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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현황 및 개선 방안 탐색

-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

서             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체육은 인성교육의 큰 바탕이 되는 교과다. 체육이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교사의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육교사

의 직업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비체육교사 시기가 중요하다. 

예비체육교사 시기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인성교육의 

큰 바탕으로서 체육교과의 시발점을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본 연구는 중국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 직

속 사범대학을 사례로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

용, 방식, 영향요소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셋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질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복합사례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

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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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연구 사례(이하 “ᄀ대

학”, “ᄂ대학”, “ᄃ대학”으로 지칭)로 하여, 유목적적 선정 방법에 

따라 체육교사교육자 8명, 예비체육교사 11명, 현직체육교사 3명을 최

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문헌 분석 및 사

례 조사, 면담, 비참여 관찰, 현지 문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

다. 자료 분석 및 해석으로는 NVivo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ake(1995)의 범주적 집합(categorical aggregation), 직접 해석

(direct interpretation), 패턴 만듦,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 절차를 충실히 따랐으며, 코딩 단계에서는 

Struass(1987)가 제시한 개방형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단계를 

준수하였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 연구 참여자 검토, 동

료 간 협의를 거쳤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은 다음과 같

다. 사례로 연구한 3개 대학 전부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내용으로 

교육철학 및 신념, 개인 도덕적 품성, 교과 인성교육 실천이 강조되었다. 

ᄀ대학에서는 이에 더하여 애국지(爱国志)가 추가되는 특성을 보였다. 

함양 방식은 3개의 대학이 각각의 특색을 드러냈다. ᄀ대학의 함양 방식

은 교육과정,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 인성친화적 환경 조성, 체험활

동으로 나타났다. ᄂ대학의 함양 방식은 교육과정, 국가교사자격증시험, 

체험활동으로 나타났다. ᄃ대학의 함양 방식은 교육과정, 민족전통체육, 

사상정치식 수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다. 

ᄀ대학에서는 인적 요인으로 교사교육자, 전공 종목 지도교수, 지도원, 

동기 및 기숙사 친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 요인으로는 정부 요

인, 사회 요인, 학교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ᄂ대학은 인적 요인

으로 교사교육자, 교육실습 멘토지도교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험

활동 요인으로는 국제 및 국내 학회 참석,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조성, 정의적 환경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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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ᄃ대학은 인적 요인으로 교사교육자, 예비체육교

사 자기반성, 기숙사 친구, 학과 관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험활

동 요인으로 사회봉사 활동, 당원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과

정 요인으로 복수전공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체육교사교육 표준체계, 교사교육자, 교

육과정 실행,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부족, 예비체육

교사의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부족, 인성교육 평가 실행의 어려움

이 탐색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체육교사교육 표준체계 개발 및 인성교

육 전문성 추가, 교사교육자에 대한 노력 경주, 교육과정 개선, 예비체육

교사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강화, 예비체육교사 반성적 수업 성찰 능

력 함양 강화, 예비체육교사 인성 평가 실행,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성

교육 공동체 문화 풍토 구성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으로 접근한 경험적 연구로

서 비도덕 교과 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 바탕으로 예비체육교사 인성

교육 전문성 함양 과정에 중국 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중앙집권적 하향하

달식 교육 시스템과 중국 맥락의 인성교육 개념(대덕육과 소덕육) 그리

고 ‘사상정치식 수업’이 현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 함

양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하향하달식 

교육 시스템에서 대덕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식 수업이 순수한 

도덕 교육 즉　소덕육(배려, 정의, 겸손) 함양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 맥락에서의 인성교육 저

해요인을 이해하는 훌륭한 교사교육자가 각 교과목 유형의 연계성과 통

합성을 고려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중

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은 특정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에 편중되어 있

어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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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성교육 실천 영역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예비체육교

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인성교육과 학습에 관한 이론적 틀과 다양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

양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솔선

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실행하는 주체자인 교사교육자를 위해 체육교과에

서의 인성교육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가 요구된다. 둘째, 인성교육

을 중심으로 한 체계성과 연결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아주 

중요하다. 셋째,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도움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체육교육철학에 대한 탐구

를 바탕으로 한 체육교육의 목적 재정립, 실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 진행, 더욱 풍부한 사례 연구를 위한 기타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스포츠 인성교육

학 번: 2016-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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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百年大計, 教育為本

教育大計, 教師為本

教師大計, 師德為本

백년대계는 교육이 근본이다.

교육대계는 교사가 근본이다.

교사대계는 도덕이 근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 국무원 총리, 원쟈바오(温家宝)>

인간은 왜 도덕이 필요한가? 이는 도덕 개념을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

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다. 도덕에 관한 문제는 고

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

드시 도덕이 필요한가? 또한 도덕 없는 인간 생활은 가능한가? 고대 그

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덕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인간 생활의 내재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

다.”라고 했다. 고대 동양의 철학자 공자는 ‘为人(仁)之道’를 강조하

며 인간으로서 인이 필요하다며 도덕을 중요성을 해석하였다. 공자 철학 

사상의 계승자 맹자는 ‘人獸之別’를 강조하며 도덕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도덕은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존재 가치는 

도덕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덕이 상실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 문화 형태, 가치관 등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또한 현대사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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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의 가치의 확산, 지나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추구로 인해 전

통적인 도덕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에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인 마르

크스는 <자본론>에서 사회적인 경제 거래 자체는 도덕적 제한의 필수가 

아님으로 사회적인 경제와 도덕 충돌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한다. 따

라서 사회적 맥락에 의하여 세계적인 사회 풍토 및 환경이 인류의 전통

적 미덕을 파괴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은 생물학적인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균형 있게 잘 다루는 것이

다. 이로 인해 인간은 사회적 실제에서 입문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총체

적인 삶을 비로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Hirst, 1999). 

어떤 삶이 총체적인 삶인가? 최의창(2018)은 ‘온전성(穩全性)’ 또

는 ‘전일성(全一性)’을 영어로 ‘홀니스(Wholeness)’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성, 덕성, 체성이 하나로 온전히 갖추어진 건강한 사람

이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성, 영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5가지 차

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 가치는 바로 ‘홀니스’ 상태를 이

끌어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교육은 도덕 교육을 통하여 인간

의 인격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본질적인 복귀가 시급

하다. 교육은 신자유주의로 의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지식 교육의 도

덕성 문제를 해결하여(이홍우, 2016; 홍은숙, 2007; Hirst, 1999; 鲁
洁, 2001) 도덕성과 인문적 사명감(万俊人, 2018)을 양성하는 본질로 

복귀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학

교에서의 인성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또는 인성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을 주로 책

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회 전형 시기 사회적인 가치관의 혼돈과 

오개념의 자극에 청소년 학생들은 소극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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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해왔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폭력, 게임 중독, 가출, 낙태, 약물 복용, 살인, 자살,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분석에 의하면 청소년

들의 집단 정체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개인주의 경향성이 46.6% 정

도 높고 소수 청소년들이 성실함에 대한 불신이 52.7% 수준으로 아주 

낮다. 현재 청소년들은 도덕 신념에 대한 불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朱

芹, 李尚敏, 2008).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늘 

학교에 대한 기대가 컸고 학교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서 인성교육에 더욱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07

년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학생의 도덕교육을 소질교육(素

质教育)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기 시작하여 “사람을 기르는 것이 근본이 

되고, 덕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育人为本, 德育为先)”을 제

시한 것이다. 이어서 2011년 의무교육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개정 핵심

은 도덕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

러내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여 평생학습을 달성하기로 규정하

였다. 2012년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도덕과 인성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로 제기하였다 (立德树人)”.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어떤 덕성과 인성을 발달

하고 어떤 인간을 양성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

다. 2014년에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혁과 덕성 및 인성이 교육의 근본

적인 목적 건의>의 제정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국가 측면에서 국가

교재위원회를 공식으로 구성하여 <도덕과 법>이란 교과 및 교재를 편찬

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8년 1월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안

과 교과 교육과정 표준(2017)>을 개정하였다. 2017년 개정된 교육과정

도 덕성과 인성을 갖추는 인간 양성을 근본적인 목표로 소질교육, 교육

공평을 추진하고 지, 덕, 체, 미의 전인 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인 양성 목표는 핵심역량 발달을 통하여 신념 및 사회적인 책임감, 과학

적 인문적 소양, 자아실현 및 협동 소통 능력 등을 다차원적으로 포함되

어 있다(教育部,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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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 차원에서는 2011년부터 구체적으로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

기 시작했다. 2017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의한 핵심역량의 개념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인성에 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했

다. 구체적으로 미술 교과에서 미술사를 통한 학생 도덕 교육과 수업 내

용 선정 및 교수방법을 통한 학생의 도덕 함양 연구(吴金香, 2011; 李

娣, 2011). 음악 교과에서 도덕 감성, 도덕 소양을 중점으로 함양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초등에서 공자의 ‘락(乐)’의 개념을 통한 도덕 함양 

실천 등 음악을 통한 도덕교육 가치 탐구가 이루어졌다(陶海燕, 2017; 

余少鹏, 2015; 谢丽娟, 2015). 역사 교과에서는 서사적인 경험을 통한 

인격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역사 교과에서 도덕 교육 

함양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비판하였다(王春秀, 2015; 尤

娅琳, 2014). 

국어 교과에서는 교과서 간의 덕성 및 인성 내용 요소의 국제 비교연

구와 국내 비교연구(张雪, 2016; 余海燕, 2015)를 비롯하여 국어 교과

에서의 도덕 함양의 실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응용하여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陈美欧, 2014). 이와 같이 각 과목에서는 도덕 및 인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에 각 교과를 통한 인성의 이론

적, 실천적 연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체육교과에서도 도덕 및 인성 교육이 이루어졌다. 동양과 서양 교육자 

및 윤리 철학자 이론의 틀로 체육의 도덕과 인격을 탐구하여 교육의 가

치를 확정한 연구(曹景川, 樊云庆, 2016; 王高阳, 2016; 汪琴, 2015; 

王晓倩, 孙继龙, 2014; 陆建军, 2014; 阳洋, 2013)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고 학교체육에서 덕성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 학교 체육에서의 도덕

교육 역할 강조(雷湃, 2017; 李储涛, 2012; 刘西洋, 2011; 马新春, 

2009; 熊文, 张建永, 2006)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학교체육에서 도덕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학

교체육에서 구체적인 방법 실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내용 선정과 교수방법을 활용한 학생 인성 양성(杨小明, 田雨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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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杨小明, 2008)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周会俭, 2015; 曾

海 등, 2016; 李凌姝, 季浏, 2017) 및 스포츠교육모형(吴亚香, 2016; 

尚力沛, 2017; 王景贤, 2016) 등 체육수업 모형을 통한 초∙중등학생 

인성 함양이 최근에도 이루어지고있다. 민족전통체육(무술)을 통하여 학

생 인성교육(崔怀猛, 彭雪燕, 2017; 蔡仲林, 汤立许, 2011)을 접근한 연

구, 그리고 청소년 선수들의 도덕 구성 및 특징에 대한 검증(孙开宏, 季

浏, 王坤, 2013), 청소년 선수 도덕 가치 선택 경향의 요인 분석(孙开宏 

등, 2014; 王坤 등, 2015)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든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도덕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체육 

교과도 마찬가지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인격과 덕성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과로 기대를 받았고 현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서수육예(诗书礼乐射御)부터 현대의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도움이 되기에 공식적인 교육제도의 중요한 교과

내용으로 자리를 유지해 왔다. 2011년에 개정한 체육교육과정은 체육이 

기능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신체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운동기능, 체력,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

라 사회적인 적응 능력(教育部, 2012)도 양성할 수 있는 영역 목표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오늘 중국에서의 체육은 여전히 경쟁 스포츠와 엘리트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체육에서의 현장 실천도 여전

히 운동 기능과 체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개정된 

2017 일반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서는 역량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운

동능력 역량, 건강행위 역량, 운동 성품과 덕성 역량을 제시하며 스포츠

를 통한 인성 교육을 내용 측면에서 핵심으로 추가했었다(教育部, 

2018a).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개선을 요구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주

장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

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6 -

이홍우(2016)는 현재의 교육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지식교육’이 복

원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지식이 사회의 도덕적 

현실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이해 수준에 의

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지는 핵심이라고 강조

하고있다.

Van Manen(2012)는 가르침의 활동을 제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

르치는 과정에 본인의 모든 인격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교사

의 인격은 교육의 전부이므로 인격만이 인격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王荣德, 2004). 즉 교사의 인성이 학생 인성교육에 결정적

인 역할이 됨으로(조난심, 최의창, 은지용, 2015; Carr, 2003)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이자 교사의 인성이다. 

2011년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은 절강성과 호북성에서 교사자격증 시

험을 최초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국가교사자격증시험에서는 미래 교사의 

직업 도덕과 소양을 주요 평가 차원 중의 하나로 제시하여 교사 직업 신

념, 직업 규범, 기본적인 소양을 세부적으로 안내하였다. 

교육부 문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발전계획 방안 2010-2020 (国
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에서도 “교사는 인격적

인 매력과 학식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훈육해야 한다.” 고 명시되었다. 

이어서 2018년 8월 중국 교육부에서 실행한 ‘교사교육 부흥 행동 계

획 2018-2022 (教师教育振兴行动计划2018-2022)’는 교사의 덕성 

교육이 교사양성 과정의 필수 수업으로 추가되었으며 2018년 10월 교

육부 문서 ‘탁월 교사양성 계획 2.0(卓越教师培养计划2.0)’에서는 교

사 덕성 양성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 국가적 문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中国教育现代化

2035)에서는 교사의 덕성과 품성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사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해1)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 교육은 하나의 정책적 목표로 상정되었을 뿐, 교사는 현

1) <教师教育振兴行动计划2018-2022年>，<卓越教师培养计划2.0>，<中国教
育现代化2035> 등 공식적 문서는 중국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index.htm 에서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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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실행에 옮길 것을 강요받는 현실이고 교사에게 교육적 지원을 충

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도 도덕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학생 도덕교육에 

대한 주목에 비해 도덕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교육학에서는 교사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적 이해

에 대한 접근(王夫艳, 2015b; 苏启敏, 2015; 唐燕, 2014; 韩峰, 2011; 

李清雁, 2009)이 이루어졌고, 교사 직업 도덕2)에 관한 연구(陈黎明, 

2019; 张婷, 王凯, 2018; 薛晓阳, 2012;), 교사 도덕 전문성3)을 주장

하는 연구(张凌洋, 易连云, 2017; 周国华, 2015; 王夫艳, 2015a; 檀传
宝, 2005), 교사 도덕교육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실천적 

접근(王夫艳, 2015c), 예비교사교육에서의 도덕교육 연구(梅少波, 

2013; 王少勇, 杨献碧, 2013; 刘义兵, 2012; 韩玉, 2010)가 아직 미흡

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육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 교육에서 학생 도덕교육 

실행의 핵심 주체가 교사라고 본다면 현재까지 도덕교육 실행 주체인 체

육교사에 대한 논의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실정임을 알수있

다. 구체적으로 체육교사의 인격(人格) 구성 및 특징에 관한 연구(梁建

平, 龙家勇, 常金栋, 曾理, 梁潇, 2010; 王荣德, 2004; 肖丰, 杨留锁, 高

松山, 刘庆山, 2004; 周毅刚, 刘杰, 房淑珍, 2003), 체육교사 직업 도덕

(职业道德)에 관한 연구(沈磊, 2015; 张玉盼, 2014; 段军钢, 2004; 谢
香道, 虞玉华, 华静, 2000). 체육교사 도덕 전문성(专业道德)에 관한 연

구(张少伟, 2012; 曾广林, 2009; 蔡辰梅, 刘刚, 2007)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맣은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로 체육교사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도덕교육 실행 주체인 체육교사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2) 교사의 직업 도덕(职业道德, 师德)이란 교사라는 직업 활동과 연관하여 직
업특징에 의하여 요구되는 도덕기준, 도덕성품, 도덕정서 이다. 직업 도덕
은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周国华，2015).

3) 교사의 도덕 전문성이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경험적 교사가 전문성 
교사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나타난 것이다(檀传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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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청소년 인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를 비롯

한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가 정책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성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성’을 

강조하며, 직접적으로 인성을 교육과정에 드러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창의 인성교육 기본방안>에서 “개인의 흥미, 재능, 역량, 가치

관 및 비전 등을 살려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바람직한 미래　인재상으로 상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시류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모든 교과에 교과특성에 

맞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영역에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요

소들이 반영되었고, 전 교육의 현장에서 학력의 신장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과 특성에 따라 글쓰기, 그리기, 만들

기, 토혼하기, 발표하기, 실험, 문제해결 등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수행

평가 비중이 가화되었고, 도덕 등 특정교과에서 각 교과목을 통해 자연

스럽게 창의 인성교육을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2015 개

정 교육과정’도 모든 교과에서 추구해야 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실천사례를 

축적 중이다.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의 역량을 반영하고 있고 체육교과에

서는 핵심역량을 건강관리, 신체수련, 경기수행, 신체 표현 역량으로 구

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체육교과에서 ‘2007 개정 체육과 교

육과정’을 기점으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정택, 2015).

가장 최근 2018년 1월 발표된 <2018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인

성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1월 마련된 ‘인성교육 5개년 종

합계획(2016-2020)’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추동력 확보를 위해 3년차 

시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의 인성 함양

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성 함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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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함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었다. 국가 법제적 차원의 교사인성 

함양에서는 2016년 35년만에 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에서 <공무원 헌

장>으로 개칭되어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 등 사회의 요구

를 반영하였다. 또한 <사도헌장>, <사도강령>에서 교원의 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아울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의 인성함양 교육도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 교육부(2012)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등 총체적인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교직 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예컨대 한국

에서도 학생 인성 함양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인성교육에 정책, 이론, 실

천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든 중국이든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소수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钟召春(2011)는 체육교과 

학부생의 도덕 양성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탐구를 간헐적으로 수행되

었다. 하지만 도덕교육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정리로 그치고 정치사상적인 

도덕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俞淑萍(2016)와 高文谦, 于晓阳
(2018)도 도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현장 중심으로 탐

구한 경험적 연구가 아니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마지

막으로 任广泉(2016)은 환경격차 변화 교육실습 프로그램4)을 통한 예

비체육교사 직업도덕 함양의 실천 효과를 탐색하였다. 하지만 예비체육

교사 교육실습 과정 사례에만 초점을 두어 역동적이고 연계성이 강한 인

성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의 체육교사교육 분야에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또

는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연구 영역이 교사와 체육교사의 인성 함양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을 뿐 더 나아가서 교과교사로서 인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심층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인성교육 전문성의 용어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사 

4) 환경 격차 변화 교육실습“1+1”이란 학교의 환경과 시설이 좋은 주요 성
도에서의 1개월 실습 진행과 반면에 학교 환경과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시골
에서 1개월 실습 진행을 말한다(何劲鹏，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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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역량의 초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예비교사교육에서 각 교과 예비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 함양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예

비체육교사교육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은 중국의 비 도덕 교과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영역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는 운동 기능과 지식의 숙달을 넘어서 기존 체육

교육의 지배적인 ‘운동기능 숙달’과 ‘경쟁 스포츠’ 중심의 수업 목

표와 내용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며(Kirk, 2009), 인성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적 도덕적 

측면의 자질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대한 체계적 관심이 핵심으로 선행되

어야 한다(최의창, 2011; Ginsburg & Clift, 1990). 체계적 시작이 직

업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직전교사교육 시기가 되어서야 인성을 

갖춘 올바른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어 올바른 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긍정적 선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중국 사범대학의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포

괄적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은 현 시점의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

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함양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려고 한다. 이는 현재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 함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체육교사 인성교육에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 교과의 예비교사 인성교육 전문

성 함양 영역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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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과 영향 요인을 살펴보아 현재 예비체

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에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어떠한 내용과 방식을 통하여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이 무엇인지, 따라서 현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미래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첫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전

문성 함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인성교육 전문성｜ 인성교육을 도덕적 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함축하고 

개인 내면의 인성 함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번영

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인성을 포괄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토대로 고도의 지식 및 기술

을 보유함으로써 가능한 전문적인 인성교육 수행 능력”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 표현하면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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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을 갖추고, 인성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

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등을 고도로 내면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다. 추가로 현재 당면한 교육 상황 전반과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관점을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자질도 포

함한다(김하연, 2017).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2000년 전국 대학교 체제개혁을 실행 후 중

국 대학교는 국가 중앙부(部)속과 지방성(省)속으로 나누어 졌다. 중앙 

부속 대학은 중국 중앙부 직속 대학으로 총 115개 대학을 포함한다. 그

중 교육부 직속 대학이 75개 있는데 총 6개의 사범대학이 포함되어 베

이징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 동북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섬서사범대학, 

서남대학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에서 직접 리더하고 있는 국립 사범대

학이고 개혁, 교수, 연구, 사회 봉사 등 여러 면에서 전국적으로 시범 작

용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과 인증을 받고 있는 중점대학이

다. 또한 중국의 교사 및 교육가를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Free Normal Educatio

n>5)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범대학이다.

｜예비체육교사교육｜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체

육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는 전인적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지

식, 기능, 태도를 통합한　체육　전문인이　요구되고 있다.　예비체육교

사교육은　 고등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노력이다．　

5) 미국의 Teaching for America와 영국의 Teaching First 프로그램과 유
사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양성 지원을 받아 우수한 교사가 되어 학교 
현장 학생을 가르치도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구체적 내용은 중국 교육부 2018년 문서 ‘교육부 직속 사범생 국비
교육 실행방법(教育部直属师范大学师范生公费教育实施办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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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3개의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선정하여 모든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을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모든 교사

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연구 사례는 문화적, 지리적 그리

고 경제적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다. 

넷째, 예비체육교사 양성과정 각 교과목의 교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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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및 접근방법

가. 인성의 개념

인성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미로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 토대로 여

러 학자들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김하연, 2017;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 2009; 尧新瑜, 2006). 하지만 인성의 개념을 더욱 합의

하게 규정해야만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더욱 타당하게 선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것은 인성교육 진행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선인의 도덕에 대한 엄격한 개념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도덕

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함으로서 개념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조

금씩 넓히고 구체적인 인성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인성의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흐름을 통한 언어적 출처, 동

양과 서양, 학문의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학교 인성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 가치 중립적인 측면을 배제한 ‘도덕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 

중국 사전 <사해>6)에서의 해석으로 도덕(道德)개념의 언어적 의미는 

도(道)와 덕(德) 두개의 한자어로 구성되었다7). 도(道)를 총 16가지 종

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그중 주요 3가지로 범주 할 수 있다. 첫째는 

6) <사해>(辞海)는 1936년에 중국에서 처음 발간된, 단어와 각종 영역의 용
어를 수록한 종합적인 대형 사전이다.

7) 박찬우(2006: 17)는 道德이라는 한자어에서 道는 ‘길 또는 사람이 마땅
히 행할 바 도리’를 뜻한다고 한다. 또 덕(德)은 얻음(得)이라는 뜻과 함
께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바 도리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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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道路)이고 둘째는 법칙(法则)이다. 한비자는 노자의 도를 “道者, 

万物之所然也, 万理之所稽也”라 도(道)를 천하 만물의 최고 법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는 만물의 본원과 본체이다. 노자는 “有物混成, 先

天地生, 可以为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이는 도(道)와 이(理)의 

공통점과 유사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도이(道理)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되었다. 

덕(德)이란 중국 고대 한자어에서 두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卜

辞>8)에서는 심성의 정직을 덕(德)이라고 기록되었다. 둘째는 ‘德者, 

得也’ 덕(德)이란 득(得)자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管子·心

术上>9)에서는 덕(德)을 갖춘 인간이야말로 득(得)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도와 덕을 합한 도덕이라는 용어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예기>, <장

자>, <순자>, <한비자> 등 저서에서 도덕의 개념을 제시한 기록이 있다. 

이상 저서는 도덕을 이성과 감성으로 구성 되었다. 하지만 보통 도덕을 

정서적 차원으로 더 많이 받아드렸다. 도(道)는 인간의 감성과 정서의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예기>에서 도덕은 인의(仁义)로서 인간의 

선(善)을 최고로 해석하고, 순자는 도덕을 사회적인 법칙과 규범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한비자는 도덕을 성인군자로서의 고귀한 성품

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상 개념을 종합해보면 중국문화 중의 도덕은 사

회적인 담론과 인간의 내적 신념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라고 할 수 있다(辞海, 1999). 

한국 사전적 의미에서 인성은 인간의 성품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을 가리킨다. 성품은 품격과 성질로 구성되고 

마음 바탕으로의 성질은 선악을 지각할 수 있고 시비(是非)를 판단하여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성질이 가치중립적인 의미인데 반해, 

품격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말로 ‘인간답다’라는 기준에 도달하게 한다

(남궁달화, 1999). 또한 인성은 ‘인격’이라는 가치지향적인 의미가 

8) 중국 고대 은(殷)대에 점을 본 시간·원인·결과 등을 수골(獸骨)이나 귀
갑(龜甲)에 새겨 놓은 기록.

9) 중국 춘추 시대 제 나라의 재상 관중(管仲)이 쓴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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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태훈, 1999). 이에 박정준(2011)은 인성은 개인의 지적, 정서

적, 의지적 성격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도덕적 인격의 총체이며, 

가치중립적 의미와 성격(personality)과 규범적,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지닌 인격이라는 두가지 중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어 사전 중의 도덕은 ‘moral’라고 한다. 형용사는 도덕적인 것, 

도덕에 합의한 행동, 정성 및 심리적 상태, 내적인 확신 등으로 해석하

고 있으며 명사로서는 사건을 통한 도덕적인 교훈과 사기(士气)로 해석

되어 단어 ‘virtue’의 개념과 비슷하다. ‘morality’는 도덕, 미덕, 

덕행, 품성과 교훈, 가르침 그리고 윤리로 설명하고 있다(尧新瑜, 

2006). 

인간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

고 있다. 동양에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힌두교, 불교, 유학

(儒學)에서는 각각의 인간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논한다. 고전 이후의 힌

두교 철학적 학파들 중의 요가 학파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한다. <요가경>에 나오는 라자 요가에 의하면 

여덟 가지 단계를 거치면 마음이 물질에서 구별되어 본래의 순수함을 찾

게 되는 인간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하

는 것이다. 즉 인간은 성실, 절제 등 자질을 통한 선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하여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즉 정결, 용기, 경건, 경배 

등을 지향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믿는다. 윤

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놓이는 것, 해방 되는 것을 목샤 혹은 해탈

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궁극 목표이다. 힌두 전통에서는 세

가지 길로 이 궁극 목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데 첫째는 도덕규

범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여 통한 구원의 길. 둘째는 신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받드는 신애의 길. 셋째는 실재를 직접 꿰뚫

어 보는 통찰과 직관과 예지 등을 통한 지혜의 길이 있다. 공통점은 인

간으로서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신에 대한 헌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이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지나친 쾌락과 고행을 피하고 ‘중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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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택하라고 일러주었다. 그 중도의 내용이 바로 ‘사성제(四聖諦) 팔정

도(八正道)’이다.’ ‘사성제’는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제(滅諦) 

도제(道諦)’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이다. 고제는 

‘괴로움’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완전함, 제한

됨, 모자람 같은 ‘인간의 조건’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기에 자

신을 잘 알아야 하는 조언 이기도 하다. 집제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

나는가’에 대한 진리다. 인간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목마름’ 때문

이다. 즉 인간의 정욕, 집착, 애용, 욕심, 욕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멸

제는 인간으로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신의 

절제와 노력을 통하여 평화스러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하는 진리다(오강남, 2013). 즉 정

견(正見),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

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등 올바른 인간적인 접근을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유학의 관점에서 공자는 도덕의 사상체계를 구성함으로서 개인적인 측

면에서 인(仁)과 예(礼) 덕성과 덕행을 인간 철학으로 강조하고 있고 도

덕적인 사상체계에서는 성선논(性善论)을 주장한다. 인이란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있어야 할 도덕적 특성’ 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사람됨’이라고도 한다. 

사람에게 ‘인’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공자

가 말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덕목은 바로 예(礼) 이다. 예의를 존중하는 

정신과 규칙과 규범의 제도라고도 한다. 공자는 예를 인간의 행위와 도

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삶고 있다. 공자의 제자 맹자는 인간의 성선설

(性善说)을 주장한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환

경의 영향에 따라 악(恶)이 표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선설을 좀더 부

연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사단(四端)이다. 사단의 첫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둘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셋째는 사양하는 마음, 넷째로 옳고 그

름을 가리는 마음이다. 이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조절하는데 인의예지

(仁義禮智) 네 가지 덕성이 필요하는 것이고 유학의 인성은 인의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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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덕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钱穆, 2002).

서양에서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 논

의가 이루어 졌고 인성에 대한 주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 그리

스 사람들은 윤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을 ‘德’이라고 생각하고 덕의 성

격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덕(Arete)’이

라는 말은 단순히 ‘탁월하게 뛰어난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모든 사

람이 탁월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역할을 얼

마나 잘 수행 했는가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이런 탁

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바로 용기, 정의, 절제, 경건 등을 갖춘 사람이었

다(최병태, 1996). 고대 로마제국이 희랍을 정복한 후 도덕의 개념은 

선으로 악을 제한하여 영혼의 구출, 너그러움, 선의를 베풂, 동정심, 겸

손 등의 종교적인 도덕으로 규정되었고 이런 종교적 도덕은 인간의 내적

인 수련, 참회, 기도, 경건, 절제로 규정했다. 

소크라테스는 덕의 정의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서양 철학자 였다. 

“용기, 정의, 경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덕을 어떤 종류의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영혼의 각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적 

부분이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기개(气槪)의 부분이 

기능을 수행하면 용기가 되며, 욕망의 부분을 적절한 상태에 있게 만드

는 것이 절제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정의인데, 플라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한다

(Grube & Reeve, 1974; 최병태 1996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이성과 윤리로 나누고 있다. 이성적인 덕은 교

훈과 교육에 의하여 양성함으로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

는 환경과 풍토에 의하여 훈육 된 것이다. 그러므로 덕은 자연적으로 나

타난 것이 아니다(苗力田, 1999). 덕은 무엇보다도 ‘성품의 상태(state 

of character)’이라고 한다. 즉 덕은 어떤 특정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덕을 표현하는 영혼의 활동이 바로 인간의 선이고 인간의 기능은 이성에 

따르는 삶이며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인간의 덕이다. 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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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삶은 바로 인간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자유에 입각해서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존재이므로 참된 삶, 도덕적 삶은 곧 자신의 본

성인 자유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인간의 삶과 도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

다. 미감적 취미 판단이 자연의 보편적 토대 또는 도덕성의 보편적 이념

의 감성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을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자유, 미감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합일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김진, 한자경, 2015). 또한 칸트는 

도덕성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목표는 도덕성의 함

양으로 인간의 최고의 목표라고 함으로 인간은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선한 의지 혹은 이성적 의지에 따라 반드시 행위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인성의 핵심은 다름 아닌 도덕성에 있고(김덕수, 2016) 인간이 도덕

적 상태로 돌아가는 첫 단계는 신성성의 준칙으로 채택을 한다. 이런 준

칙을 선택함으로서 악의 성향을 점진적으로 변혁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도야(Bildung) 혹은 교수(Unterweisung)는 도덕적 실천

의 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및 성격을 변혁시키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와 행동주의자들은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고 인간의 

환경 그리고 사회의 규칙과 기대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나타낸다고 상정

하고 있다. 반면에 콜버그나 피아제 같은 인지 발달론자들은 사회에 초

월하여 일어 날 수 있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신분석에서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동, 특

히 성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에 대한 통제로서, 프로이트(1923)가 초자아

라고 부른 성격 구조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된다. 행동주의는 반두라의 사

회 학습 이론 및 도덕성 분야에 영향을 주어 도덕성이 사회적 환경과 강

화 반성에 의존하는 일련의 습관, 태도, 그리고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Kuhmerker, Gielen, & Hayes, 1991). 인지발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세계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도덕성을 스스로 구성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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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인성의 정의

중국

罗国杰(1989)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행위 규범의 

총체이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회적인 언론, 내적 신

념과 전통에 대한 의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회

적 현상이다. 

魏英敏(1993)

선과 악, 공정과 불공평, 성실과 허위 등 관념, 감정

과 행위 습관이므로 인간의 온전한 인격에 의존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관계의 규범체계이다. 

舒金城(1998)
선악을 구분하는 심리 의식, 규범 체계, 실천 활동으

로 나타난 인격과 성품의 통합이다. 

章海山, 张健如(1999) 사람의 행위를 규범 하는 준칙이다.

唐凯麟(2001)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이며 인간과 사회를 

통합하는 특수한 가치 형태이다. 

杨国荣(2002)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이다.

万俊人(2003) 인류문화의 정신이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지다. 

肖群忠(2004)
사람의 온전한 인격과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 규범, 실천 활동이다.

李萍(2004) 개인적인 미덕과 품성이고 사회적인 문화와 규범이다. 

万俊人(2005) 사회 규범, 개인 미덕, 신념 세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吴瑾菁(2011)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고 사회적 규범이며 인간 성품의 특수 내용이다.

马克思主义理论
研究和建设工程

경제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선악과 정당성으로 평가

된다. 사회적 언론과 전통 및 내적 신념에 의해 유지

<표 1> 국내외 학자들의 인성 정의 

또한 진화론 및 생물학에서는 도덕성은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해 온 어떤 

사회적 정서와 행동의 유전적 소인에서 발생한다고 한다(Vozzola, 

2014).

인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의 성품. 둘째,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9). 동양과 서양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속성의 개념이 혼재되

어 있고 모두 덕과 성품을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성을 학문적 관점

으로 볼 때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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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点教材:《伦理学》

(2012)

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에 관계에 의해 규범 

됨으로 성품과 행위의 총체이다.       

朱贻庭(2013) 외적인 규범과 내적인 덕성과 정신의 통합이다. 

한국

박용남(2018)
바람직한 개인생활 영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

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품성과 역량이다. 

김하연(2017)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화하고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 및 규범 ‘도덕성’.

이인재(2016)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과 

역량.

정창우(2015)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

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영미

Pincoffs(1986) 사람을 선호하는 근거가 되는 경향적 특성.

Sichel(1988)

한 개인을 구별시키는 도덕적, 정신적 성질의 총체이

며, 강력하게 전개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도덕적 성

질.

Berkowitz(2002)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이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심리적 특성

(사고, 감정, 행동)들의 총합.

미 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

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

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 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

이렇게 철학, 윤리학, 교육학 등 연구자마다 인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연구자의 정의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공통적인 핵심을 강조하고 내포 된 특징은 

‘인간성, 덕성, 품성, 바람직함, 선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

러 개념적으로 각각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성의 관

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게 더 합리함으로서 인성 정의에 

대한 몇가지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분류를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도덕의 규범적 특징이다. 罗国杰(1989)는 <마르크스의 윤리

학>이란 교재에서 인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행위규

범의 총체이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회적인 언론, 내적 신념과 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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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현상이다’로 정의를 했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인성을 행위의 규칙 또는 성품과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표 1 참조＞. 

둘째는 인성을 도덕성 및 정신, 품성을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朱贻
庭(2013), 李萍(2004), 김하연(2017), Sichel(1988) 등 연구자들은 

바로 도덕성과 정신을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인성은 사람의 인식과 관념이고 존재 방식이다. 杨国荣(2002)는 

‘인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 부여이

다.’로 정의했고 万俊人(2003)는 ‘인류문화의 정신이므로 인간이 추

구하는 목적지다.’로 정신으로서 인식과 관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인성을 실천적인 행동과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윤리학 

교재(2012)의 정의에서는 ‘인성은 성품과 행위의 총체로 행동과 활동

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다. Gordon(1981)는 한 개인의 진짜 모습 즉 

그의 활동을 지시하고 이끌어 가는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

다섯, 인성은 규범, 품성, 활동과 행위 등의 종합적인 총체이다. 舒金

城(1998)은 ‘선악을 구분하는 심리적 의식, 규범체계, 실천 활동으로 

나타난 인격과 성품의 총체이다.’로 규정하고 인성은 규범, 도덕성, 심

리적 의식, 정신과 관념, 행위와 활동 등 요소들의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한다(吴瑾菁, 2015). 

마지막으로는 수행적 인성을 강조되는 ‘역량’이다. 최근 한국 연구

자들은 인성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의 도덕적 특성을 넘어 수행적인 속성

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타났다.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이

란 자신의 학교 또는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성실하고 탁월하게 완성하는 

도덕적 능력을 말한다(Davidson, Lickona & Khmelkov, 2008). 박용

남(2018)은 인성을 품성과 역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

창우(2015)는 ‘개인의 내면을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

품과 역량’로 규명하고 있다. 과거의 인성 개념이 최초의 규범과 인식

적인 가치관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과 활동, 각 요소를 내포되

어 있는 종합적인 총체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행동적 능력을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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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덕목의 가치 인식 중심이 역량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영래 외, 

2015). 결국 인성이란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간의 도덕성과 품성을 중심

으로 하는 전통적인 맥락에 의존해야 하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위와 실

천 활동의 총체로서 타인,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성의 구성요소

인성의 구성요소 및 인성교육의 내용으로서 세분된 하위 덕목의 요소

들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자로 인해 제

시되었다. 특히 인성 발달에 있어 정신분석학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인

지주의적 관점 등의 공통점은 인성교육 발달에서 덕과 가치 그리고 품성

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양과 서

양이 전통적 인성 구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자들이 제

시되었던 인성 덕목을 살펴보고, 현재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추구하고 적

용하는 적절한 인성 덕목과 품성들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1)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덕목

동양의 전통적 덕에 관한 서술은 주로 유가윤리문화, 불교윤리문화와 

이슬람윤리문화가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결과 협동, 개인 봉사, 집단

적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 의식과 도덕 행위의 통합,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을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로 발전하는 유

가 사상은 인, 이, 예, 지의 통합과 선을 추구한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바로 인성이고 인성은 곧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정신적 차원에

서 심층적인 자아 탐구에 초점을 두어 인성을 양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개인의 심신을 닦고 교육을 쌓아가는 것과 사회를 다스리는 법을 위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齐家治国平天下)를 핵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도덕성의 내용을 정의, 지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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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 절제로 강조하고 있고 최고의 지식이 바로 ‘선’이므로 선은 영원

의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도덕성의 

근본으로 삶고 있으며 덕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것

이 행동, 감정, 그리고 실천적 판단이다.

 

　2) 중국 연구자들이 제시한 인성 덕목 

魏英敏(1993)는 덕을 품격과 의무적인 규범, 선, 공정, 성실, 감정, 습

관 등 다차원적인 인격으로 구성되었다고 강조한다. 高恒天(2003)은 도

덕을 인격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내재성, 자율(自律)성, 능동성, 외부성, 

방향성과 결정성 등 특징이 있다고 하며 덕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

적인 기질(气质), 습관, 품격과 품성이라고 한다. 李萍(2004)는 덕을 습

관, 기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품격이라고 한다. 纪欣, 王云彪(2007)는 

도덕을 인격적인 신념, 도덕적인 품성, 개인과 단체 및 사회에 대한 책

임감, 겸손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尹玉英, 刘达志(2009)는 도덕을 

의무감, 양심감, 기질, 인간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의 많

은 학자는 덕과 인성을 인격과 품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윤리학자 江畅(2011)은 저서 <덕성론>에서 덕성의 구성은 

품격, 이성, 지혜, 공동체, 선(善)인 도덕적 품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

장한다. 이어서 덕성은 지향성, 의향성(意向性), 다차원성, 통일성, 안정

성, 보편성 등 주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더불어 덕성은 한가지 품격이고 

상태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덕성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의 훈육을 통해 

형성된 인식, 감정(정서), 의지, 행위활동임으로 안정적인 규범과 방향성

을 안내하는 작용을 갖추고 있으므로 행위 활동을 통한 의향성 또는 심

리적 지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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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인성 구성요소 및 특징

魏英敏(1993) 품격, 의무적 규범, 선, 공정, 성실, 감정, 습관

高恒天(2003)
인격의 형식; 6가지 특성: 내재성, 자율성, 능동성, 외부성, 

방향성, 결정성

李萍(2004) 습관, 기질, 품격

纪欣, 王云彪(2007)
인격적 신념, 도덕적 품성, 개인과 단체 책임감, 사회적 책

임감, 겸손

尹玉英, 刘达志(2009) 의무감, 양심감, 기질, 인간성

江畅(2011)
품격, 이성, 지혜, 공동체, 도덕적인 성품; 6가지 특성: 지향

성, 의향성, 다차원성, 통일성, 안정성, 보편성

<표 2> 중국 학자들이 제시한 인성 구성요소 및 특성

　

3) 국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인성 덕목

Peters(1974)는 덕을 시간 지키기, 단정, 정직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덕과 동정심, 관용 그리고 용기, 성실, 인내로 해석하고 있다. 

Pincoffs(1986)는 덕이란 “사람을 선호하는 근거가 되는 성향적 특성

이라고 정의하며 덕의 준거는 “사람들의 선호”라 한다. 그래서 덕을 

확정되지 않은 성향(정직, 성실, 친절 등)과 확정된 성향(예를 들면 눈

을 자주 깜박이는 성질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과 관련된 성향이다)라고 한다. Lickona(1991)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도덕성을 존중과 책임으로 나누고 있는데 도덕성은 도덕적인 지식(각성, 

가치 이해, 이성, 결정, 자기 이해), 도덕적인 감정(자기 통제, 양심, 자

존감, 감정, 겸손, 선), 도덕적인 행동(능력,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가지 덕목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Pearson & 

Nicholson(2000)에서는 인성의 덕목을 자아와의 관계(책임, 자제, 용

기, 자아존중), 타자와의 관계(정직, 친절, 감정 이입), 사회와의 관계(공

정성, 정의, 시민의 덕)으로 설명하고 있다. Lickona & 

Davidson(2005)는 인성 덕목을 도덕적 인성(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과 수행적 인성(인내, 근면, 긍정적 태도, 자기 규율, 용기)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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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인성 구성요소 및 특징

MacIntyre(1984)

실천 전통: 내재적인 가치와 선들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자질

삶의 총체성: 삶 전체의 선에 기여하는 자질

전통: 지속적인 사회적 전통 내에서만 그 개념이 세련되어지고 소

유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선에 대한 추구와 관련된 자질.

Pincoffs(1986) 확정되지 않은 성향(정직, 성실, 친절), 확정된 성향(행동)

Pearson & 

Nicholson

(2000)

자아와의 관계(책임, 자제, 용기, 자아존중), 타자와의 관계(정직, 

친절, 감정 이입), 사회와의 관계(공정성, 정의, 시민의 덕)

Lickona(2009)

도덕적인 지식(각성, 가치 이해, 이성, 결정, 자기 이해), 도덕적인 

감정(자기 통제, 양심, 자존감, 감정, 겸손, 선), 도덕적인 행동(능

력, 습관)

Jubilee Centre

(2017)

인지적 인성(자율성, 비판적 사고, 호기심, 판단, 추론, 반성, 지

략), 도덕적 인성(연민, 용기, 감사, 정직, 겸손, 진정성, 정의 존

중), 시민적 인성(시민성, 정중, 공동체의식, 친절, 봉사), 수행적 

인성(자신감, 의지, 동기, 인내, 극복, 팀워킹)

정창우(2015)

지적 인성: 바람직한 사고와 관련된 덕과 인성 역량.

시민적 인성: 바람직한 시민성 발달과 관련된 덕과 인성 역량. 

도덕적 인성: 바람직한 내면 및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된 덕과 인

성 역량.

<표 3> 국외 학자들이 제시한 인성 구성요소

분하였다. Jubilee Centre(2017)는 인성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인성(자

율성, 비판적 사고, 호기심, 판단, 추론, 반성, 지략), 도덕적 인성(연민, 

용기, 감사, 정직, 겸손, 진정성, 정의, 존중), 시민적 인성(시민성, 정중, 

공동체의식, 친절, 봉사), 수행적 인성(자신감, 의지, 동기, 인내, 극복, 

팀워킹)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의 연구자 정창우(2015)는 인성을 크게 

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도덕적 인성으로 나누고 인성의 다양한 기반을 

망라하여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공동체적 차원을 중심으로 인성을 재

구성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가치 덕목, 역량 등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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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성교육의 개념 및 접근방법

　1)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은 인성에 관한 교육이다. 인성을 어떻게 정의함에 따라서 인

성교육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성에 대한 개념 정의에 기

초해 볼 때, 인성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다. 즉 

성품,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등 인간다운 덕목을 가르치고 인간다운 존

재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바로 학생들이 이

런 인간다운 성품과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등 여러가지 인성 덕목을 추

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도덕교육(道德教育)을 덕육(德育)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의를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대덕육(大德育)이

다. 정치교육, 사상교육, 도덕교육, 심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

념이다. 鲁洁, 王逢贤(1994)은 “덕육은 교육자가 사회 및 학생들의 욕

구에 따라서 그들의 성품 형성 규칙을 이해하고 언어적인 설득, 솔선수

범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상, 정치, 법에 대한 의식 그리고 도덕을 발달하

는 체계적인 활동이다.”라 했었다. 또한 1995년 <중등덕육대강>에서는 

“덕육이란 학생에 대한 정치, 사상, 도덕 그리고 심리적 품성에 대한 

교육이다.”고 규정하였다. 둘째는 소덕육(小德育)이다. 순수한 도덕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檀传宝(2007)은 “덕육은 교육자가 

학생들의 성품 함양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그들의 도덕인지, 도덕감

정, 도덕실천 능력을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즉 덕육은 개인적

인 도덕을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가치 활동이다.”고 한

다.

도덕과 도덕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도덕교육을 사회적 규범의 

습득으로 정의한다면 정치, 사상, 심리 등이 덕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도덕을 인간의 도덕적 성품으로 정의하면 덕육의 목적이 인간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사실 건국 후 중국의 도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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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성교육의 개념

鲁洁(2001)
인간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도록 안내하고 타자와의 관계, 자연과
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는 능력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을 더 완
벽하고 의미 있게 구성해주는 것이다. 

鲁洁(2006)
도덕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훌륭한 인간 자질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며 자아의 도덕을 추구하고 자아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움이다.

檀传宝(2007)

덕육은 교육자가 학생들의 성품 함양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그들의 도덕인지, 도덕감정, 도덕실천 능력을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즉 덕육은 개인적인 도덕을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
하도록 안내하는 가치 활동이다

韦冬雪(2007)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소양을 양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내용적
으로는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도덕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표 4> 연구자별 인성교육의 개념

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를 위한 목적이(德育为政治服务)강하였다. 

1985년 중국공산당이 실행한 ‘학교 사상품덕 및 정치이론 교과목 교수 

안내(关于改革学校思想品德和政治理论课教学的通知)’에서는 초등학교

부터 대학원까지 각 수준에 맞는 마르크스사상품덕 수업과 정치이론 수

업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중국

의 덕육과 정치는 도덕교육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이며 과거

에 도덕교육을 정치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덕육 뿐만 아

니라 대덕육의 특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덕육의 사상, 정치 차원의 심리적인 발달 이론이 도덕교육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덕육의 넓은 개념에 의해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혼돈하고 왜곡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도덕교육을 위한 개념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덕육을 도

덕교육으로 한정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檀传宝, 2000; 黄向阳, 

2000). 보편적으로 도덕교육을 학습자를 위한 도덕인지, 도덕감정, 도덕

의지, 도덕행위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으로 사회공덕, 

가정도덕, 직업도덕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韦冬雪, 2007). 지

금까지 논의된 인성교육의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을 학자별로 정리하여 제

시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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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辉(2009)
도덕교육은 인성을 기초로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

고 의미 있는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가치 안내이다. 

张爱军(2016)
이성적 덕성과 습관적 덕성을 함양하여 “좋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생활”을 추구하여 미덕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杜晓雯(2018)
사회적인 도덕규범을 개인적 덕성으로 내재화 시켜 책임감, 이
성, 인격 등 성품을 길러주는 일이다.

미국 교육부(2014)

긍정적인 인성 발달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시민적 
덕성 및 시민성,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다.

정창우(2015)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
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

Lickona & Davidson(2005)는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할 인성 

요소를 지적인성(intellectual character), 도덕적인성(moral 

character), 시민적인성(civic character)으로 복합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인성의 각 요소들은 다시 성실, 정직, 절제, 용기 등 개인의 

내면적 덕목과 배려, 존중 등 타인 관계적인 행동적 영역의 핵심 덕목과 

핵심 인성역량으로 구성된다. 지적 덕목에는 지혜가 포함되며, 이와 더

불어 시민적 덕목의 차원에 해당하는 덕목으로는 인권존중, 사회적 책

임, 협동, 정의 등 공동체 차원 및 자연과의 관계 영역의 덕목들이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인성역량에는 지적 인성역량, 도덕적 인성역량, 

시민적 인성역량이 포함된다10). 

앞서 제시된 인성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오늘날 여러 학자들의 연구

로 인해 도덕교육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여러 정의에 의해 교육

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교육은 사회의 발전에 의해 개인의 도덕적 인

지, 감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창우(2015)는 인성 개념에 인간다운 

10) 핵심 인성역량의 지적 인성역량은 도덕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지향하고 도
덕적 인성역량은 도덕적 자기관리능력, 긍정적 태도, 도덕적 자기성찰능
력, 도덕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의미하며 시민적 인성역량은 
공동체의식, 다문화 세계시민의식, 환경윤리의식 등이 포함된다(정창우, 
2015.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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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과 인성 역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인성교육

을 통해 함양 시켜야 할 인성은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

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게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그

리고 인성교육은 “그러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로 규

정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학습자들의 바른 인성, 인간다운 성품을 함

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간주한다 이런 목소리는 

인성교육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성교

육은 정서와 감정을 기반으로 한 성격교육에서부터 도덕적 품성, 덕성, 

가치 등 인간적, 시민적 자질을 가르치는 인격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대덕육 개념이 아닌 순수한 도덕교육에 

초점을 두며 도덕교육을 도덕적 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함축하고 있는 일

련의 교육 활동으로 이해하되, 사회 규범적인 도덕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을 위한 개인 도덕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鲁洁(2006)의 견해와도 일

맥상통하다. 따라서 개인 내면의 인성 함양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인성을 포괄적으

로 신장하는 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을 강조한 김하연(2017)의 입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의 접근방법

　가) 고대 동서양의 인성교육 이해

동양 고대 중국의 유가적 전통의 인성교육의 흐름을 보편적으로 3단

계를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유가 도덕교육의 기반으로 되는 선진(先

秦)시기이다. 공자, 맹자, 순자가 이시기 도덕교육사상 발전의 대표적인 

교육자이다. 두번째 단계는 유가 도덕교육의 발전기 양한수당(两汉隋唐)

시기이다. 동중서(董仲舒), 반고(班固), 왕부(王府), 왕충(王充) 등 유가 

도덕교육 계승자 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번째 단계는 송나라와 명나

라 시기 대표적으로 주희(朱熹), 이정(二程), 왕수인(王守仁), 왕부지(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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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之) 등이 있다. 그들은 유가 도덕교육을 보완 했었고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유가도덕교육사상 전통은 현재의 사

회나 학교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贺韧, 2006). 

선진시기 정치와 인성을 위한 도덕교육 저서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내용과 방법 면에서 도덕교육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시작

하여 <논어>, <맹자>, <순자> 등 저서가 도덕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인

증받기 시작했고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도덕교육사상을 어느정도 계속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 논쟁을 정리해보면 주로 맹자의 인간의 본성

을 선하다고 보느냐, 순자의 경우 악하다고 보느냐, 고자(告子)의 경우 

중립적으로 보느냐의 세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자는 차별 없는 교육(有教无类) 즉 누구든지 교육을 받은 권리와 의무

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도덕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덕교육

을 통해서 군자인격(君子人格)이란 양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군자사상은 

공자의 인간관에서 가장 훌륭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어>에 107

회에서 등장한다. 논어 학이편(论语·学而) “행위가 위엄 있고, 자신을 

위해 학습하며, 신뢰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行有威重, 学以自固, 忠信为
先)”이 바로 공자의 사교(四教)이며 인격의 양성은 문(文) 행(行) 충

(忠) 신(信)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 즉 사단(四端)을 확

장 시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인의예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타율적인 도덕 법칙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 감정이라고 

한다. 맹자는 끝없는 욕망을 통제하여 일정하게 도덕심을 향하는 마음

을’부동심’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동심은 다시 소극적 부동심과 적극

적 부동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맹자는 전자를 구방심(求放心)에, 

후자를 존심(存心)과 양성(养性)에 두고 있다. 여기서의 구방심이란 이

목구비(耳目口鼻)의 욕망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마

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 도덕적 심(心)의 주재성(主宰性)을 회복시키는 

것이다(정창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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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告子)는 도덕을 중성적(무선악설) 혹은 선악이 섞여 있는 것(선

악혼재설)로 주장하고 있다. <맹자>의 ‘맹자와 고자의 논쟁’에 고자는 

버들을 가지고 匠人이 임의로 그릇을 만들듯이, 인간의 경우에도 중성적

인 인성(人性)에 仁义를 지닐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교육할 수 있지 않

느냐고 질문한다. 즉 그는 버들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仁义는 인위

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타고난 인성이란 가치중

립적이고 무규정적인 어떤 재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재질이 어떤 

이상적인 작품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장인의 인위적인 솜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여울물이 동으로 혹은 서로 흐르는 것은 물의 본성이 아니라 사

람이 물길을 어느 쪽으로 트는가에 달렸 듯이 인성 또한 중성적인 것으

로 교육 여하에 따라 선하게 되고 악하게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자는 ‘性’과 ‘仁义’의 관계를 ‘버들’과 그릇, 물이 흐르는 방향

에 비유하면서, 결국 인성은 선(善) 불선(不善)이 없는 중성적인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임헌규, 2005).

서양의 경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을 토대로 품성 개

발로서의 덕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을 비

물질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인성교육은 감각과 육

체적인 것으로부터 영혼의 해방과 순수함을 의미한다. 순수한 영혼은 특

히(참된) 인식, 즉 지리 또는 이데아와 상응하므로, 영혼의 순화를 의미

하고 인성교육은 진리의 추구를 중요한 계기로 포함한다(김영래, 

2008). 플라톤의 인성교육의 핵심은 보편 타당한 도덕적 인식과 판단 

기준의 정립을 위한 선의 이데아 탐구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플라톤은 특별한 교육체계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플라톤의 교육과정 체계에서 종국적인 

단계는 선의 이데아를 포함한 이데아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본질을 성품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덕이란 

도덕적으로 탁월한 품성, 즉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뛰어나서 칭찬받을 

만한 것, 인간을 선하게 하며 그 자신의 일을 잘하게 하는 성향 내지 성

품을 뜻한다. 그래서 덕이 있는 인격이나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은 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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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행동의 반복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인 덕의 획득이 단순히 맹목적인 습관화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는 덕을 지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

는 습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andin, 1992). 덧붙여서 인간의 행위에 관계된 덕을 도덕적 덕과 지

적인 덕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라고 보고, 어떤 하나의 덕은 일련의 행동

들과 감정에 관한 성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덕은 습관에 의하

여 즉 올바른 행위의 반복된 실천을 통하여 생기므로 습관은 반성적 사

고나 의식이 결핍된 채 비판적 평가를 하면서 반성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현대 인성교육의 이론적 접근

　(1) 중국 도덕교육의 이론적 접근

현재 중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로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 연구가 많이 이

루어졌으며 도덕교육에 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인

간의 내재적인 덕성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해야 한다는 자발적 접근이다. 

이에 刘丙元(2008)은 “도덕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이 자발적인 

도덕 의식에 대한 성찰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라 한다. 즉 개인의 

의지는 도덕교육에 의해 표현된다 하고 도덕교육을 통하여 개인적인 건

강과 사회적인 건강, 조화로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陈洁
(2008)는 도덕 자발성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 체험과 

도덕적인 이성적 가치에 대한 이해라고 주장한다. 도덕 자발적 이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

다.

중국 도덕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적 차원에서 도덕교육과 정치교육의 관계 혼돈, 도덕교육과 지식교육의 

분리 즉 도덕의 교과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 도덕교육과 규범

교육의 분리 문제가 있다(杜晓雯, 2018). 도덕교육의 내용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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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도덕 지식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 경험적 도덕 지식의 비율

이 높다는 문제, 마지막으로 이론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하

고 있다. 또한 도덕과 교육의 분리, 도덕과 법율 내용의 분리 문제와 내

용 구성이 단순하는 것이다. 예컨대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도덕교육

은 지식성을 가르치는 한 지혜로운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인간성을 소홀 함에 도덕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작용이 상실

하였다”(张忠华, 2015; 郭凤飞, 2008; 鲁洁, 王逢贤, 1994). 도덕교육 

방법적 차원에서는 인문적인 정신 과의 분리, 도덕교육과 생활 실천의 

분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교육모형이 부족으

로 생활에 연결하여 교육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杜晓雯, 2018; 张华, 

1998; 刘铁芳, 1997). 

  
　(2) 서양 도덕교육의 이론적 접근

길렌(Gielen)은 주요 도덕 이론들이 도덕성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각각 다른 가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 비합리적이고 문화와 결속된 

개념들, 혹은 이성적이면서 비상대론적 개념들 중 하나를 강조한다고 지

적한다. 프로이트와 행동주의자들은 도덕성이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고 

인간의 환경 그리고 사회의 규칙과 기대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나타낸다

고 상정한다. 그에 반해서, 콜버그나 피아제 같은 인지 발달론자들은 사

회의 인습들을 초월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의상 결정

에 중점을 둔다(Elizabeth C. Vozzola, 2014). 

정신분석하적 관점은 정신분석 이론의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충동, 특히 성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에 대한 통제로서, 프로

이트(1923)가 초자아라고 부른 성격 구조에 의해 가장 잘 이해된다. 초

자아는 용납될 수 없는 외부의 영향들을 억누르기 위해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을 사용한다. 이 개념에서, 초자아 혹은 양심은 부모에 의

해 전수되는 문화의 내면화된 규칙들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임스 길리건

(1976)은 프로이트 이론은 도덕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기보다는 과학

적 탐구의 출발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여 정신분석학이 도덕적 발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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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고 있다고 인증하고 있다. 최근 신경 과학에서 나온 결과들은 이

드, 자아, 그리고 초자아라고 칭했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긴장에 대한 

프로이트의 의견이 실제로는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

안했다(Narvaez & Vaydich, 2008).        

인지발달론적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 도덕교육에 있어 인지주의적인 접

근은 Baldwin(1960)에 의해 도입되었고, Piaget(1997)에 의해 계승되

었으며, Kohlberg(1981, 1984)에 의해 재도입 되면서 동시에 이론적

으로 체계화되었다(정창우, 2004). 인지발달론적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세계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도덕성을 스스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Kohlberg(1984)는 도덕성은 보편적인, 그리고 점점 더 복잡

하고 적절한 도덕적 사고 단계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확장하여 도덕성을 도덕적 인지능력의 발달, 특히 도덕적 

판단(judgement), 추론(reasoning) 능력의 발달로 개념화하였다. 도덕

적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의 판단 과정과 동기, 도덕적 문제 사태를 

분석, 평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능력이 도덕교육의 핵심적 목

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Elizabeth C. Vozzola, 2014). 그러나 콜

버그의 업적은 피아제의 두 국면을 여섯 단계로 확대한 것과 이후 전생

애에 걸쳐 일어나는 불변의 다섯 단계 도덕 발달로 수정한 것이다. 각 

발달 단계는 규칙, 역할 그리고 제도에 대해 점점 더 적절한 논리적 구

조를 나타낸다. 콜버그의 연구는 도덕성을 3수준 6단계로 규정했다.  

이어서 콜버그 이후 레스트는 4구성 요소 모형 개념을 제시하였다. 레

스트(1986)는 도덕성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면에

서 인간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가, 개인 간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의 유형을 의미한다고 한다. 4가지 구성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도

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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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 6단계

인습 이전의 

도덕성

복종의 도덕성

도구적 이기주의와 단순한 맞교환의 도덕성

인습적 도덕성
관계적 조화의 도덕성

사회질서에 대한 법과 의무의 도덕성

인습 이후 

도덕성

합의 구축 과정의 도덕성

비 임의적인 사회적 협력의 도덕성

<표 5> 콜버그의 도덕성 3수준

출처: Rest & Narvaez, 1994, 정창우(2018) 재인용.

덕 교육적 접근 관점에서 MacIntyre(1984)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삶과 사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원인을 자유주의 사회의 도덕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개

인주의적인 태도에서 찾고 있다. 그는 도덕교육은 어떠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람의 성품은 습관화와 인

문적 지혜의 습득을 통해서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덕윤리학적인 전통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현대 사회에서 개

인이 덕을 함양하는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리스

토텔레스의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는 말은, 덕이 있는 행동을 반복

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즉 “덕의 경우

에는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덕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옳은 행

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된다. 성품은 각기 거기 대응하는 활

동에서 생긴다.”11) 이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도덕교육론에 

기초해서 인성교육을 바라본 것이다. 

배려 윤리적 관점에서 길리건(Gilligan)가 발달 이론, 특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여성에게 편향적이며, 콜버그의 초기 평가 방법은 

불공정하게도 관계 유지를 지향하는 여성의 문화적으로 구성된 지향을 

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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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로 갈등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계, 연결, 책임, 위해를 줄

이는 일에 초점을 맞춘 배려적 성향까지 포함하도록 도덕적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학자인 넬 나딩스(Noddings)는 더 

실제 지향적인 배경을 배려 윤리적 작업에 접목을 했다. 나딩스(1992)

의 배려에 대한 정의는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배려적 관계를 

“두 인간 존재 사이의 연결 또는 만남”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만남은 

일방통행이 아니며 양측이 모두 무언가에 기여하지 않으면 연결은 깨지

고 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나딩스(2002)는 배려가 

기본적인 생애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적 접근 관점에서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 정서, 행동에 대한 포

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장이다(박정준, 2011; Lickona, 

2009). Lickona(1991)는 인지발달론과 전통적 덕교육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여 통합적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실제 프로

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천했다. 그는 도덕교육은 책임과 존중이라는 가치

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해야함을 강조하는 인지주의적 

접근과 덕교육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격교육을 전개하였다. 도덕

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한다. 박

정준(2011)는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학교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체적 실천 과정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는 통합적 인성교육을 위한 조건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통합적 

인성교육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 둘째, 통합적 인성교육은 행동 자체를 

넘어 도덕적 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통합적 인성교

육은 공동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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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가.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1) 교육과정 총론

2000년대부터 진행된 의무교육과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

해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많이 기울이

고 있다. 의무교육단계의 2001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적인 책임감, 창의성, 인문적인 소양, 생태환경 의식, 심미력 등을 

향상하여 이상(理想), 도덕, 문화가 있는 인간 양성의 목표로 제시하였

다. 다양한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교육과정 목표가 2001 총론

의 특징이었다(교육부, 2001). 이어지는 2003 일반고등학교 총론은 올

바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양성하고 민족전통의 계승자로서 사회 

규범, 정의, 국민 의무, 사회 책임감, 인문적 소양, 생태환경 의식, 창의

력, 실천능력, 심미력, 존중과 협동,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글로벌적

인 시야 등을 강조하는 인성 덕목들을 교육목표로 제시했다(교육부, 

2003). 

최근 개정되는 2017년 일반고등학교 총론은 ‘立德树人’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여 전인(지덕체미노)를 양성하는 것이다. 목표

는 핵심 역량의 함양 근거로 이상신념(理想信念)과 사회 책임감, 과학문

화소양과 평생 학습능력, 자아발전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글로벌 인간으로 양성하는데 있다고 제시하였다. 실

천, 반성, 이성, 창의력, 건강, 자신, 자애, 낙관, 심미력, 열정, 자아발견, 

존중, 성실, 예의, 배려, 의사소통, 협동, 이해, 판단능력, 정보처리 등 다

양한 전통적인 덕목과 최신 덕목들이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에서 강조되

었다. 이처럼 2000년대의 총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성 요소 및 덕목들

이 점차 다양해지고 2017년에서는 도덕 적인 인간성을 갖추고 있는 전

인적 양성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이와 같은 인성 요소 및 덕목들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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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외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측면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2) 체육과 교육과정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목표, 내용, 교수 및 학습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총론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은 정치, 

경제, 교육 풍토 등 내적, 외적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와 요구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서지영 외, 2011; Evans & Davies, 2015). 2011년에 개

정된 중국 의무교육단계 체육교육과정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의한 

국민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 상황에서 ‘건강 우선(健康第一)’을 핵심으로 

학생의 협동과 의지, 애국 정신과 단체정신, 소통능력, 책임감, 도덕 등 

인성교육을 융합하여 교과를 운영하는 목표를 규정하였다. 특히 학습 영

역(운동 참여, 운동 기능, 신체 건강, 심리 건강 및 사회적응)중의 심리 

건강과 사회적응 영역에서 자신감, 성품, 의지, 스포츠맨십, 협동 정신, 

페어플레이, 정서조절, 의사소통, 자존감, 자신감, 용감, 완강 등 다양한 

인성 덕목을 강조하고 있었다(교육부, 2011).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해 사회 주요 모순12)

이 전환되었고 국민 소질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교

육 단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기존의 지식 중심, 결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역량 중심, 과정 중심 교육

이 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국민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전인(立

德树人) 양성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사회 책

임감, 창의력, 실천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결국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지식 중심,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역량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현재 중국 사회 주요 모순（矛盾）을 새
롭게 정의했다. 과거 ‘국민의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한 사회 생산 사이의 
갈등’이었지만, 현재는 ‘국민의 보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
균형·불충분한 발전 사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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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종목모델 체육 품성 및 덕성 요소

체력 완강(顽强), 견지, 자신감, 협동

구기 완강, 규칙 준수, 협동, 도전

육상 완강, 협동, 경쟁, 

체조 자신감, 협동, 경쟁, 완강

수영 견지, 완강, 의지

미족전통체육 지혜, 과감, 용감, 규범, 존중

기타 협동, 배려, 규칙 준수, 용감

<표 6> 체육교육과정 운동종목모델 중의 품성과 덕성 역량 요소

(교육부, 2018). 각 교과에서도 역량에 중심을 둔 2017년 일반 고등학

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체육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

교육과정에서는‘건강 우선’을 교과 목표로 지향했던 2003년 일반 고

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2017년에는‘건강 우선’을 계속 강조하는 동시

에 ‘핵심 역량 중심’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季浏, 2018). 총론의 

핵심역량 ‘올바른 사회 가치관’,‘필수 성품’,‘핵심 능력’을 체육

과의‘건강 행위’,‘체육 품성과 덕성’,‘운동 능력’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체육교육과정의 총괄목표에서는 체육의 도덕규범과 행위 준

칙, 과학적인 정신, 창의력과 실천 능력, 체육 품성과 덕성, 스포츠 정신, 

사회적 책임감, 문명한 생활방식 등의 인성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부목표 핵심역량 영역 중의 체육 품성과 덕성13)은 사회 책임감, 자존

심, 완강, 극복, 도전, 용감, 열정, 탁월, 페어플레이, 협동, 문명, 예의, 

배려, 존중 등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행위 위주로 인성 덕목들이 제시되

었다(교육부, 2017). 최근 沈建华, 王自清(2018)는 체육교육과정의 내

용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영역과 핵심 덕목을 이상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참조.

출처 沈建华과 王自清(2018)

13) 체육 품성과 덕성: 체육 활동을 참여하는 중에서 행위 및 규범을 지키고 
올바른 가치 추구와 정신 면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체육정신, 체육도덕 
그리고 체육 품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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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최근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수준의 체육교육과정 문서

에 드러나는 인성 요소를 목표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의 고찰을 통해 다

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교육과

정시기마다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으며 인성 

요소가 개정시기마다 다양하게 추가되고 있다. 둘째, 2017 체육교육과

정 개정 전에는 ‘건강 우선’ 핵심 가치관으로 건강에 대한 주목으로 

내용적으로는 인성 덕목에 대한 제시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인성에 대

한 교수 방법 및 평가 즉 실천적 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개정에 인해 체육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인성 

교육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확보하였지만 새로 개정된 체육교육

과정을 반영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나.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함양되기 위해서 교과활동에서의 인성

교육과 비교과활동에서의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모자

이크식 인성교육이 아닌 여러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한

다. 하지만 현재의 인성교육은 여전히 도덕과 법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교과활동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

장 큰 이유는 교과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방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기 시

작하면서 일반교과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14년 <교육부 인성 강화를 위한 교과 개혁 방안>14)문서의 실행이 

14) <教育部关于全面深化课程改革落实立德树人根本任务的意见>는 중국 교육
부에서 교육과정 개혁을 인성을 양성하는 근본 목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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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한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 폭력이나 

자살, 왕따와 같은 특정 교육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초 중등

학교 폭력 대안 2016>의 문서를 제시하며 도덕교육을 통하여 이런 문

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어지는 2017년 새로운 국가 교육과

정 개정에서도 ‘立德树人’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계속 강조하며 

핵심역량의 개념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의 대부분이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에 초점을 두어

야 하고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교과에

서는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도덕과 사회 책임감 그리고 가치

관 등 정의적 측면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각 교과의 내용, 교

수방법 및 평가 면에서 정의적 영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일반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먼저 교과 <도덕과 법>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덕 교과에

서는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역서가 양적으로 이루어져 국외의 도덕

교육을 (檀传宝, 陈国清, 2018) 참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 교과 교육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시민교육(冯建军, 

2014; 刘铁芳, 2013), 생활도덕교육(高德胜, 2018; 马和民, 王德胜, 

2017), 규범 및 제도 교육(杜时忠, 张添翼, 2018; 杜时忠, 2012) 등 영

역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적절한 사회환

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의 명칭을 바꾸었다. 2016년 교육부에 의해 

9년 의무교육단계의 교과의 두가지 명칭 <품덕과 생활>, <사상품덕>을 

통일하여 <도덕과 법>으로 수정하였다. 학생의 인격과 성품보다 더 포괄

적인 개념 도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미술 교과에서 미술사를 통한 학생 도덕 교육과 수업 내용 선정 및 교

수방법을 통한 학생의 도덕 함양 연구(吴金香, 2011; 李娣, 2011)가 이

루어졌다. 협동학습, 주제 중심 통합, 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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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立德树人’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교

육 융합 미술 교수 실천을 실행했다. 올림픽과 도덕에 관한 주제로 감상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올림픽에 관한 주제로 협동적으로 창작하여 

그려보기 올림픽 내용을 통하여 자존감과 자신감 등 내적인 감정을 체험

하도록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颜珊珊, 2014). 현재 미술 교과에서 이

루어진 도덕교육은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음악 교과에서 도덕 감성, 도덕 소양을 중점으로 함양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초등에서 공자의 ‘락(乐)’의 개념을 통한 도덕 함양 실천과 음

악을 통한 도덕교육 가치 탐구가 소수로 이루어졌다(陶海燕, 2017; 余

少鹏, 2015; 谢丽娟, 2015). 

역사 교과에서는 서사적인 경험을 통한 인격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동시에 역사 교과에서 도덕 교육 함양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

는 현황을 비판하고 있다(王春秀, 2015; 尤娅琳, 2014). 

국어 교과에서는 교과서 간의 덕성 및 인성 내용 요소의 국제 비교연

구와 국내 비교연구(张雪, 2016; 余海燕, 2015)를 비롯하여 국어 교과

에서의 도덕 함양의 실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고, 인성교육 방법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인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수 및 학습 방법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응용한 

도덕 교육의 실천효과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陈美欧, 2014). 중학

교 국어수업에서 미디어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겸손, 공감, 성실, 자기통제, 협동, 창의, 존중 등의 덕목들을 함양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설정을 진행했고 다양한 덕목들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하였

다. 이상으로 각 교과에서는 도덕 및 인성 교육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과를 통한 인성 함양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는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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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체육교과에서 도덕 및 인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

어졌다. 동양과 서양 교육자 및 윤리 철학자 이론의 틀로 체육의 도덕과 

인격을 탐구하여 교육의 가치를 확정한 연구 (曹景川, 樊云庆, 2016; 王

高阳, 2016; 汪琴, 2015; 王晓倩, 2014; 陆建军, 2014; 阳洋, 2013)가 

이루어졌고 학교체육에서 덕성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 학교 체육의 도덕

교육 역할을 강조하는(雷湃, 2017; 李储涛, 2012; 刘西洋, 2011; 马新

春, 2009; 熊文, 张建永, 2006;) 이론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보다 실천

적 차원에서는 학교체육에서 도덕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학교체육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실행하여 인성교육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교수방법을 활용한 학생 인성 함양 연구(杨小明, 田雨普, 

2011; 杨小明, 2008)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을 응용한 연구(李凌

姝, 季浏, 2017; 曾海 등, 2016; 周会俭, 2015) 그리고 스포츠교육모형

을 응용한 연구(尚力沛, 2017; 吴亚香, 2016; 王景贤, 2016) 등으로 

체육수업 모형을 응용하여 초∙중등학생 인성 함양에 관한 연구가 최근

에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민족전통체육(무술)을 통하여 학생 인성교육

(崔怀猛, 彭雪燕, 2017; 蔡仲林, 汤立许, 2011)을 접근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 선수들의 도덕 구성 및 특징에 대한 검증(孙开宏, 季浏, 王坤, 

2013), 청소년 선수 도덕 가치 선택 경향의 요인 분석(王坤 등, 2015; 

孙开宏 등, 2014)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주목할 연구는 

2017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서 체육 품성 및 덕성 역량을 제시에 

尹志华(2019)는 3가지 역량 간의 조화로운 함양을 이루어져야 하는 이

론 연구가 진행 되었고 姚蕾, 李铭函(2019)에서는 체육의 정신, 체육 

도덕, 체육 인격을 가르치는 협동적 방법, 탐구적 방법 스마트 수업 방

법들을 안내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과별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차원에서 2011년 이후 전체 

교과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별로 교과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장에서 실행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



- 45 -

구분 주요 내용

목적

1) 당과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을 양성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양성한다. 사회주의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학생

으로 양성하여 건강한 인격과 심리 성품, 정치 소양, 도덕 성품, 법의

식, 행위 습성을 형성한다. 학생의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전인적 발달

<표 7> 초중등덕육지침(교육부, 2017)

러 2016년에 ‘立德树人’의 교육 목적에 의해 교과별로 적합한 덕목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 교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탐

구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 

내용 및 실질적인 교수 학습방법에 관한 탐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는 

실정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 학교 도덕교육 지침

2017년 8월 교육부에서 제시한 <초중등덕육지침>에서 포괄적이고 체

계적으로 초 중등학교 도덕교육에 관한 목표, 내용, 실천 방법에 관해 

안내하였다. 실행 방식은 총 여섯 가지로 교육과정육성, 문화육성, 활동

육성, 실천육성, 관리육성, 협동육성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근 도덕

교육에 관한 규범적인 공식적 문서이고 ‘立德树人’의 교육 목적을 이

루기 위한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 문서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가치 추구에 대한 통일을 강조하고 학생의 심신 발달 단계의 특

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도덕교육의 단계, 순서,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다. 또한 학교 도덕교육의 과학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도덕교육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도덕교육을 생리적, 인지적, 정의적 등 다양한 요

소를 양성하기 위한 총체성 지침이다. 도덕교육의 내용에서는 정치, 사

상, 도덕, 법, 규율 그리고 개인적 성품의 통합을 고려하고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학생의 지, 정, 의 등을 조화롭게 발달 시켜 학

생들의 자신감, 성실, 용감, 책임감 등 개인적인 성품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계적 인성 요소와 개인적 인성 요소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실천적인 능력에 대한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표　
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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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한다.

내용
2) 신념 교육, 사회주의　핵심　과치관 교육, 민족전통문화 교육, 생태문

명교육, 심리건강교육

방법

3) 교과. <도덕과 법> 교과에서 적용한다. 학생의 생활중심으로 도덕인

지, 도덕　감정, 도덕체험, 도덕실천에 초점을 둔다. 다양한 교과에서 

도덕교육을 활용한다. 이과 수업의 과학적 정신, 방법, 태도를 양성한

다. 음악, 체육, 예술을 통해 학생의 심미력, 건강행위, 의지, 품성, 인

문적인 소양과 생활습관을 함양한다.

4) 2) 문화. 학교　문화　활동 환경 조성. 

5) 3) 다양한 활동 구성. 동아리, 국기 게양식 등

6) 4) 실천. 안전교육, 탐방교육 등

7) 5) 관리.

8) 6) 협동. 가정 학교 사회의 협동

9) 7) 조직.

3. 스포츠/체육에서의 인성교육

사회와 교육의 상호적인 소통의 기본 형식은, 교육이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학교는 항상 사회 현

실과 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언제나 

고유한 위치에서 지속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체육교과에서도 이러한 논

쟁의 역사적 사회적 자장으로 논의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체육교육이 미래에 생산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Kirk, 2009). 

스포츠는 인성을 드러낸다. 1964년 World Health Organizations’s

(WHO)에서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과 질병이 없는 상

태’로 정의하였다. 예전 신체의 건강을 주로 인식되는 개념을 다차원적

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체육교육 목적도 ‘신체의 교육’에

서 ‘신체를 통한 교육’의 개념으로 전개되면서 신체활동을 참여함으로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운동기능을 발달하는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정서적, 정신과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등 다양한 측면의 가치에 대

해 주목하였다(Bailey et al., 2009) 최근에 이런 인간의 통합적인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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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wellness’15), ‘wholeness’16)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 신체활동을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

velopment)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Gano-Overway & Newton, 2

009; Zarrett et al., 2009) 범죄 행위를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

이 증명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부정적 성향에 따른 비정상적 정서와 

심리상태의 교정을 위하여 신체활동과 게임활동의 처방으로 많은 노력이 

실천되고 있으며(Collins, 2013)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도 있다. 스포츠

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선호를 받는 장점이 있

다. 이런 스포츠의 장점을 이용하여 스포츠를 통한 인성의 발달이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Holt, 2016).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는 인성을 드러낸다”(sports reveal 

character)는 생각도 퍼져있는 동시에 경쟁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포츠

에 몰두하게 되면, 승부심에 인해서 보다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을 키워

낸다는 주장도 있다. 즉 스포츠를 참가하면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Gardner, Roth, & Brooks-Gunn, 2009; Hartmann & 

Massoglia, 2007). 그리하여, 스포츠는 양가적 가치를 지닌다.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저 운동을 많이 참

여하는 것만으로는 인성적 효과를 거두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되도

록 많이 참여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손

경원, 정창우, 2014; Arnold, 1997). 

15) 웰니스(Wellness)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심리/정서, 지적능력, 영혼, 
직업, 환경, 경제, 문화, 풍토, 통치, 사회 공평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
다(Foster, Keller, McKee, & Ostry, 2011). 체육에서는 신체적 건강
과 정서적 안정인 wellbeing을 합쳐 ‘몸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운동을 웰니스라고 한다

16) 신체, 정신, 영혼을 통합한 전인으로서 ‘온전성’ 또는 ‘전일성’을 지
향한다. 모든 사물이나 대상은 부분의 결합이 아니라, 부분으로 나누어지
지 않는 전체가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최의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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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포츠는 놀이 및 실천전통

　1) 스포츠는 놀이

스포츠를 참여하는 경험은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선행하기 전에 우리는 스포츠를 순수한 놀이(play) 이라는 사실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Huizinga(1995, p. 13)는 놀이를 ‘인간의 자유를 

표현하는 기본’이라고 정의하였다.

놀이(Play)는 한가지 자유로운 활동이다. ‘일상적(ordinary)’

한 생활을 ‘비엄숙(not seriously)’하게 하고 사람들은 게임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다. 이는 이익이 없으므로 삶들은 게임
을 통해 물질적인 이득을 볼 수 없으며 과정은 정해진 시간
과 장소에서 활동하며 규칙 내에서 매너를 지키는 것이다.

스포츠 놀이는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 주면

서 우리의 생활을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은 우리에게 인지, 사회, 

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의 비판적 사

고를 발달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크다(Elkind, 2007; 

Pellegrini & Holmes, 2006). 피아제는 아동들이 게임의 새로운 룰과 

방법을 제시하여 게임이 더 도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한다고 발

견하였다. 그는 아동의 게임에서 도덕 교육 모형(model for moral 

education)을 발견하여 교사는 아동들의 협상자(collabor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협상자는 규칙의 기본으로 아동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피아제의 <아동의 도덕 판단>(Piaget, 1932/1997)은 네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인 “게임의 규칙(The rules of the 

Game)에서 피아제는 구슬 놀이 연구에 대한 계획서를 기술하고 상이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참여자로 한 많은 응답 사례를 제공하였다.

실험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 구슬 몇 개가 
있어. 네가 게임 방법을 내게 가르쳐 줘. 나도 어렸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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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많이 하곤 했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완전
히 잊어버렸거든. 같이 하자. 네가 나에게 규칙을 가르쳐 주
면 너랑 같이 게임할 거야.”(p. 24)

피아제는 게임을 통하여 아동들은 많은 활동적인 능력을 향상하고 도

덕적 발달에 유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협동적인 능력을 집적으로 습

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통해 신체활동의 가치를 터득한다고 

한다. 

　2) 스포츠는 실천전통

스포츠는 게임활동이고 ‘실천전통’이기도 하다(Hardman & Jones, 

2010; Simon, 2013). 스포츠를 배우는 데에 왜 신체적 기술이나 과학

적 지식 이외에 인성적 성품이 필요한 것일까? 스포츠는 독특한 교육내

용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기능의 집합이거나 운동기능 습득에 그치지 

않는다. 스포츠는, McIntyre(1981)가 말한 바, ‘실천전통(a 

practice)’이다. 그 안에 역사, 전통, 가치, 기술, 공동체 등등이 모두 

함께 들어있고 관여되는 수준 높은 인간의 활동이다. 단순히 시합 요령

을 익히는 것은 스포츠를 작은 일부분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

는 운동기능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실천전통으로서 간주되고 전달

되고 가르쳐야만 한다. 그랬을 때에만, “스포츠를 위한 인성교육”의 

노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전통로서의 스포츠는 그 안에 많

은 측면과 차원들이 담겨 있다. 기술과 전술에 관련된 것, 내재적 선과 

가치와 정신에 관련된 것, 제도와 역사와 풍습에 관련된 것, 사람과 사

건과 용품에 관련된 것 등등의 차원들이 겹겹으로 감겨져 있다(최의창, 

2018).17) 맥킨타이어는 “실천전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가 말하는 “실천전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
적 인간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영식을 가리킨다. 실

17)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구현 – 기존 방안 리뷰와 인문적 스포츠교육의 
지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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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통은 그 활동 형식에 적합하고 또한 그 의미를 부분적으
로 규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가지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에서 그 활동 형식의 내적 가치를 실현한다. 실천전통을 이
렇게 이해할 때, 틱택토 혹은 기술적으로 축구공 던지기는 
실천전통이 아니지만, 체스나 축구는 실천전통의 예가 될 수 
있다(MacIntyre, 1984: 187-188). 

나. 스포츠맨십 교육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은 오래전부터 체육교육에서 가장 잘 알려

진 가치덕목이다(Schneider, 2009; Laker, 2001). 오늘날 스포츠 활동

의 윤리적 행동 지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스포츠맨십이라는 용어는 

1749년 Henry Fielding의 <The History of Tom Jones>라는 문헌에

서 처음 기록되었다. 19세기 말에 영국 공립학교의 게임 윤리와 쿠베르

탱이 주창한 올림픽 전신에도 반영되었다. 그후 1900년대 전후로 스포

츠맨십은 페어플레이의 의미로 ‘경쟁적 스포츠 활동에서 스포츠맨이 지

켜야 할 윤리적 자질’의 의미로 받아드리기 시작하였다. NCAA(2003)

에서는 스포츠맨십을 운동 경기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지켜야할 

규약으로서 존중, 공정함, 시민의식, 정직, 책임 등 덕목들이 포함된 정

의를 내리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하는 윤리에 대

한 인지, 판단, 행동으로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스포츠맨

십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로 정의

하는데 어려운 일이다(박정준, 2011; Arnold, 1997). 하지만 스포츠맨

십은 제대로 된 스포츠의 특성을 하나로 뭉쳐서 알도록 해주는 매우 유

용한 개념이며, 스포츠맨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인성이 무엇인

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최의창, 2010) 

스포츠맨십과 관련한 연구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인식과 참여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Feezell(2004)는 스포츠의 본질을 아리스토

텔레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윤리학적 탐색을 펼쳐낸다. 그는 스포

츠라는 인간활동 자체가 MacIntyre(1978)가 말한 ‘a practice(실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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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 선을 습

득함으로써 인간의 덕을 함양할 수 있는 주요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특

히, 스포츠맨십의 개념을 주목하면서 스포츠에 참여함으로 써 스포츠맨

십을 습득하게 되며 그를 통하여 인성의 고양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Clifford & Feezell(2009)는 스포츠맨십은 스포츠를 스포츠로 만들어 

주는 내재적 특성이며 스포츠맨십이 실현되지 않은 스포츠는 스포츠의 

본질을 떠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를 실천하는 당사자를 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가지 존중을 핵심덕목으로 상대팀에 대한 존중, 팀과 동료에 대

한 존중, 심판에 대한 존중, 경기에 대한 존중, 선수/지도자에 대한 존중

으로 드러냈고 23개 하위 요소를 세부적인 행동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맨십의 5가지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교육이 절

대적으로 요청됨을 주장한다. 

또한 Arnold(1997)는 스포츠를 보는 관점에 따라 스포츠맨십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조합(social union)으로서의 스포츠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관점과 스포츠에서 즐거움을 보장받

기 위한 상호 약속으로 보는 관점, 마지막으로 스포츠 안에 내재된 바람

직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최의창(2010)은 스포츠맨

십의 개념과 내용, 교수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스포츠맨십 

교육 내용과 방법18)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맨십은 올바른 스포

츠의 특성을 하나로 뭉쳐서 알도록 해주는 개념을 강조하며 스포츠맨십

은 본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규칙조항을 넘어 친밀함, 관대

함, 동정심과 같은 덕목과 정신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스포츠맨십 개념과 가치에 대한 연구(王晓慧, 刘桂海, 

2016; 黄莉, 2007), 청소년 스포츠맨십의 인식 영향에 관한 연구(马瑞, 

俞继英, 2010),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맨십을 함양하는 방법에 관한 탐구

18) 스포츠맨십 교수방법의 3가지 관점을 사회화 중심, 스포츠 중심, 프로그
램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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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勇, 张锐, 2003) 등의 연구가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흥

미로운 점은 중국 민족전통체육에서 드러나는 스포츠맨십 덕목들과 연계

시켜 해석한 연구(田金龙, 2002)가 주목할만 하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

에서 특히 黄莉(2007)에서는 철학, 미학, 윤리학, 문학, 인류학 등 다양

한 학문의 시각에서 드러나는 스포츠맨십의 덕목들을 규납하고 분석하여 

스포츠맨십을 인류의 탁월한 성품과 이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스포

츠맨십을 인본정신(人本精神), 영웅주의정신19), 페어플레이정신, 팀워크 

및 협동정신 4가지 핵심덕목으로 제시하였고 스포츠맨십의 가치방향을 

전인적 가치, 자유, 존중 및 낙관적 태도로 강조하며 주요 가친표준은 

건강, 도전, 공정, 경쟁, 단결 및 협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중국 민족전통체육을 통한 인성교육

중국 민족체육은 1930년대 중앙대학(中央大学) 정등과(程登科)가 제

일 먼저 제기한 주장으로 그 핵심은 전민 체육화(全民体育化), 체육군사

화이다. 1936년 10월 정등과는 ‘체육군사화’의 기초에서 더 발전시

켜 나간 것은 ‘민족체육’이다. 그후 대일항전 전야에 직면하여 국내의 

민족정신 요구가 더욱 간절해졌고, 민족체육의 제항은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여 민족본위 중심사상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정등과의 민족체육이론

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체육의 목적: 조직화와 규율화를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본분
과 준법정신을 제창하고, 체육을 강국강종과 민족부응의 공
구로 삼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체육을 실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전문체육화: 전민체육화는 바로 평민화 운동으로서 전민체육
을 실시하고, 고유의 국수체육과 국정에 적합한 외국운동을 
잘 따져보고 하나로 융합하여 훈련효과를 획득해야 한다.

19) 인본 정신: 생명력, 심미력, 행복, 활력(活力). 영웅주의 정신: 도전, 정복
（征服）, 용감, 건강, 탁월(高超), 고결(高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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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권력을 이용한 전민체육화의 추준: 군경의 권력을 이용
하여 교사부족, 경비부족, 장소부족을 해결하여 민중체육을 
실시한다(何启君, 胡晓风, 1989). 

이렇게 항전이후도 군사체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이르러 중국의 

민족체육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후 1948년 오자강

은 <비상시기지아국체육>에서 중국체육은 체육 민족화를 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체육목표는 전체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실용적이
고 보급하기 쉬운 민족체육을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예
를 들면 수영, 역도, 소풍, 국술, 검술, 도곤 등을 적극 제창
하여 사회와 학교 각 방면에서 운동보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吴自强, 1937).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민, 용감, 모험, 분투, 인내, 

희생 등의 미덕을 갖추도록 훈련시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민족체육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민족체육을 

항상 높은 위치에서 발전해나가는 모습은 중국의 고유한 전통을 계속 지

키는 것이다. 사실 예전부터 예礼, 악乐, 사射, 어御, 서书, 수数의 여섯 

가지 문무합일(文武合一), 지덕겸비(智德兼备)의 육예(六艺) 교육을 갖

고 있었고, 향후 인仁, 지智, 신信, 용勇, 엄严의 다섯 가지 무덕(武德)을 

중시하고 상무정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중국 고유의 체육에 가장 적

합하며 민족의 기를 드러내는 전통이다(許義雄, 2000). 

민족전통체육을 강조하는 전통은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져왔다. 대표적

으로 교재의 편집, 의무교육, 고등학교, 대학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교수내

용과 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1916년에 학교체육에 안내하기 시작한 민

족전통체육은 1997년 국무원학위위원회와 국가교무위원회에서 민족전통

체육을 하나의 학과로 민족전통체육학을 설정하였고 무술, 사자춤(舞

狮), 용춤(舞龙) 등 특색있는 민족전통체육 종목을 학교체육의 교수내용

으로 확장하였다. 徐德正, 徐明全(2000)는 민족전통체육의 종목 무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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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규범적 특징을 “尊师重道, 重义守信, 立身正直, 谦和仁爱”20)로 강

조하고 있으며, 洪浩와 田文波(2013)는 무술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교체

육에서 실행하여 학생들의 인격, 성품, 예의를 습득하면서 올바른 인간

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실행하

고 있는 체육교유과정에서 민족전통체육 종목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을 

드러나고 있으며 2017년 ‘중화 우수전통문화 발전 공정에 대한 의견

(关于实施中华优秀传统文化传承发展工程的意见)’ 문서에서 학교에서 민

족전통체육을 통한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민족전통체육은 사회 책임감, 사회 윤리 및 

도덕, 개인적인 소양, 건강한 문화 특징, 고대중국의 전통적인 보건체육 

등 인성과 건강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倪依克, 2004) 결국 교

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立德树人’ 즉 전인적 지향은 무덕, 신념, 민족

정신 등 인성 요소를 강조하는 무술교육과 공통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薛欣, 高永强, 2019). 향후 미족전통체육을 통한 인성 함양에 관한 정

책적인 지지와 이론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실천적 

효과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4.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인

성을 함양하고 도덕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동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

이다. 중국의 학교교육은 오래전부터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시기마다 목표가 다소 차이

가 있지만 강조하는 인간상과 전인교육에 대한 지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서 인성교육에 더욱 주목을 받게 시작한 

계기는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학생의 도덕교육을 

20) 교사와 도를 중요히 여기고, 의리와 성실을 중요히 여기며, 인간으로서 정
직해야 하고, 겸손하고 인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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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교육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기 시작하여 ‘인간 육성이 기본이고, 도

덕교육이 선행되야 한다(育人为本, 德育为先)’를 제시한 것이다. 이어

서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立德树人’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

성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로 제기하였다. 2014년에 교육부는 <교육과

정 개혁과 덕성 및 인성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건의>의 제정을 진행

했고 전체 교과로 학생의 인성 함양(全科德育)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도덕교과, 국어교과, 역사교과, 체육교과 그리고 예술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에 <도덕과 법>이란 교과 및 교재를 편집하여 적용하기 시작

했고 체육교과는 사회적 책임감, 품성과 덕성 등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일이 교육의 초점으로 되

었고 따라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즉 

교사의 인성을 어떻게 교육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인성교육은 사실 항상 소외되어 왔다. 신

자유주의에 의한 주지교과중심 교육에 의한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은 인

성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갔다고는 힘들며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이

에 현재의 인성교육정책은 실현 욕구만 높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이루어지며 사범교육을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교사교육 또는 신사범교육(新师范教育)으로 강조

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田晓苗 石连海, 2019; 钟启
泉 王艳玲, 2012; 黄崴, 2001).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과 인성을 갖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면 교사의 전문성 실천이 바로 교사의 도덕 실천이기 때문이다. 교

사의 언행과 스타일 그리고 수업하는 방법 등이 학생의 도덕교육의 직접

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교수는 실천의 특징을 가

지고 있고 실천이 모든 교육활동과 과정에 스며 있으므로 도덕은 실천 

과정 중에서 드러나고 교수 활동 과정중의 도덕 의미는 실천에서 나타나

는 것이다(Hans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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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교사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상품덕소양과 업무소질능력이

      있는 교사들을 건설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3조 교사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양성하고 민족 소질을 함양 하는

      사명이 있다. 교사는 인민의 교육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제8조 1) 교사의 의무. 헌법과 직업 도덕을 지키고 위인사표. 2) 교사의 업무와

      책임을 잘 완성한다. 3) 학생들에게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과 애국주의,

      민족단결교육을 실행하고 법과 사상품덕, 문화, 개인존중, 체지덕 등 전

      면적인 발전에 몰입해야 한다.

＜표８＞중화인민 공화국 교사법 인성 내용

이에 체육교사양성기관은 입학에서부터 올바른 인성과 교직 적성이 훌

륭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하고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서도 인성교

육 전문성을 중요한 차원으로 강조해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체육교사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연수나 

교사 공동체 또는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교사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 특히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중국 국가 차원에서의 교사 인성함양 정책과 문서

직업으로 교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교직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중화인

민 공화국 교사법, 교사 전문표준, 교사 자격증시험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교사의 윤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면서 1994년 1월1일

에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영 제 15호 중화인민 공화국 교사법이 실행되

었다. 체육교사를 포함한 교사의 인성에 대한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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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영역 기본 요구

교사 

전문 이념과 

교사 도덕

직업 이해와 

인식

1. 당과 국가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교육법을 준수한다.

2. 학교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업 정신과 

직업 신념을 갖춘다.

3. 교사 전문성과 독특성을 인증하고 자신의 전문성 신장

에 노력을 해야 한다.

4. 훌륭한 직업 도덕 소양을 갖추고, 위인사표

5. 단체 협동 정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한다.

학생에 대한 

태도와 행위

6. 학생을 사랑, 학생의 심신건강을 중시, 학생의 생명 안

전을 일위로.

7. 학생의 인격을 존중, 학생 인권 보장, 모든 학생을 평

등하게, 학생을 체벌 금지.

8. 학생을 믿어주고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 학생을 이해하

는 것. 

9. 학생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교육활동과 

교수활동의 

태도와 행위

10. 학생의 전인 양성을 목표로 지식, 능력 품성과 도덕을 

모두 주목한다. 

11. 교육의 규칙을 존중,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행한

다.

12. 학생의 호기심, 흥미, 탐구정신을 이끈다.

13. 학생의 올바른 습성을 양성한다.

개인 소양과 

행위

14. 사랑, 책임감, 인내심을 갖춘다.

15.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친절하다.

16. 정서조절, 마음이 평온함. 

17. 적극적인 전문성 신장.

18. 언행. 

<표 9> 2012년 교사전문표준 - 교사 도덕과 이념 기본 내용

2012년에 교육부에서 모든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교사전문표준

을 정하였다. 이는 <중화인민 공화국 교사법>과 <중화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가지 표준을 제정하였다. 

모든 교사는 교육 교수활동에서 직업도덕, 전문지식, 전문기능을 갖추어

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그중 교사 도덕을 가장 우선 순위로 강조하였다

(교육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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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표 2급지표 3급지표

직업 도덕과 

소양

직업 
이념

1. 국가의 소질교육 실행의 기본 요구를 이해하고 교육 현
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2. 학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여 전인 발달에 돕는
다.

3.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생학습한다.

직업 
규범

1. 국가의 주요교육법을 알고 학교 현장 실천 과정에서 나
타난 법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사 직업도덕규범을 알고, 학교 현장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규범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교사 직업 도덕의 행위 요구를 알고 경업, 애국, 학생사
랑, 인간 육성, 위인사표, 평생학습.

기본 
소양

1. 자연과학 지식과 인문사회과학 지식 그리고 문화 소양
을 갖추고 있다.

2. 예술 감상 지식과 심미력을 갖추고 있다.
3. 독서이해능력, 언어표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정보처

리능력

<표 10> 중화인민공화국 교사자격증시험표준

교사의 소질 제고, 교사자격제도의 보완과 교사전문성을 촉진하기 위

하여 2011년에 교육부에서 초 중등과 유아 교사자격증시험표준을 절강

성과 호북성에서 최초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미래 교사의 직업 도덕과 

소양을 주요 평가 차원 중의 하나로 제시하여 교사 직업 신념, 적성, 직

업 규범,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거의 모든 성에

서 필기시험과 면접의 형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교사 직업 도덕과 소양

을 강조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와 같다. 

2012-2017년이 중국 교사정책체계구성의 전면적인 제고 단계라면 

2018년 이후는 중국 교사정책 발전의 새로운 시대이다(李廷洲, 吴晶, 

王秋华, 2019). 2018년 1월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반포한 ‘신시대 교

원양성 심화 개혁 의견(关于全面深化新时代教师队伍建设改革的意见)’은 

교사 교육을 지향한 공식적인 문서이며 인성 측면에서는 교사의 사상정

치 건설과 도덕성품을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문서 ‘교사교육　부흥　행동　계획(教师教育振兴行动计划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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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의 덕성 교육이 교사양성 과정의 필수 수업으로 추가되었으며 

2018년 10월 교육부 문서 ‘탁월　 교사양성　 계획(卓越教师培养计划
2.0)’에서 교사 덕성 양성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 국가적 문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中国教育现代化2035)’에서 교사의 덕성과 품성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사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해 교사의 도덕 전문성을 강

조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정책 문서에 의해 중국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지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사를 직업적

이고 행정적으로 규정하며 신자유주의에 의한 그릇 된 길을 택하고 있다

(叶澜, 2016). 이런 맥락에서 교사는 직업과 자신의 정체성 관계 측면

에서 외부환경에 의한 생존자, 전문성 발달의 외부자, 환경의 의존자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와 교과 간의 측면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

자, 교과 기능의 훈련자, 교과 능력의 반복 설득자 뿐이다. 교사와 교육

의 변혁 간의 관계 측면에서도 교사는 제도의 기계적 실행자, 개혁 경험

의 이행자, 교육 변혁 실천자로 되어버렸다. 현재 교사교육에서 교육이

론의 가치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실천에 적용을 해야 한다. 교사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Hargreaves & Fullen, 2012). 

나. 중국 현직체육교사연수를 통한 인성 함양

비록 교육부는 2011년에 <초중등학교 교사직업도덕규범>을 교사교육

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실행하였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전문성 발전 

현황조사>에서 사상정치와 교사도덕교육의 연수 효과의 평가는 아주 낮

다(丁钢, 陈莲俊, 孙玫璐, 2010). 현실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

사법과 교사전문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 덕목들이 교사연수에서 인성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수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현직교사 인성 교육 연수는 효율적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보기 어

렵다. 그래서 연수과정에서 교사의 도덕교육에 관한 연수 내용,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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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모듈 주제
교육
시간

내용요약

교사
도덕

과 이념

교사
도덕
소양

교육가의 도덕 
정서

3
교육가의 내로티브/사회적 

책임감/교육이상/사랑과 인격

모범교사 
교사도덕

3
모범교사 성장경험, 교사도덕 함양 

경험, 교사도덕 함양 시사점

교사직업 
탈진과 

교사도덕 소양
3

직업 탈진 원인, 표현 형식, 
해결방법

핵심가치관 및 
교육실천

3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인식, 내용, 

사례

교사 행위 
기록물

3
반면 사례, 갈등 분석, 갈등 대처 

방법

교사 도덕규범 
및 실천 전략

3
<초 중등 교사 직업도덕규범> 

주요내용, 사례 실천 전략

교사심리조절 
전략

3
적극적 인지 형성, 사고방식 변환, 

평온한 심리적 상태 되 찾음.

<표 11> 중학교 <체육과 건강> 교육과정 내용 연수 내용

방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詹丽峰

(2014)는 2013년에 중국 광동 성의 산터우시에서 신입교사에게 설문지

를 실행했다. 248명에서 79.3%의 교사가 도덕교육 연수에 참가하여 개

인의 도덕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60%의 신입교사

가 연수를 통하여 도덕교육을 이루어지고 싶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원인

은 명백하다 교사는 도덕교육 연수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반드시 연수

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교사 인성교육에 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사 인성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2012년 중국 국

가 연수(国培) 프로그램이 교육부의 주도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각 교

과에 대한 국가 연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체육교과 국가 연수 교육과정에

서는 목표, 내용, 평가 측면에서 교사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중학교 <체육과 건강> 교과와 기타 교과에서의 인성

교육 전문성과 이념 차원이 전문지식, 전문능력 2가지 차원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연수 총 시간의 10%만 해당되는 것이

다. <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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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 관계 및 
학생 배려 사례 

연수
3

학생을 배려, 존중, 공평하게 대하고 
구체적인 사례 안내

학교와 가정의 
협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례 

연수

3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규범 

효율적인 소통 사례

 

현재 중국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

라고 천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사교육의 공식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포

함되지 않았다. 현실의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방법은 단일하고 

모든 교사를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에 인성교

육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학생을 

직접 지도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성교육의 

차원의 연수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어떤 내

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1) 중국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

중국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 제도는 국가나 양성기관에서 예비체육교

사 양성의 구조와 방식 그리고 유형과 설정에 대한 규정이다(许瑞勋, 张
建, 段金霞, 2007). 따라서 체육교사 양성기관로서의 지식과 기능 양성

은 물론이고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국가적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중국 예비체육교사 교

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두가지 교육부 문서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영성사

범대학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 사례를 제시하겠다. 첫번째는 2003년에 

반포한 ‘전국일반고등학교체육교육전공교육과정방안(全国普通高等学校

体育教育本科专业课程方案)’이고 두번째는 2017년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반고등학교사범류전공인증실행방법일시(普通高等学校师范类专业认
证实施办法暂行)’이다. 첫번째 문서는 대학 예비체육교사 양성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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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 그리고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실행했고 두번째 문서

는 사범 유형 대학의 예비체육교사 양성을 규범화 시키고 교사교육 질의 

양상을 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이 문서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의 내재적 자질 영역, 인성교육 실천 영역을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제

시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의해 체육교사교육에 다시 시작하였다. 

1978, 1979, 1983년에는 <체육대학 발전 의견>등 문서로 반포하였고 

1980, 1986, 1991, 1997 그리고 2003년에 총 다섯 차례의 예비체육

교사 교육과정 지도방안을 반포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양성기관 교육과정

과 교재를 개선하였다. 1986년에 <초중고 체육교사 강화 의견>이 제시

되면서 체육교사를 중등사범학교(中等师范学校), 사범전문학교(师范专科

学校) 그리고 사범대학(师范院校)21) 등 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초등

학교체육교사, 중학교체육교사, 고등학교 체육교사 양성을 시작했었다. 

1993년에 <교사법> <교사자격조례> 등 법적인 규정이 제시되면서 체육

교사교육의 발전에 법적 근거를 보장하였고 1995년에는 <중화인문공화

국 체육법>을 제시하면서 체육교사교육의 관련 문제를 규정하였다. 따라

서 2003년 중국교육부는 ‘전국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과정 

방안(全国普通高等学校体育教育本科专业课程方案)’을 제시하였고 

2004년에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전공 주요 교육과정 지도강요>를 반

포하여 현재까지 일반고등학교기관(종합대학, 사범대학, 체육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다. 

21) 중등사범학교는 역사적으로 한 시기에 중국의 초등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초등졸업생 선발대상의 학제는 6-7년이고 
중학교졸업생 선발대상은 3-5년 학제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중국의 고등
교육기관의 중등교육전공 또는 초등교육전공과 유치원교육전공으로 합병
되었다. 사범전문학교는 중학교교사와 초등학교교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선발대상은 고등학교졸업생이며 학제는 2-3년이다(顾明远, 
1998). 사범대학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이다. 선발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보통 4년제 학제로 교사를 양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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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목표 : 학교체육교육, 훈련 및 경기를 주요 업무로 양성
하고 학교체육과학연구, 학교체육관리 및 사회체육지도 등 
업무를 책임 하는 복합적체육교육인재로 양성. 

양성 규격(规格) : 첫째,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기
본이론 ‘三个代表’ 사상을 습득한다. 국가의 교육과 체육업무
의 방침과 정책 그리고 법칙을 알아야 한다. 교육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상품덕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학교체육교수와 건
강교육교수 그리고 운동훈련 및 경기의 기본이론과 방법을 습
득하며 창의적 정신과 자기발달능력, 사회적응능력, 실천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학교체육개혁과 발달 동향 그리고 
체육과학연구의 발전 방향을 알아야 하고 체육과학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컴퓨터와 한가지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다섯, 건강한 신체와 양호한 생활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여섯, 심미력과 표현력 창조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공수업 및 시수분배 : 각 유형의 수업의 총 시수는 
2600-2800시수, 그중 공공수업시수만720시수로 규정 하고 
전공수업은 1900-2100시수로 규정하고 100-110학점을 전
공교육과정으로 분배한다. 각 대학에서 ±10% 가능한다. 첫
째, 필수과정(1126시수, 60학점)은 주요 교과목(846시수, 45

학점) + 일반필수교과(280시수, 15학점) 포함한다. 둘째, 선
택과정(880시수, 50학점). 셋째, 실천단계. 실천단계는 사회
실천(입학교육, 군사훈련, 노동교육, 사회조사, 졸업교육, 취
직교육); 교육실습(10-12주, 그중 견습1-2주, 실습 8-10주); 

연구실천(졸업논문, 학술활동) 포함한다(방안, 2003).

2017년에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반고등학교 사범계 전공인증 실행방

법 일시(普通高等学校师范类专业认证实施办法暂行)’는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범대학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여 교사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체육교육전공인증’은 2019년부터 시작했

다. 평가 인증 과정은 3급으로 이루어지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졌

다. 1급은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본정보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

고 2급과 3급은 평가 전문가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7개의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인증 결과는 정책제정, 자원분배, 재정지원, 교사채용, 입시 등

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급 인증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예비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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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사자격증시험 면접 단계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3급 인증에 합격하면 그 대학에 교사자격증시험의 필기와 면접 단계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평가 인증에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가장 중요

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게 됐고 중국 예비체육교사 양성기관의 양성 방안

에서는 반드시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한바 

의미가 크다. 즉 중국의 국가 지향적 문서이기 때문에 양성기관의 체육

교육전공 양성 방안의 ‘졸업 요구’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인성교육 전

문성의 영역과 세부적인 요소 들이 포함되었다. ‘졸업요구’는 순서적

으로 교사도덕 실천, 교수방법 습득, 인성교육 방법 습득, 자기 발달 등 

네가지의 상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교사도덕 실천의 하위 범주는 

교사 도덕규범, 교육적 감수성으로 구성되었고 교수방법 습득의 하위 범

주는 지식융합, 교수능력, 기술융합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인성교육 방

법 습득의 하위 범주는 학급이지도, 학생 종합육성으로 구성되었다. 마

지막으로 자기 발달의 하위 범주는 자발적 학습, 국제적 시야, 반성적 

연구, 의사소통 및 협동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3급 인증 사례의 ‘교육과정 구조’에 관한 요구는 교양교육, 

교과전공교육과 교사교육의 심층적 융합, 이론 교과목과 실천 교과목의 

합리적 설계,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의 합리적 설계를 추구하고 있

다. 각 유형의 학점 분배가 적절해야 하고 교양교육 교과목의 인문사회

와 과학소양 학점이 총 학점의 10%를 차지해야 하며 교과전공 교과목

의 학점은 총 학점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교

사교육 교육과정 교과목이 규정한 학점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도 명시

되어 있다22). 예시로 영성사범대학 교육과정 설계 및 학점 분배는 <표 

22) 2011년에 중국교육부에서 반포한 문서 ‘교사교육 교육과정 표준 시행
(教师教育课程标准试行)’에서 중등예비교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요구
를 명시 한바 있다. 총 이수 학점은 14학점 이상 이어야 하고 교육실습은 
18주 이상으로 규정했다. 학습 영역은 아동발달 및 학습 영역, 중학교 교
육기초 영역, 중학교고과교육 및 활동지도 영역, 심리건강 및 도덕교육 영
역, 직업도덕 및 전문성 발달 영역 총 4가지 학습 영역을 규정하였다. 또
한 교사교육교육과정 목표 영역 ‘교육 신념 및 책임감’, ‘교육 지식 
및 능력’, ‘교육 실천 및 체험’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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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학점
학점 

합계

일반교육학 
교육과정
(교양)

필수 

사상정치교육 14

32

42

체육 및 국방 
교육 국방 교육 2

의사소통과 표현 
및 정보처리 
소양

중국어 
글쓰기 2

외국어 10
정보처리 

기술 4

선택
인문 및 예술

10사회 및 행위과학
자연과학

전공교육학 
교육과정

필수

교과기초과목 19.5
56

85
전공주요과목 36.5

응용실천(교육실습) 및 학위 논문 10

선택 전공유형과목 19

교사교육 교육과정 18

<표 12>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전공 교육과정 설계 및 학점 분배 

1２>과 같다. 

　

2) 중국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연구현황

현재 학생들에게 인성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중국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 발달에 관한 수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중

국의 예비체육교사 인성 교육에서는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 钟召春(2011)는 체육 전공 학부생의 도덕 양성을 위한 교육 방

법에 대한 탐구를 간헐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주로 이론적인 정리로 되어

있고 도덕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이론에 근거한 주관적인 안내

로 되어있으며 사상정치도덕교육(思想政治道德教育)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예비체육교사 도덕 교육의 방법적 차원에서 두 편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俞淑萍, 2016; 高文谦, 于晓阳, 2018). 하지만 이는 연구자들이 현

장에서의 과정 탐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서 

그친다. 체육교사의 도덕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접근

로 안내하고 있다. 



- 66 -

한 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언급이 다음 두개의 

단일사례연구에서 이루어졌다. 戴健(2007)은 상해체육대학에서의 “지

식, 능력, 인격” 3가지 차원을 강조하는 학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소

개하여 첫째, 신체와 심리를 통합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둘째, 덕성과 기

능을 통합하여 가르치기, 셋째, 인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치기 등을 

강조하며 이념, 문화, 운영 방법을 소개하였다. 何劲鹏(2017)은 탁월한 

체육교사의 핵심역량을 사회적책임과 사명감, 심층적인 기초 이론, 운동

기능 3가지 차원으로 안내하였다.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 양성을 위하여 동북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체육을 통한 “덕” 

교육과 “지”(智)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중국 전통 철학 및 도덕, 

윤리를 통하여 학교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1” 도

시-시골 통합 교육실습 모델을 운영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의 내재적 책임

감 양성하고 영화 감상, 민족전통체육 공연 체험활동을 실천하여 예비체

육교사교육에서 인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비체육교

사의 인성교육을 핵심 주제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아니다.

任广泉(2016)은 현재의 체육교사는 교수 활동 중 학생의 인격을 형성

하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고 학교교육에 헌신하는 직업 도덕이 많이 부

족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범대학의 환경 격차 교육실습 프로그램23)

을 통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의 사회적 책임감, 사명감, 교육에 대한 신념,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 등 예비체육교사 도덕 양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

를 진행했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의 협동 및 소통 부족, 교육에 대한 

헌신 부족, 책임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비체육교사 도덕 교

육 함양 수업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비체육교사 교육실

습 과정 사례에만 초점을 두어 예비체육교사의 역동적이고 연계성이 강

한 인성 함양 과정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체육교사

23) 환경 격차 변화 교육실습 “1+1”이란 학교의 환경과 시설이 좋은 도시
의 중점 고등학교에서의 1개월 실습 진행하고 학교 환경과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시골에 가서 1개월 실습을 하여 총 2개월의 교육실습을 마치는 
프로그램이다(何劲鹏，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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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역에서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인성 교육 측면의 이론적 연구와 경

험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 될 수 있다. 

　3) 국외 예비교사 및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연구현황

교육학자 Campbell(2003)은 교사교육학자들은 그동안 교사교육 프로

그램에서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간과해왔으며, 다

른 전문직 분야와는 달리,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육분야의 전문직 윤리

학에 대하여 잘 알도록 만드는 명시적 노력을 거의 하자 않았다고 비판

한다(최의창, 2009). Revell & Arthur(2007)은 연구에서 교사 인성교

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보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학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포

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외에서 예비교사가 어떤 인성 역

량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대학 프로그램 전체에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개선하여 그 

변화를 알아본 연구가 Willemse, Lunenberg & Korthagen(2005)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교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수들이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

리고 이 준비는 예비교사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담당자들의 판단으로는 예비교사들의 인성교육 준비에 가

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문제해결과 학습 과제와 종교 과목이었다. 

수업진행 교수와 예비교사들의 생각에는 포트폴리오 과제와 문제해결 학

습 과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법에 대

해서 개발 담당자들은 ‘반성’과 ‘토론’이라고 말했으며, 수업 교수

와 예비교사는 모두 ‘토론’으로 뽑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인성교육을 받는 과정은 여전히 비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최의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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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론적, 개념적 논의에 근거하여 체육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지

식과 기술 보다 신념과 인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Sockett(2006)은 인격 덕목, 인지 덕목, 배려 덕목을 

언급 했었고 Pascual(2006)은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능력적 측면’에 편향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체육교사의 ‘인

성적 측면’이 함께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의창(2003)도 체

육교사의 기법적 차원과 심법적 차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체육교사의 인

성적 측면이 중요한 교사 전문성의 일부분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스포츠교육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학

생들의 인성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Harvey, Kirk, & O’Donovan, 2014; 

Schwamberger & Curtner-Smith, 2017, 2018a, 2018b) 예비체육교

사의 인성교육에 핵심을 둔 학문적 관심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에서는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준(2010)은 <스포

츠 교육학>수업에서 인문적 체험을 통한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직인성 형

성 및 변화 과정을 탐색했다. 체육교육과 3, 4학년 34명을 대상으로 참

여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첫째, 체육교과와 교사에 대한 표층

적 역할 인식, 기능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체육교육과정 이론과 

문서의 비판적 성찰 과정에서 유기체적 교과관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것

을 발견했고 둘째, 체육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체육교사들의 수업을 관

찰, 면담으로써 체육교육의 실제적 한계와 규범적 실천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셋째, 인성교육과 인문적 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공감이 이루

어졌으며 확장, 갈등, 절충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규범적인 체육 교직 

인성의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비판적 글쓰기, 자기교육과정 만들기, 반성일지 쓰기, 현장 탐방과 이

야기 나누기 등의 반성적 사고와 서사적 체험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하였다. 이옥선(2010)은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실기 수업에 책임감 모형

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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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 예비교사들은 책임감 모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업에 대하

여 첫째, 교수 안목으로의 모형이해 둘째, 역지사지를 토한 모형 체득 

셋째, 관계적이고 지원적인 분위기 넷째,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유경민(2015)은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함양과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를 탐구하였다. 예비체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

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의 함

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식적 측면에서의 강조와 소홀 두　가지 

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교수-학습적 측면은 학습화, 사회화, 운동

화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으

로 구분되었다.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인식적 측면의 인성이 교

육으로 변하지 않은 인지로 나타났고 사회 학습적 측면에서 학습화 부

족, 사회화 부족, 운동화 부족을 명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위

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이에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실기 수업을 활

용하고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설계하고 체육수업모형을 응용하는 개선 

방안을 드러냈다.  

류민정(2015)은 창의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예비 체육교사의 ‘멀티 

체육수업교재 만들기 프로젝트’의 과정을 탐색하고 그 속에서 예비 교

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에 첫째, 체육수업 교재 

만들기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의사소통 기회가 증가하였고, 둘

째, 개발된 교재를 소개하는 그룹 발표를 통해 자신감과 협동이 이루어

졌고 셋째, 동료 평가에 대한 경험으로 타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동시에 타인을 평가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류민정(2017)은 해외 교육봉사와 국내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을 통해 

예비　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결과 

예비체육교사들은 인간관계 역량, 심리 역량 즉 자신감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나타났고 해외 교육봉사를 통하여 다문화 이해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국내 교육실습을 통해 학급 운영과 상담 및 인성지도 역

량을 기를 수 있다고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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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전인교육이다. 그러므로 학

생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육교사의 자질이 필요하다. 현재 예비체

육교사 인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성교육의 한 구성 부분인 체육

교과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체육교사 교육에서 특

히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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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3개 교육부직속 사범대학을 연구사례 학교로 선정

하고 예비체육교사, 현직체육교사, 교사교육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함양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case study)로 이루어졌다. 사례연구는 질적연구 접근의 하나

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한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 또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교육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24) 파악해야 하는 심층

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관찰, 면접, 일지, 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관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비체육교사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연구 참여자 세

계의 심층적인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Eisner & Peshkin, 1990).

1. 연구 설계 및 절차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패러다임을 통해 

24) 이때 의미란 그들이 갖게 되는 형태의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
징 등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기술하고 이해한
다(김영천, 2012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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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기본 신념체계를 드러낸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과학적 가

설, 법칙, 이론, 믿음, 실험의 총체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의 

방식이다(Khun, 1970).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견해/가정이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앎에 대한 존재론(ontology), 인식

론(epistemology), 방법론(methodology)에 기초하여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천, 2012). 

존재론적 이슈는 실재의 본질 및 그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그들은 다양한 실재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인식론적 가정에 기반을 두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연

구　참여자와 최대한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론적 가정은 연구자는 연구의 가치개입적인(value-laden)특성을 인

증하며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가치개입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자신

의 가치와 편향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연구방법론은 귀납적으로 생성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분석에서의 연구자 경험에 의해 형성된

다(Creswell & Poth, 2017).

이와 같은 연구 패러다임은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변혁적/포스

트모던, 실용주의, 페미니스트 이론, 비판, 인종, 페미니스트, 동성애, 장

애이론 등으로 구분하였고 Lather(2007)에서는 인간/사회과학 탐구의 

연구 패러다임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interpretivism) 패러다임이라

고 불리는 사회구성주의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 사례와 

연구자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지식과 이해를 공동으로 창조해 나가려

고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구성주의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향한 의미,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의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연구자들은 의미들

을 적은 수의 범주 혹은 생각으로 줄이기보다는 시각의 복잡성을 찾고자 

한다. 실천에 있어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어떤 상황의 의미,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혹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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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일반적인 질문을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는 특정한 맥락에 집중한다

(Creswell, 2013).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

(case study) 접근법의 논리에 기반을 두었다. Creswell(2013)은 사례

연구를 연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일 수 있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하나의 유형이자, 방법론으로 바라본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예: 관찰, 면

담, 시청각 자료, 문서,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

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 (case theme)

를 보고한다. 사례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복합적 사례 혹은 단일한 사례

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단일한 사례를 연구할 것인지, 집합적 사례를 

연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

학 체육교육과를 집합적 사례연구로 선정하여 여러 개의 연구 현장에서 

여러 명의 참여자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였다. 가능한 

일반화를 잘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택하여 포함시켰다. 

나.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 영향 요인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아 현재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에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인성 함양이 이루어지

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23개월 동안 모두 3

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 헀었다.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고민으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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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체육교사에 관한 연구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단계이다. 대학원 

수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 영역에 대한 탐

구를 했고 체육교사 전문성과 정체성(identity) 그리고 주체성(agency) 

등 예비체육교사교육 영역에 초점을 두어 계속 연구 문헌고찰이 이어졌

으며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 단계도 진행되었다. 윤리교육

에서의 인성교육, 일반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 고대 동서양의 인성교육 

등 인성교육의 접근 방향에 관해서 탐구 했었고 체육 교과와 예비체육교

사에게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8개월간의 

문헌분석으로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전체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중심 

질문(the central question)과 여러 개의 하위 질문(subquestion)들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여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의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모집은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 연구 목적, 연구문제 그

리고 연구 방법을 메일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하여 연구　참여자

로 요청했었다. 연구 참여자 중의 현장 체육교사와 예비체육교사는 교사

교육자나 동료 체육교사를 통해 주변의 적합한 대상자로 추천 받아 직접 

연락했었다. 첫 번째 방법을 통해 교사교육자 6명과 체육교사 3명을 요

청했고 두 번째 방법을 통해 교사교육자 4명과 체육교사 3명 예비체육

교사 10명을 선정헀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하여 

연구의 구체적 사항을 설명 드렸다. 아울러 연구가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경력과 나이, 환경, 경험, 성별, 성적, 참여 여건 

등과 같은 조건을 형성 했었다. 

자료 수집 및 해석의 단계로는 12개월 진행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 지

속적으로 문서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지 

자료 수집은 IRB에 승인 받은 후 시작 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

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 비참여 관찰, 현지 문서 및 

물리적 인공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저장은 컴퓨터 파일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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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업 복사본을 만들고 자료에서 참여자의 이름을 감춤으로써 참여자의 익

명성을 보호하며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 11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석은 Stake(1995)의 네 가지 유형을 택하였다. 범주적 

집합(categorical aggregation), 직접 해석(direct interpretation), 패

턴 만듬,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　 분석으로 자연주의적 일반화

(naturalistic generalization)를 발전시켰다. 

2. 연구사례　선정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사범대학의 현장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사례 선정에서는 중국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중에서 사례 선정 

기준을 이하로 정하였다. 첫째, 전통이 있는 체육교육과를 선정하였다. 

둘째, 질 높은 체육교사 양성 기관을 선정하였다 셋째, 교사 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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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양성 기관을 선정하였다. 넷째,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사례로 우

선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는 예비체육교사 학년, 경력과 경험, 성별, 학습　

환경, 학교활동 참여(학생회, 운동부, 동아리), 성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

였다. 현직체육교사와 교사교육자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는 경력, 성별, 

근무환경, 학력, 수업 연구회 참여, 연구 관심 분야 등 여부를 함께 고려

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

문성 함양 내용과 방식, 영향 요인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을 탐구하는데 있는 사례연구 이다. 

1차 연구사례　학교 선정에서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으로 선정

하였다. 2000년 전국 대학교 체제개혁을 실행 후 중국 대학교는 국가 

중앙부(部)속과 지방성(省)속으로 나누어 졌다. 중앙부속 대학은 중국 

중앙부 직속 대학으로 총 115개 대학을 포함한다. 그중 교육부 직속 대

학이 75개 있는데 총 6개의 사범대학이 포함되어 베이징사범대학, 화동

사범대학, 동북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섬서사범대학, 서남대학으로 구

성되었다. 행정관계에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리더하고 있는 국립 사범대

학이고 개혁, 교수, 연구, 사회봉사 등 여러 면에서 시범 작용을 하고 있

는 중점대학임으로서 중국 교사 및 교육가를 양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2차 선정에서는 6개 직속사범대학 중의 3개 양성기관을 선정하였다. 

4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몇 사례의 체육교육과 홈페이지

에 방문하여 교사교육자와 행정　관리자들에게 메일을 2번 보냈지만 답

장이 없었다. 2개의 사범대학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는게 불가능하였다. 

이에 xx사범대학과 xx사범대학을 연구 사례 학교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xx사범대학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려고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

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연구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최종 선

정된 3개의 연구 사례 사범대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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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성사범대학

＜그림 2＞　영성사범대학 

 

영성사범대학은 1947년에 창립 하였고 1948~1950년에 체육교육과

가 구성되었다. 체육교육과의 이념은 ‘신체와 마음을 겸비하고, 영혼을 

길으는 것(身心兼修, 魂魄并铸)’이다. 현재 체육교육과 교수진은 정교

수 체육교육　훈련학 6명, 체육인문　사회학 3명, 운동인간과학 3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부교수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심리학, 체육

사, 운동 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 의학, 운동인간과학, 

체육교육　훈련학, 체육인문　사회학, 민족전통　체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성사범대학의 예비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전공 배경이 

있는 교사교육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기로 구성되는

데 각 성의 상황에 따라 실기 비율과 필기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예

를 들면 실기 종목이 100m 달리기, 800m 달리기, 제자리 삼단 뛰기, 

투포환으로 구성된 길림성도 있고 100m 달리기, 제자리 삼단 뛰기, 투

포환, 그리고 자신이 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목으로 구성 된 흑룡강　

성도 있다. 택할 종목 영역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성

사범대학의 정원은 매년 다르지만 현재 3학년은 50명(Fre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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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25)과 40명 총 90명이 있고 4학년 60명(Free Normal 

Education)과 38명 총98명이 이다. 체육교사임용 시기의 실기 종목 해

당은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다르고 있는데 예비체육교사들 중에 99% 

넘게 체육교사로 채용 된다. 

나. 감성사범대학

＜그림 3 ＞　감성사범대학

감성사범대학은 1951년에 창립하고 1952년에 체육교육과도 같은 시

간에 설립하였다. 현재 체육교육과 교수진은 체육교육　훈련학 8명, 체

육사회인문학 3명, 운동학 7명이 있고 정교수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부교수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예비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전공의 교사교육

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현재 중국　사범대학　중

에서 국제적 학술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범대학이다. 

예비체육교사의 정원은 매년 다르고 있지만 2019년에는 총 60명의 

25) ‘Free Normal Education’은 미국의 ‘Teaching for America’와 
영국의 ‘Teaching First’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
양성 지원을 받아 우수한 교사가 되어 학교 현장 학생을 가르치도록 장기
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 내용은 중국 교육
부 2018년 문서 ‘교육부 직속 사범생 국비교육 실행방법(教育部直属师
范大学师范生公费教育实施办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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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 전공 신입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하였다. 예비체육교사 선발 방

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감성사범대학에

서 체육교사 임용 시기의 실기 종목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다르고 

있는데 매년 예비체육교사들 중 90% 넘게 체육교사로 채용되고 있다. 

　다. 덕성사범대학

덕성사범대학은 1871년 창립부터 시작하여 1985년에 현 대학의 공식

적 이름으로 정하였다. 교육 이념은 ‘求实创新 立德树人’ 이다. 1950

년부터 체육교육과를 설립하였다. 현재 정교수 13명으로 체육인문사회

학 4명, 체육교육　훈련학 4명, 운동인간과학 4명, 민족전통체육학 1명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교수 22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공 배경이 있

는 교사교육자들로 구성되었다.

예비체육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기로 구성되는

데 각 성의 상황에 따라 실기 비율과 필기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

원도 매년 다르고 있지만 현재 3학년은 48명(FE)과 40명 총 88명이 

있고 4학년 55명(FE)과 30명 총　85명이다. 예비체육교사 선발의 실

기 종목 해당은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다르고 있고 예비체육교사들 중에 

90% 넘게 체육교사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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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다(Padgett, 

2016). 연구를 더욱 타당하고 개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도구인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주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대상선정, 자료수집, 글쓰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야 하고 연구 진행의 과정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주관성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두　가지 역할로 드러내어 연구자 스스로가 주관성을 인지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 중국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교육을 받은 나

2009년에 연구자는 영성사범대학에 입학하여 Free Normal 

Education(FNE) 프로그램의 한 학생이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학교의 배구선수로 체육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기

쁨을 느껴왔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서야 진로선택을 체육교육전공으로 

선택하였다.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공부한 나는 체육교육과에 입학하기 

위한 실기　중심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사례는 아니었다. 대학입시시

험에서 필기 위주로 준비한 소수 학생 중의 한명이다. 그래서 체육교육

과에 입학 후의 운동 종목 중심의 교육을 적응하는데 많은 갈등과 어려

움을 겪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바로 독서였다. 철학, 

소설, 자서전, 역사, 언어 학습 등으로 도서관에 앉아있었고 실기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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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교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이 나에게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

치었다. 뿐만 아니라 영성사범대학의 교훈 ‘위인사표’, 이념 ‘존중한 

교육’, 체육교육과 철학의 훈육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고 교육

자로서 그리고 체육인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진지한 사색으로 교육자의 

정체성을 스스로 쌓이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직속 사범대학 ‘Free 

Normal Education’ 프로그램 학생으로서 준 교사가 되는 것이 합리적

인 것이고 모든 교사교육자들은 생활 속에서 또는 수업 진행에서 미래 

교사로서의 사명감, 신념, 직업 도덕, 언행을 강조하였고 훌륭한 체육교

사가 되기를 바랬다. 

　2) 3년 체육교사 경험으로서의 나

예비체육교사교육을 받고 2013년에 졸업한 후에 나는 김림　성의 성

도 장춘에서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 많은 열정으로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는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

다. 학교현장의 현실에서 체육은 소외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

정가들은 체육을 집단 또는 단체로서 학교의 우수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생각했었다. 매일 진행하는 기계식의 단체 체조의 창의성과 학

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체 활동이 체육교과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다. 신체를 통한 교육도 아니고 신체의 교육도 아닌 활동을 통한 

규율화, 체육교육의 도구화의 경향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4분의 동료 교사와 관계를 잘 맺어갔고 학교의 회의와 업무도 진행했었

다. 

하지만 체육교육교사로서 같은 전공의 동료교사들과 전문성을 신장하

는 기회는 적었고 같이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체육교육 수업에 관한 논

의는 거의 없었다. 자신의 체육교육 철학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졌고 이

런 현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정확한지에 대한 확정한 답안이 

없었다. 아울러 많은 문제의식의 형성과 현장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었

다. 체육교육이란 무엇인가? 체육수업에서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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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 종목 중심의 교육은 가장 적절한 체육교육은 아니라는 것은 확

신하는데 이어지는 질문으로 어떤 체육교육이 올바른가? 에 대한 답안은 

나의 현재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비

판과 자신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동료 체육교사들의 업

무 중심형, 교과 무관심형 교사들의 교육관을 인증하지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도 올바른 체육교육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

 

　3) 스포츠 교육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서의 나

2014년 중국의 체육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의 부족함을 

공부함으로 위안하려 했고, 더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

각하였다.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시제 대학원생으로 교사와 학생이

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자신의 전공에 관한 연구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교사로서의 현장 실천가의 마음가짐과 대학

원생으로서 연구자의 앎에 대한 열망이 계속되었다. 체육교사로서 현장

에 대한 상심으로 출발하여 쌓여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내고 해결하

고 싶었다. 

이어서 2016년 9월 중국유학생으로 한국의 스포츠교육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 했었다. 존경하시는 교수들의 가르침에 스포츠교육학에 

대한 폭넓은 공부와 이해를 얻었고 최초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은 스포츠교육자 체육교사의 주관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스포츠교육의 철학과 체육교육교사가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철학이 보석이라면 체육교사는 보석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내적이고 심층적인 정서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행동적 차원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적인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고 행동적으로 드러내는 전문성으로서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란 주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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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나.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의 수보다 

어떤 연구 참여자인지가 더욱 중요하다(조용환, 199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적절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의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는 연구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김영천, 2012). 체육교사교

육자는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하여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예

비체육교사와 현직체육교사는 해당 대학의 체육교사교육자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 최종으로 사범대학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예비체육교사 

11명, 현직체육교사 3명, 체육교사교육자 9명, 총 2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의 체육교사교육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행한 연구 주제와 보고서를 조사하여 관심 영역이 

체육교사교육과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스포츠 교육학자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중국 대학의 행정 시스템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체육교사교육자 중에서도 

체육교육과의 학과장, 당위서기, 부학과장을 겸직 또는 경험이 있는 

교사교육자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택하여 연구 참여자로 삼는 목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예비체육교사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예비체육교

사들은 3, 4학년 위주로 추천 받아 선정하였다. 둘째, 체육교사 진로가 

있는 참여자 위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셋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과 인간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사범대학 지역과 같은 출신의 연구　

참여자를 추천 받아 선정하였다. 넷째, 교육실습 경험을 하고 있는 예비

체육교사 또는 경험이 있었던 예비체육교사 위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학생회 또는 교육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참여자 위주로 선정

하였다. 여섯, 남녀 성별 비율을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일곱, 다양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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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대학 성명 성별 경력 전공/ 관심분야 직위

1 영성 ZJX 남 22 체육교육훈련학 정교수
(학과장)

2 영성 HHP 남 26
체육인문사회학

체육교사교육 관심
인성교육에 관심

정교수
(교무학과장),

3 영성 NJJ 남 32 체육교육훈련학
인성교육 실행

정교수

4 감성 XW 남 30 체육인문사회학
체육도덕교육 정교수

5 감성 MDH 남 8 체육인문사회학 부교수 

＜표 13 ＞연구　참여자　교사교육자

과목 수업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성적이 훌륭한(국가장학금생) 

예비체육교사를 선정하였다. 

현직체육교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학교 출신인 

현직체육교사를 선정하였다. 둘째, 자신의 체육 수업과 기타 체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위주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근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전문성 함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 대학교 출신으로 체육교사로 임용되고 교사 

경력이 1년 ~ 3년인 신입 교사와 저경력 교사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과거와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임으로 연구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거나 짧은 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와 관계가 너무 밀접하여 연구의 

목적을 훼손 할 수 있는 대학교 동기 및 대학원 동료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적절한 사례 선정을 위해 연구자 

학부 소속 대학의 교수 2명과 박사과정 소속 대학의 지도교수 2명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 박사 2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의견 교환을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주적,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13, 14,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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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관심
체육교사교육 관심

(학과장 
어시스트)

7 덕성 HAF 남 18
체육인문사회학

체육교사교육 관심
인성교육 관심

정교수
(교무 

부학과장)

8 덕성 SZL 남 12 체육인문사회학
체육교사교육 관심 부교수

9 덕성 PYL 여 10 스포츠미디어 부교수
(푸도위에인)

순 대학 성명 학년 성별 지역 학교활동 전공종목

1 영성 HSN 4 남 동북 학생회, 당원 축구

2 영성 LH 4 여 화북
교육봉사활동, 

당원, 
국가장학생

리듬체조

3 영성 ZH 4 남 서북 학생회 구성원
사회봉사활동 무술

4 영성 LL 4 여 동북 국가장학생
학생회 배구

5 감성 LS 4 남 서남 학생회 무술

6 감성 HMZ 3 남 화중 사회실천활동 탁구

7 감성 LXQ 4 여 화동 학생회 회장
국가장학생 체조

8 감성 CHJ 4 여 화동 올림픽봉사자 배구

9 덕성 JK 4 남 화중 학교대표팀 축구

10 덕성 LMY 4 여 서남

국가장학생
복수전공

당원 
사회봉사활동

무술

11 덕성 ZXZ 4 여 서남
국가장학금

사회봉사활동
당원

축구

＜표 14 ＞연구　참여자　예비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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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대학 성명 학교 경력 성별 지역 전공종목

1 영성 LGY 중학교 3 남 동북 배구

2 감성 KLS 고등하교 3 남 화동 축구

3 덕성 WXG 중학교 2 남 서북 축구

＜표 15＞연구　참여자　현직체육교사　 

4. 자료 수집

　가.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김영천, 2012). 질적 연구는 사례에 대한 이

해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심층 면담은 다양한 맥락과 상황

에 대한 이해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

적인 경험을 담아내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신뢰관계

를 형성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Padgett, 2016).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이 가장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사전에 구성하여 면담 가

이드에 의한 면담을 진행하되, 참여자의 답변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새로

운 질문에 허용적 태도를 가졌다. 면담 시간은 약 60분 내외로 선정했

고, 면담의 간격 또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로 노력했다. 너무 짧으면, 참

여자가 주제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없거나 연구자가 분석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반면, 너무 길 경우에는 면담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

기에 4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Seidman, 2006). 구체적인 

면담 가이드의 예시는 <표 1６, 1７, 1８>과 같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계를 따라서 내면적 자질 측면, 인성교육실천 측

면, 환경조성 측면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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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함양

Ÿ 미래에 어떤 체육교사가 되고 싶나요?
Ÿ 인성과 인성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Ÿ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중요하다면 어떤 계기로 나타났나요?
Ÿ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습득한 체육교사 전문성(지식, 기능, 

태도)들이 무엇이 있나요? 
Ÿ 대학 생활에서 인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계기는 무엇이 

있나요? 
Ÿ 체육교육 철학 및 신념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 했나요?
Ÿ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 능력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습득 

되었나요? 
Ÿ 인성과 인성전문성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Ÿ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과 노력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영향요인

Ÿ 무엇/누가/사건이 자신의 도덕적 인지와 판단 그리고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Ÿ 환경 조성 때문에 영향을 미치나요?
Ÿ 미래의 체육교사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나요? 

실천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Ÿ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직접, 간접)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말해봐요.

Ÿ 교육실습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Ÿ 교생 실습에서 학생 인성교육 경험에 만족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나요?
Ÿ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은 어떤 측면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Ÿ 어떤 내용과 방법을 추가로 이루어지면 도움이 됬을 것 같나요?
Ÿ 인성교육 전문성의 실천적 능력을 어떻게 함양 했으면 좋겠나요?

＜표 16＞ 예비체육교사　면담　가이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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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함양

Ÿ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어떤 체육교사가 되길 바라고 있나요?
Ÿ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 또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나요?
Ÿ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Ÿ 내면적 자질(신념과 교육철학)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Ÿ 학생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요?
Ÿ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가요?
Ÿ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학생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실

행하고 있나요?
Ÿ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어떤 다양한 

내용으로 실천하고 있나요?
Ÿ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을 위해 어떤 조건이 마련 되어있나요?
Ÿ 모든 교수는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

로?

영향요인

Ÿ 학교와 개인적 면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국가 정책 면에서 영향한 요인이 무엇인가요?
Ÿ 학교 정책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Ÿ 교사교육자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Ÿ 학생 자신의 주관적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실천효과

Ÿ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양성을 통한 현장 실천 효과는 어떠
한가요?

Ÿ 내면적 자질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Ÿ 인성교육 실천 면에서(지식과 능력)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Ÿ 환경 조성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Ÿ 현재 본교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Ÿ 학교 및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 시키
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가요? 

Ÿ 예비체육교사 선발과정에서 소수의 선진국처럼 사전 인터뷰 적성 
검토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Ÿ 교육과정 구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어떤 대안과 계획을 하고 
있나요?

Ÿ 교사교육자와 학생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요? 해결하는 대안이 있나요?

Ÿ 이론 및 실천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해결할 대안이 있나요?
Ÿ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표 17＞교사교육자　면담　가이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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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함양

Ÿ 인성과 인성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Ÿ 예비체육교사교육 때와 비교했을 때 인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나요?
Ÿ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있었나요?
Ÿ 예비체육교사 시절에서 어떠한 환경 구성 그리고 내용 빛 방법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 했다고 생각 하나요?
Ÿ 예비체육교사 시절에 어떤 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철학 및 신념 

형성에 도움이 됬어요?
Ÿ 예비체육교사 시절에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 능력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습득 됬나요? 
Ÿ 예비체육교사 시절에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Ÿ 개인적으로 어떤 실천과 노력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영향요인

Ÿ 학교와 개인적 면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Ÿ 내재적 면에서(교육 철학 및 신념)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이 
있나요? 

Ÿ 실천적 면에서(지식과 기능) 영향을 미치게 된 요인이 있나요?
Ÿ 환경 조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Ÿ 대학생활 기간에 학생으로서 미래의 체육교사로서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나요? 있으신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계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실천효과

Ÿ 체육교육의 철학과 신념이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Ÿ 올바른 자질을 갖고 있는 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Ÿ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Ÿ 체육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Ÿ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을 위해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나요? 
Ÿ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이 나아진 사례가 있나요?
Ÿ 예비체육교사 때 어떤 내용과 방법 그리고 과정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가장 되나요?
Ÿ 인성교육 전문성의 실천 측면(지식 기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Ÿ 수업을 위한 친화적 환경 및 조성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문제점과 Ÿ 현재 본 사범대학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표 18＞ 현직체육교사　면담　가이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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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Ÿ 현재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Ÿ 학부 교육과정 구성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현장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나요?
Ÿ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개선이 있으면 현장에 도움될 수 있나요?
Ÿ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천 면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어떤 개선이 실행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나요?

Ÿ 예비체육교사교육 인성적 전문성 함양에 관한 프로세스 및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나. 관찰

최근 인성을 구체적으로 인지, 감정, 의지, 행동 등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탐구하는데 현장 관찰이 적절한 

방법이다. Spardley(1980)에서는 발전적 관찰 방법을 제안해서 참여관

찰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첫　번

째 단계는 역들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수집된 자료 속에서 개념들을 도

출하여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러한 개념들의 상위 범주로서 

문화적 영역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는 영역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화적 영역으로 범위가 좁아진 관찰이다. 다수의 문화적 영역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수의 문화적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넷째는 집중 관찰을 통해 그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범주나 개념을 발견하고 그 관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진 선별관찰이다. 개념들 사이의 차

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을 탐구하기 위해 

물리적 인공물 등을 관찰하고 내면적 자질 측면과 인성교육실천측면은 

수업 관찰을 실행하였다. 모든 관찰은 필드 노트 위주로 기록하였으며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에서 진행한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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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을 했었다. 따라서 관찰을 통해난 서술관찰이다. 현장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위한 광범위한 관찰이다. 관찰의 범위는 가능한 넓은 범

위이다. 두　번째는 영역분석이다. 서술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관찰 대사들 속에 내재한 문화적 영타난 새로운 문제점을 추

가적인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 현지 문서

Gailet(2012)는 일지, 편지, 메모, 계획서, 결과 보고서, 자료집과 같

이 활자로 완성된 문서는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

(written)’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며, 세부적으로 상징적 표시를 통해 

개인 사고의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연

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획득하게 되는 문서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구과정에서 수집

하게 되는 문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이 연구 참여자 집단의 언어로 기

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인간들과 개인적인 문서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인간의 중요한 활동으로서의 기록을 강조하는 논의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일기, 편지, 사진, 메모, 자서전, 인터

넷, 낙서, 회고록, 유서, 유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김영천, 2012). 

본 연구는 교육과정, 수업 계획서, 반성 일지, 인성 함양과 관련된 노

트, 학교 공문 등 다양한 현지 문서 위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했었

다. 

5. 자료 분석 및 해석

　가. 자료의 기술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학교 공문, 계획서 및 지도안, 학교 게

시물,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글, 촬영한 사진,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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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현지문서　수집 
료 등 다양한 텍스트가 해당되었다. 더불어 예비체육교사, 현직체육교사, 

체육교사교육자 등 연구 참여들이 작성한 반성일지, 성찰 일지도 포함되

어 있었다. 반성과 성찰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성 함양 활동이기도 하

고 서로 상호작용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자료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현지 문서와 관찰한 자료들(필드 노트, 

메모, 사진, 각종 문서 자료)이 포함되었다.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고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데 치중한” 사

고이다. 월코트는 자료의 “구조화, 계열화, 편집”세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편집의 기준으로는 “연구 목적에 부합 되도록, 일기 좋도록” 이

라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조용환, 1999).

본 연구의 주요 자료 기술의 방법은 전사와 텍스트화 하여 진행했
다. 수집된 자료는 밀지 않고 그때그때 월드 문서 양식에 맞춰 전사하였

다.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나타난 웃음, 분위기까지 그대로 

전사하면서 문서화하였고 전사 도중에 의미 있는 문단을 적극적으로 메

모하고 정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출처, 구분, 대상, 날짜, 회　차로 부

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문서화된 자료를 출력하여 의미 있다하는 표현과 단락에 메모로 

남겼으며 자료의 기술 과정에 있어서는 분석의 틀을 고려하지 않았고 메

모를 남기거나 노트로 정리하여 이후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 도움이 되도

록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기록한 원자료는 지속적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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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인하였으며 내부자적 시각(emic)과 외부자적 시각(etic)을 오갈 

것이 요청되었다(김영천, 2012). 참여자의 경험이 이야기 되는 것과 내

가 이해한 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인증 하였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이야기를 들으며 꾸준히 해체하고 가능한 판단 중지를 하

며 구성하고 다시 해체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자료의 분석

질적 자료의 분석이란 수집된 자료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

하는 일이다(Marshall & Rossman, 2014). 목적은 기술된 자료를 주제

에 적합하게 재배치하여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보

여주는데 있다(Wolcott, 1994). 자료 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수집된 

원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들 개념들을 확인하고 의

미 있는 범주로 분류하며, 범주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범주들을 확

인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다(Padgett, 

2016). 

본 사례연구에서 분석은 사례와 세팅에 대한 꼼꼼한 기술로 구성되었

다. 사례가 전개되는 각 단계나 국면에서 증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자

료에 충실하였다. Stake(1995)에서 제시한 것처럼 첫째, 범주적 집합에

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를 자료에서 찾는다. 둘째, 자료들을 

분리하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보고 다른 사례들을 찾

아보지 않은 채 의미를 추출해 낸다. 셋째, 패턴을 만들고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다. ３개의 연구사례를 분석 기법으로 사례 

간 통합을 고안하고 사례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Yin, 

2017).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발전시켰

다. 사례로부터 스스로 배우거나 사례들의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일

반화 작업을 하였다. 더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번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법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심층 면담 속에서 발견한 의미를 세부적으로 노드(no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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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료 분석 절차　 

구성하였다. 분류된 세부적 노드들은 1차 분류 후에 반복적으로 읽으면

서 주제별로 다시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요소를 발견

하여 코딩(coding)화 하였다. 

연구 문제 2번을 위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적용될 수 있을만한 모든 노드를 모아 코드를 구성하였다. 1차 코드 구

성 후 다시 하나의 주제로 모일 수 있는 코드들을 모아 2차 코드를 구

성하였다. Strauss(1987)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주제들

을 설정하고 검토하는 방식을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주제 하나하

나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다른 주제들을 수렴시키는 과정을 축코딩

(axial coding), 검토한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그 체계

에 따라 자료들을 나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귀납적 범주 분석이라도 한다. 연구 

문제 3번과 4번도 같은 코딩 방법으로 분석을 이루어졌다. 코딩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Nvivo11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그림　６＞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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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료의 해석

자료의 해석은 연구의 결과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며 고도의 통찰

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해석은 현상의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

서 이해하는 작업이다(조용환, 1999). 사례연구의 전반적인 의도는 의

심할 것도 없이 쓰인 내러티브에 대한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일반적인 형식을 개념화하는데 유용하고 지침을 얻기 위해 

사례연구의 핵심적인 텍스트들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Creswell, 2013).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해석단계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진행한다. 특히 코딩 자료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구조화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들

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와 확인해 나가면서 글쓰기를 진행하고 연구 공동

체인 대학원생과 스포츠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함께 논의하며 글쓰기

를 개선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Huberman & Miles(1994)가 제시 했

듯이 1)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배제하기, 2) 주요한 발견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 3)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4) 반증 자료가 있는지 

체크하기, 5) 제보자와 전문가에게 보이고 타당성을 검토 받기의 ‘과학

적인 해석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코딩 자료는 연구자가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구조화하려 한다.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 Lincoln & Guba(1985)

에 의해 제시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의 검토, 동료간 협의 세 가지 방

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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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삼각검증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진

실성과 신뢰성을 높이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했을 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Mathison, 

1988) 

　다. 구성원 간 검토

연구자의 이해는 연구 참여자의 본래 의도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작업을 통해 돌출한 결론의 

타당성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첫째,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내 의도된 것으로 표현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또는 오류가 있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족한 것은 다시 질문하거나 자료 분석 단계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이해 간극을 확인하고 수정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라.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역량 부족에 의한 기술, 분석 및 해석 

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의 

부족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

도교수와 2명과 인성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한 박사 2명 체육교사

에 관련이 있는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한 5~10년차 중경력 체육

교사 2명 총 6명의 동료들과 협의를 하여 지도를 받고 논의를 이루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나타난 해석 위험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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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의 윤리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연구 윤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는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제

공하는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

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 연

구 윤리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불편을 느꼈을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

으며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모든 이름과 학교

명을 가명으로 부호화 되었고 원자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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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

가.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

1) 영성사범대학

가) 교육철학 및 신념

(1) 교육적 사명감 및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사회를 위해 복무하고 사회적 자본 및 문

화적 자본의 함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교육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다. 영성사범대학은 중국기초교육봉사에 초점을 둔 특

징을 가지고 있고 ‘인민교사의요람’이라는 찬양이 있으며 미래에 ‘세

계일류사범대학’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성사범대학의 교

훈은 ‘근부창신 위인사표’ 이고 이념은 ‘존중하는 교육, 창조하는 교

육’이다. ‘존중하는 교육’은 교육의 법칙(规律), 인재양성의 법칙, 학

생의 인격 및 성품, 그리고 교사교육자의 업무성과를 존중하는 것에서 

반영된다. ‘창조하는 교육’은 사유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하며,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다. 핵심은 ‘인간(人)’에 있다. 

아울러 체육교육과의 이념은 ‘신체와 마음의 겸비, 영혼과 정신력을 

함양(身心兼修, 魂魄并铸)’하는 것이다. 체육교육과는 신체적 운동기능

을 습득하는 동시에 훌륭한 사회규범 및 윤리도덕을 겸비한 중등체육교사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실행하는 헌신 정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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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

비체육교사 양성의 교육적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근부창신 위인사표’의 

학교 교육철학 및 이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성사범

대학은 교육가 유형의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목표로 자신의 운동 기능과 교

수능력뿐만 아니라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과 체육교육전공의 양성방안에 인성교육 전문성

의 내용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구체적으로 

졸업요구의 교사도덕실천 요소의 하위범주에서 ‘교육적 감수성(教育情

怀)’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학교

의 교훈과 이념 그리고 학과의 이념에 조화롭게 연결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림　７，　８＞　참조．

영성사범대학교의 ‘존중하는 교육’ 이념은 인문적인 것을 가
리키고, ‘창조하는 교육’ 이념은 과학적인 것을 가리킨다. 현
재 우리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결여하다. 동시에 창조하는 교
육 이념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실제에 적용하려고 하였는바 
다시 말하면,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탐구 교육을 제창하고, 

학생의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내적 동기를 이끌어 내서 학생
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 교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학생과 학습 중심으로 지향한다. 

‘교육혁신’을 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국가의 교사, 사회적 책임감과 체육교육교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체육교사를 양성해야 한다(HHP, 교사교육자, 

수업관찰).

영성사범대학의 탁월한 체육교사핵심역량의 심층적 함의는 고
도(高度)의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감은 교육
적 이념, 교육적 감수성, 교육적 지혜와 교육 스타일 등의 종
합적인 체현이다(학과 관리자, 현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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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사 양성 이념 

＜그림 8＞ 학교 교훈과 교육부에서 부여한 ‘인민체육교사요람’

　

(2) 교사의 도덕규범

영성사범대학은 교사의 도덕규범(道德规范)을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예비체육교사가 생활 및 학

습의 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교사는‘네 가지 유(有)의 교사’표준에 따라 ‘네 가지 교사 표준이 서

로 통일’되고,‘네 개의 인도자’역할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

사로 하여금 덕으로 입신하고, 덕으로 학문에 진력하며, 덕으로 가르치

고, 덕으로 덕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

로 덕을 근본으로 하는 인성 이론의 내포26)는 사범대학 교사의 인성교

26) 郝德永(2019)는 교사교육과정에서 덕을 근본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
며 구가 주석 시진핑은 교사의 도덕논술의 이론에 대하여 첫째는 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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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예비체육교사　교사　직업도덕　선언

육 전문성 함양에 중시를 돌려서 국가가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９＞　참조．

 

영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 양성 방안 졸업요구의 교사도덕 실천 요소의 

하위범주에서 ‘교사의 도덕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도 

이상신념 및 ‘네 가지 유의 탁월 교사’ 의식을 확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홍보하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교사교육자 자신으로부터 솔선수범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측면에서도 교사교육자의 

직업도덕에 대한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재적인 직업도덕 자질과 

제도 적인 직업도덕 요구를 융합하여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 그러면 우리 학교, 특히 체육교육 학과에서의 교사 
양성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이 있나요?

HHP: 당연하죠, 학과에서 통일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왜 
시골 빈민지역으로 가는지, 왜 봉사활동을 조직하는지,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목적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면 됩
니다. 바로 교사로서 교수학습의 감수성을 키우고 교사
의 도덕규범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움을 맛보고 학
생　당원들이 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모두 학생들이 조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창조하는 교사　직업론, 둘째는 덕을　함양하는 교사소　양론, 셋
째는 덕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교사　사명론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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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국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도움을 주도록 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HHP, 교사교육자, 면담).

　나) 애국지

　(1) 애국 정신 및 이상신념

영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의 국가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

신을 수립하여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

다. 애국정신(爱国情怀) 교육과 이상신념(理想信念) 교육은 영성사범대

학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전문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역사적으로 혁명 정신의 전승(红色基因传承)의 역사를 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사 인성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성과 

교육을 잘 결합시켜 예비체육교사의 애국정신과 이상신념을 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교사, 바른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견인이 되어야 한

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국과 당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의 사명을 

인지하고 국가 이상을 수립할 수 있는 미래 체육교사가 되어야 하는 내

용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가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진리와 창의력의 

발달(强师报国, 求是创造)’이 모든 교사교육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교육적 사명이다.　＜그림　１０＞　참조．

조국에 대한 책임담당(责任担当)과 교육적 감수성을 위해 헌
신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 나라와 당의 교육　사업을 
사랑하고 초심을 있지 않고 사명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홍보하고 지켜야 한다. 나라의 기초교육을 위하
여 봉사한다. 체육교육에 대한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
다(양성방안 양성목표 1, 현지문서). 

우리 대학의 정신이 바로 ‘나라가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진
리와 창의력의 추가’(强师报国, 求是创造)입니다. 스승은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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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영성사범대학　강사보국(强师报国)　특색　교육

으로서의 도덕을 구비하여 인성을 가장 첫째로 간주하고, 학
생들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근본 임무
로 하는 스승(大先生)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
을 위해서 일까요? 바로 나라의 부강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희 체육교육과는 국기단(国旗班)이 있다. 그들은 베이징 
천안문을 탐방하여 관찰 교육을 진행을 했었다. 국기는 국가
의 상징이고, 국가단은 나라를 지키고 국가 부흥의 사명을 책
임지는 것입니다. 예비체육교사는 무한한 영광으로 국가를 상
징하는 직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화민족부흥의 새로운 
시대에 자신과 조국을 긴밀히 연계시켜서 분투하는 시대적 흐
름에 헌신을 하여 삶의 의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
육교육과는 “무덕을 숭상하고, 몸과 마음을 닦고, 나라에 보
답하기 위해 혼백을 다듬는 것을 담당한다 (尚武崇德修身心, 

报国担当铸魂魄)”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조국의 혼, 민족의 혼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하
고, 체육품격정신(体育品格精神)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
현해야 합니다(ZJX, 교사교육자, 인터넷일지).

　다) 개인 도덕적 품성

　(1) 도덕적 품성

경기장과 운동장은 학생들이 고상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장

소로서 ‘운동장은 도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과는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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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영역과 학습 상황을 갖추어 인성교육 실천의 독특한 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평, 존중, 협력, 리더십, 자율, 소통, 겸손, 용기, 반성 

등 도덕적 품행의 함양을 체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熊文, 张建永, 

2006).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 철학이론에서도 현상학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어 체화된 인지관(Embodied Cognition)에서 신체활동 

가치의 근원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 

사유, 기억, 학습, 감정과 태도 등은 신체가 환경 활동에 작용하면서 형

성되는 것이기에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구체적인 

환경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任海, 2018； Whitehead, 

2010).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체육 실천 커리큘럼과 사

회봉사 활동 그리고 관리제도, 실천　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소통, 협력, 자기관리, 공평, 규율 의식, 용감 등 긍정적인 도덕적 

품행과 인격수양(人格修养)을 함양 하고 있다. 더불어 학과의 양성 철학

에서도 건강한 신체적 자질을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품행을 

함양하게 하고 바른 인격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

다. 교양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의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형성

을 위해 내용체계를 구성하였고 예비체육교사의 인격소양 함양은 인성교

육 전문성 내재적 자질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다. 

전인전 인격과 양호한 의지 및 품성을 갖춘 체육교사를 양성
한다(양성방안 양성목표, 현지문서). 

연구자: 학부　때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품행

을 강조하였습니까?

LGY: 제 생각에는 모든 구기(球类)수업은 모두 강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고 팀에서 협력하는 운동종목에

서는 모두 존재합니다.

연구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러한 항목은 고유에 존재하고 

있던 특징의 실현 인지? 아니면 교사가 가르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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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까?

LGY: 첫 번째 것은 운동종목 특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구에서 소통과 협동을 놓고 봅시다. 만약 

공격수와 소통이 없다면 세터가 공을 어떻게 넘겨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단체 항목은 거의 모두 의사소

통의 품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

니까! 하지만 이 항목의 특유의 도덕적 내용이 만약 가

르치는 사람도 없고 귀띔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러

한 특징은 아마도 완전히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렵

다고 볼 수 있습니다(LGY, 현직교사, 면담).

　

　라) 교과 인성교육 실천

　(1) 교과핵심역량

역량(competency) 또는 핵심역량(key comepetency) 등의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량 개념은 우수 수행자의 특성을 지

식, 기술, 태도 등의 요소로 나타낸 것으로 수행자의 특성에 중점을 두

어 이해할 수 있다(Wood & Payne, 1998). 이효성과 이용환(2011)은 

핵심역량을 기능의 실천, 지식, 동기, 가치관, 태도 및 감수성 그리고 기

타 사회적 요인과 행위 등 역량의 내적 특성들이 하나의 ‘내적 구조’

를 이루면서 역동적으로 연관을 맺고 총체적으로 가동되어 개인의 수행

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개념에도 총체성, 수행성, 요구 지향성 등 역량 특성을 충분

히 내포된 것이다.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은 예비체

육교사의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핵심역량

을 중심으로 개정된 중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정확한 가치

관’과 ‘바른 성품’ 및 ‘핵심적 능력(关键能力)’을 반드시 구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서 새로 반포한 ‘고등학교 체육 및 건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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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표준’ 각론에서는 건강행위 역량(健康行为素养), 체육품성 및 

덕성 역량(体育品德素养) 및 운동능력 역량(运动能力素养)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 세　가지 역량은 서로 연계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관계라고 

명시하였다. 건강행위 역량은 신체건강 교육일 뿐만 아니라 심리건강 교

육인데 낙관적이고, 도움을 즐기고, 의사소통을 즐기는 등 긍정적인 심

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체육교과에서 체육품성 및 덕성 역량의 제

시는 예비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 학생 도덕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요

구하게 되었다. 

영성사범대학은 새로운 체육교육과정 개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예비체육교사의 핵심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했었다. 이에 새로 

개정된 역량중심 체육교육과정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일관성을 예비체육교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는 

예비체육교사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지도, 융합 

수업, 학교내외의 창의적 활동 등을 통하여 교과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의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도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교사교육자는 핵심역량이란 개념과 함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었고 

예비체육교사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 면에서도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교과핵심역량: 올바른 신체관과 생명관 그리고 체육관을 형성
하고 창의적 실천 능력과 탐구 정신을 갖추며 과학지식 습득
의 기초로 체육교과 지식의 융합 능력 양성 한다. 또한 체육
문화 다양성에 이해와 존중을 형성해야 한다(양성방안 졸업요
구 ‘교수방법 습득’ 하위범주, 현지문서). 

저는 83년에 졸업했고, 올해는 교사교육자가 됐는지33년이 
되었다. 제가 가르쳤던 수업은 수영, 스케이트, 스키, 농구, 배
구, 무술이었다, 대학원 수업은 아주 다양하게 가르쳤다. 제가 
현재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핵심역량 함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미래 사회에 응당 구비해야 할 인성과 능력을 기르도
록 노력했다. 그래서 저는 예비체육교사의 자질과 사상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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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성 함양을 첫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둘째로는 학
생들에 대한 사랑, 사랑이 깃든 교육, 개성에 대한 존중, 타고
난 성품에 대한 인증, 사회적응능력 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규범적인 대
열, 자태, 정신상태, 열정을 수업에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NJJ, 교사교육자, 영상자료).

　

(2)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교육적 관계란, 교육적 행위가 성립되는 곳에서의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 즉 아동과 성인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교육적 의사소통이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성과 인격성을 전제로 한 

구두적이고 비구두적인 소통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함께하는 교사와 학

습자 간의 상호적이고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가치 지향적이고 

가치 성취적 활동을 의미한다(전숙경, 2009: 199). 교육은 교사와 학생

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교육적 성격을 갖는지의 여부

는 교사가 학생 육성을 위하여 그 들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어떻

게 접근하느냐에 결정된다. 교사와 학생이 맺는 교육적 관계는 학생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 활동을 참여하고자 하

는 의지와 동기를 향상시켜 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중요한 여향을 미친다

(김민성, 2016).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에는 교육애(爱的教育)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는 교사가 학생과 교육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하는 것

이다. 김하연(2017)은 교사의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지식, 

기술, 성향으로 정리하여 교육적 관계를 이해하기, 교육적 의사소통 이

해하기,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기, 교육적 의사소통하기, 교육적 관계 지

향하기, 교육적 의사소통 지향하기 총 여섯 가지의 요소로 범주화 시켰

다.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예비체육교사 양성방안의 졸업요구에 

전인적 육성 방법 습득 요소의 하위범주에서 ‘학급지도’와 ‘학생 

전인적 육성’을 제시하였고, 자기 발달 요소의 하위범주 ‘의사소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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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과 차원에서의 문서로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교육자의 수업 진행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는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습득 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와 시골에서 각 한　 달의 교육실습 

과정에서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교사로 학생을 가르칠 때 

현장학교에서 교사교육자 방식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협동: 체육단체 협동의 작용과 특징 그리고 가치
를 이해하고, 협동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언어 표현 및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고 협동학습의 경험을 가진다. 체육전문용어
와 국내외에서 체육교육교수에 관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급이지도: 체육교과의 학생 전인적 육성 중요성을 이해한
다. 학급이지도 및 운영의 기본원리와 방법을 응용하여 창의
적인 체육활동을 운영한다. 체육교과의 특징을 이용하여 도덕
교육과 심리건강교육을 진행한다. 

학생 전인적 육성: 첫째, 체육교육과를 통하여 학생 전인적 
육성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중등학생의 세계관, 인생관, 가
치관 형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중등학생 사상품덕 양성, 인격
발달, 체육　감정 양성, 행위습관 양성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
한다. 셋째, 학교　체육문화　활동을 통해서 주제 전인적 육
성, 동아리 전인적 육성의 방법을 알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양성　 방안，　 현지문
서）. 

　2) 감성사범대학

　가) 교육 철학 및 신념

　(1) 교육 신념 및 교육적 감수성

감성사범대학의 공식적인 인재 양성 철학은 ‘창의적 지혜, 올바른 품

성,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학교 교훈은 ‘구실창조 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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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求实创造, 为人师表)’이다. 학교의 목표는 교사교육과 교육연구 기

반의 전통적 교과 발달과 ‘세계　수준　연구형　대학 (世界高水平研究

型大学)’의 건설이다. 현재는 국가적 차원의 도덕과 인성이 있는 사람

을 양성(立德树人)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방안(世界一流大学建设方案)’으로 확정되었

다. 학교의 인재 육성 방향은 ‘인간 육성, 문명, 발달’ 기반으로 사명

감과 사회 책임감이 있는 인재의 육성이다. 학교 양성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양성 이념은 ‘문무겸비, 

전공특기, 소질고강, 발달추구(文武双全, 专长突出, 素质高强, 追求发
展)’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탁월한 중등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서 지식, 기능, 교사의 인성이 융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육교육 전문인

을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양성 목표는 지, 덕, 체, 미, 노(劳)를 핵심으로 전인적인 예비

체육교사를 육성함으로 규정하여 학교 및 학과의 교훈과 이념을 비추어 

예비체육교사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양성 방안은 ‘교사 도덕규범’, ‘교육

적 감수성’, ‘학생 전인적 육성’, ‘학급이지도’를 졸업의 요구로 

명시를 한바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철학 및 교육적 감수성을 인성교육 전

문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적 감수성: 교사　 직업에 대한 경건을 추구하고 교육적 
이상을 형성하고 체육교육을 사랑하며, 인문적 자질과 과학적 
정신을 함양한다. 교사로서 학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본보기
로 되어야 한다(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양성방안, 현지
문서).

연구자: 체육교육과에서 선생님의 교육관 그리고 체육교사 사
명감과 신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KLS: 교수님들께서 저희 체육인은 다른 직업과 다르다며 저
희 직업의 가치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미래의 
체육교사로서 더 많은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봉사를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

록 항상 격려해주었어요(KLS,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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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감성사범대학　교훈 

(2) 교사의 도덕규범

예비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적 삶을 책임 있고, 자신의 삶을 더 행

복하게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 도덕규범 교육,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사교육자는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활동은 단지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노력이 아니라

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르치는 활동은 교사가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기대와 

책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이성흠, 김진규, 정창호, 2018: 62).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으로서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Free 

Normal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　면제　사범대학생을 선발

하여 미래체육교사로서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도덕규범은 예비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명료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우

선 사범대학으로서 학교차원에서 교사의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에 감성사범대학은 역사적인 학교　창시 교장의 이름으로 Meng 

XianCheng서원(孟宪承书院)을 건설하였다. 이 서원은 미래의 우수한 교

사를 양성하고 미래의 교육가를 양성하는 목표로 사범대 학생들의 교양 

교과목, 학생생활, 교수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사

범학생들의 인성을 강조하는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사범학생들의 교사 

도덕규범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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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념 

고 있다. 감성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 학과 내부에서의 교사 도덕규범을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Meng XianCheng 서원에서도 교사 도덕규범 

교육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과정과 비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도

덕규범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고 실행하며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양성공동

체를 구성하고 있다.    

교사도덕규범: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를 실천하여, 정확한 세
계관,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을 형성한다. 인성이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교사 도덕규범을 
실행하며, ‘네　가지 유(四有)’의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한
다(체육교육전공 양성방안, 현지문서).

연구자: 감성사범대학의 교사로서의 윤리적 교육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CS: Meng XianCheng 서원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어요. 수업
이나, 활동이나, 봉사나, 개인지도교수도 있고요(CS, 예
비체육교사, 면담).   

나) 개인 도덕적 품성

(1)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은 자신이 몸소 ‘보여 주는 것’과 ‘가르

쳐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김하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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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비체육교사로서 몸소 ‘보여 주는 것’은 교육자 그 자체가 인성교

육의 교과서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자의 언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성

교육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은 인성

교육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탁월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비체육교사의 인격적 모범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덕 

교육이 중국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기에 교사 

자신의 인격 및 성품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적인 필요조건

이 될 수밖에 없다. 예비체육교사가 도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존중, 배려, 겸손 등 핵심 덕목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

으로 된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며 자연적으로 따라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적 품성이 형성되어야 도덕적 인지, 도덕

적 판단, 도덕적 행위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진동섭(2014)은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도덕적 품성을 갖춘 교사의 모범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성교육 내용이 되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덕적인 품성과 의지 그리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은 그대로 학생들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이

런 신념을 통한 도덕적 품성의 수행은 자신의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다시 학생들의 성취와 성장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애국, 공정, 정직, 겸손, 규율, 신뢰, 배려, 

의사소통, 협동, 존중, 자존감, 자신감 등 전통적인 도덕적 품성 함양을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양성 방안은 ‘도덕적 규범’, ‘의사소통 및 

협동’을 졸업 요구로 드러나고 있고 도덕적 품성을 인간적인 기본으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함양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 교양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서는 예비체육교사들의 사상품덕　 교육,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형성을 위한 내용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 및 협동: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
사소통 능력과 협동 능력을 양성하며 집단에 대한 헌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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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한다

교사 도덕규범: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
다. 국가 가치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사회 가치관: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개인 가치관: 애국, 직업정신, 성실, 신용, 

우호(체육교육전공 양성방안, 현지문서).

연구자: 감성사범대학의 인성교육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덕목으로 예를 들 수 있나요? 

CS: 덕목은 개학식 졸업식에서 학교 차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요. 저희 학부생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진행할 때 선
생님은 항상 애국적인 감수성과 협동을 강조합니다(CS, 예비
체육교사, 면담).

다) 교과 인성교육 실천

(1) 교과핵심역량

요즘 ‘핵심역량’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중국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 날 역량 개념이 확대된 것은 OECD에서 수행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의

해서다. 개인의 능력을 역량으로 규정하고, 각 나라의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려고 추진되었다. 이후 세계 

각 나라에서 현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교육을 개혁하고, 교

육과정을 개정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중국 교육부에서 

또한 핵심역량에 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2017년 

말에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고등학교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은 2018년 9월에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총 세　가지 역량 요

소에서 ‘체육품성 및 덕성’이 제시되면서 중국 체육교과에서 ‘건강’과 ‘인

성’ 교육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 목표로 규정하였다. 학교체육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학생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어서 건강한 전인을 

양성하기 위해 체육수업에서는 ‘건강교육’ 기반에서 ‘인성교육’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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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성교육의 교과 목표가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아울러 감성사범대학은 지역 학교의 중등과 초등 체육교사 ‘국가 연

수(国培计划)’를 책임지고 있고 교육부 ‘학교 축구(校园足球)’ 체육

교사 및 교장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원

이 있다. 이에 학과 분위기를 통한 교사교육자, 예비체육교사는 교과핵

심역량에 관한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등에 대해서 더욱 깊

은 이해가 요구된다. 학과는 체육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제시된 운동능

력, 건강행위, 체육 품성 및 덕성 세가지 역량 요소와 가치를 유기적으

로 융통해서 교사교육의 내용에 반영하려고 전국적으로 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감성사범대학의 중국건강교육수업모형의 개발이 교과핵심역

량을 지향한 성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교과핵심역량 함양 과정이 인성

교육 전문성의 함양 통로의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과핵

심역량이 지식, 기능, 인성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

요한 내용이기도 한다. 핵심역량의 교육은 실천적 기능, 지식, 동기, 가

치관, 태도, 감정, 기타 사회적 요소와 행위를 의미하고(Hal�sz & 

Michel, 2011) 체육교사의 핵심역량은 사회적 책임감, 교과이론기초지

식, 운동기능지식을 의미한다(何劲鹏, 2017). 아울러 감성사범대학의 양

성 방안은 ‘종합육성’을 졸업 요구에 명시를 한바 교과핵심역량을 인

성교육 전문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8년부터 ‘체육 

및 건강’ 역량 중심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점에 감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의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전인적 육성: 체육 및 건강 교과의 다양한 인간 육성 경
로와 방법을 습득하여 교육실천과정에서 지식, 능력, 품격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며 학생의 핵심역량과 품위 있는 생활방식
을 양성한다.  (체육교육전공 양성방안, 현지문서).

현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부족해요. 도덕과 인성이 있는 사람을 
양성(立德树人)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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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많은 거리가 있어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인간의 덕성
보다 지성을 강조하고 있고 초중등학생들은 점수를 추구하고 
주지교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대학입학시험의 경쟁 때
문이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창의성, 실천능력은 상대적
으로 빈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시 교육의 분위기에서라도 
소질교육(应试教育下的素质教育)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사의 
인간 육성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은 다른 교과가 충분하지 않은 독특한 인성교육 가치가 있어
요. 어떻게 기타 교과와 융합하여 서로 보완하며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육교과에서는 핵심역량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예비체육교사들의 역량을 함양 시켜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MDH, 교사교육자, 면담). 

(2)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

교과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반영하는 

것은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 그리고 경로를 모색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체육교사의 경우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의 

운동기능습득뿐만 아니라 학생 인성 발달에 유의미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도덕교육지침’을 반포한 내용에서도 체육교과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의한 교과로 명시한바 있다. 체육교과는 실천 지향적 

특성이 있는 경우로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중에서 종목 특징을 이해하고 

협동 학습, 토론 학습, 탐구 활동 등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교과 인성교육 교수 능력 함양을 

위하여 목표 측면에서 중등학생 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언어표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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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반성능력을 함양하여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학생의 

인성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졸업요구의 전인적 육성 

방법 습득 요소의 하위범주에서는 ‘학급이지도’와 ‘학생 전인적 

육성’을 제시하고 자기발달 요소의 하위범주에서는 ‘반성연구’와 

‘의사소통 및 협동’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예비체육교사 양성 요구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둔 지도안 작성과 체육교과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둔 몇 시수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학’ 

교과목과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모두 체육교과의 교사교육자가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심지어 같은 교육자가 담당하여 가르친다는 

것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관련지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면 ‘일반교육학’ 교과목의 심리학 교과에서 이루어진 학교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체육교육학’ 교과목의 체육교육과정 

정의적 영역에 드러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예비체육교사들의 교과 인성교육 교수 능력 향상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방법 측면에서는 수업에서의 사례방법, 토론방법, 영상 관찰법, 

다양한 평가방법 그리고 ‘중국건강교육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감성사범대학 교수진이 개발한 ‘중국건강교육모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실행하고 있다.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중국건강교육모형’의 적극적 활용을 격려하여 건강과 

운동종목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실현하는 융합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양성 목표에서도 그들이 

‘중국건강교육모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감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의 교과 인성교육 교수 능력 함양을 

위해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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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성사범대학

가) 교육 철학 및 신념

(1) 교육 신념 및 교육적 감수성

덕성사범대학은 교육부직속 중점 종합사범대학으로 국가의 중등학교교

사와 교사교육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학교 교훈 ‘충성박아 박

실강의(忠诚博雅, 朴实刚毅)’의 교육철학 바탕으로 항상 현시대에 필요

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모두 강조하고 있

다. 전면적이고 개인적 발달을 함양 시키려는 인재양성의 방향으로 노력

하고 있다. 또한 ‘학식이 있음, 널리 사랑, 학문이 고상(博学, 博爱, 博

雅)’의 학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축제 교육을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덕성사범대학의 미래 목표는 교사교육특색이 선명한 

연구형　고수준　대학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양성 목표는 전국 기초교육을 위하

여 지 덕 체 미 노(劳)가 전면적으로 함양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다. 교사로서의 도덕소양, 인문과학소양, 교육적 신념과 창의적 정신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체육 및 건강’ 교과지식과 교수실천 능력이 균형

적으로 함양된 탁월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27)
. 체육교육과의 양

성 방안 졸업요구의 교사도덕 실천 요소의 하위범주에서는 ‘교육적 감수

성’을 기본적인 요구로 명시를 한바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적 감수성과 미

래 체육교사로서의 교육 신념을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적 감수성: 교육적 감수성과 인문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품격, 지식, 창의적 사고, 나라
에 대한 사랑을 영향할 수 있는 교사로 되어야 한다(덕성사범
대학 양성방안, 현지문서). 

27) ‘德技相长、多能一专，学以致教、善为人先’的高水平体育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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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감성사범대학　교사양성　철학

양성 목표: 중남부 지역을 중점으로 전국의 기초교육을 향하
여 지 덕 체 미 노 전면적으로 발달된 탁월한 체육교사를 양
성하는 것이다(양성방안, 현지문서).  

저희 학교의 교훈이 ‘충성박아, 박실강의(忠诚博雅, 朴实刚毅)’ 

그래서 저희 위챗 프로필 사진도 이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 
항상 교훈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개인적 도덕 
행위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느낌상 덕성사범대학은 항상 겸손 한 것 같아요(ZXZ, 예비체
육교사, 면담). 

(2) 교사의 도덕규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으로서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Free 

Normal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　면제　사범대학생을 선발

하여 미래체육교사로서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도덕규범은 예비

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명료한 양성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

다. 우선 사범대학으로서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있

다. 

학교에서는 사범학생들의 교사 도덕규범 함양을 위해 ‘사범학생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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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개인 모범 사범생’ 평가 활동을 진행하여 ‘덕, 능, 품, 혼 (树
师德, 炼师能, 展师风, 铸师魂)’이 있는 사범학생으로서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 학과 차원에서도 교사의 도덕규범을 중요

한 내용으로 삶고 있다. 양성방안에서는 위의 두　가지 사례와 마찬가지

로 졸업요구의 교사도덕 실천 요소의 하위범주에서 ‘교사의 도덕규범’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사회　실천　활동, 

교육실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교육과정의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는 국가교사자격증시험에서 포함한 교사의 도

덕규범 내용을 융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교사의 도덕규범 함양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교육자의 도덕규범을 문서적

으로 제시하여 교사교육자의 직업도덕에 대한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재적인 직업도덕 자질과 제도 적인 직업도덕 요구를 융합하

여 예비체육교사의 교사 도덕규범을 함양하고 있다.  

교사도덕규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를 실천해야 한다. 인성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실행하고 이상신념, 도덕적 감수성, 지식, 인애가 있는 교사로 
되어야 한다(덕성사범대학 양성방안, 현지문서). 

사덕사풍건설(师德师风建设)을 강화하고 인성을 갖춘 인재 양
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학교정신을 공지한다. 사덕사풍건설 
강화, 교육의 근본적 목표 실행을 위해서 각 학과 교사교육자
는 모든 국가적 문서를 학습해야 하며 업무 반성 활동을 적극
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덕성사범대학, 2019년 현지문서).

나) 개인 도덕적 품성

(1) 도덕적 품성

독일 말에서 가져온 ‘빌둥(Bildung)’이라는 개념은 유럽의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 독특하게 성장한 교육의 개념이다. 동양에서는 “도야, 

교양, 인간형성, 육성” 또는 ‘교육’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최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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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야스퍼스는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세계관을 확립하고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인간다움이 무엇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

를 묻는 부단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이라고 한다(이석우, 1998: 421). 

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적 품성 내용은 교육의 근본적인 목

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비체육교사 도덕적 품성의 직접적인 

함양 경로는 교양 교과목의 필수 교과목 사상정치 교과목(思政课程) 위

주로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함양 경로는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으로 

모든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교육실습, 다양한 실

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덕성사범대학 교양 교과목의 필수 교과목 

총 학점은 29학점으로 구성되었다. 교양 교과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3개 대학 영어 교과목(12학점), 정보처리기술(자격증 

통과), 사상정치 교과목(17 학점)으로 구성되었다. 사상정치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주석 시진핑은 ‘전국 고등학교 사상정치 업무 회의’에서 

“고등학교의 근본적 가치는 덕을 함양하고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라

는 명확한 지시를 하였다. ‘立德树人’의 핵심 역할을 견지하고 사상정

치를 교육 및 교수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전인적 육성을 해

야 한다.”를 강조한다는 것은 대학 사상정치교육의 행동지침으로 되었

다(王占仁, 2017). 한편 덕성사범대학은 교사교육자의 사상 정치식 수

업 역량을 통하여 여러 교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적 품성 교육과 

법 교육 그리고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교육

실습,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서 겸손, 용감함, 근면, 배려, 소통 등 도

덕적 품성의 함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성목표: 중남지역과 전국의 기초교육을 위하여 지, 덕, 체, 

미, 노가 겸비한 전인적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한다. 높은 교사
도덕소양, 우수한 인문과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체육교사를 
양성한다. 

교사도덕규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를 실천해야 한다. 인성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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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이상신념, 도덕적 감수성, 지식, 인애가 있는 교사로 

되어야 한다(덕성사범대학 양성　방안, 현지문서).

다) 교과 인성교육 실천

(1)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

교사가 인성을 잘 가르치는 인성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인성교육 지식을 가능한 많이 습득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생활 지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 내용 지식과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실행하려면 우선 교사 자신이 인성교육자라는 인식

을 해야 하고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은 인성교육 전

문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넓게는 학급 운영, 학생 상담, 교육과정 전반에 

해당하고 좁게는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

달한다.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 능력은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될 수 있다(김하연, 2017). 체육교사로서 요구되

는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과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과 경로를 모색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체육교과

의 특징상 운동종목 실기로 이루어진 신체적 활동에서 예비체육교사가 

유의미한 방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수업 지도 과정과 학생 생활지도 과정

에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사 양성방안은 졸업의 기본 요구

로 예비체육교사의 ‘학급이지도’, ‘학생 전인적 육성’, ‘의사소통 및 협동’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졸업요구에서는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의 함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교

육자의 수업 진행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는 교과 인성교육 교수 능력을 

교사교육자의 모범에 간접적으로 습득 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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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교육실습 과정(교육참관과 교육　연수를 포함한 

19주)으로 이를 실천하고 반성하여 재시도 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덕성사범대학 교육과정 개설 에서 가장 많은 민족전통체육 

유형의 교과목(7개)을 개설하여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 능력

을 신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마련하였다. 민족　전통체육은 

중국의 전통적인 인성 강조 체육학문으로 현재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교과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비체육교사의 교과 인성

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의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예

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능력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급지도: 인성교육의 우선성을 이해하고 초중등학생 대상으
로 인성교육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학생의 협동, 교육적 
활동, 개인적인 발달, 종합소질평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능력을 양성한다 

학생 전인적 육성: ‘체육 및 건강’ 교과의 핵심역량을 이해하
고, 중화민족체육 문화 정신을 홍보하여,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특성을 터득해야 한다. 체육 문화와 체육 활동의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습득하고, 인성 관련 지식과 능력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및 협동: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단체정신과 
리더의　능력을 함양한다. 여러　가지 소통 방법 능력이 있어
야 한다(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양성　방안, 현지문서). 

(2)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예비체육교사 양성방안의 졸업요구에 전인

적 육성 방법 습득 요소의 하위범주에서 ‘학급이지도’와 ‘학생 전인

적 육성’을 제시하였고, 자기 발달 요소의 하위범주 ‘의사소통 및 협

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과 차원에서 문서적으로 교육적 관계 및 의

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 교사교육자의 수업 

진행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는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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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습득 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의 교육부직속 사범대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실습 기간(교육참관과 교육연습을 포함하여 총 19주)으로 교

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이 이 과정에서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

습 교사로 학생을 가르칠 때 현장학교에서 교사교육자 방식을 모방하여 

실천하는 방법과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진 반성을 통하여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함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

2003년 중국교육부는 <전국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과정 

방안>을 반포하였다. 현재까지 교사양성기관(사범대학, 종합대학, 체육대

학)에서도 이 방안을 지침으로 실행하고 있다. 체육교육전공 교육과정 

방안의 양성 목표는 학교체육교육, 훈련 및 경기를 주요 업무 수행자를 

양성하고 학교체육　과학　연구, 학교체육　관리 및 사회체육　지도 등 

업무를 책임 하는 복합적　체육교육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문서에서

는 전공수업 및 시수 분배를 규정하였다. 수업의 총　 시수는 

2600-2800시수로 규정했고 수업의 유형을 공공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으로 나누었다. 교육부직속 사범대학의 공공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교양’, ‘체육내

용학’, ‘체육교육학’, ‘일반교육학’, ‘실기’와 ‘교육실습’으로 나누어 살

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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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명 학점 성질

종합영어1, 종합영어2 8

교양
32 학점(필수)

선택수강영어 2

사상도덕소양 및 법률 기초 3

정책 Ⅰ, Ⅱ 2

중국어 글쓰기 2

군사이론 및 군사훈련 2

중국근현대역사강요 2

정보처리기술1(컴퓨터기초) 2

정보처리기술2(인터넷응용기술기초) 2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 3

모택동사상 및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4

체육학개론 2

체육내용학 20.5 
학점(필수)

체육보건학 2

운동해부학1 2

운동해부학2 2

체육심리학 2.5

운동생리학1 2

운동생리학2 2

태극 및 양생 2

운동생물역학 2

체육연구방법론 2

체육교육과정론 1.5

체육교육학 학점 
7.5(필수)

체육교재 및 교수방법 1.5

마이크로티칭 1

체육교수론 1.5

기초실천(현장체육교사 수업 참관 및 반성일지 쓰기) 1

模拟教学( Simulation teaching ) 1

기본체조 1
실기(필수)

육상1 4

＜표 19＞영성사범대학　교육과정　필수　부분 

1) 영성사범대학

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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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2 4

농구 4

배구 4

축구 4

체조1 2

체조2 2

무술 4

수영 3

스피드 스케이팅 2

전공훈련실천 및 이론1 5

전공훈련실천 및 이론2 5

전공훈련실천 및 이론3 5

학교교육기초 2

일반교육학
(필수)

교사전문성 발달 2

청소년학습 및 발달 3

현대교육기술 1

교육실습 6 교육실습 (필수)

학위논문 4 학위논문 (필수)

수업명 학점 성질

경제 및 인생 3

교양   
10학점(선택)

화학 및 사회 2

생태학개론 2

심리 및 생활 2

창업학습 2

체육법 1.5

체육내용학
(선택)

체육사회학 1.5

체육통계학 1.5

운동생물화학 2

체육사 1.5

운동훈련학 2.5

체육회화 1

학교체육철학사 1.5

집단체조 창작 1

체육측정 및 평가 1.5

건강관리학 1.5

＜표 20＞영성사범대학　교육과정　선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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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이론 및 응용 1.5

올림픽운동문화연구 1.5

학교체육 안전방어 및 응급조처 1.5

학교체육 경기조직 및 관리 1.5

야외생존 1

실기(선택)

오리엔티어링 1

스키 1.5

야구 1.5

테니스 1.5

탁구 1.5

리듬체조 1.5

펜싱 1

골프 1.5

미식축구 1.5

소프트 배구 1

체육 게임 2

스포츠 댄스 1

보디빌딩 1

배드민턴 1.5

태권도 1

롤러스케이트 1.5

　

(1) 교양

교양 교과목 중에서 ‘사상도덕소양 및 법률 기초’, ‘정책’, ‘군사이론 

및 군사훈련’, ‘중국현대역사　 강요’,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 

‘모택동사상 및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 등 수업들이　 실제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체육교사는 교양 교과목에서 인성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교양 수업의 내용과 교사교육자의 인성 강조와 

열정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체육교사로서의 교육적 사명감 및 사회적 

책임감, 교사의 도덕규범, 애국정신 및 이상신념, 올바른 도덕적 품성과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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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
양에 어떤 교과에 영향을 미쳤나요?

H S N：’마르크스원리’, ‘중국근대사’, 전국 대학생들의 기본 
교육과정이에요. 사상정치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교과 에서요. 체육교과에서의 전공 수업은 상대
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양 교과목에서는 정
의가 갖추어야 할 교사의 도덕적 규범, 사명감, 사상
정치 및 도덕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2) 체육교육학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체육교육과정론’, ‘체육교재교수방법’, ‘마

이크로티칭’, ‘체육교수론’, ‘기초실천’, ‘Simulation teaching’

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체육교육과정론’ 수업에서 인간

적인 덕성을 양성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습득했다.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체육 품성과 덕성’ 역량을 이해하고 체육교과에서의 인성교

육 중요성을 알게 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마이크로티칭’과 

‘Simulation teaching’ 에서는 예비체육교사의 수업 실천능력을 검토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철학으로 출발하여 수업지도안

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　또한 교수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 학

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도하는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교과핵심역량을 교사교육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은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여전히 지식과 이론 그리고 운동

기능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에서 인성의 중요성과 체

육교육과정의 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지도안 작성 과정에서 

‘체육 품성 및 덕성’과 ‘사회적응능력’, ‘심리건강’ 등 정의적 영역의 목

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의적 영역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지식

의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예비체육교사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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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함양 되었다고 말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비체육교사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도덕적 함

양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성교육 실천 능력은 함양되지 않은 실정이다.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부수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체육교육학 교과목의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인성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L   H：xx교수님은 마이크로티칭 수업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연구자: 실증과학주의 수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은 
인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정의적 영역을 강조
하고 있어요?

L   H：저희 생각은 과학적인 수업인 것 같습니다. 수업 밀
도, 수업 효율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
지만 체육교육과정 목표 영역을 안내하고 지도안 작
성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는 배웠어요.

연구자：비슷한 simulation teaching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L   H：저희 생각에 이런 형식의 수업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전공 및 이론 수업’에서 진행한 것이에요. 매 
학생마다 수업 전 15분의 강의식 수업과 15분의 실
천 유형의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천 유형의 준
비는 45분의 정규수업을 15분으로 압축하여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수업의 흐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에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에요
(LH, 예비체육교사, 면담).

　(3) 실기

실기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가 다양한 실기 종목을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존중, 배려, 책임감, 겸손, 의사소통 등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영성사범대학의 실기 수업은 ‘기본체조’, ‘육상’, ‘농구’, 

‘배구’, ‘축구’, ‘체조’, ‘무술’, ‘수영’, ‘스피드 스케이팅’, ‘전공훈련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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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론’ 등의 필수 실기 수업이 있고 예비체육교사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 수강 할 수 있는 실기 수업을 많이 설계 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실기 교과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느 특정 운동 종목의 본질적 특징에서 인성이 함양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배구’와 ‘축구’ 등 단체 종목의 운동에서 협동, 의사소통

과 격려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팀이 우승을 할 수 있고 게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반면 개인 실기 교과목에서는 자기 결정력, 의지력, 정신력 등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테니스’, ‘육상’, ‘탁구’ 등 개인 운동 

종목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LGY에 의하면 더 장기적이고 올바른 도덕성과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자가 실기 교과목의 단체 

종목이든 개인 종목이든 예비체육교사들에게 반복적인 인성 강조와 인성

교육 환경설계와 인성 상황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실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성을 드러내는 특정 상황에서

의 해석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직체육교사 LGY는 자신의 예

비체육교사 시절의 실기 교과목을 회상하면서 많은 도덕적 품성 습득 된 

것으로 인격소양을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어떤 수업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나요？

L G Y: 저희 생각은 모든 구기 종목의 교과목이 다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신체
적인 것, 단체로 협동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이라는 것은 단체 생활하면서 드러난 것
이 잖아요. 의사소통이 없으면 도덕도 표현 될 수 없
는 것이 잖아요. 단체 종목에서 의사소통 하는 것이 
도덕적 품성을 드러난 것으로 생각해요. 

연구자: 운동 종목의 특성에서 드러난 것입니까? 교수님이 가
르쳐 드러난 것입니까? 

L G Y: 첫째는 운동 종목의 특성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



- 130 -

동 종목의 특성을 가르치지 않고 조언을 하지 않으시
면 이 특성과 본질이 더 큰 의미로 표현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 대학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쳤나요？

L G Y: 있어요. 하지만 좀 적은 것이죠. 

연구자: 예를 들 수 있는가요?

L G Y: 이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적습니다. 생각이 안 되네요. 

연구자: 학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교사로서 현재 수업
에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L G Y: 매번 인성교육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언제나 
강조하고 있어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든지 그 인성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할 때 한 학생이 소극적이면 다른 학생도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럴 때면 제가 “게임을 진행할 
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친구를 위한 것
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서
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요(LGY, 현직체육교사, 

면담). 

　(4) 교육실습: 1+1 도시와 시골 대조식 창의 실습 모델

교육실습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실습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학생의 인성

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직적접이고 간접적으로 함양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실천하는 적절한 기회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은 인성교육 전

문성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이 다차원적으로 신장되었다. 영성사범

대학은 1+1 도시와 시골의 대조식(反差式) 교육 실습을 실행하고 있다. 

1+1도시와 시골 환경격차 교육 실습 모델은 환경, 경험, 감정, 반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직접 경험한 환경 격차를 교수학습 상황의 기초로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즉 예비체육교사가 도시의 자원

이 우월한 학교와 시골의 자원이 결핍한 빈민지역 학교로 가서 각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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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총 10주 동안 실습생활을 하는 것이다. 5주 도시 5주 시골이다. 예

비체육교사는 반드시 학교의 분배에 따라서 단체적으로 교육실습을 참가

해야 한다. 실습 학교가 시골 또는 다른 성에 있을 경우 지도자(교수)와 

실습학생들은 현장 실습 학교에 머물러 기숙사 단체 생활을 한다. 

실습 학교에 도착한 후에는 멘토(mentor)지도교사에게 실습학생1-2

명을 분배한다. 실습교사는 수업 중 또는 수업 끝에 멘토　교사와 책임 지도자(교

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첫 주는 멘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학습하거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실습과정을 통해서 예비체육교사들은 낙후한 시골

의 체육교육 현황을 이해하게 되고 교육적 감수성, 교육적 사명감을 느

끼게 되며 체육교사로서 체육교육에 대한 헌신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들이 차이가 큰 실습 환경에 처해있으면서 어려움을 격에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들의 인격소양과 교육적 감수성 및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는 도시와 시골 체육 자원의 

커다란 차이를 인지하고 체육교사의 직업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형성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고등학교 한　 달의 교육실습 과정에서 총 20시수의 
수업을 진행했다. 1시수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고 교수내용을 완성할 수 있어 나는 이미 행복하고 만족
한다. 한　달의 시간이 너무 빠르다. 첫 수업을 진행할 때는 
너무 떨렸고 시간에 대한 예측도 많이 부족했다. 네　번째 수
업에서부터 좀 여유가 있었고 긴장한 느낌이 사라졌다. 교육
실습 지도　선생님의 조언에 어조, 교사의 자세, 수업의 내용, 

가르치는 방법, 평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성장이 되었
다. 수업 마무리 때는 교수 목표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기억
도 있다. ‘立德树人’의 총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
다(LH, 예비체육교사, 교육실습 도시학교 반성일지)

시골학교 XX중심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한 과정에서 락후한 환
경을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큰 변화는 학생들에서 나타
났다. 전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학생들의 인지 및 학습 
능력은 완전히 달랐었다. 이번 실습은 교수 환경과 내용에 대
한 설계와 교수 방법에 더 구체적인 설계가 요구되었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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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빈민　지역에서　교육실습　중인　예비체육교사와　지도교수 모습

지도안에 대한 수준이 더 높아야 했고 수업진행 과정의 중점
과 난점을 더 명확하게 예상해야 됐다. 예를 들면 교사가 시
범할 시간에 대한 재설계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 교육실
습을 통하여 많은 부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반성과 
실천 그리고 재반성 재실천이 필요했다. 이 교육실습 과정에
서 많은 불만과 좌절을 느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았고 지도
교수님이 너무 엄격했으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많은 어려
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체육교사 직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양상 했었다(LH, 예비체
육교사, 교육실습 시골학교 반성일지).

　나)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

교육과정은 국가의 의지,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

영하는 주요 매개체로서 학교교육의 교수학습 활동의 기본적인 근거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는 주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성

교육은 사상정치교육과 순수한 도덕교육이 혼합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현재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소덕

육과 대덕육을 모두 강조하며 덕 또는 인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성

과 도덕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立德树人)’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서

는 “사상정치적 가치가 올바른 인간을 양성하고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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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정치식 수업’은 더 높은 차원의 심화와 확장을 의미하는데 모

든 수업의 비명시적인 인성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교과목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내용이 모든 

교과에 융합되어 인간을 다스리는 교육의 근본 임무를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高德毅, 宗爱东(2017)은 ‘사상정치식 수업’은 모든 커리

큘럼이 사상정치교육과 인성교육을 융합하여 학생들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면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다.‘사상정치식 수업’을 통하여 예비체육교

사가 모든 이론교과와 실천교과에서 다양한 상황에 근거하여 충분히 사

고하고 실천해야 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사범대학교 교육과정은 인재양성 가치를 최대로 이끌어 내어 수업

에서 ‘사상정치식 수업’의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

고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도덕성을 심화할 수 있고 인성 교육 실천능력으

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정식 수

업을 통하여 많은 교과목에서 인성 함양 내용을 교수학습 과정에 융합시

켜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육적 사명감 및 사회적 책임감, 교사의 도덕규

범, 애국정신 및 이상신념, 인격소양,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을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적 개혁을 통하여 교양 

교과목 관련된 인성 수업의 기본적 가치를 설명하여 예비체육교사들이 

인성 덕목을 인지 시키도록 하고 전공 교과목(체육내용학, 체육교육학, 

일반교육학)에서 인성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더 깊게 심화되도록 한다. 즉 인성교육 전문성이 더 심층

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상정치식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

업에서 교사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례 해석 방법, 

롤 모델, 상황 교수법, 사고법, 환경 체험 방법, 평가 등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성사범대학의 ‘사상정치식 수업’을 전공 교과목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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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하겠다. 우선， 전공 교과

목을 이론교과목과 실기 교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 교과목에

는 학과 ‘기초교과 유형’의 체육학개론, 운동해부학, 체육심리학, 운동

생리학, 체육과학연구방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공이론확장교과 

유형’ 교과목에서는 체육사회학, 체육법률법규, 고전 문헌 연구 및 토

론, 체육사 그리고 학위논문 및 설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전공교육과목에 융합 시켰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HHP: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도덕에 대한 영향은 아주 큽니
다. 도덕과 정치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지금의 과목들
은 지정된 교재(교재심사)를 선택해야 하고 비도덕 중심
인 교과에서도 정치사상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 생물역학, 해부학 중의 개념 면연력은 신체적 면연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면연력도 함께 수업시간에 노출시
켜 제기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또한 현시대의 요구에 맞
춰서 수업의 사상성(思想政治性)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
적인 예로 든다면 배구 수업에서 우리 나라‘여자 배구팀
이 보여준 강한 정신력(女排精神)’과 융합시켜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의하는 것입
니다. 국경절 활동과 융합시켜 애국교육도 진행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새로 반포한 노동교육(劳动教育) 즉 수
업에서 노동자의 봉사정신과 융합시켜 체육교과에서 봉
사 및 애국의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수업에 
자연스럽게 융합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범의 힘, 역
사 속의 사명, 역사적인 사건들을 수업에 융합시켜 훌륭
한 선배 교사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고, 자신에 대해 
어떠한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어떻게 타인의 모
범이 되었는지, 어떻게 기본 기능을 꾸준히 연습 했는지
에 대해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수업 속에 융합 시킵
니다. 또한 xx교사교육자는 전공교과수업에는 당의 혁
명적 주제 노래를 수업에 녹여(唱红歌) 간접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사례도 있고요(HHP, 교사교육자, 면담).

실기 교과목에서 ‘사상정치식 수업’ 운영 사례로 예비체육교사 인성

교육을 함양하는 종목은 육상, 배구, 농구, 체조, 무술, 수영, 전공훈련 

및 이론 등 전공 교과목이 있다. 더불어 야외 생존, 오리엔티어링,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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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 테니스, 암벽 등반과 같은 운동　확장　과목도 있다. 

‘야외생존’ 수업에서는 환경 체험법을 사용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

성을 함양하도록 인성교육 내용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수업의 실

외 특징을 충분히 이용하여 대자연의 환경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도전정

신, 협동, 의사소통, 배려 등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인성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혁명선열

(革命先烈)들이 전투 했었던 곳을 탐방하여 애국주의교육을 진행하고 있

다. 이는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체험할 수 있도

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를 명기하고 과거를 잊지 않고 선열을 

추모하는 환경을 설계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사명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영성사범대학 ‘사상정치식 수업’ 이념의 실행은 예비체

육교사가 ‘사상정치 수업’을 통해 학습한 인성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정의(情意)를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１５　＞　참

조．

당의 제19차당대표대회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덕으로써 후
세에 모범이 되어 인재를 양성해 도덕과 인성을 갖춘 인간으
로 양성하는(立德树人) 근본적인 임무를 실제에 적용하여 학
생들의 창신　 의식, 생존능력, 실천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체육교육과에서 2017년에 영성사범대학은 
아웃도어 스포츠 시리즈를 개설하고 아웃도어 교수학습 시설
을 창설하였다. 2017급, 2018급 아웃도어 스포츠 계열 수업
은 우리 학교 커리큘럼 심사를 거쳤다. 학생들은 동굴탐험, 

정글 통과하기, 오리엔티어링, 캠프숙박, 야외에서 밥 짓기, 

천문관측 등 야외운동 실기훈련을 시작했다. 혁명행사　 터, 

선열회의　기념지, 항련　기념관, xxx장군이 전투 활동을 했
던 주소지를 탐방했다. 거기에서 XX동북 항일 연합군 및 XX

장군의 영웅사적을 귀담아 듣게 하였다. 감동을 받은 학생들
은 자발적으로 의용군행진곡(국가)을 부르며 혁명 선열을 향
하여 혁명적 유지(遗志)를 계승하고, 역사의 중요한 부탁을 잊
지 않고 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춘의 힘과 용기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밤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

주년을 축하하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
로 만찬회가 열렸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조
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활동은 학생들의 강렬
한 애국 열정과 책임의식을 북돋아줄 수 있었으며 아주 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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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야외　생존’　수업을　통한　예비체육교사　

인성　함양

재 양성의 효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외운동 시리즈 
커리큘럼의 인재 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다(ZJX, 교사
교육자, 인터넷 일지).

‘육상’ 수업에서는 상황 조성 교수법을 사용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교육 실천 능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교사교육자는 수업에서 

인성교육 주제의 지도안을 작성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체육교사는 육상 수업에서 중국 내전 시기의 ‘장정(长征)’ 주제로 체육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드러난 사례가 있다. 중국 내전 시기의 역사적 사

건을 육상 수업에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

로 구성된 지도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적 차원에서 첫째, 육상의 

장애물 달리기의 지식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정 주

제의 특정 상황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째, 다리 건너가기, 양자강 넘어가기 등 상황을 수업에서 설계하여 학생

들의 협동과 의사소통 그리고 애국주의 감수성을 느끼도록 하며 용감함, 

정신력, 의지력을 느끼게 한다. 수업 정리 부분은 어울리는 혁명 주제 

음악을 융합하여 승리의 형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림　１６＞　참

조．   

‘배구’ 수업에서는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교육하기 위해 환경체험 

방법, 반성, 그리고 인성 평가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１７＞　참조． 교사교육자는 직접적으로 예비체육교사의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교사교육자는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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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성, 품성, 인격 등의 중요성을 항상 언어로 표현했고 ‘네　가지 

유의 교사(四有好老师)’와 교사도덕규범을 배구 수업에 융합해서 가르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 성품과 멋진 행동을 한 학생들을 위챗

(SNS)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흥미로운 것은 교사교육자가 수업 중에서 응용한 인성 평가와 인

성교육 환경 설계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인성 실천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

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습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 오늘은 배구수업이다.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
동복을 입고 일찍 체육관에 도착했다. 매번 수업 전에 학생들
에게 발표의 시간을 주고 그들의 언어표현력과 자신감의 양성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도덕규범(师德公约)을 학
교와 수업내용에 융합시켰다. 학교 운동회가 끝날 때 전교 학
생들은 이를 같이 선서했고 배구 수업에서는 도덕규범 내용을 
가사로 음악으로 응용했었으며 실내 체육관에는 인성교육 관
련 내용을 장치했었다(NJJ, 교사교육자, 영상자료전사). 

교수님이 수업에서 응용한 인성교육 평가와 환경설계 방법은 
제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죠.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 그대
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교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의 여러분 교수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LLin, 예비체육교사, 면담). 

다) 인성친화적 환경 조성

문화는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산물이

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사유방식 및 행위방식으로써 존재한다(조용

환, 1999). 영성사범대학 학교의 문화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캠퍼스의 

곳곳에서 체현되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예비체육교

사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도

록 돕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캠퍼스 환경, 분위기, 인터넷 문화 등 측

면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을 간접적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실현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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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예비체육교사　‘장정’　주제　인성교육　지도안

＜그림 17＞배구 수업을 위한 인성교육 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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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퍼스문화 환경

영성사범대학에서 내용과 스타일이 다양한 대표적 건물을 통하여 전통

적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타인의 모범이 되는 교사로 성장하도록 캠퍼

스 문화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과 교직 도덕을 

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훈의 조각, 위인사표 조각, 

서양 철학자들의 학문 토론 조각, 동양 철학자 대표 공자와 노자의 소상

(人像),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현수막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예비체육교

사들의 올바른 교사상과 자존감으로 자신을 깊게 영향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１８＞　참조.

연구자: 캠퍼스에서 어떠한 건물의 배치가 선생님한테 인상이 
깊고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HSN: 4가지 ‘有’의 좋은 선생님. 즉 ‘이상신념, 도덕적 감수
성, 기초 학식, 인애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을 가리킵니
다. 앞으로 좀 가면 트로피가 있잖아요, ‘인민교사의 요
람’ 이것은 좀 큰 것입니다. 체육교육과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이것을 보면 곁에 이런 물건이 
자신을 향해 응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먹칠하는 일
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성사범대학교의 영예
와 수치를 모두 받겠어요(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2) 실내문화 환경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실내에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24자 벽

보’를 배치하였고, 다양한 ‘시진핑 총서기의 말씀’이 장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체육의 혼을 기르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자”, “초심을 잊지 말

고, 사명을 명기하자”, “전국교육대회정신을 학습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

해 과감하게 나아가면서 꿈을 이루는 체육인이 되자” 이와 같은 글이 벽

보에 적혀 있었고 ‘영예의 벽’, ‘선배들의 메시지’, ‘학교 당대표의 도식

화 설명’, 그리고 ‘네 가지 유의 좋은 교사 플랜카드’와 ‘문화 주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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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캠퍼스　환경　설계
실’, ‘교육관’, ‘교과관’, ‘가치관’ 등을 학과 실내　환경에 배치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조성하였다. 따라서 이는 예비체육교사

의 올바른 인성관, 교사관, 교육관의 자연스러운 형성에 간접적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환경 설계를 통해서 영성사범대학

은 인재 양성의 철학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예비체육교사는 다

양한 인성친화적 실내　환경 조성에 인해서 자신의 교육적 사명감 및 사

회적 책임감, 교사의 도덕규범, 애국정신 및 이상신념, 인격 형성에 도움

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１９，　２０＞　참조．

연구자: 캠퍼스의 환경 건설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ZJJ：환경건설이란, 그 표어, 표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설치한 표어는 모두 전문적 기능이 
훌륭하거나 이론지식이 뛰어난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조금씩 영향을 주고 우리더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주제교실
에서 운동 항목의 역사와 전통 도덕관을 드러내는 것 또
한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ZJJ,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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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체육관　환경　조성

＜그림 19＞ 연구동　환경　조성

　(3) 인터넷문화 환경

인터넷 응용의 발전으로 캠퍼스 인터넷 문화도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현재 컴

퓨터와 핸드폰은 사람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인터넷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핸드폰의 보편적인 응용은 인터넷 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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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성교육　내용이　포함된 ‘학과　공공플랫폼’
시간과 공간의 간편성을 크게 촉진하였다. 핸드폰은 인터넷문화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는 효용성을 마련하였다. 영성사범대학 캠퍼스 인터넷문

화는 학생을 위하여 우월한 도덕적 성장 공간을 마련해 주고 양호한 도

덕교육을 제공하였다. ‘캠퍼스와 체육교육과의 인터넷 싸이트’, ‘교

외의 공공플랫폼’, ‘위쳇（SNS) 공식계정’, ‘웨이보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인성 교육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교사교육자들은 개인의 위쳇으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다. 풍부한 교수학습 지도안도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화한 인터넷 문화 플랫폼 환경의 분위기 속에

서 예비체육교사는 자신의 교육 철학과 신념, 교육방법, 인격소양 등 인

성교육 전문성 요소들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２１＞　참조.

연구자: 체육교육과에서 인성, 도덕적 품행의 교육에서 당신
들에게 어떠한 자원을 제공하였습니까?

HSN：위쳇으로 많은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체육교육과의 공식계정의 
정보 나눔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　번씩 
합니다. 학년의 것, 대학　내의 것, 심지어 국가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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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나누어 줍니다. 운동회에서 
누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서 어떤 표창을 받으면 체
육교육과의 대표가 거둔 성과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민
감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시를 돌리고 있는데, 홍콩과 
같은 경우 홍콩　사태에 대해 실시간의 피드백도 주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의 입장에서 우리는 응당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해야 하는지, 사상도덕문화 측면
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xx교수님은 여자배구 
시합을 위쳇 그룹에 공유하여 우리들이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HSN, 예비체육교사, 면
담). 

　(4) 반군사화관리

반군사화관리(半军事化管理)란 비군사　단위가 군대의 정규화관리방식

을 본받아 기관의 발전에 따라 실시한 내부 규범화 관리를 가리킨다. 영

성사범대학은 기숙사 군영화, 아침체조의 강제　단련화, 행위 규범화, 복

장 통일화등을 통하여 반군사화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복장은 통일화된 

빨간 운동복으로 ‘小红人’이라는 친근한 호칭도 나타나게 되었다. 예

비체육교사는 ‘우리의 명함’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영성사범대학의 관리 과정에서는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　교육, 애국

주의교육과 예비체육교사 선발의 질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엘리트 형 수

업을 실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학생들로 하여금 ‘논어' 와 

‘제자규(弟子规)' 등 도덕적 도서를 읽고, 매주 월요일 ‘국기 게양과 

국가 부르기' 세러머니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모델은 어

느 정도 예비체육교사의 언행을 구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체육교

사가 조국의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공감하도록 한다. 반군사화관리를 통

해서 예비체육교사의 조국에 대한 사랑, 군인 직업에 대한 영광을 함양

하고 있다. 현재 연속 5년 18명의 예비체육교사가 직업 군인을 택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예비체육교사들이 규범화된 행위와 규율 올

바른 생활습관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반군사화 관리 

모델은 예비체육교사의 높은 평가와 자신의 체육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정

체성을 공감 시켰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아주 친절하게 통일된 복장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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红人’을 우리의 ‘명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그

림　２２＞　참조.

연구자: 지금 한 가지 현상이 존재하는데, 체육교육과 학생들
을 ‘小红人’(체육교육과 학생들은 통일로 빨간색 제복
을 입음)이라고 불러요?

HSN：캠퍼스에서 그런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도 이후에 졸업하면 체육교육과에 대한 모든 것에 대
한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 옷을 입고 싶어도 입고, 입고 
싶지 않아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는 이 옷을 입는 것이야말
로 우리 체육교육과 사람으로 의미해요. 이것이 저희 
체육교육과의 하나의 명함이에요. 이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 우리는 자신의 언행을 특히 주의를 하게 되요
(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저희 체육교육과는 13년부터 시작하여 ‘반군사화관리’를 실행
했다. 현재는 연속 5년 18명의 학생이 군인의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 “무덕을 숭상하고, 몸과 마음을 닦고, 나라에 보답하
기 위해 혼백을 갖고 다듬는 것을 담당한다 (尚武崇德修身心, 

报国担当铸魂魄)”, 건국 70년 저희 학과는 항상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ZJX, 교사교육자-학과장, 인터넷 일
지).

　라) 체험활동

체험활동은 인성교육 함양의 중요한 형식으로써 예비체육교사가 

도덕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학교에서 설계한 명절 및 기념일 활동, 

사회봉사활동, 세러머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적 신념, 사회적 

책임감, 애국정신, 인격,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을 함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성 관련 지식 및 교수학습 방법을 습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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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5기 2명 예비체육교사(남, 여) 직업군인 생활 기사
　

(1) 명절 기념일 교육활동

영성사범대학은 국가의 중대한 명절과 기념일 주제를 이용하여 인성교

육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9월 10일 스승의 날에 ‘스승을 존경하고 스

승을 사랑하자’라는 주제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

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전승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10월 1일 국경절에는 ‘조국 사랑’ 음악 대회를 진행하고 ‘애국주의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예비

체육교사들은 애국정신이 함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일전쟁 승

리 기념일’에는 교사직업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애국주의교

육을 진행한다. 예비체육교사는 이를 통해 국가의 역사 사건을 명기하고 

교사로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책임과 사명 의식의 형성에 도움된 것

으로 나타났다. 



- 146 -

연구자: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인상이 깊습니까?

HSN: 10월 1일 국경절과 5월 4일 청년절에 운동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129 육상 운동회는 애국주의교육의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화북의 학생운동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 항일에 나서게 된 사건입니다. 개막식에서 129운
동회의 주제를 둘러싸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학생
들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
니다(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2) 사회봉사활동

영성사범대학은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비체육교사들이 다양한 형식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있

다. ‘미래를　위한　도서기부（书送未来）’　봉사활동, 청소년 여름캠

프 봉사활동, 장애인사랑활동, 노인 배려활동, 환경노동자봉사활동 등 다

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래를　위한　도서기부（书送未来）’　봉사활동은 영성사범대학

이 여러 면의 힘을 동원하여 빈곤 지역의 초등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봉사활동 이다. 여름캠프 봉사활동은 교수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적극적

으로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교육자가 청

소년 체육교수학습 활동을 책임지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는 자발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교사교육자를 돕는 것이다. 장애인사랑활동은 

체육교육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 학생들의 운동회 조직과 운영

을 담당하는 봉사활동 이다. 당원과 양로원 위문 활동은 예비체육교사가 

자발적으로 사회의 노인 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노

인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노인을 위해서 단체 건강　체조를 창작하

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서 배려, 의사소통, 사랑, 도움 사회적 책임감 등 도덕적 덕목들을 함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２３, ２４, ２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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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체육대학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LH：네. 여름캠프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테
니스, 육상, 축구, 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설한 이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청소년 스포츠를 위한 봉사 
훈련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대한 헌신입니
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저희들도 따라서 참
여하는데, 우리는 교수님을 도와 드리는 역할로 참여한 
것입니다. 

연구자: 다른 봉사활동 또한 있나요?

LH: 장애인 아동에 대한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 
체육교육과 실내체육관에 와서 운동회를 열고 싶다면 그
들을 위해 운동회를 마련해 줍니다. 

연구자: 장애 아동 운동회가 열리면 학부생들이 가서 도움을 주나요?

LH：네, 저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학과에서도 큰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학과장님이 큰 지지를 하고도 있고요. 학과
장님이 싸인을 해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차량， 체육관이든 모든 시설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ZJJ,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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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미래를　위한　도서기부（书送未来）봉사활동

＜그림 25＞ 장애아동　운동회　사회봉사　활동

＜그림 23＞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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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러머니 교육활동

영성사범대학은 매주 국기게양의식, 학기에 신입생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예비체육교사 

대상으로 국기 게양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전체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들은 정렬하게 국기를 향하여 국가를 부른다. 

이어서 한 주 생활의 계획과 주제 교육 연설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이 국가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예비체육교사의 

국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해서는 

예비체육교사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기게양식, 신입생 입학식과 졸업식 

교육활동은 그들의 애국심, 집단적 책임감과 교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모교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２６＞　

참조．

연구자: 아침에 그 국기 게양의식이 있다는데 맞나요?

HSN: 네, 매 주 월요일

연구자: 국가를 불러요?

HSN： 네, 부릅니다, 무조건 부릅니다,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다 국가를 
부르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이 외에 또 인상이 깊은 세러머니 교육 활동이 있습
니까?

HSN: 학교에서의 대형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에서 훌륭한 선배와 올림픽 챔피언들을 요청하여 강연
을 들려주기도 하고 우수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을 나눠
줍니다. 또 매년마다 ‘이상과 인재 육성 보고단（报告
团）’에서 매 학기마다 10명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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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국가　명절　‘국기계양의식’　 및　’고백　조국‘　체험활동

학기 교양
교과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육
실습 교직 비고

교과
교육학 실기

1-1

신입생세미나(1)
대학영어１(1)
사상도덕 및 　　법율
기초(3)
대학컴퓨터(2)
IT실천기초(1)

체조1(2)
육상(4)
농구(4)

운동해부학 
1(3)
체육학개론
(1)

1-2

모택독사상 및 중국특
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
론(3)
미디어기술응용(2)
대학영어２(3)
중국근현대사강요(2)

체조2 (2)
축구(4)
무술(4)
배구(4)

운동생리학
(4)
체육사회학
분석(1)

2-1 마르크스주의기본원리
(3)

초 등 체 육 
및 건강 교

수영 및 
구원(4)

비교체육
(1)

심리학
(2)

＜표 21＞감성사범대학　CHJ 예비체육교사　수강　수업 

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고 그들이 한 일과 경험을 
체육교육과 및 전교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HSN, 예
비체육교사, 면담).

　2) 감성사범대학

　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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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택동사상 및 중국특
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
론２(4)
대학여어３(3)
군사이론(2)
노래부르기(2)

수계획(2)
건강교육학
(1)

테니스
(4)

체 육 문 화 
및 올림픽
운동(1)

2-2 컴퓨터 종합실천(1)
대학영어４(2)

스 포 츠 
댄스(2)
전공훈련 
및 이론1 
(4)

체육심리학
(2)
체육통계학
(2)

교육학
(2)

3-1 대학어문(2)
심리 및 행복(2)

체 육 게 임 
및 기본체
조
(2)
의무교육체
육 및 건강
교 육 과 정 
및 교재연
구
(2)

전공 및 
훈련이론
２(4)
농 구 ( 보
조)１(4)
롤러 스
케이팅(2)

학교체육학
(3)
체력훈련이
론 및 실천
(2)

3-2 체육교수기
능훈련(2)

농 구 ( 보
조)２(4)
전공훈련 
실천 및 
이론3(4)

운동기능학
습 및 제어
(2)
체육과학연
구방법론(2)

교 육
참관
(1)

정보처
리교수
설 계 
및 실
천
(1)

4-1
교 육
실습
(6)

4-2
학 위
논 문
(8)

강좌 18 5 １６ １２ 2 ３ 1

학점 4１ ９ ５８ ２4 7 ５ ８

　

(1) 교양

감성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요구는 152학점이다. 그중 교양 

교과목은40학점(필수 32학점과 선택8학점)으로 구성되어 전체 학점의 

26.32%를 차지하고 있다. 교양 교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철학 및 

교육적 감수성, 교사의 도덕규범, 도덕적 품성 등을 함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 교과로는 사상정치유형(16학점)의 교과목과 군사이론(2학

점)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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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정치수업(思政课程)’은 중국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차원에서 지

향하는 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대덕육과 소덕육을 총체적으로 함

양하도록 구성하는 교양 교과목의 필수 과정이다. 대덕육은 사상정치도

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덕목의 내용 구성이고 소덕육은 배려, 존중, 

정직, 과감 등 전통적 덕목이다. 사상정치수업의 교과 명칭을 봐서라도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수업을 통한 중국특색사회주의교육의 인성 함양을 

드러날 수 있다. 사상정치이론 교과목은 다섯 개의 필수 교과로 구성되

어있다. ‘사상도덕소양과 법률 기초’,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　

‘모택동　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개론’,　‘중국　근

현대사　강요’, ‘형세 및 정책’이다．　＜그림　２７＞　참조．　

예비체육교사는 사상정치수업을 통해서 중국의 부강한 고대역사와 수

치스러운 근대사 그리고 신중국의 현대사를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

신의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사회 책임감에 대한 이해에 도움　되었다고 

나타났다.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형성에 큰 역할이 되었

으며, 국가와 당에 대한 인증과 사랑으로 나타났다. 

XX시 몇　 개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19의 방역 소재를 수업 
중의 중요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수업을 통하여 사
상정치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상청치교
육에서 배려, 사랑, 용감, 책임감 등 덕목을 수업에 녹아서 진
행하고 있다. 1월24일 xx시 의료진이 무한으로 출발하는 모
습이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로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
델을 수업에서 내러티브로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중국　교육
보, 현지문서).   

연구자: 사상정치수업에서 어떤 덕목을 습득했어요?

CHJ: 사상도덕건설에 관한 수업이 있잖아요. 중국의 근대사는 
수치스러운 시기고 신중국이 창립하면서 새로운 전환점
으로 들어서고요. 역사적으로 자신과 나라, 그리고 세계
와의 관계라고 말을 할가요! 그런 면에서 생각이 좀 있
었고요. 교수님은 사례들을 많이　들고요.

연구자: 어떤 사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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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사상정치수업　유형　교과목　교재 

CHJ: 교수님이 고대 중국 애국 인물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례를 시(诗词)로 표현한 것이에요. 구체적인 시를 제
가 외울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이 설레네요
(CHJ, 예비체육교사, 면담）．

‘군사이론 및 군사훈련’ 수업은 군사이론과 군사기능으로 나누어 있

다. ‘중화인민공화국병역법’ 규정에 대학생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군사

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군사이론은 36시수에 2학점으

로 구성하고 있고 군사기능은 2~3주의 실천훈련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

드시 14일 112시수 실행해야 한다. 수업은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실행

하고 인간의 덕성을 양성하는 근본적 목적과 강군 목적으로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을 실천하는 능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또한 국방 의식과 군사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다(教育部, 2019). ＜그림　２９＞　참조．　

추가로 예비체육교사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한 교양 선택 수업에

서도 개인적인 인성 양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독서 및 해석’ 등 수업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인성 전문성 함

양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이론’ 수업 목적은 기초적 군사 지식과 기본기능을 습득
하고 국방개념, 국가안전의식, 애국주의정신을 양성하며, 대학
생들의 종합국방소질을 양성하는데 있다(일반　고등학교　군
사수업　교수대강, 현지문서). 

연구자: 교양 교과목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내용과 방
식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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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감성사범대학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Meng XianCheng 서원

CHJ: Meng XianCheng 서원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연구자: 체육교과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CHJ: 네 체육과는 전공수업을 책임지고요. 이런 교양 교과목
은 서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사인성교육
에 관한 수업과 활동도 있고요. 수업도 저쪽 건물에 가
서 듣고요. 마르크스, 근대사, 군사이론 등 수업이 있어
요. 교수님들은 중국 역사의 사례를 들거나, 모범이 되
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전통적인 미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군사이론 수업은 저희 대학에 입학하
자마자 군사훈련을 진행하잖아요. 당과 군대 주제인 노
래를 많이 부르고 동기들과 힘들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동 그리고 우정을 쌓
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론수업 때는 중국 국방
에 대한 시청각자료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국경절 
천안문 열병 영상을 보는데 너무 멋있고 우리나라에 대
한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이 많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어
요(예비체육교사, CHJ, 면담). 

　(2) 일반교육학

감성사범대학 일반교육학 교과목은 ‘교육학’, ‘심리학’, 

‘정보처리교수설계 및 실천’ 세　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총 5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교육학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및 

예비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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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군사훈련　수업　중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일반교육학 교과목 중에서 많은 사례를 통하여 반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황학습을 통하여 실천하고 반성하여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설정했었다.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적 인지,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동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기 위한 

상황 사례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 설계로 인하여 

예비체육교사가 자신을 교사로서 가정하게 되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사고로 몰입 시켰다. 

감성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육학’, ‘심리학’, 

‘체육심리학’ 수업을 동일한 교사교육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일반교육학 교과목과 체육내용학 교과목의 높은 이론적 지식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비슷한 학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을 동일한 교사교육자가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리학’ 수업과 ‘체육 심리학’ 교사교육자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는 예비체육교사의 교과핵심역량과 교과 인성교육 교수능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156 -

LXQ: 교육학 수업과 심리학 수업 그리고 체육심리학은 같은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아주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항상 저희들의 사료 깊게 생각하도록 
디테일한 환경을 설계했어요. 사례를 선정하여 저희를 
불러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라고 격려합니다. 저희가 
답장한 다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저희의 입
장을 고려하여 저희들과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런 수업은 실기 수업처럼 실천적이지 아니잖아요. 강
의실에서 앉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수님은 저희들과 문
제를 토론하며 스스로 탐구하도록 진행합니다.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요?

LXQ: 기억에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 중심으로 사례를 많이 들
었어요. 뉴스 또는 TV에서의 종합 프로그램에서 사회
적 이슈 소재로 많이 이루어져요. 최근 유명한 방송인
이 있어요. 중화시(诗词)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방송인의 내러티브적 성장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분
의 성공한 원인을 토론했어요. 그 성공 과정에 어떤 긍
정적인 품성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했고 저희가 체육교사
로서 올바른 습관, 근면, 지식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시사해줬고
요. 이런 품성이 체육교사로서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데 어떠한 도움이 있겠는지 토론했어요. 예전에는 교사
의 올바른 이미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사
로서의 이미지를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수업에서 교수
님께서 교사로서의 특정 사례와 상황을 설계하여 교사
로서의 도덕적 이슈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토론했어요
(LXQ, 예비체육교사, 면담). 

　(3) 체육교육학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체육 및 건강 교

수계획’, ‘건강교육학’, ‘체육 게임 및 기본체조’, ‘의무교육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체육교수기능훈련’ 총 다섯 과목으

로 구성되었다. 학점 수는 총 9학점으로 교육과정의 6%를 차지하고 있

다.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는 모든 교사교육자가 체육에서 전인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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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한다. 교사교육자의 수업 진행 방법

은 과정 평가 중심이었고 예비체육교사들의 협동학습, 의사소통을 통한 

자발적　탐구능력 개발 중심으로 과제와 발표 그리고 과제 결과를 최대

로 공유할 수 있는 수업 형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수업 내용과 방법 측

면에서는 운동기능을 가르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비체육교사의 교과 인성교육 교수능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교수님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SZL: 저는 체육교육과에서 체육교육학적 과목을 담당하고 있
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 육성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수업은 과정 평가로 60%로 점수를 차지하
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
에요. 

연구자: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어떻게 나누어 주십니까?

SZL: 과제는 능력 지향입니다. 진지한 인성교육은 수업 중에
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과제는 협동이 진행 되도록 팀
을 나누고 조사연구를 통한 보고서 또는 팀 형식의 발
표를 진행합니다.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학생들
이 다른 팀들과 그들의 성과를 최대로 공유할 수 있도
록 구성합니다(SZL, 교사교육자, 면담).

하지만 구체적인 과목 특징 유형 별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실천 능력의 함양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적 

행동과 언행, 교사로서의 자세 및 태도, 규율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체육 

게임 및 기본체조’ 수업이 예비체육교사에게 인상이 깊었다고 한다. 

‘건강교육학’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는 초중등학생의 건강을 

가르치는데 보건학의 이론을 언급하면서 신체건강과 심리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생들의 정확한 신체적 

자세 이해하기, 학생들의 정서적 조절 방법 가르치기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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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비체육교사는 초 중등학생 대상의 건강과 안전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과 긴급처치방법 그리고 응변능력의 습득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에서 초 중등학생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의적 영역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의무교육단계 

체육 및 건강 체육교육과정의 ‘심리건강 및 사회적응’ 영역과 

고등학교단계 ‘체육 품성 및 덕성’, ‘건강 행위’ 역량에 대한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예비체육교사는 이 

수업의 교사교육자를 통해서 체육교사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통해서 높은 

질의 체육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예비체육교사는 올바른 체육교사로서의 기본 이미지 이해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는 교사의 철학 및 신념, 교사
도덕규범, 인성교육을 초 중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방
법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CHJ: 기억에 깊은 것은 ‘체육 게임 및 기본체조’ 수업 이었어
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엄청 혼냈죠. 처음에는 저희에
게 수업내용을 안내해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시연하시라
고 했어요. 저는 그냥 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
아요.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것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
을 것이고, 저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　가
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답을 못해서 엄청 혼났
죠. 기회를 한번 다시 줄 테니 잘 준비해　와서 다시　
한번 진행하자고 말씀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 시연 때
는 제가 잘 마무리 했어요. 이번 사건 때문에 제가 교
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지도안
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미래 저희 학생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없겠다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야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CHJ,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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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수기능훈련’ 수업을 진행하는 마지막 핵심 부분은 완벽한 

지도안을 만들어서 직접 학교현장에 가서 사례 수업을 진행하여 학기를 

마무리 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육 및 건강 교수계획’ 수업이 질 높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업에서는 의무교육체육교육과정의 목표적 

영역 ‘운동참여’, ‘운동기능’, ‘신체건강’, ‘심리건강 및 사회적응’을 시수 

별로 나누어 한 수업에서 한　 가지 영역에만 초점을 두어 지도안을 

준비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수업은 교수지도, 동료토론, 공동체적 반성으로 

마이크로티칭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개 학기로 구성된 

‘체육 및 건강 교수계획’ 수업 진행의 절차를 예로 들면 첫 학기는 

다양한 이론을 접하게 된다. 두번째 학기는 수업 지도안 설계 및 수업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중점은 체육수업에서 가르치는 영역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주의 지도안은 ‘운동기능’ 중심 

신체적 영역으로 구성하여 가르치는 목표, 내용, 교수방법, 평가 

중심으로 초점을 두어서 마이크로티칭 수업을 진행하고 두번째 주는 

‘심리건강 및 사회적응’ 중심으로 초점을 두어서 정의적 영역으로 

가르치는 지도안을 준비하고 마이크로티칭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는 체육교과에서의 정의적 영역 가르치기와 학생 

인성교육 방법을 습득하게 되어 인성교육 전문성의 핵심 요소 함양을 

실현하였다.  

아울러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점은 수업 중에서 디지털 장비를 효과

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수업 중에 예비체육교사의 영상을 녹화하여 교

수 평가, 동료 평가, 예비체육교사 자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디지털 영상 녹화를 진행하여 

예비체육교사는 영상을 되돌아 볼 기회가 있었고 자기 수업 관찰 과정에

서 다시 반성을 통하여 수업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

론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교사 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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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는데 유의했었다. 

예비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흥미와 자신감을 느꼈고 반복적인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이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순간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는 수업에서 순간적으로 바람직

한 체육교사의 본질을 찾았다. Korthagen(2004)는 <바람직한 교사의 

본질을 찾아서: 교사교육에의 보다 총체적(holistic) 접근>에서 교사 변

화의 수준 모형(The Onion)을 통해 교사의 내적인 부분이 그의 교육 

행동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됨을 설명하였다. 교사의 심층적 심

화 단계를 환경-행동-역량-신념-정체성-사명감의 단계로 구성했다. 

예비체육교사는 한 순간에 ‘교사로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

한 스스로의 대답이 있었다(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질 

높은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들의 환경을 구성하여 그 들의 

행동을 이끌어 심층적인 역량, 신념,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 된 것

으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수강한 다섯 가지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초중등학생
들에게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을 습득했어요?

LXQ: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 수업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업이 ‘체육 및 건강 교수계획’입니다. 이 수
업은 체육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교수 상황을 
설계하여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을 한학기 동안 실행합
니다. 몇 시수의 수업은 ‘신체건강’ 영역을 초점으로 수
업을 설계합니다. 초중등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
게 기본적인 보건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건강
한 신체적인 자세를 인식하는 것을 습득하는 거에요. 

다음 수업에서는 어떻게 초중등학생들의 ‘의지력과 품
성’을 함양할 수 있게 운동종목으로 융합하여 설계합니
다. 주요한 교수 내용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의지력과 
품성’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두개 학기로 
구성합니다. 첫 학기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두번째 
학기는 동료들과 팀으로 구성하고 협동을 통하여 실천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고 보고서의 형식으로 
과제로 제출합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단계
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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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생들의 어느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
하나의 영역 실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느끼
도록 하게 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저는 완전히 교사라는 자신감과 정체성이 형성되었
어요. 수업 중에 영상도 녹화하고 있어서 수업 끝나고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스스로 반성하고 정
리할 수 있어요. 영상 과정에서도 교수의 평가, 동료의 
평가 그리고 저희 마지막 자기 평가로 구성되어서 보
고서를 제출 할 때 참고가 많았습니다(LXQ, 예비체육
교사, 면담).      

　(4) 체육내용학

체육내용학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 교과역량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 아울러 학교체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체육교사의 폭 넓

은 체육학 지식의 습득을 위한 것이다. 체육은 ‘하나다’라는 것은 체

육내용학의 여러　가지 세부적 학문의 내용지식을 체육교사로서 가르치

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체육내용학 수업은 ‘운동해부학’, ‘체육학개론’, ‘운동생리학’, 

‘체육사회학’, ‘비교체육’, ‘체육문화 및 올림픽 운동’, ‘체육 심

리학’, ‘체육 통계학’, ‘체육훈련이론 및 실천’, ‘운동기능 학습 

및 제어’, ‘체육과학연구 방법론’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수업은 체

육학 세부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

구참여자 LQS는 ‘운동해부학’ 수업의 경우 운동 손상 진단 과정에서 

체육교사로서 어떻게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고 했다. 이는 체육내용학 교과목에서 교과 인성교육 

교수 지식을 언급한 것으로 예비체육교사의 교과 인성교육 교수능력 함

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내용학 수업들은 그 수업의 이론 지식 내용을 전부 강의
하는 것도 촉박하여 교사 인성 관련 내용을 언급　하는게 많
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중간 쉬는 시간에는 
교수님이 교사로서의 책임감이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
양을 많이 강조합니다. 운동해부학에서는 교수님께서 운동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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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처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실천해보고요.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안내했어요. 아무튼 저희 수업은 
교사로서의 실천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해요. 교과서 있는 내
용이 저희가 향후 쓸 가능성이 낮으면 그 부분 내용을 안내하
지 않고 넘어갑니다. 내용을 배우고 쓸 수 있는 것이 중요(学
以致用)하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대부분은 체육교사가 되잖아
요. 그래서 전공 수업 과정에서 체육교사로 쓸 수 있는 것을 
교수님께서 총 정리를 해줍니다(LSQ, 예비체육교사, 면담).

그 중에서 ‘체육사회학’, ‘체육문화 및 올림픽 운동’, ‘체육 심리학’, 

3개의 수업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사회학’ 수업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만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사교육자는 현재 사회적인 이슈나 뉴스 등 문제를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방식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체육의 발전 방향,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였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발전은 

그 사람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화와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와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이해는 우리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 또한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을 거시적 사회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체육을 

교육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로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교사교육자는 의사 직업의 윤리적 행위 

선택 사례를 들면서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했고, 사회적 폭력 현상을 

사례로 체육교사로서의 윤리적 행위의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덧붙여 

‘체육 심리학’ 수업은 ‘심리학’과 ‘교육학’ 수업을 진행하는 동일한 

교사교육자이다. 다양한 비판적 교육과 인성교육 관련 사례중심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질 높은 수업이라고 많이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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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사회학’ 수업에서는 많은 윤리적 사례를 들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의사로서 의원에서 폭력적 행동을 하
고 있는 환자를 구해야 하는가? 체육 경기에서의 폭력적 행동
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사례를 들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토론형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에서 집중해야 했어요. 저희도 생각과 관점을 드러내야 
하니까요(LSQ, 예비체육교사, 면담). 

‘체육문화 및 올림픽 운동’ 수업에서는 교사교육자의 개인 역량으로 

예비체육교사의 정확한 가치관을 갖도록 홍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

고 교사로서의 도덕적 규범, 사회적 책임감, 사상정치품덕에 대해서 강

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수업에서 중화민족전통문화 관련 내용을 언급 하시나요?

KLS: 특히 생각나는 것은 없네요. 거의 진행 안해요. 하지만 
최근 홍콩에서 폭동이 이러 나고 있잖아요. ‘체육문화
사’ 수업에서 선생님은 홍콩에 관해서 우리는 정확한 
입장과 인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어
요. 또한 ‘체육과학　연구방법’ 수업 선생님이 한 말씀
인데요. 저희가 국가의 도움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요. 학비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수업의 시간
이 여유가 있을 때면 국가의 돈을 쓰면서 열심히 공부
하라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
라고 자주 강조합니다(LS, 예비체육교사, 면담). 

　

　(5) 실기

영성사범대학의 실기 수업은 보편적으로 운동기능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교사교육자들이 선호한 체육교육 철학으로 인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대한 관심이 큰 차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

사교육자의 인성교육 수행 역량의 큰 차이로 실제적인 수업에서 인

성교육 관련 지식 내용의 안내도 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실기 수

업에서는 인격과 품성을 드러난 교사교육자가 모범으로 예비체육교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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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본보기로 되었다고 나타났다.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은 교사교육

자의 온화하고 수용적이며 모델링의 대상이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Watson, 2008) 때문이다. 또한 영성사범대학의 실기수업에서도 적극

적으로 마이크로티칭(有效教学)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

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실기 수업에서 마이크로티칭 수업을 준비하

는 것이 일상이었다. 많은 실기 수업에서 체육지도안을 설계해야 했고 

동기 친구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자신이 스스로 설계한 수업

이 의도적으로 진행 되었을 때 예비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느

꼈다고 하고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실기수업에서는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교수내용지도지식(PCK)

을 습득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교

사교육자의 영향으로 인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다.  

농구 수업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이었어
요. 저희 여학생 학습능력이 남자 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요. 그래서 나누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기초를 중심으로 
습득하게 도움을 주었고 여자 학생들한테도 정말 부드럽게 배
려해주시면서 가르쳐줬어요. 제가 향후에 여학생을 가르치는
데 큰 본보기로 되어주었어요(CHJ, 예비체육교사, 면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업 있으면 그냥 가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업을 하면 설레요. 내가 설계한 지도안으로 수
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감정이 정말 기묘(奇妙)합니다. 그리
고 매번 이런 과정을 체험하면서 제가 정말 가르침을 좋아한
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업에서 이런 환경을 설계해주고 제
가 이상적인 수업을 마무리 했을 때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LSQ, 예비체육교사, 면담).

또한 실기 종목에서 민족전통체육 유형 수업을 통하여 예비체육교사는 

도덕적 품성을 함양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민족전통체육은 총 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술1’, ‘무술2’이 

필수종목으로 4학점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 종목에서 ‘태

극권’ 2학점으로 구성되었다. 중국민족전통체육은 사회 책임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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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도덕, 개인적인 소양, 건강한 문화 특징, 고대중국의 전통적인 

보건체육 등 인성과 건강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倪依克, 2004) 

결국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立德树人’ 즉 전인적 지향은 무덕, 신

념, 민족정신 등 인성 요소를 강조하는 무술교육과 공통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薛欣 高永强, 2019). 민족전통체육 유형의 실기수업에서 예비

체육교사는 ‘무술의’ 교육적 가치와 공경함, 존중에 대한 이해가 이루

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지 사람으로서 정기신(精气神)을 일어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한 의미 있는 경

험이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민족전통체육 유형의 실기 수업을 통해서 

특별한 인성교육 전문성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의 도야

식 교육을 경험해봤고 무술의 역사적 서사적 안내에 새로운 관점에서 신

체를 통한 교육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민족전통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LS: 무술 교육이 진행됩니다. 선택 종목에는 태극권, 활쏘기, 

장권, 등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과 전술을 가르치고 덧붙여서 무술의 
정기신(精气神)을 강조하며 무덕(武德)에 대해서 정말 많
이 언급 했어요(LS, 예비체육교사, 면담). 

무술 수업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교수님은 저희를 학생으로 생
각하지 않고 제자로 보는 거 같아요. 스승과 제자(师徒)의 관
계가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교수님이 그 곳에 서 있으면 사
부(师傅)로 느껴져요. 아무튼 그 분을 보통 교사교육자로 보면 
안됩니다. 공경(恭敬)하게 대해야 해요. 그리고 수업 진행이 
너무 엄격합니다. 저희가 15분 동안 권술의 기본자세(马步)
를 소리없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특히 사람으로서의 정기
신(精气神)을 강조합니다. 그 분은 자신의 무술 습득 경력을 
저희한테 나누며 무술의 인간 육성 효용성을 안내했어요. 태
극권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의 중
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LS,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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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실습

중국의 사범대학에서 예비체육교사로서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학습해 온 교육학 

이론 및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관련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가치관 및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조철기, 권선미, 2013). 

감성사범대학 학교 규정으로 모든 실습 학생은 학과에서 안내한 실습 

학교에 가서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 교육실습 장소는 총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눈다. 첫째, 영성사범대학 xx시에서 학교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

학교에 가서 교육실습을 진행한다. 둘째, 공비　사범학생(公费师范生)에

만 해당한 사례인데　만약 호구(户口) 출신 성(省)의 교육청에서 공비사

범학생이 반드시 돌아와서 교육실습을 해야 하는 요구가 있다면 교육실

습학생은 학과와 출신 성(省)의 교육청이 협상해서 자신의 호구(户口)출

신 성(省)에 가서 실습을 해야 한다. 셋째, 학과와 지방 학교의 공통 프

로그램으로 다른 지역 도시에 가서 교육실습을 진행할 상황도 있다. 넷

째, 중국을 떠나 3개월 동안의 국제교육실습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과에서는 지도교수를 분배하지만 멘토교사가 교육실습생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멘토교사는 교육실습생의 교

사로서의 자세(姿态), 수업설계, 수업 중의 문제 해결방법 등 다차원적

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조언을 주고 있다.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육실습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책임감,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인성교육 전

문성 요소가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학생과의 좋은 교육적 관계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더

욱 중요한 것은 朱伟强, 黄 山, 盛慧晓(2017)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들

의 비학문적 활동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즉 학생들의 인간 육성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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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육적 의미로 영향을 미쳤다. 교육실습을 하는 예비체육교사는 스스

로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와 의사소통이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XQ: 제가 교육실습 때에 있는 일인데. 제가 리듬체조 수업
을 진행하는데 한 명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업 끝나고 나
서도 개인적 상담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다음 수업이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사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이해해주고 서
로 좋은 방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요. 학생도 저희 수
업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연구자: 선생님의 이런 행동이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를 잘 해
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은 교육과정에
서 습득한 것입니까? 

LXQ: 네 당연하죠. 이 능력을 저 개인적으로 함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수업과정에서 동기들이 
선생님들과 갈등이 나타날 때 선생님의 태도와 대처가 
어땠는지. 제가 이런 상황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반성하
게 되었어요. 제가 그 학생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올
바른 것인지! 제가 향후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교사로서 또는 사람 됨됨이로서 어떻
게 행동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LXQ, 예
비체육교사, 면담).  

　나) 국가교사자격증시험

중국 예비체육교사들은 3학년부터 시작하여 국가교사자격시험을 합격

해야 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 3학년 이상의 학부생(사범대학생 비사범

대　 학생 모두 포함)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2013년 교육부 문서 <초중고교사자격시험방법>에서는 교사자격증시험

을 국가차원에서 실행하여 내용을 필기와 면접으로 구성했다. 필기내용

은 종합자질, 교육지식 및 능력, 교과지식 및 교수능력으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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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내용은 교사직업 인지, 심리소양, 언어표현, 인격, 교사기본소양, 수

업교수설계 실행 및 평가 등 기본기능이 포함된다. 면접은 수업설계 20

분, 질의응답 5분, 강의시연 10분, 답변 5분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매년 3월과 11월 각 한번 실행하고, 면접은 매년 5월 12월 각 한번 실

행한다. 교육부가 제공한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가교사자

격시험 통과 비율은 35%이다. 국가교사자격시험은 교직이라는 윤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　공화국　교사법, 교사전문표준 등 공

식적 정책 문서와 서로 보완되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２２＞　참

조．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사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교사도덕규범과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암기

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느껴보며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적 도덕성을 진

지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처음으로 공식적 문서를 직접적으로 접했다

고 하며 교사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직업을 이해하고 반성하게 된 

좋은 계기라고 했었다. 특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의 시험문제가 인상 

깊었다고 했었고, 현재에도 기억에 생생하며 교사상,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 교육관에 대한 좋은 반성 경험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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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표 2급 지표 3급지표

직업 
도덕과 소양

직업 
이념

1. 국가의 소질교육 실행의 기본 요구를 이해하고 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2. 학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하여 학생 전인 
발달에 돕는다.

3.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생학습한다.

직업 
규범

1. 국가의 주요교육법을 알고 학교 현장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법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사 직업도덕규범을 알고, 학교 현장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규범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교사 직업 도덕의 행위 요구를 알고 경업, 애국, 
학생사랑, 인간 육성, 위인사표, 평생학습.

기본 
소양

1. 자연과학 지식과 인문사회과학 지식 그리고 문화 
소양을 갖추고 있다 

2. 예술 감상 지식과 심미력을 갖추고 있다.
3. 독서이해능력, 언어표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정보처리능력

＜표 22＞중화인민　공화국　교사자격증　시험　표준　‘직업도덕　소양’　차원 

연구자: 혹시 교사자격증시험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
어요? 

HMZ: 교사작격증　시험은 교육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교사
지식 및 기능 능력’ 수업이 있어요.

연구자: 교사 인성에 관해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겠죠?

HMZ: 네 있어요. ‘교사지식 및 기능 능력’ 수업에서 이상적인 
교육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 교사상을 많이 강
조하고 있어요. 

연구자: 이 부분 점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많습니까?

HMZ: 교사　직업도덕 및 소양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
체적인 개요가 있고 시험지에서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
어요. 교사상, 학생관, 교육관 등 시각에서 저희 보고 
분석하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사례분석 문제입니다
(HMZ,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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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험활동

(1) 국내외 학회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 및 국내 학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들의 국제적 

시야와 전문성 신장에 도움 되도록 학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는 국제 국내 학회 참석을 통해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체육교과관과 교육관을 정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회에서의 발표, 자료, 토론, 질의응답 등이 

자신의 체육교과 전문적 지식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수업모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2) 국제 대학 교류 활동

감성사범대학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처에서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체육교육과 일부분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국제 교육 실습을 

참가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문화 이해를 촉진 시키고 있다. 

(3) 사회봉사 활동

감성사범대학은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비체육교사들이 다양한 형식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있

다. 그 중 장애인사랑활동, 노인 배려활동, 당원 봉사 활동, 빈민지역 교

육실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원과 양로원 위문 활동은 예비

체육교사가 자발적으로 사회의 노인 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노인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노인을 위해서 단체 건강　체

조를 창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예비체육교사는 다양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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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교양

체육교육학
체육내용학 교육

실습 교직 비
고체육

교육학 실기

1-1

대학종합
영어１(2)
중국근현
대사강요
(3)
컴퓨터기
초(2)
신입생 
연구 및 
토론(2)

기본체조 
(1.5)
육상１(1.5)
농구(2)

1-2

대학종합
영어２(2)
사상도덕
소양 및 
법율기초
(3)

리듬체조(2)
체조 (1)
축구(2)
무술(2)
배구(2)
수영(1)
육상２(1)

운동해부학 1 
(2)

2-1

대학종합
영어３(2)
마르크스
주의기본
원리 (3)

전공이론 
및 실천(2)

운동훈련학개
론
(2)
운동생리학(3)
응용해부학(2)
체육보건학
(2)
체육사(1.5)
단체체조 창작 
및 실천(2)

교육학
기초
(3)
심리학
기초
(3)

2-2

대학종합
영어４(2)
모택동사
삼 및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개론(5)
대학생 

건강 
교육학(2)

스포츠댄스(
2)
전공이론 
및 실천(2)
산타(散打)(
1)

체육심리학(2)
체육통계학(2)
체육게임창조 
및 실천(2)
운동기능학습
및 제어(2)
여가체육(2)
체육경영학(1)

교육
참관
(1)

<표 23> 교육과정 

활동을 통해서 배려, 의사소통, 사랑, 도움 사회적 책임감 등 도덕적 덕

목들을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덕성사범대학

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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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애
발달 
및계획
(1.5)

3-1

현대세계
경제 및 
정치(2)
법률 및 
생활(2)
중국 
철학사(2)
창의 
교수법(2)

초중등체
육교재 
및교수법(
2)
체육교육
과정 및 
교수론(2)

전공 
이론및 
실천３(2)
바디드림운
동(1)

학교체육학(3)
운동생리학(3)
체육사회학(2)
민족전통체육
개론(1)
영양학(2)

3-2

환경 
및건강(2)
삼국연의
리더 
예술감상
(2)

체육 및 
건강교육
과정교재
연구 및 
학교수업
개발(1)
체육교수
설계(2)

오리엔티어
링 및 
양외생존(1)
농구교수 
및 훈련(2)
전공 실천 
및 이론４ 
(2)

체육과학연구
방법론(2)
현대안전방어 
및 
긴급처치(1.5)
체육미학(1.5)
코칭원리 및 
응용(1.5)

교육
참관
(1)

현대교
육기술
응용
(2)

4-1
교육
실습
(16)

4-2

학
위
논
문
(6)

강좌 
수 1７ 5 １９ ２２ 2 ３ 1

학점 
수 ３９.５ ９ ３１ ２4 １８ ８ ６

% ２９% ６% ２３% １８% １３
% ６% ４

%

(1) 교양

중국은 학교사상정치수업을 항상 중요시하여 왔다. 최근에는 사상정치

과목과 관련 수업 교사교육자의 특수 역할과 중요성을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생들이 반드시 사상정치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명료한 전달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덕성사

범대학의 교양 교과목에서도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이 

주요 교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상정치유형(16학점)의 수업과 군사이론

(1학점) 수업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주요한 수업이다. 예비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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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사상정치수업 교사교육자의 수업 내용과 자신의 내러티브한 성장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를 사례로 근면, 성실 등 품성

이 함양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이고 반

성적인 주제 영화를 보았다고 한다. 영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예비체육

교사는 올바른 교육관과 교사로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꼈으며, 체육교사로서도 학생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고,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교

육 목적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정치수업은 3학년과 4학년에 수강했어요. 최근의 국제 형
세를 안내했고 이런 형세를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중국근대사강요 등 수업
은 당연히 저희의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형성에 도움
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도덕 품성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교사가 된 후에도 올바른 가치가 있어 학
생들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체육교사도 학생의 인성을 책
임 해야 하는 인식은 있어요. 하지만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능
력은 습득하지 못했어요. 교사교육자의 개인적인 인격 매력이 
저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ZXZ, 예비체육교
사, 면담). 

(2) 일반교육학: 교사상 및 인성 교육 관련 지식 함양

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육학’, ‘심리학’, ‘현대교육기술’ 세　

개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그중 ‘교육학’ 수업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수업으로 되어 있다. ‘심리학’ 수업의 내

용에서도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 교과목에서는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사상, 학생관, 교사로서의 도

덕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수업으로 되어 있다. 예비체육교사가 다

양한 교육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

을 수 있었던 계기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LMY는 교육학 수업을 통

해서 인성교육의 네　가지 원칙을 직접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분

명히 교사가 된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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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LMY는 교육학 수업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영상을 감상하고 분

석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전인적 양

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여러　가

지 잠재적인 장점을 발견해서 발달 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나타났다. 핵심은 전인적 학생 양성의 목표로 정하고 그 과정에서 평등

하게 학생들을 대하고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학 수업에서는 교사상, 학생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교재의 중요성을 내용
적으로 강조한 것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하고 교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이라
는 것이 저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것은 교육학 수업에서 가장 큰 습득이라고 생각
해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교사 중심이잖아요. 이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핵심이 아니고 학생이 핵심이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
지 못하고 있지만 대충 인성교육을 실천하면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맞춤형 수업, 교사로서의 도덕규범 등을 수업에서 많
이 반성하게 되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영화 감상을 많이 했어요. 영화 내용은 두　명의 교사가 있는
데 한 명은 학생의 성적이 나빠서 부정했고, 한명은 그 학생
의 장점을 발견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신감을 형성해 
줬어요. 저는 첫째, 교사로서 전인적인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둘째, 교사로서 학생들을 평등하
게 대해야 하는 것을 알게되었어요(ZXZ, 예비체육교사, 면
담). 

‘심리학’ 수업에서는 심리 건강 관련 지식을 습득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며 학생들의 다중적인 역할이 요구

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의 심리적 발전 수준은 오히려 약화되어 있어 이

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대학　심리　상담실의 개설이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인성 및 심리교육 프로

그램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덕성사범대학 심리학 수업에서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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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의 대인관계, 자기조절, 자존감 영역의 지식을 이해하고 심리건

강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양성하려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성 및 심리건강 교육

은 향후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의 각 종 유형의 심리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교육 상담을 진행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 청소년의 범죄, 학

교폭력, 개인적 심리 건강 발달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발달’ 수업에서 학생 성장 단계의 심리와 인격 상태를 습득했

고 이론적으로 인성교육을 접근하는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심리학 수업에서는 심리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우울증이 있을 때는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안내해주면서 심리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학생들이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치
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례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학
교에서도 심리　상담실이 설계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학생
들이 상담도 해야 한다고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3) 체육교육학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학 관련 수업은 학교체육학, 건강교육학, 체육교

육과정 및 교수론, 체육교수기능훈련, 체육교수설계, 초중등체육교재 및 

교수법(선택),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선택) 지도안평가분석 및 제정(선

택), 마이크로티칭(선택),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교재연구 및 수업 개발

(선택), 국외초중등학교 체육교수안내(선택)로 구성되었다. 

그 중 ‘학교체육학’ 수업과 ‘체육교수설계’의 내용은 인성교육 관

련 지식이 포함되었고 인성교육자 자질을 갖춘 동일한 교사교육자의 가

르침에 인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

음을 나타났다. 인성교육 전문성의 교육 철학 및 신념 요소를 포함한 올

바른 교사상, 학생관,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관찰을 이용하였다. 영상 관찰을 통하여 인성 관

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거한 인성교육 지

도 방법을 안내하였다. 또한 새로 개정된 체육교육과정 내용을 습득하는 



- 176 -

과정에서 ‘체육 품성 및 덕성’ 핵심역량을 언급하며 예전 체육교육과정

과 현재 새롭게 개정된 체육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체육교육과에서의 정

의적 영역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체육학’ 수업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된 것 같
습니다. 이 수업은 교육학과 연결성 이 있는 수업이라고 봐
요. 모두 올바른 교사상, 학생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
고 있어요. 이 수업이 체육교과에서 학생 인성 지도를 할 때 
도움이 가장 많았어요. 수업 과정에서 많은 사례가 인상 깊었
어요. 예를 들면 영상 관찰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과 인성교
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죠. 한 시수의 수업의 완전성을 추구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체육교육과정 및 교수론’ 수업을 통해서 예비체육교사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팀으로 

구성되어 의사소통능력, 협동학습활동, 창의력, 표현력 등은 기본이고 

지도안 작성을 통한 인성교육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기를 

가르치는 중에서도 인성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인성교육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수업을 통하여 국가교사자격증실험에 

포함 된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수업의 구성은 이

론 부분과 실천 부분이 포함되어 초반 수업 시수에서는 이론 수업을 통

해서 인성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예비체육교사에게 인지하도록 하고 후반

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을 하고 있었다. 구

체적으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 과정은 국가교사자격증시험의 내용을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국가교사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이론 수업에서는 교수가 포함된 내용을 예전 시험 사례로 많이 안내해 

자발적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으며 실천 부분에서는 교사자격시험에

서 필요한 면접 지식을 강조하여 수업을 진행했었다. 따라서 10분 정도

의 마이크로티칭을 매 예비체육교사들이 필수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

하였고 평가는 교수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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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는 예비체육교사가 국가교사자격증시험에서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였다. 이 수업은 예비체육교사들의 국

가교사자격증시험에 도움이 되었고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고 인성교

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 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LMY: ‘체육교육과정 및 교수론’ 수업은 엄청 체계적으로 이
루어졌어요. 당연히 모든 예비체육교사가 교사로 가정
하고 실천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인성교
육 내용도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진행했어요. 

연구자: 구체적인 사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LMY: 저희도 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어요. 수업은 매 학생
이 총 3개의 지도안 설계를 제출해야 해요. 하나의 이
론 수업 지도안과 전공 이론 및 실천 종목을 제외한 
두개의 종목 지도안을 제출해야 해요. 개강 초기에는 
이론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후기에는 실천 수업 중심으
로 이루어졌어요. 5-6명이 한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
하는데 팀에서도 서로 관찰을 진행해요. 그리고 마지막
으로는 교수님은 랜덤으로 한 팀의 학생을 선정하여 
체육수업을 전시해요. 평가는 모든 팀과 교수님이 같이 
평가하고요. 팀으로 선정된 학생의 표현은 한 팀의 평
가 점수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수업을 개발하여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의사소
통, 공통작업, 창의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인
성교육 관련 지식은 지도안 작성을 통하여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이 이론과 실천 부분으로 이루어졌잖아
요. 이론과 실천 부분에서 교수님은 교사자격　시험을 
보는 부분의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국가교사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서 이론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포함된 내용을 예전 시험 사례로 많이 안내해서 서로 
토론하면 가르쳤고요． 그 부분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필수로 요구 되잖아요. 시험 평가로 들어가 있
고요. 이론적으로 저이의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을 인지
시켜주고 실천 부분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실천을 실현
하는 것이죠. 매 학생마다 10분 정도의 마이크로티칭
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 평가, 동료 평가, 자
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교사자



- 178 -

격시험에 포함된 인성교육 지식을 수업 내용에 중점적
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자: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교사자격증시험을 위한 준비
를 하고 있네요?

LMY: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에서도 HAF 교수님 수업에
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참여한다면 체육교사자격시험
을 합격하는데 문제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교수님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면접 문제도 내주
고 우리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죠(LMY, 예비체육교
사，　면담).   

(4) 체육내용학

덕성사범대학 체육내용학의 필수 수업은 ‘체육심리학’, ‘체육학개

론’, ‘운동해부학’, ‘운동생리학’, ‘체육사회학’, ‘체육연구방법

론’으로 구성되었다. 아쉽게도 체육내용학 유형의 수업은 이론 지식 중

심으로 이루어졌고 인성교육 관련 내용 지식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수업을 강의하는 교사교육자의 인격적 매력과 

수업 스타일에 의해서 유머, 엄격, 책임감 등 덕목들이 예비체육교사들

에게 영향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체육심리학 수업에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르
치는 기억은 없지만 제가 스스로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에 의
해서 인성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수업과정에서 
학생 책상에 앉아서 저희를 마주 보고 강의를 했어요. 엄격한 
기준에서 이는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의 실제적으로 느낀 것은 이런 특별한 행동을 좋아해요. 저희
와 거리감이 없었던 것 같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많
은 제스처가 저희한테 친근한 감을 주었어요. 교수님은 유머
스럽기도 하고요. 수업이 하상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서 진행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교수님의 인격 매
력이 저희에게 전달해요. 유머스럽지만 원칙이 있고요. 그때 
저는 교육은 즐거운 분위기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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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기

덕성사범대학의 다양한 실기 수업은 주로 운동 기능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이 바로 교사교육자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교사교육자의 개인 매력에 

의하여 유모, 의사소통 등이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응용될 수 있다고 

한다. 교사교육자를 보는 그대로 모방하여 교육실습 과정에서 실천해 

봤고 향후 교사가 되어서도 좋은 점을 응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오리엔티어링 및 야외생존’ 수업 교수님이 엄격했어요. 수업
에서는 반드시 노트를 이용해서 기록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여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어요. 대학 기간에 여행
을 많이 갈 가치도 있다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알아보고, 안목을 형성하는
데 체육교사로서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여행을 하는 과정에
서 관찰을 통해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함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는 좋은 경로라고 봐요. 그리고 ‘체조’ 수업 교수님은 
영국에서 유학해서 인상이 깊었어요. 유머적이고 저희와의 소
통이 정말 좋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교수
님의 스타일도 많이 따라 배우게 되었어요(LMY, 예비체육교
사, 면담). 

(6) 교육실습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교육실습은 ‘교육　참관 및 연습’ 2학

점과 ‘교육실습’ 16학점으로 총 18학점으로 구성되어 3개의 사례에

서 학점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습 기간도 가장 길다. 교육　참관

은 4학기와 6학기에 각 한주로 배정되어 있고 교육실습은 16주로 7학

기에 배정되어 있다. 실습 전에는 한 주의 마이크로티칭 훈련을 받고 학

교현장에 나가고 교육실습을 마친 후 한 주의 교육 연습으로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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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습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운동회, 다양한 경기와 활동을 보조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며 담임

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담임교사 담당 경험

덕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실습과정에서는 실습교사들이 담임교사를 반

드시 경험해야 하는 요구가 있다. 그것이 성적 평가의 15%로 해당 되어

있다. 이는 덕성사범대학의 양성목표인 ‘학급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인 경험이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이 담임교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이해하고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인성교육 방법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인성교육 실천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경험이 되

었다. 학생과의 협동, 학생 대상으로의 교육적 활동, 학생 인격 발달, 학

부모와 학생과의 의사소통 등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실습 때 저는 전 학년에서 가장 활발한 학급을 담당했어
요. 저희 지도교사가 바로 이 학급의 담임　교사이고요. 저희 
교육철학과는 많이 달랐어요. 첫째로 학급 학생들이 너무 자
유롭고 규율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 할 때는 음식
을 먹는 학생도 있고 노래를 듣는 학생도 있고 휴대폰을 놀고 
있는 학생도 있었어요. 지각하는 학생도 많고요. 제가 첫　번
째 요구한 것은 지각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3번이상이면 쓰레
기통을 버리는 것, 그들의 시간 개념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어
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반에 꼭 한번 들렸고요. 2개월 
지난 다음에는 지각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 들이 존중을 이해하도록 했어요. 교사가 강의를 하시면 모
든 일을 금지하라고 요구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해석하고요.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의미가 있다
고. 요구가 엄격하면 그들이 반항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음으
로 소통하면 그들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실습고정에서 저도 
지각한 적이 있어요. 대학 기숙사와 교육실습 학교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하지만 지각했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죠． 시간을 준수 못했다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이유를 설
명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저도 학생들 앞에서 반성
을 하고 저희 사례로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미리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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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요(ZXZ,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체육교과지도 경험

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육실습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로서의 체육수업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수행능력을 확인하고, 교직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형성하게 하며, 

자신의 인성교육 실천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는 이런 의사소통을 통하여 좋은 수업 분위기를 

실현했고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방금 실습학교에 도착했을 때 체육 수업은 대부분 아
나공 수업으로 운영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기
를 원했어요. 실습지도교사가 저희에 대한 요구는 45분 수업
에서 10분 정도의 자유　시간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
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첫 
수업부터 개별 학생은 자유　시간을 가지겠다고 요구하는 것
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었죠. 자유시간을 
원하시면 담임에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담임이 허락하면 
개별 학생은 체육수업을 진행 안하도 괜찮다고. 그리고 수업
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1분의 자유 시간도 없다고.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가 또 그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
해주면 고맙다고. 교육적 관계는 처음에는 엄격이라고 생각하
여 그 후에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소통과 이해이고요. 학생
을 존중해야 학생도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죠. 교육실습 과정
에서 정말 많은 반성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학생과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예비체육교사, LMY, 면담). 

교육실습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수업을 운영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이에요. 학생이 발을 
다쳤을 때 제가 직접 약방에　가서 약도 사와서 처치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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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느꼈어요(ZXZ,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민족전통체육

덕성사범대학 민족전통체육과 관련 된 수업은 무술, 무술 전공 이론 

및 실천, 민족전통체육　감상, 무술문화　창신 및 발달, 태극권, 산타아

(散打), 민족전통체육개론, 무술교수 및 훈련, 민족전통양생방법, 중화무

용(舞龙)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은 민

족전통체육 훈육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 무술 전공 이론 및 실

천 수업은 4학기로 운영되고 있고 연구　참여자 LMY는 무술을 전공 이

론 및 실천 종목으로 선택을 했다. 역사적으로 민족전통체육은 무덕, 예

의 등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다양한 신체적 표현에서 존

중, 겸손 등 인성적 덕목들이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면 ‘양손을 마주하

며 취하는 예의(抱拳礼)’는 덕, 지, 체, 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 용감함과 겸손을 의미한다. 무술 표현 경기를 진행하는 입장식과 마

무리에서는 겸손과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비체육교사는 민족

전통체육에 함의 된 덕목들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무술의 인성교육 내

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３０＞　참조.

연구자: 민족전통체육 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형성 했나요?

LMY: 저희는 2학년 때부터 무술 정공 수업을 시작해서 3학
년에 마무리해요. 2학년 때는 기능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요. 3학년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핵심으로 수
업을 진행해요. 지도안도 쓰고 수업에서 무술 종목 중
심으로 마이크로티칭도 진행하고 교사로서 어떻게 가
르치는 능력을 양성해요. 교수님은 기능을 가르치는 것
은 기본이고 무술의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강조하며 코멘트를 진행해요. 무술이 포
함한 덕성들을 반드시 수업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대학원생이 조교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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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민족전통체육（장권，　태극권，　태극검）

에 참여할 때는 실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론적 지식
도 강조해요 예를 들면 무술의 역사, 작용, 의미, 무덕 
등이요. 저희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저
는 선택 수업에서 태극권을 수강했어요. 교수님이 항상 
강조한 것은 태극권은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고, 지금 
사회가 속도를 추구하고 복잡하잖아요. 민족전통체육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행
복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수신양성(修身养性)이라고 
하겠죠(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다) 사상정치식 수업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은 더 높은 차원의 심화와 확장을 의미하는 

기타 모든 수업의 비명시적인 인재육성 이다. 사상정치식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업교수개혁을 요구하고 교육과정설계의 합

리성 그리고 전공수업의 사상정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사상정

치식 수업은 수업 중에서 교수가 내용설계, 방법, 평가 각 단계에서 사

상정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식체계교육과의 유기적 융합이다. 따

라서 덕성사범대학 사상정치식 수업의 형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마르크스주의학과 교사교육자들이 체육교과 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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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수업. 두　번째는 체육교육과와 교육학과 교사교

육자들의 교과지식과 사상정치를 포함한 융합 수업이다. 

(1) 융합 인성교육: 마르크스주의학과의 맞춤형 수업

사상정치식 수업 이념에 마르크스주의학과 교사교육자들은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과의 교과 특성과 조화롭게 인성교육, 

직업도덕교육, 정치교육, 사상도덕교육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체육교육과에 관한 최근 이슈도 안내하고 토론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재와 체육교육과의 지식을 융합하여 실제 사례를 들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인 인성 

양성으로 인한 수업 스타일의 혁신이다. 이런 시도는 국가교육정책 

동향의 적극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저희는 이미 사상정치 수업에서 사상정치식 수업으로 개선했
어요. 국가적 정책은 명확하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도덕과 
인성이 있는 사람을 양성(立德树人)하는 것이다. 사상정치식 
수업은 각 과목의 인성 양성 역할을 실행하기 위한 최대한 노
력입니다. 저희 생각은 국가적인 교육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 
해요. 수업이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전의 사상정치 수업의 교
육방식이 지금은 크게 변화했어요. 현재 저희 사범대학은 두　
가지의 동향이 있어요. 첫째는 사상정치 수업과 교과 전공수
업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
해서 인기가 있는 체육명인을 요청해서 사상정치 수업에서 의
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상정치 수업에서 내용
설계를 학생들의 전공과 연결시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사상정치 수업은 사상정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전공과 유기적으로 융합 시킵니다. 두　번째
는 사상정치수업을 현대정보기술과의 융합입니다. 현재 사상
정치 수업이 예전처럼 재미없지는 않아요. 교재는 변하지 않
았지만 교사교육자가 수업 실행과정에서 교과서 기반으로 다
양한 전공 특징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마르크스기본원리’ 수
업이 체육교육과 특징과 융합됩니다(SZL, 교사교육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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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수업에서 교사도덕규범 함양하기(课程中的师德教育渗透)

2007년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은 ‘교육부 직속 사범대

학공비사범생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덕성사범대학은 국가공비사범학생 

양성을 책임　하는 사범대학중의 한 대학이다. 공비사범학생들은 입학하

자마자 미래 체육교사로 가정 되어 교사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덕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 대상으로 교사도덕규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교과목에서 교사도덕규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국가차원의 문서부터 출발하여 학과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사상정

치식 수업을 통하여 예비교사의 도덕규범을 중요한 교사 덕목으로 함양

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교육과 교사교육자들이 전공수업에서 예비체육교

사의 교과지식과 사상정치도덕, 교사도덕규범을 포함한 융합 수업이 요

구되고 있다. 교사교육자는 전공수업에서 교사도덕규범의 중요성을 예비

체육교사들이 인지하도록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위, 시범 

등 올바른 교사교육자의 태도를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부, 인력　자원　사회보장부, 중앙에서 2018년에 
개정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공비사범생교육 실행 방법을 반
포하였다. 총칙. 첫째, 이상신념, 도덕적 감수성, 기초지식 및 
학식, 인애지심, 있는 ‘네　가지 유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다. 둘째, 사범생공비교육이란 베이징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 

동북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섬서사범대학, 서남대학 여섯개
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 실행한 것이며 중앙재정으로 등
록비, 생활비, 기숙사　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과정
이나 졸업후 협의를 따라서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
는 것(2019년교육부문서).  

덕성사범대학은 전국교육대회정신을 학습하기　위해서 인터넷 
연수를 실행하였다. ‘중공중앙 국무원 신시대교원건설개혁 전
면심화의견’ ‘열　 가지 신시대 초중등교사 직업 행위준칙’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9년 교사도덕규범 인터넷 연수를 진행했
다(덕성사범대학, 인터넷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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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도덕규범은 교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 다르잖아요. 인간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습위인사, 행위시범(学为人师, 行为示范)’

이라는 뜻은 교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학생들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의 모델이고 사상정치소
질과 직업도덕수준이 교육교수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언행을 통해서 도덕적 규범자, 도덕적 전파자 
되려고 노력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SZL, 교
사교육자, 면담).  

2.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영향 요인

가. 영성사범대학 

1) 인적 요인

가) 교사교육자

예비체육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장하는 

단계는 바로 대학교에 진학사면서 시작된다. 예비체육교사는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면서 직업 사회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이 시기 

예비체육교사는 체육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고 체육교사 직업에 

대한 태도와 열정이 형성됨으로써 직업으로서의 체육교사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실행주체자로서의 

교사교육자(교수와 강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교육자의 요인은 교사교육자의 솔선수범, 교사교육자의 

전문성(기법과 심법),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긍정적 관계 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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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선수범

교사교육자의 솔선수범은 예비체육교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표를 심어준다. 이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가 교사교육자를 모범으로 존경하게 되고 가르치는 

교사교육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어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게 된다. 즉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 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관리자와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공유되고 있고 그런 가치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번의 교수회의에서 “어떤 체육교사를 양성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체육교사를 양성해야 하는가?” 등 핵심적인 문제를 회의에서 항상 

논의한다. 영성사범대학 교사교육자들은 올바른 교육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자신의 언어와 

행동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을 가진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사교육자의 이런 솔선수범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예비체육교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체육교육과 학부생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어떤 
영향 요인이 있나요?

NF：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겠죠. 학과장과 당서기는 
항상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있는다. 교육실습 때
는 시골에 가서 실습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침 체조 시간 때도 같이 활동한다. 이렇
게 ‘위인사표’의 모델로 학생들을 영향 합니다. 예를 들
면 체육교과의 ‘인민체육교사의 요람’ 조각물 옆에 있는 
화초가 물이 없으면 학과장이 직접 화초에 물을 준다. 

이를 본 예비체육교사들은 다음에 화초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화초에 물을 준다. 학생들이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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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다. (NJJ, 교사교육자, 인터뷰)

연구자： 저희 학과는 체육활동에서 어떻게 인성을 가르칩니
까? 예를 들면 공정, 용기, 배려 등을 어떻게 과목
내용에서 융합됩니까?

HHP: 이는 교사교육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
를 들면 애국, 봉사, 의지 등은 교사교육자가 교과에 
대한 이해에 의존합니다. 교사교육자가 이해를 하면 학
생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처럼 핵심은 교사교육자입니다(HHP, 교사
교육자, 면담).

교수님이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전공 이론 및 실
천 교수님, 이론 수업 교수님, 그 들의 행동, 말씀(身体力行)

이 제가 그대로 보고 따라 배웁니다. 멋 진 교수님을 보시면 
저도 향후 교사가 되어서 그런 모습이고 싶습니다(LH, 예비
체육교사, 면담).

(2)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

Pascual(2006)은 체육교육자는 ‘직무적 발달(Professional 

development)’과 함께 ‘인성적 발달(personal development)’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의창(2010)은 교육자의 전문성을 기법적 전문성

과 심법적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기희(2015)는 체육수업 

전문성을 크게 지식 관점, 수행 관점, 심성 관점, 성찰 관점으로 구분하

였다. 

영성사범대학 교사교육자는 기법 전문성 즉 훌륭한 실기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증과 존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법적 전문성을 통하여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는데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런 기법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심성 전문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교수 생애 

중반기부터 기법 전문성 바탕으로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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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에 관련된 내용을 녹아내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교사교육자의 기법 전문성이 심성 전문성으로 확장되는 열쇠가 되었다. 

교사교육자의 기법 전문성의 수행이 건강과 체력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심성 전문성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예비체육교사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법적 

전문성과 심법적 전문성을 갖춘 교사교육자는 교수 활동을 통해서 예비

체육교사들이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런 교사교육자의 가르침에서 예비체육교사는 체육은 신체의 교육이 아

닌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교과교육 철학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자 연구　참여자 NJJ의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체육교육전공 

학생이 농구를 못한다는 말은 누가 믿겠는가? 체육교사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상도덕품격이다.” 깁법과 심법 전문성을 갖춘 교사교육자는 예

비체육교사를 가르치는 중점을 기법적인 기능 습득 측면에서 심법적인 

품격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36년 교수 생애를 돌아 봤을 때 전 십년은 ‘가르치는　
장인（教书匠）’이다. 배구 패스를 가르치면 모든 수를 쓰더
라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에 학생이 무엇을 
할지는 특히 신경을 쓰지 않은다. 하지만 수업은 정규적이어
야 한다. 정규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의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르쳤
다. 중간 10년부터는 더 여유로워　졌다. 어떻게 학생을 더 
잘 이해시키는지, 학생들을 흥미 있게 가르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 사상정치 등을 수업
에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미래의 교사로서의 ‘인애(仁
爱)’, 체육교사로서 문(文)과 무(武)를 가져야하고 교사로서의 
직업 도덕이 혈액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육
교육전공 학생이 농구를 못한다는 말은 누가 믿겠습니까? 교
사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상도덕품격이다(NJJ, 교사교육자, 

인터넷일지).  

연구자: 체육교과에서 선생님의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
니까?

ZH: 기억 속에 xx교수님의 수영 수업이 생각납니다. 그 분은 
저희의 인성, 품격에 관해서 엄청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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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교사교육자로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반드시 수영복을 입어야 하고 언제든지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수영장에 들어가서 학
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
니다. 교사로서 교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체육교사로서 물이 차다고, 날씨가 춥다고, 덥다
고 게을러지는 마음이 있으면 안된　다고 생각하게 됐습
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수업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ZH,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전공 종목 지도교수

교사교육자 중에 특히 ‘전공훈련 및 이론 수업’의 교사교육자는 수

업의 많은 시수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 종목 지도교수는 오랜 시간을 예

비체육교사와 함께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예비체육교사들과5개 학기

의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한다. 모든 교사교육자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했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의 시수도 모든 수업 중에

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HSN은 자신의 인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전공훈련 및 이론 수업’ 교사교육자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한다. 예비체육교사는 수업에서 항상 규율, 존중, 의사소통, 책임

감 등 여러 덕목들을 중하게 여기었고 “게임은 게임이고 규칙은 규칙이

다”며 인간이든 교사든 항상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체육

교사는 전공 종목 지도교수의 이런 태도를 자신의 모범으로 삶고 있었

다. 

연구자： 교수님은 수업 실천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초중고 학
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쳤나요? 구
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설계했어요? 

HSN：**교수님은 저희의 ‘전공훈련 및 이론’ 지도 교수님 입
니다. 저희 전공 축구 수업에서 평소에 게임을 합니다. 

가끔 규칙에 어긋나는 사소한 행동이 있는데 교수님은 
“게임은 게임이고, 규칙은 규칙이다’고 합니다. 게임은 
기본 규칙의 기초에서 형성된 것이고 서로 규칙을 존
중해야 한다. 공이 라인을 조금이라도 건넜더라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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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저희가 규칙 또는 도덕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코치가 아니고 선생님이다”

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뜻은 선생님으로
서 저희 전체적인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도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법
과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매번 수업에서 
30분정도의 마이크로티칭 수업이 진행되고 교사로서 
자신의 언행으로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합니다(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셋째,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긍정적 관계. Hellison(2003)은 

학생에 대한 진심, 배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긍

정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 관계 그 자체

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교사교육자는 긍정적 사생 관계를 보

통 “수업 중의 교사와 생활 중의 친구”로 많이 표현한다. 예비체육교

사들도 이런 표현으로 교사교육자를 어려워하기 보다는 함께 지내는 과

정을 즐겁게 느끼고 있었고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친밀한 관

계가 체육교사로서의 좋은 이미지 중의 하나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

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사교육자들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교육자들도 예비체육교사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사

랑스러워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긍정적 

관계는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

고 있었다. 

연구자: 체육교과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사교육자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ZH: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들은 저희를 학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와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
다. 평소에는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형성이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교육실습 과정
에서 선생님 역할로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해 왔습
니다. 학생들과 친근해지고 소통도 잘되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ZH,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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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원(담임)

인성교육은 별도의 교과가 있다기보다는 관리와 모든 수업에 녹아 들

어가 있다고 한다. 중국 대학의 지도원은 한 학년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책임자다. 중국 교육부 문서 ‘일반　고등학교 지도원 건설 규정 2017

(普通高等学校辅导员队伍建设规定 2017)’ 제1장 2조에서 지도원은 대

학생 사상정치교육의 핵심 역할이고 대학생들의 사상정치 교육과 관리업

무의 조직자 실행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도

원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스승이고 대학생들의 건강생활을 책

임지는 절친한 친구로 제시되었다. 

이에 지도원의 중요한 업무 책임은 첫째, 사상이론교육과 가치의 전달

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도로자신(道路自信), 이론자신(理论自信), 제도

자신(制度自信), 문화자신(文化自信)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올바른 세계

관, 인생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당원과 단원의 양

성과 학급의 운영 및 관리를 한다. 셋째, 학습 풍토를 적극적으로 구성

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업기본정보, 흥미, 진로, 습관 등을 알아보고 올바

른 학습 분위기를 구성하는데 실천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일상　

업무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학교육, 졸업생교육, 봉사

활동, 학생들의 군사훈련 실행,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금 선발 및 생활지

도를 책임지는 것이다. 다섯째,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을 담당 한다. 여섯

째, 인터넷사상정치교육을 수행한다. 일곱째, 진로계획상담 및 지도를 한

다. 그 역할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수업, 조교, 행정, 사감까

지 진행하는 학교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이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원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원의 사상정치　 품덕과 인성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당 조직에 대한 태도와 당 조직 내에서의 역할 수행 경험도 

중요하다.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지도원은 그 들의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서로 협동하면서 지내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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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는 그 분을 본보기로 삶아 여러 면에서 

배움을 실현했다. 

예비체육교사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자신감을 얻는 기회를 제

공하며 “올바른 인성적 행동이 어떤 행동 인지”를 알게 하였다. 예비

체육교사들은 지도원은 스승이고 생활에서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

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리고 연구 참여자 LH와 HSN은 지도원의 인격을 4년　동안 옆에서 지

켜보고 많이 배웠다고 한다. 그 분의 책임감, 업무에 대한 헌신, 친근한 

의사소통 방식 등이 예비체육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학교에서 선생님 인성 함양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
이 있나요? 

HSN: 지도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도원은 우리의 생활과 학업
에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것
은 우리가 곧 졸업을 할 때 밤을 새어 모든 학생들의 
성적과 학점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정리하여 졸업에 문
제가 없도록 공지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학기에서는 
맞춤형 수강신청을 지도하고 그 조건에 맞추도록 한　
명， 한　명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엄청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죠!

연구자：지도원도 아침에 선생님들과 같이 아침 체조 훈련에 
참가합니까？

R：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시면 그분은 항상 같이 있어줍
니다. 저희 지도원은 여자 선생님이어서 학생회 학생들을 부
탁하여 저희 남자 기숙사 학생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고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죠(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라) 동기 및 기숙사 친구

영성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의 동기들은 중국 각 성에서 함께 모인 

학생들이다. 기숙사에서 예비체육교사 6명이 함께 4년 생활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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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야 하고 대부분 예비체육교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낮에는 체육교육과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함께 참가하게 된다. 밤에는 당연히 6명의 기숙사 친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기숙사 친구들의 생활 패턴과 습성 그리고 평소에 나타난 언행 

덕성은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기숙사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　다면 밤늦게 게임하고 늦게 

일어나는 기숙사 친구도 있다. 다른 기숙사 실원들을 배려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를 부담하는 기숙사 친구가 있는 반면 집단생활에서 

이기적인 기숙사 친구도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소규모 집단에서 예비체육교사들은 서로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숙사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예비체육교사 인성 함양 그리고 인성 교육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 친구 중의 한 명이 매일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고 공부를 

하고 독서를 즐긴다는 것은 주변 기숙사 친구들에게 본보기로 되어 

친구들의 대학생활 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기숙사 친구와 동기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３１＞　참조.

연구자: 학교에서 인성 함양에 관한 영향을 누구에게 많이 받
았나요? 

ZH: 기숙사 친구가 정말 착하고 믿음직하며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하도 세심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
니다. 또한 독서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독
서를 좋아합니다. 이런 기숙사 친구들은 저더러 대학생
활을 많이 반성해서 좋은 방향과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
움을 줍니다. 두 명의 기숙사 친구는 우수한 성적에 대
학원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ZH, 예비체육교사, 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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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4년　대학 생활에서 여러 면에서 선생님의 인성 함
양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HSN：학교에서 사상도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수님들의 설
선수범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들의 
분위기 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반은 다른 반에 비교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
니에요. 상대적으로 활동, 봉사, 공부 등 면에서 적극적
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학생 반은 그렇지 않
아요. 여학생의 성별 특성상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 것
도 있지만 저희 반은 공부 아니고 놀기를 좀 좋아해요. 

소수가 이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대
부분 학생들이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 여향을 많이 받
고　있어요. 기숙사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에요(HSN, 예
비체육교사, 면담)

2) 환경 요인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학교, 그리고 가

정의 풍토와 문화에 있다.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사람의 인성이 중요

하고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 또한 인성의 함양에 도움이 되며 인성 함

양을 위한 사회적 협동도 필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맹모삼천(孟母三迁)’ 이야기 등은 올바른 학생을 양성하는데 

환경 조성이 중요 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둘러싼 주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환경, 물리적, 추상

적 환경의 구성이 중요한 것이다.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서 암묵적으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펼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 교육　심리학자 비고츠키(Vygotsky)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

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타인에 의해 도

덕적 행동을 하는 잠재적 환경을 마련하는 근접발달영역을 제안 했었다

(박용남, 2018). 예비체육교사는 학교와 학과의 물리적 그리고 정의적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 196 -

＜그림 31＞６인식　기숙사　환경

가) 정부 요인

첫째, 중국 교사교육의 계획적 정책.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후 교사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현재처럼 교사의 질과 교사의 사

회적 위상을 강조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2015년

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교사교육의 다차원적인 심화 개혁 시기다(闫建璋, 

王换芳, 2018). 2018년 중국 교육부 문서 <신시대 교사양성 심화개혁 

의견>과 <교사교육 부흥 행동 계획(2018-2022년)>은 교사전문성, 교

사교육 일체성, 교사의 인성 등을 다차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교사 인성교육(师德教育)을 특별하게 강조했고, 교사인성

교육을 교사교육의 필수 수강수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교사 인성에 관한 정책적 환경이 교사교육 기관에서 핵심 업무로 진행되

어야 했다. 2018년 10월 교육부 문서 ‘탁월 교사양성 계획 2.0 (卓越

教师培养计划 2.0)’ 에서는 교사 덕성 양성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 국가적 문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中国教育现代化2035)’에서는 어떤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가?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질 높은 교사를 양성(建设高素质专业化创新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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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师队伍)’에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즉 교사 인성을 우선으로 

양성하고 교사의 이상과 신념, 도덕과 품성, 풍부한 학식,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28)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문서를 근거로 현재 중국에

서 교사 평가의 핵심을 교사의 덕성과 품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각 교과

에서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실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중국공산당 영성사범대학 제15차 대표대회 업무보고
의 주제: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전국교육대회에서 제시
한 방향을 실행한다. 도덕과 인성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를 
시행하고 “존중하는 교육, 창의성 교육”의 대학 이념을 실행
한다. 교육의 심층적인 발전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세계에서 질 높은 사범대학 건설 목표로 노력한다. 영성
사범대학은 덕성과 인성을 핵심으로 미래의 교사를 양성했었
다. 또한 사상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사회실천교육 등 여러 
차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사상정치교육을 융합했었다(영성사범
대학, 제15차 대표대회, 현지문서).

둘째, ‘중국교사자격시험제도’ 및 ‘일반　고등학교 사범계 대학 전

공인증 실행 방법(普通高等学校师范类专业认证实施办法)’. 2013년 교

육부 문서 <초중고교사자격시험방법> 에서는 교사자격증시험을 국가차

원에서 실행하고 시험 형식을 필기와 면접으로 구성했다. 필기내용은 종

합자질, 교육지식 및 능력, 교과지식 및 교수능력으로 구성되었다. 면접

내용은 교사직업 인지, 심리소양, 언어표현, 인격, 교사기본소양, 수업교

수설계 실행 평가 등 기본기능이 포함되어 교사교육기관에서는 예비체육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조해야만 한다. 필기 종합자질 부분에서 교사로서

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단계에서도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품격 등 여러 면에서 필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고찰해

야 할 내용이다. 

또한 2017년 중국교육부에서 ‘일반　고등학교 사범계 전공인증 실행 

방법 (普通高等学校师范类专业认证实施办法)’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목

28) 중국어 원문은 “高素质专业化创新型教师队伍建设的核心目标是“努力建设
一支有理想信念、有道德情操、有扎实知识、有仁爱之心的教师队伍，更好地
承担起传播知识、传播思想、传播真理，塑造灵魂、塑造生命、塑造新人的时
代重任”, 培养师德为先的“四有”好老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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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사범대학 각 전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증체계는 3급으로 

진행한다. 1급은 사범대학 전공의 기본 요구 달성으로 인증하고 2급은 

사범대학 전공의 예비체육교사 양성 질에 대한 합격을 인증한다. 3급은 

교사 양성 질을 탁월(높은 질)로 인증 하는 것이다. 

2급 인증을 완성한 결과 교사자격증시험 면접 단계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권리가 부여 되고 3급 인증을 완성한 결과 대

학에서 필기와 면접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

다. 전공 인증 평가내용에서 학생 졸업요건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 평

가 내용은 교사인성실천(践行师德),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学会教学), 

전인 육성 방법을 습득(学会育人), 전문성 발달 방법을 습득(学会发展)

으로 구성되어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용을 반드시 함양해야 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현재 중국의 교사교육 정책 환경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사교

육의 도구가치　중심에서 교사의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전환

되는 중국특색교사교육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시점이하고 할 수 있다

(중국교육부, 2018). 따라서 국가 교사교육 정책에 인성 강조 환경과 

맥락에 교사교육기관 그리고 관리자 및 교사교육자들은 여러 면에서 예

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사회 요인

중국은 사회주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현실적으로 국가 

주석의 발언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사 

인성교육의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진핑은 교육에 관한 중요한 발언에서 교사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그 분은 도덕을 통한 사회와 국민 소양의 양성을 가장 기초적인 

위치로 삶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덕(德者, 本也)을 인간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는 직업도덕, 소양, 사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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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郝德永(2019)는 시진핑의 강조를 모든 교과는 정치성 도덕성 가치성

을 드러내야 하고 교사는 정치교육 도덕교육 가치교육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을 했다. 따라서 시진핑 교사 도덕성에 관련한 발언에서 교

사의 가치를 개인, 학교, 국가 3개의 측면에서 해석을 했었다. “개인 측

면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운이고 학교 측면에서 좋은 

교사가 있는 것은 학교의 영광이며 국가 측면에서 좋은 교사의 양성은 

민족의 희망이다”. 아울러 교사직업의 위상을 높이고 교사의 인성을 강

조하는 사회적 환경이 예비체육교사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 되고 있

다. 교사교육자 NJJ는 당원으로서 시진핑 사상과 시진핑의 교사교육 발

언을 깊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는 정치적, 도덕적, 가치적 교육을 

병행 해야 한다는 사명을 확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도덕성 활동으로서 전부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의미한
다. 이는 모든 교육과정이 정치성, 도덕성, 가치성을 의미하여 
전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로 한다. 모든 교사는 정치교육, 도덕
교육, 가치교육의 사명이 있다(NJJ, 교사교육자, 현지문서).

또한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社会主义核心价值观)’이 사회적 분

위기의 도덕 지침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림　３２＞　참조． 중국의 

도시와 시골에서 인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고속터미널, 역전, 광장, 공항 등 많은 공공적 장소에서 사회주의 핵심가

치관을 홍보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3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가치관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등 덕목 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가치관은 자유, 평등, 공정, 법치 등 

덕목 이다. 셋째,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은 애국, 직업정신, 성실과 신용, 

우호 등 덕목 이다29). 예비체육교사들은 인성친화적 사회적 문화 분위

기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예비체육교사 중의 

29) 중국어 원문은 “社会主义核心价值观： 富强，民主，文明， 和谐； 自
由，平等，公正，法治；爱国，敬业，诚信，友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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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사회적　환경　설계 

당원들은 이를 학습해야 하고 동기 친구들의 본보기로 되어야 하는 모범 

학생으로 성장해야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학교 요인

학습 환경의 질은 학습자가 기능, 지식, 성향 등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시설 그리고 제도를 포함한 모든 환경이다.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갖는 특정 지적 가치에 대한 열정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는다(Schoen & Teddlie, 2008). 영성사범대학은 

예비체육교사들이 학습해야 할 인성 및 덕목을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

는 학교 공간이 마련되었다. 인성친화적 강의실 조성, 역사적 시기를 기

록한 사진, 훌륭한 선배들의 격언, 교사상 조각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체

육교사는 인성친화적 학교 환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인성을 내

면화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미쳤다. 

(1) 실천적 환경 조성 요인

대학은 학생들이 사회에 들어서기 전에 많은 지식과 기능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학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여러 실천 활동과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격려한다. 영성사범대학은 시골교육 

지원 봉사단, 대학 총학생회, 학과 학생회, 각종 동아리, 사회봉사활동 

등 실천 활동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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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학생회 등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존중, 배

려, 의사소통, 즐거움을 나누는 품성, 자신감, 교사 직업 신념 등 인성교

육 전문성의 내재적 자질을 함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학생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
고 있어요. 체육부에서는 많은 경기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
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런 경기 활동에 열정이 
있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즐
겁고 자부심이 있게 돼요. 여름이면 학생들이 창가 옆에 기대
서 축구 경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옆에서 앉아 
저희를 응원하고 있어요. 육상, 추국, 농구, 배구 등 경기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때면 제가 학생회에서 있는 노력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연구자: 선생님께서 민족전총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
고 있잖아요. ‘무용무사舞龙舞狮’를 통해서 인성 함양
에 영향을 미쳤나요?

ZH: 제가 느낀 것은 저희 팀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무용무
사’는 서로 협동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
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도움 주고 가족 
같이 서로 지내고 있어요. (ZH, 예비체육교사, 면담)

(2) 물리적 환경 조성 요인

예비체육교사는 학교와 학과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스스로 영향을 받

고 있었다. 학교는 철학 조각, 교사상 조각, 인성 주제 화보 등이 조성 

되었다.　＜그림　３３＞　참조． 학과는 기숙사와 강의실에서 인성 주

제에 관련된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다. 대학에서 학부생을 선발하는데 다양한 지방에

서 선발 인원을 고정한다. 학생들은 보통 4-6명이 한 기숙사에서 4년 

생활을 함께 한다. 

영성사범대학은 인성친화적 기숙사 환경이 잘 조성되었다.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과 연구동 그리고 강의실도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 강의실

에는 문화전통교육인 무술 주제 중심 강의실이 있고 2022베이징 동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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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 주제 중심 강의실이 있으며, 예의를 상징하는 궁도 주제의 강의실

을 조성 하였다. 그리고 “위인사표”의 교훈과 유가와 도가 사상의 대

표 인물 공자와 노자의 조각 초상을 조성 하였다. 이는 예비체육교사에

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인성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 HSN은 학교

의 물리적 환경 조성 때문에 교사 직업을 선택하는데 힘이 되었고 훌륭

한 교사로 되는 격려라고 하였다. 

연구자： 인성교육을 어떤 면에서 실행하고 있나요? 

HSN：제가 느낀 것은 인성교육 면에서 학교에서는 대표적인 
건물, 조각, 그리고 현수막이 있어요. 모델 교육가 현수
막（郑德荣的条幅）． 

연구자: 영향이 있었어요？

HSN：네 저는 자주 친구들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
지 유의 교사’는 이상신념, 도덕적 감수성, 깊은 학식, 

인애의 마음. 또한 저희 학과에 지나가시면 조각 하나
가 있잖아요. ‘인민체육교사의요람’ 저한테 정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어요. 매번 지날 때 한번 볼 수 있고 이
게 제가 교사가 되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조
각의 내용에 수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생활의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고 영성사범대학의 영광과 
수치를 함께 간직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 교육실습
하고 있는 중에도 중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
고 있어요(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HSN：또한 다른 것도 있나요?

R：환경 조성입니다. 기숙사에서도 저희 훌륭한 선배님들이 남긴 
격려의 말이 사진으로 걸어서 놓고 있어요. 그들은 운동종목 
기능이 훌륭하고 이론지식도 풍부한 선배들입니다. 저희 생
활 근처에서 사소한 물품, 사소한 일들이 저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좋은 자신이 되도록 노
력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인상　깊어요. 저희 학과에 올
림픽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 챔피언 선배들도 있고요 그들
의 사진을 학과 체육관이나 강의실에 장치했고요. 동계올림
픽 문화주제의 강의실도 있어요(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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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학교 및 학과의 물리적 환경 조성　 

나. 감성사범대학 

1) 인적 요인

가) 교사교육자

롤모델링은 교사교육자가 보여주는 기능, 지식, 태도를 보여주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 전문직으로서의 사고 과정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과 전

문직다운 행위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식적인 부분

과 무의식적인 부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의식적인 부분은 학습에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본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효과적인 롤 모델링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교사교육자들의 모범적 행위를 엄격

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업의 교수요목, 계획, 내용, 학생 명단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수업 진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45세 이하의 체육교육과 청년 교사교육자는 반드시 교수지도

시합에 참가해야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합 진행의 중요

한 평가 방법은 인성교육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건강교육수업모

형의 합리적인 응용이라고 한다. 청년 교사교육자는 학과의 이런 요

구에 중국건강교육수업모형의 이념을 이해해야 하고 예비체육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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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수업에서 적극적인 응용을 격려하고 있다.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사교육자들을 모델로 그들이 교육자로

서의 됨됨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예비체육교사 LXQ는 교사교육자는 

항상 위인사표를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교육자의 언행

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　배우게 된다고 한다. 교사교육자의 학생 배

려, 존중, 사랑이 예비체육교사의 좋은 본보기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예비체육교사는 교사의 모델로 인해 사랑이 많은 교사로 되

어야 한다고 다짐도 하게 된다. 

저희 자신의 수업에서부터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요구됩니다. 

수업　중에서 반드시 교수요목, 계획, 지도안, 진도표, 학생명
단 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45세 이항 청년 교사들은 반드
시 학과 교수 시합에 참가해야 해요. 중국건강교육모형의 이
념을 수업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추천하고요(MDH, 교
사교육자, 면담). 

저희 생각은 학교의 전체적 분위기에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위인사표를 강조하고 사람과 사람가의 
소통에서 존중과 배려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진로 
지도교수가 있어요. 매학기에 같이 모여서 작은 세미나를 하
고 저희 개인적 문제도 해결해주고요(KLS, 예비체육교사, 면
담). 

교사로서 어떤 신체적 자세가 본보기로 되는지를 교수님께서 
저한테 특별하게 강조했어요. 제가 실습할 때는 자기도 모르
게 이런 면에 집중한 것 같아요. 학생이 규율을 지키도록 수
업에서 강조했어요. 전부 저희 교육과정 수업에서 배워서 교
수님의 형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죠. 교수님은 항상 저
희는 자신을 그냥 일반 교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더 높은 
추구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저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교육실습 때 전부 실천했어요(LXQ, 

예비체육교사, 면담).

또한 교양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마르크수주의 학원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의 정치적, 도덕적인 인성을 주 책임지고 있었다. 2020년 

중국교육부에서는 사상정치교과교사교육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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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시대 고등학교 사상정치이론 교과교육자 양성 규정(新时代高等

学校思想政治理论课教师队伍建设规定)’에서는 대학생 인성교육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질 높은 대학사상정치 교과교사교육자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안내 하였다. 첫째,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둘

째,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율성이 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격적 교사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사상정치교과 교사교육자는 예비

체육교사에게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델로서 예비체육교사의 교사도덕규범, 사회적 책임감 

함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이라면 사상정치 유형의 수업이죠. 교수님들은 사례
를 많이 들어요. 사회적 도덕, 개인적 미덕, 교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지만 많은 전공이 같이 들어서 질이 많이 
떨어지죠. 한 수업에 100명 정도 되나요(LXQ,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교육실습 멘토지도교사

교육실습 과정에서 실습교사들은 학생지도, 학급운영, 수업기술 등의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 할　수 있다. 교육실습 멘토지도교사도 

예비체육교사 교육실습 기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습 기간 중 멘토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교사모델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기

술을 가르치며 대부분의 시간을 실습교사와 함께 보낸다. 이러한 메토지

도교사는 학생을 바르게 교육해나가는 교육자로서, 실습과정의 안내자로

서, 예비교사의 교직입문을 돕는 조력자로서, 실습과정을 평가하는 평가

자 등 실습교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장기희, 2009).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비체육교사들의 실습학교 멘토지도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참관

하게 하고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도안을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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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둘째, 실습 지도교사는 교사로서의 모델

로 실습교사들의 실제적인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실습 지도교사는 평가자로서 실습교사들의 참여하는 태도, 자질과 품성, 

수업 운영의 적절성을 이야기 나누며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이 외

에 실습 지도교사는 체육교사로서의 태도와 품성, 학생과의 교육적 관

계, 의사소통 방법을 강조하여 그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다 차원적으로 

더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　참여자 CHJ에 의하면 교육실습 과정에서 멘토지도교사를 만나

는 인연이 너무 행복했다고 했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멘토지도교사의 태도였

다고 한다. 바로 교육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교육자로

서 의사소통을 진행 할 필요가 있고 교사로서는 학생의 이런 행동을 반

성하도록 돕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HJ는 멘토지도교사와 같

이 공부하는 기간에 전문성을 쌓았고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교육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지도교사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쳤어요. 학생이 집중을 안　하는데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태도와 수업을 진행하는 자세
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
르침을 주었어요(LXQ, 예비체육교사, 면담). 

연구자: 교육실습 과정의 멘토지도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어 줄 수 있나요?

CHJ: 멘토지도교사는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첫째 주는 
저한테 나의 수업은 반드시 와서 들어야 되고 다른 선
생님의 수업도 관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에서는 제가 지도안과 정규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 미리 알려 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바쁘지 않으
시면 저희 수업을 와서 들어요. 수업 이 끝나면 코멘트 
해줍니다. 저한테 ‘왜?’를 많이 물어 봤던 기억이 납니
다. ‘왜 이 타이밍에 학생을 모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조언해주시고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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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쌓아 주었어요. 

연구자: 인성교육 면에 언급 된 것이 있나요?

CHJ: 제가 수업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학생이 수업에서 
나갔어요. 제가 많이 찾았죠. 먼토지도교사가 알고 그 
학생을 교무실에 불렀어요. 저 앞에서 그 학생과 심층
적인 대화를 이루어졌는데 학생에 대한 배려도 있고, 

격려도 있었어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생은 반성도 스
스로 하게 하고요. 멘토지도교사의 책임감을 제가 많이 
느꼈고 학생과 어떻게 교육적으로 소통할 것인지를 옆
에서 체득했어요(CHJ, 예비체육교사, 면담).

2) 체험활동 요인

가) 국제 및 국내 학회 참석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 및 국내 학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체육교사들의 국

제적 시야와 전문성 신장에 도움 되도록 학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

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는 국제 국내 학회 참석을 통해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교과관과 교육관을 정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회에서의 발표, 자료, 토론, 질의응

답 등이 자신 체육교과 전문적 지식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으

로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수업모형을 알게 되었다고 한

다. 

따라서 인성교육 위주로 실행하는 스포츠교육모형,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모형 등 체육교수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접하게 되어 자신의 

전문성에 신장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회를 참석하는 과정에서 체육

교과관과 교육관을 정립하고 반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학회를 참석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체육 품성 및 덕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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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내용이 체육교육학 교과목 수업에서 안내한 

내용에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예비체

육교사들은 학회 참석에 인해 체육교과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저희 학과에 국제학회와 국내학회를 있을 때마다 교수님들은 
반드시 참석하라고 요구해요. 호주 학자, 뉴질랜드 학자, 미국 
학자들의 발표를 들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체육교육과의 국
제적 동향도 알아보고 체육수업모형들도 알았고요. 저희 학과
장께서는 학부부터 시작해서 진로 계획을 하라고 많이 강조해
요. 연구생 공부, 유학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 계획 때로 
잘 준비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도 교수님 추천 받아
서 지금 미국에서 교류하고 있고요(KLS, 예비체육교사, 면
담). 

저희 학과에서 국제 국내 학회가 많이 열려요. 국내학회의 주
제는 체육교육과정 위주로 진행하고요. 체육 품성 및 덕성에 
관한 영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국제학회도 많고요
(LS,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국제 교육실습 프로그램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글로벌한 인재의 역량이 있는 교육

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 환경

을 설계하고 있다(Altbach, Reisberg, & Rumbley). 감성사범대학의 교

육실습 프로그램 중 국제 실습 경험을 갖게 된 교육실습 학생이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체육교사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국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는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국제 문화적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 경험을 통해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다문화에 대

한 이해와 존중을 키울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KLS은 국제교육실습을 

참가한 예비체육교사이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그는 열심히 영어

를 준비했고 소통이 어려울 때는 지도교수의 조언에 신체적 표현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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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했었고 다른 문화적 환경을 체험하므로 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쌓

여졌다고 한다. 

지도교수는 언어가 어려울 때는 미소와 웃음이 충분한 의사소
통의 도구라고 많이 말씀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제교육실습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엄청 준비하였어요. 긴장도 하
고, 떨기도 하고요. 실제로 의사소통이 국제학생과의 인간관
계 형성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었어요. 의사소통을 통해
서 사회적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졌고요(KLS, 예비체육
교사, 면담).

3) 환경 요인

개인의 인성은 그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한다. 

사회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체제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특한 인성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사회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

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 관계망 속에서 일정한 역할

을 하게 된다. 감성사범대학에서는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지역사회 연

계 활동의 환경을 구성하여 인성교육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풍토 조성, 다양한 정의적 활동 체험을 통한 예비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재적 자질을 내면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

었다. 

가) 물리적 환경 조성

감성사범대학의 정문에는 ‘구실창조, 위인사표(求是创造, 为人师表)’

의 교사 양성 목표가 대표적으로 정문에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교 

기관 차원에서 정신문명　건설실에 학교 인성교육 환경 조성을 책임하고 

있었다. 정신문명　건설실에 도덕 관련 현수막을 배치하고,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을 홍보 하고, 도덕적 모범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신문명　건설실에서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현수막을 학교에 달고 있었다. 그 중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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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교과　인성교육　철학

의 교사 행위시범, 개인적 도덕품성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덕적 관계는 노동을 통하여 표현된다. 노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은 도덕을 이해 할 수 없다”라는 현수막 표어를 예로 학교의 곳곳에 설

치를 하였다. 학과 안에서도 다양한 서예, 사진, 표어 등 인성과 과련　

된 물리적 장치를 하였다. 이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 인간 양성에 관련

된 내용이고, 체육교과의 전인적 교육 지향을 명확하게 드러난 철학 중

심으로 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３４＞　참조． 

학교에서는 저희들의 학습 분위기를 최대로 구성하고 있어요. 

도서관에는 늦게까지 운영하고, 시험을 볼 때는 24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 조각 예술품 
들이 많아요. 선배 교육자들의 명언들도 항상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예비체육
교사, CHJ,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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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적 환경 조성

정의적 환경 조성은 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직접

적으로 참여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사범대학 공동체 위주로 이루어진 예비체육교사 기본기능　시합, 사회적 

봉사활동 참여, 당원 봉사활동 참여 등이 있었다. 예비체육교사 KLS은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배려, 존중, 규범, 협동 등 덕목을 함양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실천 활동을 참여 하는 중에 교사교육자의 조

직 과정에서 인성을 더 중요하게 강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감성사범대학은 ‘예’의 민족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학교 분위기

를 조성하고 있어 예비체육교사가 실천적으로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화민족전통체육문화를 홍보, 인성주제 강의, 중화문화독서 및 시 읽기, 

연극(戏曲),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주제 활동 등 프로그램들이 예비체육

교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계기는 다양한 
실천 활동에서 교수님들의 인성교육 주제 강의를 통한 것 입
니다. 예를 들면 체육 수업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융합 시키
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강조 빈도가 많은 것은 규칙에 대
한 존중, 선배에 대한 존중, 교사에 대한 존중, 친구에 대한 
존중, 경기　중에 상대에 대한 존중, 팀에 대한 격려 등이 기
본으로 됩니다(KLS, 예비체육교사, 면담). 

덧붙여 감성사범대학은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 했었다. 인터

넷 프로그램 활용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위챗(wechat)을 통한 규범적 행

위 및 문명한 생활 방식을 효율적으로 예비체육교사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과에서는 MOOC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적 

문화, 도덕적 자질 등，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MOOC 에서 진행한 

교과목을 합격 해야만 학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 관련지식을 접

해야 하는 강제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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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체육교육과는 MOOC를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인터넷 문화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전통문
화를 안내하고 이를 반드시 합격해야 학점을 얻을 수 있어요
(MDH, 교사교육자, 면담). 

그리고 예비체육교사의 심리건강 면에서는 지도원(담임)이 

심리건강상담과 생활지도를 주로 책임지고 있었다. 예비체육교사의 

고민과 진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긍정적인 심리건강 교육을 

이루어진 것이다. 예비체육교사는 자신의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원은 심리건강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예비체육교사가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성격 등의 인격적 특성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서도 

학생 심리건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었다. 

심리건강교육에 관한 교재 개발 연구원이 설립 된 것이 괜찮은 방법 

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과 ‘신시대 국
민도덕 실행　강요’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함
양과 실천, 도덕모범 학습활동을 홍보, 학교 정신문명 창조 
활동을 실행한다. 학교 정신문명 건설실에서 2019년 감성사
범대학 사회주의 정신문명 평가 활동을 진행하는 공지를 제시
한다. 

요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그적으로 실천하고, 사회 공
공도덕, 직업 도덕, 가정 미덕, 개인 도덕적 품성 등 면에서 
사생에게 인증을 받은 종합 도덕소질을 갖추어야 한다(감성사
범대학, 현지문서).

저희 지역공동체 사범대학에서 예비체육교사 기본 기능시합을 
진행해요. 이런 시합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도안에서 인성교
육이 드러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그들의 종합능력을 발달하
는 좋은 계기이겠죠. 학과 내에서 한번 경쟁하고 우수한 예비
체육교사를 학과 대표로 선정해서 시합에서 여러　가지 유형



- 213 -

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MDH, 교사교육자, 면담).  

다. 덕성사범대학 

1) 인적 요인

가) 교사교육자

Wright(1996)는 의학교육에서 롤모델링은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이며, 태도와 행동, 윤리와 의학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를 학생에

게 심어준다고 한다. 체육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사교육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중요하다. 교사교육자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습자는 가르

치는 사람의 업무 수행 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하기 때문이다. 

덕성사범대학 교사교육자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인성을 가르치는 과정

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오개념을 확인하고 교정 하

도록 도움주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교육자가 드러나는 인간적 매력

이 예비체육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 

LMY는 교사교육자의 지혜와 품성을 찬양하는 동시에 자신도 교사의 모

범으로 중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다짐 했었다. 또한 교사교육자가 예비

체육교사에 주신 학생 인성교육 실천 힌트와 피드백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체조’ 수업에서의 엄격과 유머, 

‘배구’ 수업에서의 배려와 존중, ‘학교체육학’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예비체육교사들이 교사교육자를 모범으로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 배운 것으로 나타났었다. 

저희 부학과장 수업은 아주 엄격해요. 수업의 각 단계에 대한 
조직이 너무 완벽해요. 교수님 때문에 수업에서는 저희가 핸
드폰을 꺼낼 생각도 안하게 돼요. 인상 깊은 사건이 있어요. 

저희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수업에서 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무엇이라고 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생각과 다르



- 214 -

게 그 학생의 자존감을 지켜줬어요. 정말 지혜롭게 그 사건을 
잘 해결했어요. 저희들에게 이론과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품성을 가르쳐줬어요. 저희 기숙사 
애들도 그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어요(LMY, 예비체육교
사, 면담). 

나) 예비체육교사 자기반성 요인

성인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을 갖춘 예비체육교사들은 수업 중에서 

교사교육자와 동기들의 비 모범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인식했을 때 자

신이 스스로 상황에 대한 반성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Schon(1984)은 ‘성찰에 따른 행동(reflection in action)’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발적 반응으로 설명했다. 이런 유형의 성찰은 흔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참여자가 단지 부분적으로

만 깨닫고 있는 잠재의식 과정으로 패턴 인식을 포함한다고 한다. ‘행

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 on action)’이란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을 다시 평가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예비체육교사는 자신의 선경험에 의하여 인성 상황을 판단

하고 반성을 통하여 교정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 LMY는 교사교육자가 예체능 예비교사에 대한 

편견, 비 공평적인 평가, 무책임 등 올바른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

했을 때 스스로 상황에 대한 반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교

육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육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성찰을 하는 것이다. 결국 예비체육교사 

LMY는 교사교육자의 적절하지 못한 언행에 예비체육교사는 반성을 통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좋은 교사로 될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결론을 내렸

다. 

또한 예비체육교사 자신이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교사직업 도덕에 

관련된 반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비체육교사는 

독서를 통해서 교사에 대한 요구, 교사의 도덕에 대한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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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논어’를 읽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며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했었다.  

교육학 수업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희 예체능 학생들에 
많은 편견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체능 학생들이 수업에
서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교육자로서 예전의 
불쾌한 경험을 현재 진행하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말 평가에서도 책임감이 없는 평가를 
했다고 추측해요. 저희 기숙사 친구들이 같이 성적을 스스로 
비교한 것이 있었어요. 공평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성
적에서도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교육자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사로 되면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LMY, 예비체육
교사, 인터넷 면담). 

ZXZ: 역사례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책임감이 없어요. 수업
을 연구생들이 하고 평가의 방법도 불합리 하고요. 저
희 생각은 교육자로서 공평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에요. 그리고 수업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교사로서 자신
의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되죠. 제가 느낀 
것인데 인성은 교수님들의 솔선수범으로 함양 된 것이
에요. 저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
희 학교 대부분 교수님은 책임감이 있어. 사실 인성에 
관한 영향은 기숙사 친구와 개인 독서가 컸어요. ‘논어’

를 읽고 자서전을 읽는 과정에서 교사로 비추어 많이 
고민하게 되요(ZXZ, 예비체육교사, 인터넷 면담). 

다) 기숙사 친구

덕성사범대학의 대부분 예비체육교사는 6명이 한 기숙사에서 4년 생

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이란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친구

와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숙사 친구를 학교에서의 가

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은 기숙사라는 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서로 부딪치며 의사소통하며 일상의 좋은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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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길러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기숙사는 6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매 학기 시험에
서 저희는 140명 학생 중에서 모두 학년 10위에 들어갑니다. 

4년 과정에서 학년 1등, 2등, 3등이 모두 저희 기숙사 친구이
고요. 우리는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은 품성을 서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누가 힘들 때면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
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입학하는 초기에 체육교사에 대한 
정체성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기숙사 친구 때문에 여러 운동 
종목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친구가 배구, 농구, 축구를 다 잘 
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체육교사 직업에 대한 인증
이 있게 됐어요. 지금 저는 xx시 초등체육교사로 채용 됐고
요. 수업도 같은 수업으로 수강하고 식사도 6명이 함께하며 
봉사도 같이 가요. 누가 더 좋은 정보를 갖게 되면 공유하고 
다 같이 참여해요. 도서관도 가고, 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
으면 배려해서 몇 명이 남아서 기숙사에서 함께 공부하고요
(ZXJ, 예비체육교사, 면담). 

흥미롭게 LMY 예비체육교사는 대학생활에서 기숙사 친구가 자신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자신의 체육교사 직업 정체성 형

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는 서로의 성적

에 도움이 되었고, 서로 돕고, 격려 해주고, 배려 해주는 기숙사 분위기

가 그들의 올바른 품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LMY는 기숙사 

친구에 의하여 최초에 체육교사로 될 마음이 없었던 것이 바꾸었고 체육

교사 직업에 대한 인정과 사랑의 감정이 나타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기숙사 친구 때문에 체육교사 직업을 인증했다는 것
이 신기하네요?

LMY: 네 친구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도움과 영향에 체육교사 
정체성이 나타났고. 체육교사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게 되었어요.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라면 기숙사 친
구들과 함께 함양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4년　동안 함께 해온 과정이에요(LMY, 예비체
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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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숙사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각 수업과 실천 활동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해결 방법을 서로 이야기 하며 조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학생 

인성교육 관련 문제와 수업 진행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했었던 사례도 있어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서로 습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친구가 배구를 너무 잘해서 다른 학과에서 코칭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연습 과정에서 다른 학과 선수들이 협동
하지 않았어요. 지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
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기능을 많이 시범하여 존경
을 받았어요. 초반에는 반항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　가
지 기능을 시범하면서 학생들의 코치 전문성을 인증　받았어
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훈련 과정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였
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존중과 사랑도 받으면서 성장했
어요. 기숙사 친구는 이런 경험을 같이 이야기 하며 서로 학
습하고 반성하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교
육실습 하는 과정에서 저도 똑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학생들
이 협조를 하지 않고 체육수업에서 자유　 시간을 원했어요. 

교사로서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갖춘 여러　가지의 
장점으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기숙사 친구의 사례를 비롯하여 많이 참고하고 잘 해결　했어
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라) 학과 관리자

덕성사범대학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중요한 요인 중 

학과 관리자 요인이 나타났다. 중국 대학관리체제 특징을 고려하여 학과 

관리자를 행정 관리자와 당위 관리자로 정의하겠다. 중국 대학의 학원과 

학과가 조절한 후 정부가 대학의 유일한 투자자, 관리자가 되었다. 계획 

경제의 기초에서 집권적인 대학 관리 체제를 건설하였다. 정부, 대학, 학

원(과)의 상호관계는 위로부터 아래의 예속(隶属) 등급 관계 이다. 집권

관리체제 아래의 대학 및 학원 관리자의 역할은 정부규범성과 동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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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학과 관리자의 등급성과 정치성이 강하고 학술 특징이 약

화 될 수밖에 없다(刘香菊, 2014). 

연구　참여자 SZL에 의하면 학과 관리자의 체육교사 양성 이념과 목

표가 적절하기에 저희 교사교육자도 많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가치로 행

동 할 수 있게 되며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과 조

직을 보조적으로 실행하여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학과 관리자들의 

체육교사 양성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교사교육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예비체육교사 양성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

비체육교사 ZSZ는 매번 학과 관리자의 연설에서 교사로서의 올바른 태

도, 사명감, 사회적 책임감 등을 강조하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

고 학과 관리자의 솔선수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저희 기

숙사에서 학과장 연구실 창문을 볼 수 있어요. 새벽 1시에 불이 거의　

매일 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7시에 시작한 아침 체조 상황을 살펴

보기도 하고요”. 

예비체육교사 양성에서 학과 관리자들의 이념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교수 회의에서 성찰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체육교사를 양성하겠는지? 체육교사 양성에서 
교사도덕규범을 항상 강조하고요. 그게 예비체육교사 인성교
육에 중요해요. 지금 학과장과 당위서기가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SZL, 교사교육자, 면담).  

저희 학과장이 새로 위임 됐어요. 저희 수업을 진행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많은 행정 업무를 하고 학생의 다
양한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내 업무 평가에 
도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
력이다.” 지금도 많이 감동돼요. 저에게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예비체육교사, Z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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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활동 요인

가)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남을 돕는데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놓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봉사활동

은 사람들의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학교 밖의 지역사회봉사를 진행하였

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은 인성 요소 중인 공감과 이해 그리고 

책임감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하면서 추상적인 도덕교육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가 있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인성을 수행에 옮기는 것이다. 예비체육

교사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사회적 교사 직업으로서의 책임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

게 되었다. 예비체육교사　LMY는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책

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생각을 들

었고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게 사라가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LMY: 저는 청년지원봉사단과 함께 노인을 돌보는 활동을 참
가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고 
향후 교사가 되면 인애, 너그러운 교사가 될 것을 스스
로 다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과 TV에서 본 
것과는 와전 달라요. 처음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
요. 좌절감이 있었고 울기도 했어요. 한 노인은 정말 
지식도 많고 멋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외지에 있어서 
너무 외로워해요. 매번 저희 대학생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연구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요소들이 함양되었다고 생각해요?

LMY: 교사로서 학생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책임감이 
있고요. 교사로서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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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
을 알았어요. 그것이 노인이든 아동이든 교사로서 청
소년을 가르치든(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당원 활동 

대학에서는 당원 그리고 당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학생들에게 정기

적인 교육이나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이 당원으로 선정되는 조건은 사상

이론, 개인적 소양, 학업이 훌륭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LMY는 덕성사

범대학 당원 학생으로서 다양한 실천　활동과 당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사상 활동과 실천　활동은 자신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LMY는 학교 당원 대표 기

자로 퇴임한 학과장 그리고 선배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험이 있었

다고 한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성찰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예비교사 당원들은 매달 한　번의 

정규적인 모임이 있다. 이런 모임을 당원 회의 또는 당원 학습이라고도 

한다. LMY는 선배들과 함께 발표도 진행하고 교수의 강의도 듣고 정치

적 가치 지향, 애국정신, 품격 등 여러　면의 내용이 드러나 있다고 한

다. 이런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진행하는 당원 활동에서 모범적인 인물 

사례 영상,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한다고 

한다. LMY는 당원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

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성

찰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림　３５＞　참조.

LMY: 학교 활동으로 한번은 학과 기자로 예전의 학교 교장, 

교수, 학과장 등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기차
를 타고 xx시에 갔어요. 그때는 당원이 이런 활동을 
참여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의 성장 경험을 
알게 되고 성공적인 사람들의 미덕을 느낀 것이죠. 저
도 이렇게 열심히 살기도 원했고요. 

연구자: 당원으로 또 다른 활동을 참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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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Y: 한 달에 한　번의 회의가 있어요. 영화와 영상도 보고 
시진핑사상도 학습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도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
고 많은 행사를 진행해요. 예를 들면 훌륭한 선배님들
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본보기로 된 동기들의 발표
도 듣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자신의 덕육 자
질, 소양 양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선배님들의 경험으로 자신의 공부, 이론, 인성에 격려
가 되었어요. 선배님들은 저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또한 매달 진행 되
어서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공유한 내용 
중 긍정적인 사회적 모범 사례 들이 저한테는 교육적
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육을 받는 느낌이
고 연결성이 있었어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그림 35＞예비체육교사 당원 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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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요인

가) 복수전공

덕성사범대학 복수전공 이수 규정은 주요　전공 이수 규정과 거의 같

다. 예비교사는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논문 그리고 졸업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4년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2개의 전공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LMY는 중국어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선정하

였다. 문학학과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교수를 만나

게 되었는데 체육교과 교사교육자와의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고 했었다. 

복수전공을 하면서 문학학과 교사교육자의 특유한 기질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수전공 교과목 내용 중에서 인성적 덕목을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 특히 전공 특성상 ‘시’, ‘수필’ 등 여러　가지

의 문학 작품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시와 수필에서 드러난 

애국, 근면, 배려 등 여러 덕목을 심층적으로 공감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LMY는 초중등학생 시절에서 기계적인 암기 위주로 

접한 어문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국가에 대한 감수성,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자신의 인성 함양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

다.  

LMY: 저는 중국어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선정했어요. 그 중 
‘중국고대문학’ 수업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저한테 많이 
영향 했어요. 유머하고 엄격한 면이 있어요. 한번은 선
생님께서 대학 동창 모임에 가셨다고 합니다. 교수들
도 서로 비교하는 사례를 들며 저희 보고 허용하지 말
고 실용적이고 즐거운 일을 선택하며 생활하기 바란다
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례가 저희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었어요. 복수전공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수님들
을 많이 접했어요. 

연구자: 복수전공에서도 인성교육 전문성과 관련한 수업이 많
이 있겠죠?

LMY: 네 있어요. 고대 문학에서 시를 많이 소개합니다. 나라



- 223 -

에 헌신한 남송 시대 장군 및 시인 신기질(辛弃疾)의 시를 안
내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암송을 
했던 기억과 달리 수업에서는 시의 애국적이고 정신적인 의미
와 함의를 이해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교사가 된 후에 학생
들에게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씨앗을 뿌리게 된 계기라고 생각
해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라. 함양 현황 요약

1) 영성사범대학

영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관리자, 소수의 교사교육자는 인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전문성의 존재와 가치를 공통으로 인식함으로 

예비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 및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황을 개선하려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첫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적 사명감 및 

사회적 책임감’, ‘교과핵심역량’, ‘애국정신 및 이상신념’, ‘교사의 

도덕규범’, ‘인격소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성사범대학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식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함양’, ‘교육실습을 통한 함양’, 

‘관리를 통한 함양’,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함양’, ‘실천　활동을 통한 

함양’으로 나타났다. 영성사범대학은 모든 사례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반군사화관리모델을 통해 애국정신 및 규율 함양이 

이루어졌고 예비체육교사가 군인직업을 택한 사례가 나타났다. 창의적인 

도시와 빈곤지역은 교사의 책임감과 교육적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친 인성적 환경 설계와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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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상 A중 A하

내면적 자질 ○

인성교육 실천 ○

환경 조성 ○

＜표 24＞영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수준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도 좋은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영향 요인 측면에서 ‘교사교육자’, ‘지도원’, ‘동기 및 기숙사 친

구’로 인적 요인을 구성했고 교육과정의 여러 유형 교과목이 요인으로 

작동 됐으며 ‘국가 정책’, ‘사회적 환경’, ‘학교 환경’이 환경 요인으로 영

향을 미쳤다. 그 중 책임감이 있는 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미

쳤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김하연(2017)이 제시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면적 자질(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 실천(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능력), 환경조성

(학교와 학과 차원의 환경조성을 기준으로 정한다) 세　가지 영역을 비

추어 봤을 때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현황을 A 등급의 수

준으로 상급 중급 하급으로 제시하겠다. A등급은 중국사범대학의 탑 수

준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질을 의미하고 상급 중급 하

급은 3개의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사례에서의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의 

함양 수준을 의미한다. <표  2４> 참조.

2) 감성사범대학

첫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교과핵심역량’, ‘교사의 도덕규범’, ‘교과 인성교육 

교수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도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함양 방식 측면에서 ‘교육과정’, ‘국가교사자격증시험’ 중심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은 교사교육자의 개인 역량 차이에 의해 인성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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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와 실천 과정이 많은 차이로 들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교양’ 교과목과 ‘체육교육학’ 교과목 그리고 ‘일반교육학’ 

교과목이 교사교육자 역할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졌다. 

특히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사례에서 감성사범대학은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실천 능력’ 영역을 

함양 시키고 있는 소수의 사례이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둔 지도안 작성과 몇 시수의 정의적 

영역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육학’ 

교과목과 ‘체육교육학’ 교과목 교육자가 모두 체육교과 교육자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같은 교육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비슷한 학문 이론 

지식의 연계성과 이론지식과 실천의 연계성을 확보 했었다. 이는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수 사례였고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내용학 수업’과 ‘실기 수업’은 교사교육자의 개인 역량으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내용적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핵심적인 것은 

가르치는 사람 즉 인성교육 수행자 교사교육자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교사교육자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상적이지 못하다. 원인은 교과 

특성상 질 높은 신체적 기능에 대한 추구와 도전,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의 교수 내용과 방법 역량의 부족, 인성교육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에 의한 평가의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성 친화적 문화 환경조성’이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면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우연하게 간접적인 작용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성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물리적 환경, 정의적 환경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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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상 A중 A하

내면적 자질 ○

인성교육 실천 ○

환경 조성 ○

＜표 25＞감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수준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방식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학문적 환경은 

의도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영향 요인 측면에서 교사교육자의 롤모델링이 예비체육교사들의 

공통적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교육실습 과정에서 만나게 된 

멘토지도교사가 큰 요인으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다양한 요소를 

신장시켰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발한 국제 국내 교류 활동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성사범대학을 김하연(2017)이 제시한 인성교육 전문성

의 내면적 자질(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 실천(인성

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

가 및 결과 활용능력), 환경조성(학교와 학과 차원의 환경조성을 기준으

로 정한다) 세　가지 영역을 비추어 봤을 때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

문성 함양 현황을 A 등급의 수준으로 상급 중급 하급으로 제시하겠다. 

A등급은 중국사범대학의 탑 수준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의 질을 의미하고 상급 중급 하급은 3개의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사례에

서의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의 함양 수준을 의미한다. <표 2５> 참고. 

3) 덕성사범대학

첫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 신념 및 교육

적 감수성’, ‘교사의 도덕규범’, ‘도덕적 품성’, ‘교과 인성교육 

관련지식’,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덕성사범대학에

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용적으로 중점으로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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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황이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 측면에서 ‘교육과정’, ‘민족전통체

육’, ‘사상정치식 수업’으로 범주 된다. 교육과정에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학교체육학’, ‘건강교육학’, ‘체육교육과정 및 교수론’, ‘체육교수기능

훈련’, ‘체육교수설계’, 초중등체육교재 및 교수법(선택)’,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선택)’, ‘지도안평가분석 및 제정(선택)’, ‘마이

크로티칭(선택)’,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교재연구 및 수업 개발(선

택)’, ‘국외초중등학교 체육교수안내(선택)’으로 구성되어 모든 사례

에서 덕성사범대학의 체육교육학 교과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국가　교사자격증　시험에 드러난 교사의 

인성 자질 부분을 수업에 연결시켜 가르치는 것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 내재적 자질 영역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 실습은 총 18학점으로 교육참관 및 연수 수업과 교육실

습 수업으로 구성되어 모든 사례에서 덕성사범대학의 교육 실습 기간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관은　4학기와 6학기에서 2주로 

진행되고 교육실습은 16주로 7학기에서 진행한다. 교육실습이 끝난 후

에 교육연수 1주로 진행한다. 더불어 덕성사범대학 교육실습은 반드시 

담임의 역할을 체험해야 하는 요구 있다. 담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

성교육 지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로 방안의 ‘학급이지도’ 졸

업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래서 덕성사범대학 교육실습 

기간은 총 19주로 구성되어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능력을 함

양하는 가장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었다. 

또한 덕성사범대학의 민족전통체육의 인성교육을 상대적으로 잘 활용

한 편이다. 민톡전통　체육과 관련 된 수업은 ‘무술’, ‘무술 전공 이

론 및 실천’, ‘민족전통　체육　감상’, ‘무술문화　창신 및 발달’, 

‘태극권’, ‘산타아’, ‘민족전통　체육　개론’, ‘무술교수 및 훈

련’, ‘민족전통양생방법’, ‘중화무용(舞龙)’ 총 10개 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어 모든 사례에서 가장 많이 개설 되었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민족전통체육에 드러난 인성을 훈육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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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A상 A중 A하

내면적 자질 ○

인성교육 실천 ○

환경 조성 ○

＜표 26＞덕성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수준 

수 있다. 

덕성사범대학의 사상정치식 수업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르크스주의학과 교사교육자들이 체육교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수업이 있고, 체육교육과 교사교육자들의 전공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 사상정치를 포함한 융합 수업이 있다. 

셋째, 영향 요인 측면에서는 ‘교사교육자의 롤모델링’, ‘예비체육교

사의 자기반성’, ‘기숙사 친구’, ‘사회봉사활동’, ‘복수 전공’, 

‘당원 활동’, ‘학과 관리자’로 나타났다. 덕성사범대학 연구　참여

자에 의하면 의외로 ‘기숙사 친구’가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덕성사범대학 함양 수준 

<표 2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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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문제점

1)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

2012년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교사전문표준을 제정

하였다. 모든 교사는 교육교수활동에서 직업도덕, 전문지식, 전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되었고 그 중 교사 도덕은 가장 우선 강조　되었

다. ‘교사 전문 이념과 교사 도덕’ 차원에서 직업 이해와 인식, 학생

에 대한 태도와 행위, 교육활동과 교수활동의 태도와 행위, 개인 소양과 

행위 영역의 중요성이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 차원에서 각 교과에서 통용된 교사교육표준을 반포했고 

2017년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 평가체제 또는 인증체

제가 도입되어 종합적으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는 국가 차원의 문서는 개발되지 않

은 현황이다.

교사전문표준과 교사교육표준 두 문서는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역할은 있지만 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 효

용성은 미흡하다.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에 인성교육 전문성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큰 저해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예비체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이 전

문적인 지식으로만 함양하고 있을 뿐 개별 양성기관에서 인성교육 전문

성의 핵심적인 영역인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중요한 내용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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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교육자

가) 교사교육자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부족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영향 요인의 탐색에는 

교사교육자(교수와 강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육자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 대부분 

교사교육자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자신의 역할과 및 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나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고,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인성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사교육자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사교육자의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규범 함양 수준의 불균형

으로 예비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실행 과정에서 좋고 나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사교육자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 능력의 부족의 이유는 예비체

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이론 지식과 실천 능

력의 분리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사교육자는 운동 이론 및 운동 기능 중

심적인 체육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 교사

교육자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재적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전통적인 교

과중심주의 교육관과 교과관으로 인해 인성교육 실천 능력은 많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기능　중심적인 예비체육교사 또는 운동기능　중심

적으로 가르치는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의

실에서 이루어진 교과목은 이론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실기 교과목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 습득을 위한 교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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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지식(PCK)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사교육자가 체

육교육과가 오래된 운동기능　중심적인 전통적 이념의 큰 환경과 맥락 

속에서 체육교과의 교육 철학이 신체를 통한 교육이 아닌 신체의 교육 

철학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성교육 전문성 면에서는 저희 학교가 창의적인 정책과 실행
이 없어요. 저희가 없으면 전국에서도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은 체육교과의 운동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운
동 지식 중심으로 학습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강조는 많이 하
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는 교과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를 일상화(常态化)하여 중요한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지
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저희 대학에서 이런 면에서 많이 노
력하기 시작했어요.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 가치를 발견하고 
스며드는 교육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이는 저희 오랜 시간
의 초중등 교육관 때문이죠. 오랜 시간의 운동기능　중심 교
과관 때문이죠. 또한 운동 기능을 나누어서 가르치면 당연히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되고요. 단순한 기능을 반복적
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이죠. 인성 교육은 환경을 조성하여 특정한 맥락에서 상황 학
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통적 교육관과 체육교과관 
때문이에요. 교사교육자도 전통적인 교육관과 교과관을 갖고 
있어요(MDH, 교사교육자, 면담).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교육자이죠.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에요. 사실 저희는 수업을 진행 할 때 교과서를 많이 참
고한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교과서를 거의 안　쓰거든
요. 다양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내용 선정과 실행 
과정도 많이 다르고 그렇다면 교사교육자가 수업을 진행 할 
때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인성교육이든 예비체육교사
의 인성교육 실천이든 교사교육자가 실행해야 하는데 현재 수
준 차이가 너무 큽니다(SZL, 교사교육자, 면담). 

저희 학과의 수업으로 봤을 때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대부분 교과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실기 수업은 대부분 교수님이 운동기능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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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행정화’에 의한 예비체육교사교육 소홀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 행정화’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대학 행정화’는 관료제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행정 권리가 대학 

안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钟秉林, 2010). 대학과 정부 사이(외

부)의 관계로부터 볼 때 ‘대학 행정화’는 주로 정부가 대학교를 통제하는 

것이다. 대학 안(내부)의 시점에서 ‘대학 행정화’는 주로 교사교육자의 

행정 권리와 학술 권리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많은 교사교육자는 내부

의 ‘대학 행정화’로 인해 학술과 행정 사이의 평행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부 관리 계층의 끊임없는 강화로 인해 교사교

육자가 지나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지나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교육자가 교육지식과 연구

능력이 뛰어난 교수진 이라는 것이다. 중국 행정 권리는 학술 권리에 개

입이 되고 학술 권리 또한 행정 권리로 확장 되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중국 대학의 환경과 맥락에서 바라 봤을 때 

교사교육자는 학과 관리자 직위가 요청하는 지나친 행정업무로 인해 예

비체육교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 

참여자 교사교육자 HHP은 교사교육자와 학과 관리자가 요구하는 이중

의 의무로 인해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학부 수업 진행 중에도 갑작스러

운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그는 연구에 집중하고 

싶었기에 좋은 교사교육자로서 훌륭한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꿈

이었기에 위치 갈등을 느꼈다.

오전 학부 수업이 A 교사교육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똑, 똑, 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싸인
을 받으러 왔습니다.” 한 학부생 이었다. 

“그래, 들어와” 교사교육자는 대답하였다. “무엇 때문에 싸인
을 받는데?” 

“학교 파견으로 시합을 나가야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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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자는 펜으로 싸인을 했고 학부생은 싸인을 받고 감사
하다는 말씀을 하고 바로 나갔다.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5분 후 “똑, 똑, 똑” 노크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다른 
B교사교육자 였다. B 교사교육자는 “수업이네요, 문 밖에서 
잠간 기다릴게요”하며 문을 닫는 순간 A 교사교육자는 “아니
요” 하면서 일어나서 서류를 받고 싸인을 했었다.

돌아서서 학생을 보고 “미안! 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의 상태
는 행정과 학문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교수는 
학생의 발전에 충실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 때문에 어렵다. 그
래서 현재 대학에서는 탈행정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와서 
싸인을 받으러 왔는데 급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네”(HHP, 교사교육자, 수업관찰). 

A 교수님의 인터뷰 약속은 월 1일로 잡았는데 그 분의 행정 
업무 때문에 7일로 미뤘다. 7일로 약속한 인터뷰가 한 주 이
후로 또 미뤘다. B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5일로 약속하여 진
행하기로 했는데 그 분의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미뤄졌다. 

드디어 명절 연휴가 지나고 인터뷰를 다시 잡았다. 인터뷰 진
행 중 B교수님은 긴급회의로 30분정도 자리를 비웠고 인터뷰 
중 인터뷰는 업무 노크 두 번에 두 번이나 중단 되었다. 분명
히 주말 이었다. 학과에 하루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된 인터
뷰 시간은 35분 정도였다(연구자 일지).    

3) 교육과정 실행

가) 양질의 교양 교과목의 부족

교양교육은 전문성 교육이 바탕이 되는 인간성 교육을 망라하고 전통

적 인문소양교육과 실용주의적 능력 배양의 융합을 지향하고 ‘실질적 

사고력’의 배양과 연습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손승남, 2011). 하지

만 교육부 직속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는 교양교육 교과목 수업에서는 

100명이 넘는 수강 인원, 체계적이지 못한 내용, 학점을 위한 수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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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공 및 개인 맞춤형 교육의 비구성 등으로 인해 교양 교과목에서는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넘는 수강 인

원으로 예비체육교사들은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개인에 대한 영향의 한

계가 크게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목의 내용 체계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억에 남은 것

이 거의 없었으며 개인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야

기를 나누었다. 예비체육교사들은 교양 교과목이 학점을 따는 시험　중

심적인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끝나고, 다시 수업에 앉아 있다가”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였다. 비록 최근 교육부에서 사상정치식 수

업(课程思政) 이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100명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수

업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질을 보장 할 수도 없는 것이

다. 또한 사례 중의 2개 사범대학은 예체능 학생들이 함께 수강을 함으

로써 전공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사상정치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교육과정 측면에서 개인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 교
과목이 있나요?

HSN: 중국 대학생들이 다 듣는 사상정치 교과목이죠. 모택
동, 마르크스 등 이요. 하지만 사실 이런 수업들은 그
냥 과정일뿐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아요. 100명 넘은 
학생들이 그것도 예체능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어떻게 듣겠어요. 뒤에서 자는 학생도 있고, 휴대폰 하
는 학생도 있고요. 교수님도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요. 

그냥 높은 점수를 원하는 학생은 앞에 앉아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제출하죠. 그냥 학점을 위
해서라면 뒤에서 앉아서 수업 끝나기를 기다리고요
(HSN, 예비체육교사, 면담). 

연구자: 덕성사범대학의 교양 교과목도 100명 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LS: 예, 그렇습니다(LS, 예비체육교사, 면담). 

연구자: 감성사범대학의 교양 교과목도 100명 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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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Y: 네, 예체능 학생들 중심으로 수강하고 있어요. 교수님
은 책임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예체능 학생들에 대
한 편견도 있었고요(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나) 일반교육학과 체육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 부족

교육부 직속사범대학의 양성방안의 ‘졸업요구’에 인성교육 실천 영역 

능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은 내재적 자질 영역(교육적 사명감 및 사회적 책임감, 교사의 도덕규범, 애국정신 및 

이상신념, 인격수양)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인성교육 실천 영역 능력 (인성교육 

관련지식 및 교수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실천 영역에서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과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들을 모방하고 교육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으로 상황에 맞춰 실천 및 함양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과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은 

거의 함양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각 사범대학에서 구성한 창의적인 실습 모델과 관리 모델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실천　 활동은 인성교육 실천 영역을 보조적인 

역할로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적 이고 전문적인 

인성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과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함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핵심적인 인성교육 실천 영역의 

예비체육교사 역량은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 유형에서 예비체육교사의 내재적 

자질은 교사교육자의 개인 차이로 인한 수준 차이는 있지만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인성교육 관련지식 및 교수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과목은 

일반교육학과 체육교육학 교과목이다. 하지만 3개 사례 사범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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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학 교과목에서는 모두 인성교육 관련 지식의 안내로 그쳤을 

뿐이다. 

따라서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영성사범대학은 정의적 영역의 지도안 

작성방법 안내로 그쳤고 덕성사범대학은 정의적 영역의 지도안 작성과 

국가교사자격증시험과 연결하여 안내해서 2개의 사례가 모두 인성교육 

관련지식을 가르쳤을 뿐 인성교육 교수능력과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의 함양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로 감성사범대학의 일반교육학 교과목과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몇 

시수를 배당하여 동일한 교사교육자가 정의적 영역의 교과 지도안과 교

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가르쳤다. 아쉬운 점은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과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에 관한 내용의 

함양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교사교육자 

HHP의 수업 관찰과 예비체육교사 LL의 면담을 통해서도 인성교육 전

문성의 실천 영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선생님은 대학4년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체육교사로
서 중학생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
떻게 습득했어요? 

LL: 제가 생각해 볼게요(1분). 인상 깊은 것이 없네요. 실기 
수업에서 운동기능을 어떻게 가르치야 하는지는 교수님
이 많이 가르쳐줬는데. 많이 실천도 해보고요.

연구자: 힌트를 드리자면, 체육교과에서 정의적 영역을 어떻
게 가르치는지? 또는 애국정신, 전통적 덕목 중의 배
려, 존중 등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LH: 아!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지도안 작성 과제가 있어요. 

몇가지 정의적 영역이 있잖아요. ‘심리건강’, ‘사회적응’ 

등이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배웠어요. 하지만 어
떻게 가르치야 하는지는 기억에 남은 것이 없네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30 초). 기억에 없네요(LL, 예
비체육교사, 면담).



- 237 -

연구자: 일반교육학 교과목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영역 
함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CHJ: 일반 교육학에서는 이론 지식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심
리학에서 청소년 심리 발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고요. 

훌륭한 교사교육자는 교사의 도덕규범이나 개인 도덕적 
품성에 대해 언급해주고요. 

연구자: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있나요?

CHJ: 인성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은 모방 외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CHJ, 예비체육교사, 면담).

다) 인성교육의 장으로서의 민족전통체육 교과목 활용 부족

중국의 민족전통　체육은 항상 국가지향중심의 하향하달식으로 강조되

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해나가는 고유한 전통이 있었다. 민족전통체육은 

중국 고유의 체육에 가장 적합하며 민족의 기상을 드러내는 전통이 있

다. 문무합일, 지덕겸비의 육예 교육은 물론이고 민족전통　체육을 통하

여 구체적으로 용기, 모험심, 노력, 희생, 배려, 애국 등의 인성 덕목들을 

항상 강조해 왔었다. 이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立德树人’과 동일

한 목표 지향을 가지고 현재도 예비체육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 민

족전통　체육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이

다. 

덕성사범대학 민족전통　체육 교과목은 ‘무술’, ‘무술전공이론 및 

실천’, ‘민족전통　체육　감상’, ‘무술문화　창조 및 발달’, ‘태극

권’, ‘산타아(散打)’, ‘민족전통체육개론’, ‘무술교수 및 훈련’, 

‘민족전통양생방법’, ‘중화무용(舞龙)’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성사범대학은 ‘무술’, ‘무술전공이론 및 실천’, ‘태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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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소프트볼’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영성사범대학은 

‘무술’, ‘무술 이론 및 실천’, ‘태극 및 양생’ 총 3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문제점은 3개의 사례 사범대학에서 민족전통　체육 

교과목이 많은 시수 확보, 학점 추가 등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교과에 내재된 인성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전통　체육에 관한 

역사, 기본 정신의 안내에서만 그칠　뿐 민족전통　체육의 운동종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교과목 특성에 조화롭게 융합

하여 학생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역량을 습득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자: 제가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선생님 대학에서는 
민족전통　 체육 교과목이 너무 많이 개설되었더라
고요. 혹시 민족전통　체육에 함의 한 인성 관련 내
용을 어떻게 습득했어요? 덕목이든지, 덕목을 가르
치는 방법이든지?

 LMY: 무술 교수님은 확실히 다른 교수님과 그 기질이 다르
기는 해요. 저희가 감히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부
족할 만큼 사부님으로 호칭해야할　만큼 저희는 정말 
제자 같아요. 인성에 관한 역사적 내용이나, 정기신
(精气神) 등 철학적 전통은 안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은 언급 한게 거의 없어요
(LMY, 예비체육교사, 면담). 

라) 교과목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과 실천역량의 연계성 부족

체육과 스포츠 활동이 인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위에

서 학교에서 체육 교과의 활동으로 인한 인성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실천이 진행 돼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에 많이 있다(教育部基础教
育司, 2017). 체육교과의 정의적 영역은 인성의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과정이 변천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

만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의 어려움, 정의적 영역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지도 방법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그 중요성의 비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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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실천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과　실천역량의 연계성 부

족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부

분별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로서는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 유형에서 예비

체육교사의 내재적 자질은 교사교육자의 개인 차이에 의해 함양된 수준 

차이는 있지만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과목은 일반교육학, 체육교육학 그리고 실기 교과목, 교육실습

이다. 

문제점은 일반교육학 그리고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소수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일반

교육학, 체육교육학에서 안내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실기 교과목과 교

육실습에서 인성교육 실천 역량으로 신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교

육학, 체육교육학 그리고 실기, 실습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실기 교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운동 기능 습득과 운동 기능의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두었을 뿐, 인성교육의 교수 방법이 자연스럽게 스

며드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체육교

사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도 마찬 가지다. 이 각 부분 교과목 유형들

이 하나의 전체로서 일관된 과정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저희가 양성한 예비체육교사는 모방은 잘 하는데 창의적 
역량이 많이 부족해요. 교사교육자가 지식을 가르쳤는데 현장 
교사가 된 후에는 창의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업을 창조하고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대상을 바꾸었
을 때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것이죠.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
데. 지금은 예비체육교사로서 전공 학생인데, 학교 현장에 나
가면 일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지식을 그냥 배우고 
모방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에요. 인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핵
심은 아직도 교사 양성의 교육과정 실행 문제에요. 교과목 간
의 창의적, 인성 함양의 연결성 부족이 문제점일 수 있죠
(SZL, 교사교육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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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실기 교과목에서는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이 포함
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배우고 있어
요?

LH: 아니요, 없어요. 저희 대학은 기능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
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티칭 수업에서도 구체적인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LH, 예비체육교
사, 면담). 

4)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부족

교육부 직속 3개 사범대학의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내

용의 ‘교과 인성교육 실천’을 살펴봤을 때 영성사범대학은 교과핵심역

랑,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위주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감성사

범대학은 교과핵심역량,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으로 나타났으며 덕성

사범대학은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위

주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는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 내용적

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소들이다. 문

제점은 언급한 ‘교과 인성교육 실천’ 요소를 함양하도록 하려는 노력

이 보이지만 예비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교과핵심역량은 기능

중심주의의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고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은 이론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체육교과의 정의적 영역의 중요성 강조 등

에서 그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수법 지도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은 특정한 수업에서 체

계적인 이론지식과 실천지식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사교육

자에 대한 모방과 관찰로 함양된 것이다. 때문에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

육 실천 역량 함양은 몹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는 자신

이 담당한 체육교과에서 교과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

법과 경로를 모색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교사교육자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자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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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는 적

극적인 참여 의지나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비체육교

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이 제대로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학교체육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오
래된 문제 즉 학생 건강문제, 다른 하나는 학생 인성교육이라
는 새로운 문제이다. 현재 건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성교육 문제가 추가 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학
생의 인격 양성(健全人格), 의지 수련(锤炼意志)을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체육에서도 이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
만 인지하고 있을 뿐 체육교과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
격을 양성하고 의지를 수련할 수 있을까! 이는 모든 학교체육 
관련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를 봤을 때 
제대로 탐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HHP, 교사교육자, 박사
과정생 수업， 참여관찰 노트). 

한편에 교육실습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멘토지도교사의 협의체 운영 부

족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3개 사범대학 사례 중에 영성사범대학과 감성사범대학의 교육실습 기간

은 2개월 정도이다. 덕성사범대학은 4개월로 시간이 가장 길다. 이 중에 

영성사범대학만 교육실습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예비체육교사 옆에서 멘

토지도교사와 함께 지도하고 있다. 특히 영성사범대학의 경우 지도교수

와 예비체육교사가 시골에서 한달　동안 같이 생활하고 예비체육교사가 

지도를 받는 과정이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다른 2개 사례의 사범대학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예비체육교사들의 현장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발달이 교수와 교사의 책

임 있는 가이드 멘토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습득한 교과목 지식이 지도교수의 부재로 인해 현장 실천적 지식의 함양

에 충분히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자: 교육실습 시간은 어떻게 되요?

CHJ: 두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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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과에서 분배한 지도교수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
시죠?

CHJ: 아니요! 학과에서 지도교수를 정해주시기는 해요. 하지
만 첫날에만 보고 거의 못봤어요. 학교 현장에는 안 나
왔어요. 

연구자: 거의 멘토지도교사가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CHJ: 네 멘토지도교사는 아주 좋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예비체육교사, CHJ, 면담). 

연구자: 혹시 교육실습 기간에 학과에서 분배한 지도교수가 
현장에서 멘토지도교사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ZSZ: 아니요. 저희 혼자 가서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와요(예비
체육교사, ZSZ, 면담). 

5) 예비체육교사의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부족

반성적 실천은 교사인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검토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전문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실천에 대한 자각과 심화에 의해 전문성을 발달시켜 나가야만 전

문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Sch�n, 1984; 조덕주, 

2011).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사례 중, 덕성사범대학에서는 예비체육교

사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 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범대학의 사례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수업 성찰과 능력을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적극

적인 수업 성찰 그리고 수업 성찰을 통한 창의적 인성 역량 함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서 성찰적 

자세를 지니고 체계적인 반성을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데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협동적인 성찰활동과 반성활동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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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　참여자 SZL는 현재의 예비체육교사 양성 문제점의 하나

로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의 창의적 능력과 창조력을 함

양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비체육교사가 체육교사로 채용된 후 

학습자의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자들의 수업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수업의 

설계뿐만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에서도 성찰 능력이 필요 한다고 강조하

였다. 예비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비판과 성찰이 이루어지

지 않는 한 창의력은 습득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의 문제점은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응용 할 
줄 모르는　것이요(不会学以致用). 학생 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교사가 되서도 모방하는 그대로 중등학생을 가
르치는 거죠.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고 창조를 못하는 것이죠. 

창의력도 없고. 그렇다면 가르치는 대상이 틀렸잖아요. 현재
는 전문적인 예비체육교사인데 향후 그들은 기초교육 단계에 
있는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배운 지식을 어떻게 응용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에요(SZL, 

교사교육자, 면담). 

6) 인성교육 평가 실행의 어려움

교육평가는 교육목표들이 실현되는 정도를 규명하는 과정이고(Tyler, 

1949)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에 도움

을 주는 것이며(Cronbach & Shapiro, 1982), 어떤 대상의 장점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Scriven, 1973). 몇 년 동안 실행된 중국교사

자격증시험에서 교사 인성에 관한 평가 내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나

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평가 실행 과정은 

여전히 수업실기능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대학에서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을 뿐 교사 인성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문서에서 교사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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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평가의 어려움으로 탐색되었다. 

교사교육자 MDH에 의하면 교사의 인성교육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

에 드러나 있어, 감성사범대학에서는 예비체육교사 양성방안에 명확히 

이 부분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의 평가가 어렵고 대책이 

없기에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교사교육자 XW도 같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다. 인성 평가는 너무 주관적이기에 그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인성교육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예비체육교사인 연구　참여자 LL은 교사 인성에 관해서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제가 교사 채용을 할 때는 이

론 지식과 다양한 운동기능을 중점으로 평가해요. 도덕적 품성과 인성교

육 실천 능력은 짧은 시간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평가도 할 수 없고

요”. 

국가의 ‘立德树人’ 교육 목표에 맞추어 저희도 인성교육, 교사 
도덕규범 등을 19년 양성방안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평가가 어렵고 대책이 어렵다는 것이죠. 평가
가 어려워지면 소홀하기 쉬운 것이죠. 저희 대학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　면에서는 더욱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MDH, 교사교육자, 면담).

첫째, 평가 실행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
행 할 방법도 드러낼 수 없고 둘째, 저희 교사교육자는 이것
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평가하지는 않아요. 체육과에서 도덕을 
평가할 지에 관한 필요성은 논쟁이 있어 보여요. 어떤 지표가 
있는지? 양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최종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도 없고, 주관적으로 평가 했을 때 맞는지도 확신 
되지 않고. 그래서 최종 성적에 드러날 수 없죠. 교육이라는 
본질이 도야의 과정이 자나요(XW, 교사교육자, 면담). 

제가 수업을 4년 수강 했는데 왜 인성교육 내용에 깊은 기억
이 남지 않은 이유를 고민해 봤어요. 첫째, 교사 채용 때는 
이론 지식과 다양한 기능을 참고해요. 도덕적 품성 그리고 인
성교육 실천 능력은 짧은 시간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평가도 
할 수 없고요. 둘째, 학과에서는 이론과 기능 그리고 교수방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시험 위주로. 저는 입시
제도의 산물이에요(LL, 예비체육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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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 개발 및 적용 부족

2. 교사교육자

 •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부족

 •  ‘대학 행정화’에 의한 예비체육교사교육 소홀

3. 교육과정 실행

 •　양질의 교양 교과목의 부족

 •　일반교육학 체육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 부족

 •　인성교육의 장으로서의 민족전통 체육 교과목 활용 부족

 •　교과목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과 실천역량의 연계성 부족

4.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부족

5. 예비체육교사의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부족

6. 인성교육 평가 실행 어려움

＜표 27＞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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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 방안

1) 체육교사교육 표준체계 개발 및 인성교육 전문성 추가

尹志华(2016)은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를 체육교사교육　 과정　 표

준, 체육교사교육　평가인증 표준, 체육교사　전문성　표준의, 체육교사　

교육 질평가 표준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은 2017년 체육교사

교육평가인증표준이 반포되었을 뿐 기타 3가지 표준은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온전한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가 구성되지 못한 실정이

다.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미국의 교사교육평가인증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NCATE)는 초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로, 1954년 설립된 이래, 미국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권위 있는 기관이고

(이옥선, 2011) 1987년 NBPTS협회를 설립하여 각 교과의 우수한 교

사전문성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20세기 90년대부터 TDA를 

설립하여 교사교육기관평가표준을 제정하였다(尹志华, 2016). 

따라서 중국의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을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에 융합하는 

것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육교수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한 

운동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능의 기초를 학생들에게 정확하

게 전달하여 그들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교과교수내용지식(PCK)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사교육 표준 체계를 개발하고 인성

교육 전문성 내용을 표준 체계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체육

교사의 전문성 체계에 인성교육 전문성의 추가로 교사교육자와 예비체육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인성교육 교수내용지식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응용하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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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교육자에 대한 노력 경주

가) 교사교육자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제고

첫째,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로 

교사교육자의 교육 철학 및 신념, 교육자 도덕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제

고 되어야 한다. 2018년 중국교육부는 ‘신시대 대학교사 교육자 직업

행위준칙 (新时代高校教师职业行为十项准则)’을 반포하여 교사교육자에 

대한 높은 인성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학생들의 인성교육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사교육자의 자질의 함양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교육자의 사회책임감, 사명감, 직업적 도덕행위의 수행이 예비체육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

사교육자는 애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도덕적 행위가 교사교육자의 

수업, 스터디, 강의 등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예비체육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스승으로서 

학생에 대한 배려, 품위 있는 언행, 교육적 신념, 학술적 태도, 사회적 

책임감이 예비체육교사의 성장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둘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실천적 지식을 양성하기 위하

여 체육교과의 인성교육 이론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교사교육자(双师
型)가 요구된다.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은 사상력 있는 실천

자, 통찰력 있는 연구자, 창조력 있는 혁신자이다(叶澜, 2016). 현재 교

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 체육교육학과 체육내용학 교과목 담당 교사교육

자가 이론만 가르치고 실기를 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실기 교사

교육자는 실기 교과목을 운영하고 이론 수업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

론 교과목 교사교육자 인성교육 전문성을 예비체육교사에게 함양 시키는 

과정은 이론 지식에 그치고 있다. 실천을 통하여 온전한 인성교육 전문

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기 교과목과 교육실습 과정에서 인성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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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식과 실천 능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보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

야 한다. 예를 들면, 체육교육학 교과목에서 체육수업모형(개인사회적 

책임감 모형)에 관한 내용지식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실제 축구 수업에

서 다른 교사교육자로 의해 실행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인성교

육 이론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교사교육자(双师型)로 인해 해결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론과 실기 교과목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교사교육자가 예비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형 교사교육자, 교사교육자 탐구 학습 공동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 운동종목 중심의 교과내용지도지식(PCK)을 가르치

고 있는 교사교육자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나) 연구형 교사교육자 확보 

연구형 교사교육자를 확보하는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

로 더욱 가능한 대안은 교사교육자의 집단적 성찰 연구공동체를 구성하

는 것이다. 체육교육과 전공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일반교육학, 체육

교육학, 체육내용학, 실기 등 교사교육자들의 연구와 실천이 공유될 수 

있는 집단적 성찰의 기회를 구성하여 연구공동체 모임의 장을 확보하여

야 한다. 교사교육자 자기교육연구(self study)를 진행하며 체육교사 인

성교육에 관한 관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육활동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기 위

해서 자신의 교육과 수업활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탐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靳伟, 廖伟(2019)는 중국의 교육가형　교사(教育家型教师)30)를 이상 

30) 교육자를 가르치는 장인(教书匠), 전문적인 교사(专业教师), 교육가(教育
家)로 가르치는 전문성의 낮음과 높음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가라는 표현
은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 또는 교
육자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문학가, 작가, 의학가, 군사가, 과학가, 교육
가 등 표현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나라와 사회에 높
은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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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념, 전문적 지식과 능력, 교육연구능력으로 요약했다. 이상 및 신념

은 심층적 가치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은 기본 요구이며 교육연구능

력은 자신을 개발하는 토대로 해석 했다. 덧붙여 교육가형교사를 양성하

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교사교육자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교육활동

을 진행하는 직업으로 교육가형 교사교육자는 이론과 실천 능력을 갖추

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자신의 

교육(수업)을 잘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교사 자신의 교육실

천을 탐구하고 확장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터득한 새로운 지식, 넓은 

시야와 심층적 안목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과 교육활동이 새롭게 개선될 

수 있다(강지영, 소경희, 2011). 연구형 교사교육자의 확보는 중국 예비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사교육자 ‘탈행정화’

‘대학교 탈행정화(大学去行政化)’란 현재 중국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행정화 경향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

학 외부에서는 정부에 의한 대학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이고, 대

학 내부에서는 행정력이 학술 연구에 개입하는 것자 줄이거나 없애버리

는 것이다(이성실, 2018). 중국의 대학은 사회의 학술 조직이 하나의 

권력의 장(权力场) 이다. 정치권력, 행정권력, 전문권력 등이 대학의 운

영과 활동 중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화(行政化)’ 경향에 

중국의 대학 권력 구조는 일원화(一元化)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의 권력 구조는 학술조직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고 대학의 학술 발전

에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대학교 탈행정화’는 대학의 행정 

권력과 행정 방식에 대한 개혁 요구이고 대학 권력 구조 조절에 대한 요

구이기도 하다(别敦荣, 冯昭昭, 2011). 

别敦荣과 冯昭昭(2011)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탈행정화’와 대학학술권력 관계 조절 (大学学
术权力关系调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사교육자의 학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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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대학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업무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훌륭한 교사교육자의 업무를 줄이고 수업 시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

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범대학에서 질 높은 

예비체육교사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학 탈행정화’에 의해 교사교육자의 학술 권리 강화 그리

고 학교 운영에 권리를 부여 하는 동시에 교사교육자의 탈행정화로 지

식, 기술, 태도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교사교육자들이 예비체육교사 영

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교육자(강사를 제외한 교

수)의 솔선수범으로 의해 그들의 교육 철학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풍토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에 

교사교육자의 연구 시간과 강의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학생 

지도의 시간도 확보하는 것이다. 교사교육자의 ‘탈행정화’는 예비체육

교사의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도 중요한 개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 개선

가) 교양 교과목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질 개선

교양 교과목 부분의 사상정치 교과목은 체육교육과 특징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을 통합해야 하며 수강 인원을 줄여 수업의 질을 향상해야 한

다. 우선 교양 교과목의 예비체육교사 수강 인원을 줄여서 수업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적절한 수강 인원은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교

사교육자와 예비체육교사의 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 협동 탐구식 수

업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교육자는 개인 맟춤형 수업을 실

행하여 학생 개인 인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학과 교사교육자들의 사상정치 교과목의 강의는 체육교



- 251 -

과와 예비체육교사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도덕적 토론

과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체육활동 중에서 긍정적

인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중요성을 수업계획에 통합하거나, 스포츠 경기

에서 폭력 사건에 대한 윤리적 사고 촉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애

국, 사회적 책임감, 존중, 배려 등 덕목을 체육교육적인 문화　환경에서 

상황을 설계하고 구조적 협력학습 형식으로 도덕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나) 일반교육학과 체육교육학 교과목 질 개선

첫째, 중국교육부직속 사범대학의 일반교육학 교과목의 개설은 적은 

편이다. 영성사범대학은 ‘현대기술교육’, ‘청소년학습 및 발달’, 

‘학교교육기초', ‘교사전문성발달’ 총 4개의 과목 8학점으로 5%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덕성사범대학은 ‘심리학’, ‘교육학’, ‘정보처

리 교수 설계 및 실천’ 총 3개의 필수 교과목으로 8학점으로 6%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 수업이 양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자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학 수업은 심리학과의 교육자가 

가르치고 있으므로 심리학의 이론지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비체육교사의 지식구조는 단순적인 심리학 이론 지식을 습득할 

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육활동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것이다. 朱旭东, 赵英(2018)은 일반 교육학의 이런 문제를 교육학

과 심리학의 교과지식만 습득할 뿐,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적 전문지식의 

함양 부족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비판 하였다. 이에 감성사범대학의 사

례를 참고로 일반교육학과 체육교육학 교과목을 동일한 체육교육학 전공 

교사교육자가 가르쳐 교육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

다. 

둘째, 일반 교육학과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인성교육 실천 영역 능력 함양에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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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과목이다. 일반 교육학 교과목의 ‘교육학’과 ‘심리학’은 

인성교육 지식의 내용 구성이 모든 유형의 교과목 중 가장 체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리학의 청소년 긍정적 발달, 교육학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 등을 체계적이고 중점으로 예비체육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

이다. 

또한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구체적

인 이론지식과 실천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체육교육학 교과목을 통해서 

체육교육과정에 드러난 정의적 영역을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학’ 수업의 경우 

최근 교수방법론의 추세는 “모형기반 체육교수”(model-based PE 

instruction)로서 다양한 체육교수모형들을 채택해서 수업의 전체적 과

정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모형, 스포

츠교육모형, ‘하나로수업모형’에 관한 이론 및 실천적 지식을 안내할 

수 있고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중국건강교육모형’에서도 포함된 인성

교육을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체육

교육학 교과목의 질을 개선하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 민족전통체육 교과목 활용

중화전통무술문화는 전통무술, 무술정신, 무덕수양, 건강, 방어, 탁월 

등을 함의하고 있다. 무덕(武德)이란 도덕과 선을 찬양하는 것이고 학습

자가 도덕규범과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민족전통체육의 내재적 

가치는 학습자의 심층적인 도덕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杨建营(2019)은 

중화무덕(中华武德)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중화전통무술문화는 신시대체

육발전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며 무덕의 핵심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인애(仁爱)의 마음을 성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

다. 따라서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과정에서 민족전통

체육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덕, 상무(尚武) 등의 내재적인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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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발견하여 민족전통체육 교과목에 유기적으로 융합해야 한다. 목

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과정에서 통합적인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2019년 반포한 ‘체육강국 건설 강요(体育强国建设纲要)’에서는 중

국체육의 국제영향력을 제고하고 중화무술로 ‘나가기(走出去)’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무술의 기법(技法)뿐만 아니라, 심법(心

法)을 중요한 문화적 전파 요소로 구상해 볼 수 있다. 학교체육의 무술 

교육자는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무술을 통한 학생 인격 양성을 구체적으

로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柴广新과 孙有平(2020)은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무술 교수전략 및 방법 설계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었다. 이는 무술 종목에서 예비체육교사 인성 실천 역량 양상에 

좋은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비슷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라) 교육과정내 각 교과목 연계성 확보

예비체육교사 양성의 프로그램 구성의 낱낱의 부분들, 즉 일반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실습 또는 교양 등 교과목들까지 모두 일

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들은 하

나의 전체로서의 일관된 과정으로서 연계해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물론이고 유기적으로 총체화된 뛰어

난 전인적 예비교사들을 양성해야 한다(최의창, 2018).

다행히 연구 사례 중의 영성사범대학 학과에서는 교육과정내 각 교과

목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통이 있

었다. 교사교육자 ZJX의 인터뷰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었다. 다만 기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쉽다.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의 중요성을 드러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한다면 예비체육교사의 

전인적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용을 교육

과정 각 교과목에서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연계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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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설계는 전체적인 구조이다. 최종의 목표는 중등체육
교사의 온전한 지식구조 및 역량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과
정 설계는 체육교과지식체계와 역량체계의 내부 및 외부 사이
의 논리적인 관계다. 정확하게 각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질 
및 전체 체계 중의 작용을 파악해서 이를 기초, 주요, 필수, 

선택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저희 체육교육과의 상황을 봤
을 때 개인적으로 각 유형 교과목의 가르침은 절대로 각 수업
교과를 분리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서로 받쳐주고 융통해야 
한다. 이론지식과 구체적인 운동종목 교수 및 가르침의 상호 
보완과 결합이 필요하고 실기운동종목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
로 응용 및 실천 그리고 실습을 통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 학과는 이런 점을 몹시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ZJX, 교사교육자 학과장, 인터뷰). 

4)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강화

가) 교과핵심역량의 인본주의 접근

2017년에 개정된 중국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학생 핵심역

량의 함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핵심역량을 올바른 가치관, 필수품격, 

핵심능력 세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역량을 지식 및 기능, 과

정 및 방법 그리고 감정 및 태도 목표로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체육 및 

건강 교과는 총론이 제시한 핵심역량 바탕으로 각론 수준에서 운동능력, 

건강행위, 체육 품성 및 덕성의 세가지 교과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중국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개념은 세계에서 지식, 기술, 성향을 수행함

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과 다름 없다. 최근 역량기반 교육환경을 강조하

는 사회적 추세에 성과행동을 강조하는 역량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

정과 일맥상통하다. 역량 이론은 행동주의심리학, 과학적 실증주의, 객관

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행동주의심리철학 및 행동과학 

분야의 역량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행동기반의 학습 메커니

즘, 수행력 변화, 목표달성 및 성과창출 등이 모든 교육현상의 핵심으로 

인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의식, 감정과 마음의 사태를 무시하므로 마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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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인성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다. 반면에 인본주의는 행동주의의 기

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차별성을 견지한다. 인본주의적 접근은 개인

의 발달을 이끄는 행동특성과 정서를 탐구하여 개인의 잠재역량을 자연

스럽게 드러나도록 안내한다. 비록 인본주의 연구도 어느 정도 외현행동

에 관심을 두지만 그보다 오히려 창의성이나 인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교육의 이해 방식의 시각으로 봤을 때 행동주의의 지식패턴은 

명시적 지식이고 인본주의 지식패턴은 암묵적 지식이며 내러티브 사고방

식을 가지고　있다(고요한, 2016). 

인간의 능력을 기르는 일은 인간내면의 핵심인 마음을 기르고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와 함께 수행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

성, 도덕의 함양을 통해서 핵심역량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한, 2016). 따라서 중국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도덕과 인성

이 있는 사람을 양성(立德树人)’하는 노력을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

다. 현재 중국의 핵심역량이 과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

움이 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울러 ‘체육 

및 건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핵심역량’이라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 다시 시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체육 및 건강’ 교과의 성격은 체 지 덕 미가 합일된 전인을 

키워 사회주의　건설자 및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

적이며 행동적으로 안내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예비체육교사교육에

서 교과핵심역량을 함양하려는 의도가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체육교육

의 영원한 이상을 위해 안내된 개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은 서로 알지하

는 바가 크지 않다. 특히 현재 실행하고 있는 2017개정 체육과 교육과

정에서 체육 품성 및 덕성 교과핵심역량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용구성에서는 여전히 운동기능　중심으로 되어있다(熊文， 2020; 서흠, 

오승현, 이기대, 2019).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을 의도한 체육교과

핵심역량은 행동주의 접근 방식으로 의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 함양에 큰 저항력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성교육자의 인본주의 접근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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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성흠 등(2018)은 인성교육자의 핵심역량을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접근법을 

‘지식’이라 하고, 인성교육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을 ‘기능’으

로 하며,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자의 개인적 특성을 ‘성

향’으로 정의했다. 이어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함양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예비체육교사들이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인재가 아닌 융합인재31)를 양성하는 것이고 그들이 융합이라는 버

거운 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불러 이르는 것이다. 

최의창(2018)은 ‘융합적 자질’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노력을 

운동소양(Sport Literacy)이라고 부른다. 최선을 다해서 지식, 기능, 태

도가 예비체육교사들의 몸과 마음에 안착되어 자라나도록 힘쓰는 것이

다. 마음을 우선으로 출발해서 완성한 수행, 올바른 체육교육을 총체적

으로 좋아하도록 하고 점점 자기 자신과 생활을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나

갈 수 있는 향유력을 기르는 것이다. 즉 체육교육이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체험이 자기 성장이 되도록 하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최의창, 2018)이라는 것을 깨닫게 심층적

인 본질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안목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체육교사가 인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성 프로그램에서부터 인성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

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로 교양 교과목 ‘사상도덕소양 및 법률기초’ 교과목과 덕성사범대학의 

‘덕육 및 학급관리’ 선택 교과목 외에는 교과목 면에서 ‘인성교육’

31) 고요한(2016)은 융합인재는 지식융합, 창조융합, 감성융합, 영혼융합 등
을 넘어 환경융합, 시간융합, 관계융합 등 다양한 의식과 삶의 차원이 포
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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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록 교양 교과목, 교과

교육학, 일반교육학, 민족전통체육 등 수업에서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인성교육’ 주제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

성된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이에 인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교

과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이론적 이해는 인

성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응용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설된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교과목의 경우, 초중등학생 대상으

로 가르치는 능력을 함양하는 인성지도보다는 예비체육교사의 개인적 도

덕 품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학교 현장 학생 대상으로 인성교육

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적 교육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교육과정 운

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성사범대학만 교과교육학 교과목에서 인성교육 

실천 능력 함양이 제대로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 직속 사범대

학은 체육교사로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지에 대

한 실천적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연계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내

용과 실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운영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이론적 접근은 물론,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인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주제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에 추가하고 교

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감성사범대학의 사례를 들자면, 연계성이 있는 

이론적 지식 교과목을 일관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교

육학 교과목의 ‘교육학’ 교과와 ‘심리학’ 교과를 교과교육학 교과목

의 ‘체육교육학’ 교과와 ‘체육심리학’ 교과를 동일한 교사교육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덕성사범대학 ‘체육교

육학’ 교과목의 운영 사례는 교사교육자가 국가교사자격시험 인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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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업에 융합하여 예비체육교사의 시험 실기와 면접 능력을 향상

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일석이조의 효

과를 달성하였다. 예컨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향상 시

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학생 인성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다)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 및 관련 교과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교육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과 체

험을 통해 학생 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폭넓게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

과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인성의 함양은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강조될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명준 외, 2011). 다양한 창의적 활동 경험은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

장하는데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 강화되어

야 한다. 중국의 정책 및 제도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

다. 사범대학 사례 중에서도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예비체육교사 

기본기능 시합, 야외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학교와 학과차원의 당위조직에서 이루어진 예비체육교사 체

험활동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비체육교사들의 참여 동기는 높지 않다고 

본다. 원인은 학생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적인 조직 및 실행 때문이

다. 따라서 재미있고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 필요하다. 예비체육교사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참여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 공동지역의 공동참여를 통한 지속적

인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참여

를 통한 인성 함양뿐만 아니라, 창의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

하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실천 영역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예비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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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사양성교육기관에서 인성교

육 관련 강좌를 상설화하고 필수로 개설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의 근본적 목표인 ‘立德树人’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회

가 체육교사의 직전 교육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라) 교육실습 지도교수 및 멘토지도교사 협의체 운영

현재 예비체육교사들의 현장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발달은 교수와 교

사의 책임 있는 가이드 멘토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실습관련 과목을 추가하거나 교육실습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예

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포함한 현장역량 강화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천 역량 발달은 교수와 교사의 

책임 있는 가이드와 멘토링에 의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

질적인 지도가 과목들 간에 연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최의창, 

2018). 

지도교수와 멘토지도교사가 함께 예비체육교사를 지도하는 상호작용에

서 지속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를 위

해서 사범대학 교육실습은 지도교수와 멘토지도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구체

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서 예

비체육교사들의 교육 현장 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 토의가 이루어지고,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사례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영성사범대학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협의체 운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 학생, 교사”의 삼위일체로 시골 단체생활의 상호작용에

서 예비체육교사의 교육적 감수성, 사회적 책임감, 교사도덕규범, 체육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탐색되었다. 기타 사범

대학에서도 교육실습 지도교수와 멘토지도교사가 함께 예비체육교사를 

지도하면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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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체육교사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강화

본 연구에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은 거의 개설되어 있지 못했다. 교사로서 자신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하는가? 자신의 인성을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학생

의 인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설 과목에서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반성적 수업 성

찰 능력 함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도 현재 운영된 인성 함양 관련 교과목과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서 예비체육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 교양 과목, 교과교육학 과목, 일반교육학 과목, 내러티

브 사례 등을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여 인성교육에서의 반성 성

찰 능력 함양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반

성적 실천을 초점으로 하는 실제적인 예비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교양 교과목에서의 ‘사상정치식 교

육(课程思政)’이라는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의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

목들이 반성적 성찰 영역들을 포괄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자신의 수업활동을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과정을 통하여 계획

하고 실행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순환

적 싸이클(cycle)이 진행되는 반성적 자기수업탐구(reflective 

self-study)능력이 습관화되어야만 한다(이혁규, 심영택, 김남수, 이현

명, 2012).

예를 들면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교양 교과목의 

영역들이 다양한 인성교육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교사들

의 적극적인 반성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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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3). 교사교육자는 ‘사상정치 수업(思政课程)’의 인성교육 영

역을 점검하고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 과정에서 교양 교과목의 

특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중화민족전통문화, 체육

교과의 실천 활동적이고 단체활동 중심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인성교육 

내용에 대한 반성기회로 확보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포괄적 지식의 

습득 그리고 전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반성 습관을 촉진하

여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6) 예비체육교사 인성 평가 실행

교육은 평가기준에서 그 콘텐츠와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

다.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가? 이 의문에 많은 교육자는 인성교

육 평가의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곧 불가능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체육교사 인성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목표와 내용 설정, 평가 방법 선정 및 실시, 평가 결과

의 분석 및 해석 등의 종합적인 인성교육 전문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의 도덕성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성 있는 평가를 실행하고 맞춤형 평가를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의 목표, 내용 및 교수 학습 방법과 연계하여 평가 준거와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법 및 도구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선택형과 

서술형을 포함한 지필 평가, 행동 관찰, 자기 보고, 구술 및 논술 평가, 

포트폴리오, 토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상호 평가 등 도덕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정창우, 2013). 김국현 등(2013)은 인성 

평가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찰학습, 토론학습, 논술학습, 협동학

습, 봉사학습, 프로젝트 학습, 포트폴리오, 스마트 기반 탐구공동체 학습, 

철학　상담 등 총 9가지 방법을 평가 기준, 영역, 도구 등 다양한 구체

적 실행 과정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교과목별 주제에 대해 평가하는 일

반적인 평가만으로는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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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인성교육 평가를 정책적으

로 마련하여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성교육도 교육
활동의 하나인 만큼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다만 그 평가의 대상이 쉽게 정의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양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더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인성교육은 당연히 
평가를 수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김국현 등, 2013: 

38-39).

7)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성교육 공동체 문화 풍토 구성

최근에 중국 사회적으로 공공도덕의 부족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

다. 이는 중국의 초중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의 인성교육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인성교육 연계성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인성교육의 저해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과 학교, 지

역사회간의 인성교육 연계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

육과정 운영 전반과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양성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실천해

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수행은 교육방법을 참여자 중

심, 문제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수행해야 하고 예비체육교사 자신의 인

성에 대한 안목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박균열, 2015). 예비체육교

사가 인성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교수의 모든 활동에 인성교육이 녹아들 

수 있고 이것을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 자원으로 작동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체험활동, 체육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국가기

념일활동,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실습, 교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멘토

링 제도의 운영, 교사간 상호 학습공동체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서 바람

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가 예비체육교사가 인성교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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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함양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박용남(201８)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학

교 운영 사례를 탐구하였다. 인성 친화적 환경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과

활동, 비교과 신체활동, 가정 및 지역 연계, 교사 참여, 시설 및 행정의 

구성요소 아래 하위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 가정의 공

동체성 회복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교육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서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성

사범대학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 관련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체험

활동 등에 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졸업생의 학부모를 대표로 초청하는, 학

부모 탐방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다양한 형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문

화 기념관 탐방 등 사회 실천 활동으로도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대학이라는 곳을 인성교육을 위한 풍토와 문화의 핵심으로 이루는 것

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함양하고 마음껏 향유하는 곳을 마련해

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의 행사, 공간과 시설에 더해 학과관리자와 교사

교육자 그리고 직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시민과 사회 분위기, 가정 차

원에서의 부모님 등이 훌륭한 예비체육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

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서양교육의 모태이자 이상, 현대 민주

주의 교육의 모범을 보인 아테네는 생활환경 자체가 바로 이러한 교육의 

장이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 아이는 일찍이 세계가 알고 있던 가장 훌
륭한 예술작품이 길 이쪽저쪽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
게 된다. 매일 매일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쟁점의 결정에 자신이 한 몫을 담당할 수도 
있다. 봄이 되면, 그는 디오니소스 극장의 지정석에 앉아서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비극시 경연대회의 비극 공연을 아침부
터 밤까지 관람할 수 있다. 분명히, 역사상 어느 시대도 청소
년들에게 이토록 풍부하고 다양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
하였다. 그야말로 삶이 곧 진정한 교육이었던 적이 일찍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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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교사교육 표준체계 개발 및 인성교육 전문성 추가

2. 교사교육자에 대한 노력 경주

•교사교육자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제고

•연구형　교사교육자 확보

•교사교육자　탈행정화

3. 교육과정 개선

•교양 교과목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질 개선

•일반교육학과 체육교육학의　교과목 질 개선

•민족전통체육 교과목 활용

•교육과정내 각 교과목 연계성 확보

4.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강화

•교과핵심역량의 인본주의 접근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 및 관련 교과 개설

•교육실습 지도교수 및 멘토지도교사 협의체 운영

5. 예비체육교사의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강화

6.  예비체육교사 인성 평가 실행 

7.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성교육 공동체 문화 풍토 구성

＜표 28＞ 개선 방안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당시의 아테네가 바로 그런 경우였
다. (W. Boyd, 서양교육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자하는 풍토와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사회통합 실

천이 필요하다. 양성기관에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협렵

젹 파트너쉽을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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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 결

과의 논리적 구조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의 변혁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중국의 

교육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교사전문성의 체계와 내용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교사 효능감’, ‘교수 전문성’, ‘수업 전문성’ 

‘교과 전문성’, ‘교사 전문성’ 등 국외의 학술계와 비슷한 개념이 

중국　내에서 나타난 현상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함의는 사회적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개념의 제시는 바로 산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지식과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교과중심주의’ 현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교사전문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

적인 구조라는 특징을 지닌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중국　밖의　학술계에서 기능중심교사교육(competence 

based teacher education)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사전문

성의 도덕관과 교사로서의 내재적 자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 교

사교육에서는 심성(teacher disposition)을 교사전문성의 중요한 차원으

로 강조했고(Diez, 2006), 일본에서는 임용 전 반드시 인성교육에 관한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교

사 인성교육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국가　법제적 차원의 교사인성　

함양, 연수를 통한 교사인성　함양, 예비교사대상으로의　인성　함양(박

남기, 2012), 현직체육교사로서의 인성 함양(이기대, 2019； 정현수, 

2019)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김하연(2017)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을 정의하며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김하연(2017)은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내면적 자질, 인성교육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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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내면적 자질 영역의 구

성요소를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으로，　인성교육실천 영역은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으로, 환경조

성 영역을 인성친화적 교실 및 학교풍토 조성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檀传宝(2005, 2007)가 최초로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教
师德育专业化)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도덕교과와 담임교사가 학생의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성을 기타 교과에서도 학생

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檀

传宝(2005, 2007)는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용 요소를 전공 윤리요

소, 인성교육 인지요소, 인성교육 지식요소, 인성교육 실천능력요소를 포

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맥락에서 최초로 중국에서의 교사 인성교육 전

문성 실천현황을 경험 연구로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는 예비체육교사에 

주목하여 중국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현황과 문제점 그

리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체육교과 예비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체육교사 인성교육에 기초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에 대한 최근의 높아진 관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은 ‘교육

철학 및 신념’, ‘개인　도덕적　품성’, ‘교과 인성교육 실천’, ‘애

국지(爱国志)’로 나타났다. <그림 36> 참조.

중국에서는 덕육(德育)을 대덕육과 소덕육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

다. 대덕육은 사상(가치관)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심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鲁洁, 王逢贤, 1994; 舒也, 1999).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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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

덕육은 순수한 도덕교육이다. 건국 후의 중국 도덕교육은 그 목적을 정

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의 덕육과 정치는 도덕교

육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며 과거 도덕교육이 정치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덕육뿐만 아니라 대덕육의 특징도 포함되

어 있다. 이에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내용의 교사 도덕규

범과 애국정신에는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는 중국의 도덕교육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상신념과 사회적 책임감: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한다.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옹호한다. 중화우수
전통문화 발달, 혁명문화 계승,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사회
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및 실천, 문화자신 등을 강화한다. 중
국특색사회주의, 국민행복, 민족부흥, 사회발달에 헌신해야 한
다(2017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양성목표).

아울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 하위 요소 중 ‘교과 핵심

역량’,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신념 및 교육적 감

수성’, ‘사회적 책임감 및 교육적 감수성’, ‘교과 인성 교육 교수 

능력’, ‘교과 인성 교육 관련 지식’, ‘애국정신’ 등의 교사로서 인

성교육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측면에서 제시한 교사 인성교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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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교사 인성교육　소양, 교사 인성교육　능력 등 내용 요소에서 

강조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戴锐; 1998; 段鸿, 张兴, 2000; 

檀传宝, 2007; 김하연, 2017). 특히 예비체육교사　인성　함양을　위하

여　2017년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일반 고등학교 사범계 전공인증 

실행방법 일시’에 명시된 예비교사 졸업요구 사항의 교사도덕 실천, 교

수방법 습득, 인성교육 방법 습득, 자기 발달 영역의 하위범주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사례연구를 통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의 탐

색은 비도덕 교과 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비교사 인성교육을 수행하려는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 

맥락에서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중요성을 드러내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체육교사 전문성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체계적 이론 연구가 수행 되었고(黄爱峰, 2005； 宋会君, 2005) 체육

교사 전문성 영역의 직업윤리 및 도덕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체육교사전

문성표준의 구성에 관한 연구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체육교사전문성

표준 영역에서 전문정신(尹志华, 2014), 전문 품성(董国永, 2014), 올

바른 체육교사 철학(赵进, 2011)등의 용어로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의 하위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예비체육교사교육 단계에서도 전문성 

함양 개선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李芳, 2016；凌晨, 201

7；张赫, 2017). 그러나 다양한 체육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 교사의 전문성 지향은 운동

기능　중심적인 기능과 지식의 중요성을 선호했을 뿐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교사의 전문성 내용이 초점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다. 특히 체육교사

로서 인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는 역량에 관한 연구는 거

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와 대조되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체육교사가 학생 전인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체육교사 사고과정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지적 내용 영역뿐만 아니라 

실천적 내용 영역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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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

2.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에 관한 논의

본 연구 결과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방식은 3개 사범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사상정치식 수업 운영’, ‘체험활동’ 그리고 ‘환경 

조성’ 위주로 나타났다. 각 사례의 특징과 연구 참여자의 특징에 ‘국가교

사자격증 시험’과 ‘민족전통 체육’ 등도 중요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림　37＞ 참조.

교육과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교양, 일반교육학, 체육교육학, 체육내용

학, 실기, 교육실습으로 탐색되었다. 이 중에서 교양 교과목들은 국방교

육과 사상정치 수업 위주로 구성되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다. 교양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지적 도덕을 함양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과목 양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순수도덕(소덕육)에 관한 교과목 개설은 굉장

히 적은 편이다. 이어서 체육교육학 교과목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에서는 체육교육

학을 교과　교사교육과정(学科教师教育课程)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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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과목은 주로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철학, 교수 이론과 실천 지식, 

가르치는 방법 위주의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체육교육

과정론’, ‘마이크로　티칭’, ‘중학교 교재 및 지도법’, ‘체육교수

이론’ 등이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선택 교과목으로는 ‘학교

경기 조직 및 관리’, ‘운동처방 이론 및 응용’, ‘체육 측정 평가’ 

등이 개설 되어 있다. 이 중‘마이크로 티칭’, ‘체육교육과정론’, 

‘체육교수이론’　등　필수 교과목이 체육교육학 유형 교과목들 중 예

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张赫, 2017)은　교과　교사교육과정(学科教师教育课程) 유형으로 개

설된 교과목들의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학점 비중이 작

고, 시대에 뒤떨어져 내용 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교수 과정에서의 실

천에 대한 관심 또한 없다는 것이다. 张赫(2017)의 지적은 예비체육교

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을 고려하여 교과목의 구조를 조

정한다면, 교과 교사교육과정 유형 교과목에서 인성교육의 함양 가능성

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3개　사범대학의　사례　연구　결과. 중국 교사교육의 고유한 특

징인 ‘사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 운영은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

문성 함양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세계의 그 어떤 나

라, 지역, 학교라도　인성교육이 완전히 순수한 교육 행위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역 특성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교육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민족, 지역 전통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각 민

족, 나라, 지역의 인성교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劳逊, 1996). 중

국은 세계서 유일하게 (중국 특색의)사회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

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고등학교 사상정치 업무의 질 제고 프로

그램 실행(高校思想政治工作质量提升工程实施纲要)’을 반포하여 ‘사상

정치식 수업(课程思政)’의 목표를 위한 수업교수개혁을 명시하였다. 

‘사상정치식 수업’은 모든 커리큘럼이 사상정치교육과 인성교육을 융

합하여 학생들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면을 구축하는 것이다(高德毅, 宗爱
东, 2017). 실제 조사 결과, 예비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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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체험활동, 경기활동, 당원활동, 인터넷활동 등의 여러 활동이 

사상정치식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인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상정치식 수업’의 운영과정(실천활동, 교육

과정, 인터넷기술)이 적절하게 설계되면 예비체육교사의 인성 함양에 좋

은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夏贵霞, 舒宗礼, 2020)는 것이 방증되었다. 

‘체험활동’도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방식 중의 하나이

다. 연구 사례의 사범대학들은 봉사활동, 당원 활동, 경기 활동 등을 통

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사범대학의 체험활

동은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면서 기존

의 교과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체험활동을 통한 배

려, 나눔의 실천 등으로써 예비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시행

하고 있었다. 사실　체험활동이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양승실, 2011; 이명준, 2011). 체육교과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예비체육교

사 인성함양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우

(2015)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단위 학과 실정에 맞는 체험활동의 편

성, 예비체육교사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에의 고려, 즉흥적이 아닌 

치밀한 사전 조사/계획/운영/평가 시스템으로 잘 조직된 체험활동 과정

을 맞춤형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3.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요인에 관한 논의

가．　촉진 요인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인적요인’, ‘교육과정 요

인’, ‘환경 요인’, ‘체험활동 요인’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３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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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영향　요인

첫째, 교사교육자는　인적　요인의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들에게는 인성교육의 개념이나 관련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는, 바람직한 언행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인성교육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교육자의 예비체육교

사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교육자의 ‘솔선수범’, ‘심범과　기법　전문성’, ‘학생들과의 긍

정적 관계’ 등의 세부 요인으로 미루어볼 때, 교사교육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학생들과의 긍정적 태도가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성흠 외(2018)는 모범사례로 특색을 이룬 학교의 특징으로 학생들

이 교사와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학교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모범 교사와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에 있어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의 중요성은 

이미 Croner(1984)에 의해 강조된 바 있는데, 이러한 관계성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온정’과 

‘감정이입’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

계 유지는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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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친구 또한 인적 요인의 중요한 영향으로 기능했다. 기숙사 친

구와의 상호작용이 생각 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생

활에서 친구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배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은 대학의 교육의 정식 프로그램으

로 인지되고 있지 않지만,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인성교육의 전문성 함양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체육교사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은 도덕적 인지, 도덕적 

판단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역동적인 작용을 하였다. 즉 같은 기

숙사에서 생활 하면서 유사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소속감과 책

임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성 발달에 있어 교사와 학생의 

교류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교류를 강조한 Vygotsky(1978)의 이론 설

명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셋째, 교육과정 또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교육과정을 교양, 일반 교육학, 체육교육학, 

실기, 교육 실습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탐색했다. 교양 

유형 교과목은 사상정치 교과목과 군사이론 교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대

덕육 중심의 인성 함양을 위하는 동시에 소덕육의 함양도 꾀하고 있었

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인성교육 이론 지식과 실천 지식이,　체육교육학

에서는　교과핵심역량과 교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이 함양되었다. 교육 

실습 과정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멘토지도교사와　

실습지도교사의　영향과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성이　함양되

었다. 아쉬운　점은　결과적으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내면적 자질 영역인 

교육 철학 및 신념과 도덕적 품성 내용 요소가 함양되었을 뿐 실천적 영

역은 거의 함양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체육교육학과 

실기 교과목은 실천적 영역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함양되어야 하는데 그

렇지 못하고 있고 전체 교육과정 또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실정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론중심, 현장실천 부족, 교과목 간의 연계성 부

족, 교사교육자의 공통적인 이념 등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비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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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Feiman-Nemser, 1990; Zeichner & Gore, 1990). 특히 현재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구조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된 문

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

양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전체의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성과 연결성이 높

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　

넷째, 체험활동이 인적교육 전문성 함양 촉진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

다.  사례들의　연구 결과에서 개별 학교들은 교과목을 학습하는 것 이

외에 교과 외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 참석, 사회 봉사활동, 

기념일 활동, 당원 활동 등이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의 영향 요

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활동, 지역사회 여

러 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과정 경험을 통해 예비체육교

사들은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는 반성적 사고 방법, 인성 함양 교육의 한

계를 넘어 특정 맥락의 상황을 통한 경험을 체화할 수 있었다. 이명준 

외(2011)가 말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이 3개 사범

대학의 사례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저해 요인

첫째, 중앙집권 하향하달식 교육 시스템 특성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

고, 이는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는 저해 요인으로 탐색

되었다. 사실　중국의　중앙집권　하향하달식 교육 시스템은　모든 사범

대학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중앙집권 시스템은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프로그램을 모두 동일하게 운영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프로그램은 2003년에 반포한 ‘전국 일반　고등학교 체육교육 

전공교육 과정 방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양성목표, 양성 규격, 전공수

업 및 시수분배 등을 모든 학교에게 동일하게 강조한다. 특히 교양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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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이런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사상정

치 수업 교과목들의 거의 동일한 개설, 체육교육학 유형의 교과목이 교

과 교사교육과정(学科教师教育课程)으로 개설 교과목 유형과 시수분배등

이 명확한 규정, 전공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운동종목 교과목들

이 동일하게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점은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

거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표준화에 언제나 따라붙게 되는 맹점이다. 

제도의 표준화는 각 사범대학의 예비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비슷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사범대

학에서 비슷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교육부 직속 사

범대학 양성 방안에 관한 분석 연구(刘立军, 2010; 潘涛, 2012; 韩志

芳, 2015; 尚伟, 2016)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정부가 새로 개정된 ‘전

국 일반　고등학교 체육교육 전공교육 과정방안’을 제시하지　않은다면 

현재　각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서 예비체육교사　양성　방안을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성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다 전

문적인 교과목 개설을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에 반포한 ‘일반 고등학교 사범계 전공인증 실행방법 일시’

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구체적인 환경에 기반한 교육

과정 설계와 교과목 개설 반영은 아주 어렵다. 

졸업요구사항: 교사도덕 실천 영역의 교사 도덕규범, 교육적 
감수성. 교수방법 습득 영역의 지식융합, 교수능력, 기술융합. 

인성교육 방법 습득 영역의 학급지도, 학생 종합육성. 자기 
발달 영역의 자발적 학습, 국제적 시야, 반성적 연구, 의사소
통 및 협동 (2017년　일반　고등학교 사범계 전공인증 실행
방법 졸업요구사항，　현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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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함양　방식의 ‘사상정치식 수업’이 예비체육교사의 순수 도덕 

교육 함양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1949년 건

국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정치화경향은 타국에서는 분

리되어 있는 인성교육과 정치교육을 동일시하는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의 인성교육은 건국 후에 정치교육과 사상교

육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10년간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이런 현상

은 더욱 심각해졌고, 1994년 ‘몇 가지 의견<若干意见>’의 반포가 중

국 학교도덕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도덕교육은 심리소질, 법

교육, 사회공공도덕교육, 국민의식교육, 환경보호교육 등으로 확장되었

다. 현재　도덕교육은 대덕육과 소덕육으로 구성되어 사상교육, 정치교

육, 도덕교육, 심리교육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덕적 목표

와 정치적 목적의 혼돈 현상을 지적하는 연구(劳逊, 1996; 杜晓雯, 

2018)가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에는 대덕육과 소덕육의 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상정치식 수업’을 통한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은 시민성, 

애국지, 공동체의식 등의 인성 요소의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동시

에 당에 대한 정치적 옹호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성장, 사회적 안

정, 국가 안전과 영토안정 등을 위한 인성교육(대덕육)도 중요한 가치이

다.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최근 더욱 부

각되고 있는 중국의 청소년 범죄 및 심각한 사회공공도덕(公德) 문제(정

직, 겸손, 배려, 존중)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생 교

육을 위한 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소덕육 중심)에 초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성교육은 소덕육을 위한 순수

교육에 초점을 두어 교사와 학생의 반성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인성 등 인성 요소의 보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동기능　중심’ 사고방식을 가진 교사교육자 또는 인성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교육자 또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저해 요인이다． 우선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에게 인성교육 전문성

을 함양시키려면 학생들이 수업 절차와 수업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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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각각의 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각각의 운동 종목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

성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교육자가 여전히 체육을 

‘운동기능　중심’으로 이해하고 학생 인격을 소홀히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교사교육자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부족은 예비체육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에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인성 함양

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교육자의 경우 인성교육 함양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교사교육자와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 결과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문제점은 체

육교사교육 표준체계, 교사교육자, 교육과정 실행, 인성교육 실천 역량 

함양 부족, 예비체육교사 반성적 수업 성찰 능력 함양 부족, 인성교육 

평가 실행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교사교육

자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모든 내용과 세부적인 영역에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인성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의 핵심인 

인성교육은 교육자에 결정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든, 예비교사를 양

성하는 교사교육자든 마찬 가지다. 이에 교사교육자 중심으로 인성교육 

함양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첫째, 현재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을 함양하기 위한 교사교육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

의 부족이다. 이는 체육이 ‘엘리트경쟁중심주의’, ‘운동중심주의’의 

오래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이 체력, 건강, 운동기능 숙달

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온 오래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실제로 기술, 

전술, 규칙을 배우는 것을 운동을 배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다. 교사교육자가 오랜 시간동안 이런 방식으로 예비체육교사를 가르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의창(20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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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기법적 차원과 심법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중층구조로 해석했

다. 즉 운동을 잘 가르치는 능력은 운동의 기술, 전술, 규칙적 측면을 직

접적으로 잘 전달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운동의 전통, 정신, 안목적 측면

을 간접적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차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교

육자들이 소홀히 여겼던 체육의 심층적 측면을 인지하는 것, 이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가 솔

선수범하여 운동기능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한 정직, 공정성, 성실함, 존

중과 배려 같은 인성을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러한 많은 덕

목을 체육교과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교사교육자의 체육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실행, 이를 토대로 한 체육교육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예비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도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원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전

문성 문제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첫째, 교원 양성기관 프로그램과 

학교 현장과의 낮은 연계성. 둘째, 가르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교양,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

과목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미흡, 넷째, 교육실습 기간의 부족과, 교육

실습　내용의 비체계성이 그것이다(김병찬 등, 2018; Darling-Hammo

nd, 2006). 현재 중국 예비교사 양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문제는 교육과정　

구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적절한 예비체육교사 인

성교육 중심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인성교육 협동 공동체 구성이 예비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중요한 해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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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현

재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

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첫째,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셋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첫째, 현재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내용은 특

정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을 충분

하고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 철학 및 신념’, ‘애국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개인 도

덕적 품성’, ‘교과 인성교육 실천 능력’ 내용이 부수적으로 포함되고　

있었다. 중국 인성교육이 정치교육과 애국정신이 포함된 ‘대덕육(大德

育)’과 순수 도덕(배려, 정직, 겸손)으로 대표하는 소덕육(小德育)이　

포함되고 있는데, 대덕육과 관련된 함양 내용에 편중되어 있었다. ３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연구 사례의 경우 예비체육교사교육 과정에서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내용 영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고 있고, 인성교육 실천 영역의 함양이 경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노력이어야　

한다. 지금 중히 여겨온 건강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사람됨의 교육

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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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함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교육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또는 실기　종목을 실천하는 과

정에서 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내용의 실천 영역 중요성이 더욱 드

러나게 된다. 예비체육교사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실천 영역이 

반드시 요구되어 균형 있는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이 함양 되어

야 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인성교육과 학습에 관한　

이론적 틀과 다양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 요구된다.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은 ‘교육과정’, ‘사

상정치식　수업(课程思政)’, ‘체험활동’이　３개의　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함양된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각　

사례　사범대학의　일반교육학, 교양, 교과교육학, 실기, 교육실습을　통

한　 교사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이다. ‘사상정치식　 수업’은　 모든　

커리큘럼이　사상정치교육과　인성교육을 융합한 교육 방식이다. ‘체험

활동’은 명절 기념일 활동, 사회 봉사활동, 당원 활동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방식이 범주화 되었지만 인성교육을 위

한 이론적 틀과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

황학습이론은 문화와 공동체를 이루는 전문직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적

절하다.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모델인 상황학습 이론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통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적의 책무와 기술을 갖춘　

전문직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이론(이론적 프레임)이다(Maudsley & Str

ivens, 2000). 상황학습 이론의 인지적 도제교육, 협동 학습, 성찰, 실

천과 학습 기술의 연계를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은 방식 측면에서 인성교

육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수 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체육교육학’과 ‘실기’의 교과　

인성교육 이론과 실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성교육 전문성 실천　

영역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함양 방법으로는 서사적인 체험, 체육교과 인성교육 특성 내용의 발견과　

적용, 하나로수업 모형, 개인 및 사회 책임감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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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용이 요구되고, 민족전통 체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 중심　

통합적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의 영향 요

인은 ‘인적 요인’, ‘교육과정 요인’, ‘환경 요인’, ‘체험활동 요

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교사교육자가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의 모든 내용과 세부적인 영역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인성교육의 질

은 교사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의 핵심인 인성교육은 교육자에 의해 결

정된다. 교사교육자의 솔선수범은 보여주는 지식, 태도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가르치는 직업의 전문직으로서의 사고 과정

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과 전문직다운 행동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런 과정은 교사교육자의 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 학교 생활의　

곳곳에서 보여줄 수 있다. 교사와 의사 등 많은 전문직에서는 이미 롤모

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최의창, 2010b;　R. L. Cruss & Cr

uss, 2009). 교사교육자가 하는 일에 열정과 열의를 보이는 행동은 예

비체육교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좋은 롤모델을 제공

하는 것은 전문직업성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수 적이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각 교과목내 연결성을 개

선하고, 온 사회, 온 가족, 온 학교가 함께 작동되는 인성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이라는 곳을 인성교육을 위한 풍토와 문화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비교과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는 온 학과, 온 사범대학 전체의 일관된 비전과 노력 경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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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교 차원에서의 행사, 공간과 시설에 더해 학과관리자와 교사교

육자 그리고 직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시민과 사회 분위기, 가정 차원

에서의 부모님 등이 훌륭한 예비체육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즉 사범대학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

성 함양을 위한 문화 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제언

지금까지의　결과와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

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마지막 장에서는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가. 실천적 제언

첫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실행하는 주체자 교사교

육자를 위해 체육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중요성 인지와 인성교육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결과에 의하면 교사교육자는 예비체육교사의 모든 인

성교육 전문성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체육교사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교육자가 인성을 중요

하게 인식해야 하고 교사교육자 자신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자가 체육교과에서도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하

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사교육자가 직접 인성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능력 부족에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교육자에게 다양

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책 개발 및 지원, 교사교육자의 

모임을 활성화 하는 협동공동체적 노력, 셀프스터디 등을 통하여 교사교

육자의 인성교육 중요성 인지와 인성교육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제대로 함양하기 위하여 인성

교육 중심으로 체계성과 연결성이 높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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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결성은 학년 내에서 과목군　간의 상호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구

체적인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작동 될 수 있게 안내 및 제공 되는 것이

다. 교양, 체육교육학, 체육내용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 교과목 군이 

수평적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과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과 차원에서 4년 동안 효과적인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예비체육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설계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비체육교

사는 이론 지식, 실천 능력 그리고 현장 실천 경험이 일관성 있게 운영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체육교과에서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수내용지도지식

(PCK)을 함양할 수 있다. 예비체육교사는 교사 철학 및 신념, 개인 도

덕적 품성, 체육교과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를 겸비한 예비체육교사로 성장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도움과 지원이 

요구 된다. 높은 질의 예비체육교사 양성은 사범대학 스스로만으로 가능

한 것이 아니다. 사회 환경, 다양한 학교 밖의 기관과 정책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의 하향하달식 교육정책 특징에 정책은 큰 역할

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전

문표준, 교사자격증시험, 예비교사양성 프로그램 평가체제(인증체제)가 

도입 되어 교사양성의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현실에서도 사회적으

로 교사의 위상이 높아 졌고 학력과 자질이 높은 학생들이 교사의 직업

을 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많은 고학력 비 사범대학 학생이 교

사를 택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교사 전문성 표준 영역에 교사의 인성과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한 인성교육 능력에 초점을 두어 교사 정책적 

문서가 개발 되어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체육교과에서는 체육교

과에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책무성에 관한 문서, 체육교사양성에 인성

교육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는 직접적인 문서,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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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중국의 맥락에서 체육교육철학의 발전과 변화의 연구 및 정리 

근거로 체육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할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체육교

육은 오랫동안 운동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건강제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체육 분야에 있어서 신체훈련을 통해 체육교육을 완성시키는　

고정 관념이 있다. 즉 현재 많은 체육인이 체육교육을 신체를 위한 교육

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가적 체육교육과정 문서, 체육교

육에 관한 정의는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을 모두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신체적 능력에 한정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비

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체육교과에서 반드시 

체육교육의 철학적 사조를 재정립해야 하여 체육교과의 인성교육 중요성

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육교육 철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신체를 위한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등 관점을 정리하고 논의하며 체육교육의 올바른 목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실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체육교사교육에서 인성교

육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일관성 

있게 포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는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을 함양 하는 과정에서 더욱 세부적인 

함양 방식, 영향 요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고 예비체육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 함양의 실천 방법과 교사로서의 현장 실천 효과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직전교육단계, 입문단계, 성장단계 등의 다양

한 교사 발달 단계에 따라 함양된 인성교육 전문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실천되고 있는지

에 대한 효과 검색을 탐색하는　연가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

은 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어떤 적합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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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 했었다. 하지만 총 6개의 중국 교육부 직속 사범대

학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총 3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중국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전역의 사범대학을 반영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3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인성교육 전문

성 함양을 위한 여러 사범대학에 관한 탐색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더 포괄적인 연구 사례를 선정한 경험적 연

구를 통하여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이 공통적으로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 예비체육교사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에 큰 기여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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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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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plores how expertise in the character education of 

pre-service PETE at colleges of education in China is accomplished, 

determines what factors influence this education, identifies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explores methods for improvement. The 

first point of inquiry is: What are the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s used 

in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in the character education of prospec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Chinese universitie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what factors influence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in the 

character education of pre-service PETE at colleges of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ird,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can we 

improve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in the character education of prospec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universitie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ver a 

period of 23 months from July 2018 to June 2020. The study included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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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 overseen by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Using purposeful selection methods, 8 educators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11 pre-service PETE, and 3 incumbent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via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studies, interviews, non-participant observation, 

local documents, and open questionnaires. The data analysis and analysis 

phase utilized NVivo 11 and faithfully followed the categorical aggregation, 

direct interpretation, patterning, and naturalistic generalization procedures 

outlined in Stake (1995). The coding phase followed the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phases outlined in Strauss (1987). In order to ensure the 

veracity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participant review, and peer-to-peer 

consultation were also conducted.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s to the curricula and methods used for cultivating th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PETE, we found that the curricula for 

School 1 included: pedagogy and beliefs, patriotism, personal moral 

character, and practicing character education. School 2’s curricula included: 

pedagogy and beliefs, personal moral character, and practicing character 

education. And for School 3, the curricula were: pedagogy and beliefs, 

personal moral character, and practicing character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teaching methods used for cultivation, we found that School 1 used the 

following methods: curriculum,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urriculum, creating an environment friendly to individuality, and hands-on 

activities. For School 2, these were: curriculum, the national teacher’s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hands-on activities. And the methods used by 

School 3 included: curriculum, traditional ethnic sports, and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curriculum.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education 



- 306 -

expertise for pre-service PET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uman factors for School 1 were: instructor educators, academic advisors, 

mentors, fellow students, and dormitory friends.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School 2 were: governmental factors, social factors, and school factors. 

For School 2, the human factors were: teacher educators and teacher training 

mentors. Hands-on activity factors included: attend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ferences and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d the phys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For School 3, the 

human factors were: teacher educators, pre-service PETE’ self-reflections, 

dormitory friends, and department managers. For hands-on activity factors, 

these included community volunteer activities and political party activities.

Third, the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cultiv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expertise of pre-service PET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that were identified are: the standardization 

system for the education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teacher educators, 

curriculum execution, lack of practice in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PETE, lack of quality reflection in self-reflection classes for pre-service 

PETE, and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instruction of character education. 

With regard to ways education might be improved, several measures were 

identified. These included: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system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improvement of character education expertise; 

increased effort by teacher educators; improvements in the curriculum;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to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PETE; increasing the ability of prospec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reflect in class; character evaluation for pre-service PET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ulture climate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the home 

school community.

In summary,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hat has appro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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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character education, and as su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mphasizes the role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education of prospective 

educators in amoral subjects. Secondly, we conclude that the top-down 

education system of a centralized power could act as a hindrance to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character for current pre-service PETE. Third, the 

curriculum structure for character education is mainly designed for political 

purposes, so the curriculum for cultivating pure virtue is insufficient. The 

effects on the cultivation of pure virtue by character cultivation conducted 

via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driven cours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Fourth, we conclude that curriculum is a key factor for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of character for pre-service PETE, and that human factors are the 

main factors. Furthermore, the most significant among human factors is the 

lack of expertise of teacher educators in the education of character—the 

main problem being that the curriculum is not linked to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education by the instructor. An ideal teacher should teach 

implications of teaching methods that consider the connection and integration 

of each subjec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for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education of teacher 

educators, it is suggested tha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the methods of character education be 

required. Second, we present the importance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rograms with high systemization and connection as it relates 

to character education. Third,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funding be 

provided for the cultivation of expertise in character development education 

for pre-service PETE. Lastly, as a suggestion for further academic research, 

we urge for a reaffirmation of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as well as 

research into the executio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and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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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at includes other departments of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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