택1) 
글쓰기와대학생활, 체험과작문(택1)

사회
과학 한국의역사와문화, 지구화시대의새로운세계사(택1)

자연
과학

현대수학의기초
자연과학의 이해, 현대과학의이해(택1)

체육 운동과웰니스, 운동과건강디자인(택1)

영어 영어말하기, 영어쓰기(택1) 
수업영어실습 

컴퓨터 정보과학의이해, 소프트웨어사회(택1) 

선택 10 인어문학(8택1), 사회과학(5택1), 자연과학(5택1), 생활과학예술(4택1), 
창의융합교육(2택1)

나

필수 25

인성
기독교와세계
공존과협력의유토피아, 관계의미학:사랑과윤리, 나눔리더십, 
나눔의인간학, 청춘의자기이해, 호모엠파티쿠스:소통·공감·신뢰(택1)

사고와
표현 우리말과글쓰기, 고전읽기와글쓰기

글로벌
의사소통

고급영어, 대학영어

중국어Ⅰ, 중국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독일어Ⅰ, 독일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6영역택1, 4학점이수)

선택 10 창의
융복합

문학과언어(20택1), 표현과예술(26택1), 역사와철학(21택1), 
인간과사회(41택1), 과학과기술(33택1)
융합기초(18택1)

다

필수 8 기초역량 영어커뮤니케이션, 정보과학기술, 신체표현활동, 교사화법

선택 23
학문
역량 인문사회(3택1,3택1, 2택1, 6택1)과학수학(3택1, 3택1, 4택1)

창의역량 창의선택Ⅰ, 창의선택Ⅱ, 경인중점

라 필수 22

인문과학 철학의이해, 우리말과표현

자연과학 수학의기초, 생활과역사속의과학, 물질과생명현상의이해

체육·예술 음악의기초이론, 조형의세계, 건강과스포츠

생활정보
과학 미래사회와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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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영어발음및말하기연습

선택 12 인문과학. 사회과학, 생활정보과학

마
필수 13

성찰과
통찰 철학개론, 현대사회의윤리

공감과
소통

국어생활과문화탐구, 영작문및프리젠테이션, 시사영어
토론 

탐구와
융합 자연과학개론

창의와
표현 신체표현과움직임탐색

선택 19 성찰과통찰(7택1, 8택1, 8택1), 공감과소통(3택1)
탐구와융합(3택1, 3택1, 5택1) 창의와표현(5택1) 

바

필수 5
인성 교원인성Ⅰ, 교원인성Ⅱ

역량 안전, 소통·상담(3학점이수)

선택 18 융합
창의·융합(30택1) 인간과삶(48택1) 사회와문화(98택1) 
자연과과학(52택1)
예술과스포츠(43택1)

사
필수 28

인문학/
영어 철학의이해, 국어이해, 국어표현, 생활영어Ⅰ, 생활영어Ⅱ 

사회과학
/역사 인간과경제, 지리공간의이해, 한국사의이해

자연과학
/수학 자연과학의이해, 수학의기초

정보과학 컴퓨터개론및실습Ⅰ, 컴퓨터개론및실습Ⅱ

선택 12 철학·윤리(6택1), 어·문학(3택1), 사회과학(5택1), 자연과학/수학(6택1), 
산업기술/가정(5택1), 스포츠(10택1)

아
필수 26

인문과학 철학의이해, 현대사회와교작윤리, 대학국어, 영어듣기말하기, 
영어읽기쓰기

사회과학 한국사, 생활과경제

자연과학 수학의이해, 과학의탐구

생활정보 간강과스포츠, 정보사회와컴퓨터

선택 12 인문과학(6택1, 3택1) 사회과학(4택1, 4택1), 자연과학(5택1), 
생활정보(4택1) 

자

필수 26

인문사회
과학

대학작문, 교사화법, 경제학의이해, 한국사의이해, 철학의세계, 
현대사회와윤리 

자연과학 수학, 지식정보사화와컴퓨터, 자연과학의 이해Ⅰ, 
자연과학의이해Ⅱ

체육 건강과스포츠Ⅰ, 건강과스포츠Ⅱ

외국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선택 9
인문사회

과학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17택1), 자연과학(14택1), 예술(13택1)

차
필수 31

도구영역 독서와작문, 영어, 영어회화·교실영어, 정보사회와 컴
퓨터Ⅰ·Ⅱ, 건강과스포츠 Ⅰ·Ⅱ

지식의
형식영역

철학개론, 현대사회와윤리, 한국사와세계문화사, 경제
질서와국제관계, 자연과학개론, 수학의이해

선택 13 인문학(7택1), 사회과학(7택1), 자연과학(6택1), 어문학(6택1), 예
술(4택1)

카 필수 14
인문 철학과윤리의이해, 사고와표현

사회 역사이해, 세계경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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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교직과정 교과목 개설 현황
대
학

영역
명칭

구
분

학
점 과목명

가

교직
이론

필
수 10 교육의역사·철학적기초, 교육과정과수업, 아동발달과학습, 

교육과사회, 학교와학습경영, 

선
택 2 유아및초등교육의이해, 교육공학, 교육평가측정(택1)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아동의이해, 생활지도와상담, 교직실무

교육
실습

필
수 4 관찰실습(P/F), 참가실습, 운영실습, 종합실습

나 교직
이론

필
수 12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
육철학및교육사, 교육평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및교육경
영, 상담과생활지도(택6)

선 0

자연 수학의이해, 멀티미디어활용교육

외국어 생활영어

선택 17 인문(6택1, 5택1, 5택1), 사회(5택2), 외국어(3택1), 예체능(7택1) 

타 필수 30

인문학

철학의이해

한국사회와통일, 북한사회론, 학교통일교육론 (택1) 
현대사조, 미학, 사회윤리, 다문화사회윤리, 한국사상, 
현대사회와전통윤리, 어린이 철학, 교직윤리, 논리와표현, 
정보사회윤리와저작권법, 연구윤리와연구윤리교육, 다문화와 
통일교육 (택1) 

어문학
언어와 문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택1)  
정서법, 영상문학, 화법, 아동문학, 고전이해, 논술, 다문화와 
한국어교육 (택1)

사회과학

과학의 탐구

수학의 이해, 이야기 수학사 (택1)
지구과학의 이해, 에너지와 생활, 환경과학교육, 물질의 
세계, 생명현상의 이해 (택1) 

정보과학 정보과학과활용, 디지털정보응용(택1)
소프트웨어와프로그래밍언어, 교육용프로그래밍언어(택1)

외국어 생활영어Ⅰ, 시사영어Ⅰ(택1) 
생활영어Ⅱ, 시사영어Ⅱ(택1)

체육 건강과스포츠, 게임활동(택1)

파 선택

      
     
30   
  

학문기초
글쓰기
논리와비판적사고, 수와논리(택1)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전공탐색

인문계기초(윤리·국어택1), 사회계기초(사회), 

자연과학기초(수학·과학택1, 실과·컴퓨터택1), 

예체능계기초(체육·음악미술택1) 

전인교양

언어와문학, 역사와철학(5택1), 사회와문화(필수), 

자연의이해(필수), 예술과건강(5택1), 

인성과융복합사고(2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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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교직
소양

필
수 6 교육현장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
실습

필
수 5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다

교직
이론

필
수 8 교육의이해와교육심리, 교육과정과수업, 교육사회학, 교육행

정과학교경영

선
택 4 교육철학, 교육사(택1), 교육공학, 교육평가(택1)

교직
소양

필
수 8 특수아동의이해, 생활지도와상담, 교직실무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봉사(P/F), 참관실습, 수업실습, 수업·실무실습

라

교직
이론

필
수 10 교육사·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과수업, 교

육행정학

선
택 3

교육연구방법과연구윤리, 미래교육탐구, 교육평가, 교육방법가
교육공학, 교육법, 창의적체험활동이론, 초등교육의이해, 생활
지도및상당(택1)

교직
소양

필
수 6 교직과교사,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특수교육의이해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봉사활동(P/F), 참관실습, 수업실습, 종합실습

마

교직
이론

필
수 8 초등교육의원리,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직실무

선
택 4 교육사회학, 교육방법및공학, 초등교사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통합학급운영(택2)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아동의이해, 교육철학및교육사, 생활지도와상담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실습Ⅰ(P/F), 교육실습Ⅱ, 교육실습Ⅲ, 교육실습Ⅳ, 교

육봉사실습(P/F), 특성화프로그램(P/F)

바

교직
이론

필
수 0

선
택 12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
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및경영, 생
활지도(6과목이상이수)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초등교육참관실습(P/F)

사

교직
이론

필
수 10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교육경영

선
택 2 교육평가, 교육연구방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생활지도, 교

육학개론(택1)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교육
실습

필
수 4 실습Ⅰ(P/F), 실습Ⅱ, 실습Ⅲ, 실습Ⅳ(P/F)

아 교직
이론

필
수 2 교육학개론

선
택 12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택2)
교육과정, 교육평가, 생활지도와상담(택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평생교육, 교육방법및교육공학(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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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아동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
실습

필
수 4 참관Ⅰ(P/F), 참관Ⅱ(P/F), 수업실습, 수업·실무실습

자

교직
이론

필
수 13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

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선
택 0

교직
소양

필
수 7 생활지도및상담, 교육행점및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교육
실습

필
수 4 참관실습(P/F), 논어촌및도서벽지체험실습(P/F), 학습지도실

습, 교육실습Ⅰ, 교육실습Ⅱ

차

교직
이론

필
수 8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심리

선
택 4 교육핵정및교육경영, 교육사회(택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평가(택1)

교직
소양

필
수 6 생활지도및상담,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교육
실습

필
수 4 참관실습Ⅰ(P/F), 참관실습Ⅱ(P/F), 농어촌실습, 수업실습Ⅰ, 

수업Ⅱ·실무실습, 교육봉사(P/F)

카

교직
이론

필
수 10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

사회

선
택 4 교육철학및교육사, 유아교육(택1) 

교육연구및통계,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평가(택1)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및상담

교육
실습

필
수 4 참관실습(P/F), 수업실습, 실무실습, 교육봉사실습(P/F)

타

교직
이론

필
수 8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

영교육철학및교육사, 

선
택 4 생활지도및상담(택1)

교육평가, 교육사회(택1)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봉사실습(P/F), 참관실습, 수업실습Ⅰ, 수업실습Ⅱ, 실

무실습

파

교직
이론

필
수 10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행정및교육경영, 다문화교육의이

론과실제교육철학및교육사

선
택 2 교육과정과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생활지도및상담, 

교육사회및평생교육(택1)

교직
소양

필
수 6 특수교육학개론, 교사와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이론과실제

교육
실습

필
수 4 교육봉사활동(P/F),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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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초등교사 양성 대학 전공과정 교과목 개설 현황
대
학

영역
명칭

학
점

구
분 과목명

가

교과
교육 50 필

수

초등도덕교육론, 초등도덕교육의실제, 초등국어교육의이해, 
초등국어교육의실제및한자경필판서지도, 사회과교육개론, 사
회과교육방법, 초등수학교육의이해, 초등수학교육의실제, 초
등과학교육론, 초등과학교육의실제, 초등과학탐구교육, 초등
체육교과교육론, 가창교육론, 초등국악교육론, 피아노교육론, 
초등음악지도법, 음악교재연구, 초등미술교육론, 미술과교재
연구및교수법, 생활과학과창의융합교육Ⅰ, 생활과학과창의융
합교육Ⅱ, 초등영어교육론, 초등영어지도법, 초등ICT교육교
재연구, 초등ICT교육방법론

창의적
체험
활동

2 필
수  통합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실기 12 필

수
체육실기지도Ⅰ(육상,체조), 체육실기지도Ⅱ(게임,무용), 음악
실기지도Ⅰ, 음악실기지도Ⅱ, 미술실기Ⅰ, 미술실기Ⅱ

심화
과정

8 필
수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

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생활과학교육, 초등교육, 영어교
육, 컴퓨터교육, 유아·특수교육과(13택1)12 선

택

나

교과
교육

17 필
수

초등과학기초이론, 초등국어기초이론, 초등사회기초이론, 초
등수학기초이론; 통합교육과정; 초등실과교육

13 선
택

초등영어기초이론, 초등영어교육방법, 초등과학교육방법, 초
등국어교육방법, 초등사회교육방법, 초등수학교육방법, 초등
종교및도덕기초이론, 초등종교및도덕교육방법, 초등안전교육

초등
교육학

9 필
수 초등교육과정, 초등교과교육론, 초등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12 선
택

초등교육론, 아동문학, 아동발달과교육, 초등컴퓨터교육, 초
등교육현장연구, 초등실과교육, 다문화교육의이론및실제, 아
동과가족관계이해, 초등학교학급문화및경영, 열린교육의이해, 
창의성교육방법, 초등교과논리및논술, 초등교육행정및경영초
등사회교육과정개발, 학교변화와학교중심책임경영, 교사교육
연구동향, 인성교육세미나, 초등교실수업담화분석, 초등교육
과정구성및개발, 초등수학교육과문제해결연구

교과
실기 6 필

수
초등체육교육및실기, 초등미술교육및실기, 
초등음악교육및실기

다

교과
교육 47 필

수

교과교육론Ⅰ(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생활과학, 영어) 
교과교육론Ⅱ(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생활과학, 영어)
통합교과교육론

창의
적체
험활
동

1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교육론

교과
실기

19 필
수

체육교육실기Ⅰ, Ⅱ; 음악교육실기Ⅰ, Ⅱ; 미술교육실기Ⅰ, 
Ⅱ 
생활과학교육실습, 소프트웨어교육, 영어지도실습

2 선
택 음악선택실기, 미술교육실기(택1)

심화
과정 18 선

택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생활과학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특수(통합)교육, 교육학과(14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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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과
교육 49 필

수

초등도덕교육Ⅰ·Ⅱ, 초등국어교육Ⅰ·Ⅱ, 초등사회과교육Ⅰ·Ⅱ, 
초등수학교육Ⅰ·Ⅱ, 초등과학교육Ⅰ·Ⅱ, 초등실과교육Ⅰ·Ⅱ, 
초등음악교육Ⅰ·Ⅱ, 초등미술교육Ⅰ·Ⅱ, 초등체육교육Ⅰ·Ⅱ, 
초등영어교육Ⅰ·Ⅱ, 초등컴퓨터교육Ⅰ·Ⅱ, 통합교과교육론

창의적
체험
활동

2 선
택 창의적체험활동(31택1)

교과
실기 12 필

수
음악실기Ⅰ·Ⅱ, 미술실기Ⅰ·Ⅱ, 체육실기Ⅰ·Ⅱ, 교실영어실기
Ⅰ·Ⅱ, Computational Thinking을 활용한 문제해결

심화
과정 21

필
수
·
선
택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실과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학교육(12택1)

마

교과
교육 45 필

수

도덕과교육Ⅰ·Ⅱ, 국어과교육탐구, 국어과교수학습방법론, 사
회과교육의기초, 사회과교육의실제, 초등수학교육의이해, 초
등수학교수법탐구, 초등과학교육론, 초등과학교재연구, 체육
교재연구, 체육교수법, 음악교육Ⅰ·Ⅱ, 미술교육론, 초등미술
교육과정론, 실과교재연구론, 실과교수학습론, 초등영어교수
법, 초등영어수업실습, 통합교과운영

창의적
체험
활동

2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운영 

교과
실기

14 필
수

음악실기Ⅰ, 미술실기Ⅰ, 체육실기Ⅰ,
교실영어실습, 코스웨어프로그래밍, 컴퓨터교육론, 교사실용
영어

2 선
택 체육실기Ⅱ, 음악실기Ⅱ, 미술실기Ⅱ(택1)

심화
과정 18

필
수
·
선
택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
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과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초등교육(12택1)

바

초등
교육 9 필

수
초등교육론, 아동발달의교육적이해, 초등교직및교과논술특강, 
교육과정기반초등수업설계

교과
교육 38 필

수

초등교육론(과학, 미술, 사회, 체육, 영어, 실과, 국어, 도덕, 
수학, 음악, 통합교과), 초등교육방법론(과학, 미술, 사회, 체
육, 영어, 실과, 국어, 도덕, 수학, 음악, 통합교과)
초등컴퓨터활용의실제, 초등안전교육실습및실기

창의적
체험
활동

1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실기 12 필

수
음악실기Ⅰ·Ⅱ·Ⅲ, 미술실기Ⅰ·Ⅱ·Ⅲ, 체육실기Ⅰ·Ⅱ·Ⅲ, 음악
실기심화, 체육실기심화, 미술실기심화

심화
과정 21 선

택
초등도덕, 초등국어, 초등사회, 교육학,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11택1)

사 교과
교육 51 필

수

초등도덕과교육론, 초등도덕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국어과
교육론, 초등국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사회과교육론, 초
등사회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수학과교육론, 초등수학과교
재연구및지도법; 초등과학과교육론, 초등과학과교재연구및지
도법; 초등실과교육론, 초등실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체육
과교육론, 초등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음악과교육론, 초
등음악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미술과교육론, 초등미술과교
재연구및지도법; 초등영어과교육론, 초등영어과교재연구및지
도법; 초등컴퓨터교육론, 통합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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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
활동

2 필
수 특별활동운영

교과
실기

8 필
수 체육실기Ⅰ·Ⅱ, 음악실기Ⅰ·Ⅱ, 미술실기Ⅰ·Ⅱ, 영어실습Ⅰ·Ⅱ

3 선
택 체육실기Ⅲ, 음악실기Ⅲ, 미술실기Ⅲ

심화
과정

15 필
수 국어교육, 윤리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실과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영어교육, 교육학, 
컴퓨터교육(12택1)선

택6

아

교과
교육 45 필

수

도덕과교육론, 도덕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국어과교육론, 국어
과교재연구및지도법; 사회과교육론, 사회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학과교육론, 수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과학과교육론, 과학
과교재연구및지도법; 실과교육론, 실과교재연구및지도법; 체
육과교육론,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음악과교육론, 음악과교
재연구및지도법; 미술과교육론, 미술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
어과교육론, 영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통합교과교육론

창의적
체험
활동

1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

6 선
택

한자교육, 어린이글짓기지도, 아동과소비자교육, 
초등환경교육의실제, 초등과학실험의실제, 발명과문제해결, 
생활과건강, 학급관리시스템, ICT 활용수업, 초등안전교육

교과
실기

8 필
수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실기, 교실영어

2 선
택

국악실기연습, 미술실기연습, 체육실기연습, 
영어회화연습(택1)

심화
과정

12 필
수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과, 실과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초등
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12택1)9 선

택

자

교과
교육 49 필

수

도덕과교육Ⅰ·Ⅱ, 국어과교육Ⅰ·Ⅱ, 사회과교육Ⅰ·Ⅱ, 수학과
교육Ⅰ·Ⅱ, 과학과교육Ⅰ·Ⅱ, 체육과교육Ⅰ·Ⅱ·Ⅲ, 음악과교육
Ⅰ·Ⅱ·Ⅲ, 미술과교육Ⅰ·Ⅱ·Ⅲ, 실과교육Ⅰ·Ⅱ, 영어과교육Ⅰ·
Ⅱ, 컴퓨터과교육Ⅰ·Ⅱ,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3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지도론

선
택 13개 교과목 중 택1

교과
실기 6 필

수 음악실기Ⅰ·Ⅱ, 미술실기Ⅰ·Ⅱ, 체육실기Ⅰ·Ⅱ

심화
과정 20 필

수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
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실과교육과, 교
육학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특수통합교육과(13택1)

차

교과
교육 48 필

수

초등도덕교육론, 도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사회과교육론, 사회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초등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체육교육론, 
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음악교육론, 음악교과교재연
구및지도법; 초등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
등실과교육론, 실과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초등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
재연구및지도법, 통합교육론

창의적
체험 2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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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선
택 창의적체험활동교육론(13택1)

교과
실기 6 필

수 체육실기Ⅰ·Ⅱ, 음악실기Ⅰ·Ⅱ, 미술실기Ⅰ·Ⅱ

심화
과정 21 필

수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과교육, 교육학,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특수교육(13택1)

카

교과
교육 42 필

수

초등윤리(교수법, 교재연구), 초등국어(교수법, 교재연구), 초
등사회(교수법, 교재연구), 초등수학(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등과학(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등체육(교수법Ⅰ·Ⅱ, 교
재연구), 초등음악(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미술(교수법
Ⅰ·Ⅱ, 교재연구),  초등실과(교수법, 교재연구Ⅰ·Ⅱ), 초등영
어(교수법Ⅰ·Ⅱ, 교재연구), 초등컴퓨터교수법및교재연구, 

창의적
체험
활동

2 필
수 통합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실기 13 필

수

과학실험Ⅰ·Ⅱ, 체육실기Ⅰ·Ⅱ, 음악실기Ⅰ·Ⅱ, 미술실기Ⅰ·
Ⅱ, 실과실기Ⅰ·Ⅱ, 영어실기Ⅰ·Ⅱ, 교육용프로그래밍언어실
습

심화
과정 22 필

수

윤리교육, 국어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과교육, 교육학, 유아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13택1)

타

교과
교육 61 필

수

초등윤리, 도덕과교육의실제, 초등국어과교육과정, 쓰기·문학
교육, 말하기·듣기교육, 읽기·문법교육, 사회과교육과정및교
수법, 초등사회과교재연구, 사회과교육연구방법론, 초등수학
교육개론, 사와연산교재연구, 관계와측정교재연구, 물리교재
론, 체육교육론및교수법, 초등체육, 체육과무용교육, 초등음
악, 음악과교재연구, 국악이론교육, 초등미술, 미술과교재연
구, 조형교육론, 실과교육과정론, 초등실과교수방법론, 실과
교재연구, 초등영어과교육과정, 영어과교육방법론, 초등컴퓨
터교육론,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1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

실기
교육

9 필
수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영어수업실기, 교실영어

2 선
택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시기(택1)

심화
과정 20

필
수
·
선
택

도덕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과교육, 과학교육, 체
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과교육, 영어과교육, 교육학, 
컴퓨터교육(12택1)

파

교과
교육 54 필

수

초등도덕과교육Ⅰ·Ⅱ, 초등국어과교육Ⅰ·Ⅱ, 초등수학과교육
Ⅰ·Ⅱ, 초등사회과교육Ⅰ·Ⅱ, 초등과학과교육Ⅰ·Ⅱ, 초등체육
과교육Ⅰ·Ⅱ, 초등음악과교육Ⅰ·Ⅱ, 초등미술과교육Ⅰ·Ⅱ, 초
등실과교육Ⅰ·Ⅱ, 초등영어과교육Ⅰ·Ⅱ,
초등컴퓨터교육Ⅰ, 통합교과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2 필
수 창의적체험활동

교과
실기 11 필

수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응용생활영어, 교실영어실습, 
소프트웨어교육

심화
과정 24 필

수

도덕교육, 국어교육, 사회과교육, 수학과교육, 과학교육, 체
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실과교육, 영어과교육, 교육학
교육, 컴퓨터교육(12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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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reveal feature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China and Korea. For this purpose, 
researcher sampled 13 universities in each country. Then 
analyzed and compared university curriculum documents of 
China and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spects of two 
country’s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by illustrat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this objectiv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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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at are the purpose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China and Korea?
  2) How are the primary teacher preparation curriculum 
implemented in China and Korea?
  3)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China and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urpose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both China and Korea is that initial primary 
teachers are educated to develop primary teaching 
professionalism(knowledge and skills) and cultivate general 
abilitie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al purpose 
in two country is that China pay more attention to attitude 
part which means the ‘educational and national faith’ of initial 
primary teacher. 
  Secondly, There are three course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curriculum: general education course, teaching 
profession course, major course. There are some features of 
these courses in China and Korea as follows:
  In China, general education course is aim to cultivate general 
abilities for all pupils. In korean, general education course has 
different features that mix liberal arts with educational 
context.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is separated into 
‘fundamental course’ and ‘practicum course’ in China. The role 
of ‘fundamental course’ is not only to offer pedagogical 
courses but also to open some courses about teacher’s 
fundamental skills(caligraphy, standard mandarin).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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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consists of school filed work, military training, teacher 
skill training, social field work. In Korea, it is also separate 
into ‘profession theory and profession aptitude course’, 
‘practicum course’. ‘Profession theory’ aims to develop pupils’ 
primary education professionalism, offer some pedagogical 
courses as ‘fundamental course’. However, courses of 
‘profession aptitude’ are a reflection of social needs from 
primary teacher education. ‘Practicum course’ is only for filed 
work at primary school. 
  The major course consists of ‘subject course’ and 
‘development course’ in China. Numerous universities’ added 
‘primary pedagogy’ as a part of ‘major course’. There are 
three model of ‘subject course’: ‘one subject model’, ‘literacy 
or numeracy model’, ‘multi-subject model’. The previous two 
models are attended to pupils to deeply understand related 
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In the case of Korea, ‘major 
course’ included ‘subject course’, ‘creative activity’, ‘practice 
course’, and ‘intensive course’. 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to teach all the subjects, especially theory of all 
subject matters and method of teaching all subject matters. 
  Thirdly, there are 4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China and Korea. 1) Regarding  
the educational purpose, both two countries are dedicated to 
develop primary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to cultivate 
general abilities. Nevertheless, China poses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educational purpose which is the ‘educational 
and political faith’. 2) For cultivating general abilities in korea, 
there are 10 universities which are specialized institutions, 
standing solely for preparation of primary teacher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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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in China, most of universities exist as multipurpose 
institutions. For these reasons, Chinese features of general 
education course trend to be more general. In Korea, features 
of general education course are liberal arts combined with 
educational context. 3) The education foundation related 
curricula, required in developing the course of teaching 
profession, is similar in China and Korea. However, while 
teaching skills are emphasized in China,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open related curricula seems to be more important 
in Korea. 4) In defining the major course, the meaning of 
‘major’ is different in two countries. In China, there exists an 
emphasis that primary teacher is a primary education expert 
because he/she be required to study the course of ‘primary 
pedagogy’. Mostly, there is an emphasis that primary teacher 
should become the expert of one or two subject matters. 
Instead in Korea, primary teachers are required the ability to  
teach all kinds of subject matter. This in other words means 
that Korean primary teachers are considered as classroom 
experts that can manage classroom context, balance status of 
children’s healthy and mind, and teach all kinds of subject 
matter simultaneous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unlike  
most of policy-related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curriculum approach, analyzing the feature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program in China and Korea. Secondly, it reveal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ystematically. Furthermore, it 
conveys the possibility of posing a different perspective to  
analyze and solve the issues of primary teacher educ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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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is study have more to be investigated in regards 
to the following subject. First of all, from the part of data 
collection,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 in that only collected  
13 universities among 147 universities in China. To follow,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s on ‘what’ initial 
primary teacher should learn about, it dose not reveals ‘How’ 
it is implemented. Therefore, in its subsequent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class participation observations should be 
carried out, which analyze the actual context of professor’s 
teaching class for sake of future improvement of the initial 
primary teacher’s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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