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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인 신체 활동 가치 교육을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양
성기관인 교육대학교의 체육과 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해 Bereday(1964)가 제시한 비교분석 방법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활용하여 전국 10개 교
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교과 교사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교
육대학교의 체육교과 교사교육과정은 크게 체육 교양과정
, 체육 교과교육과정, 체육 실기교육과정, 체육 심화교육
과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각의 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론과목의 경우에는 체육학
에서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위 내용학의 학문 영역이 주 내용이었다. 실기 과목의 경우 스포츠기능습득 중심
교육과정에서 핵심내용으로 인정받고 있던 운동 종목 중심의 내용 구성이 주를 이루어 있어 신체 활동 가치 중
심 교육과정의 내용 반영이 미흡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교과 교육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교육대학교의 교사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신체 활동 가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 교과(종목) 인증제와 같은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대입학 이전의 체육교육 경험을 교육대학교 입학 전형에 포
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신체 활동 가치, 초등학교 체육교과 교사교육

Ⅰ. 서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교수요목기를 시작으로 수차
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늘
의 학교 현장에서는 2007년에 고시된 ‘2007년 개정 교
육과정’과 2009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체육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

과의 경우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이
2011년에 고시되어 2014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체육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목표, 내용,
지도 방법, 평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 중
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든다면, 교육내용 선택 측면
에서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필수’와 ‘선택’으로 교육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제7차 초등학교 체육

* 이 논문은 2013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kms8682@gj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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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물론 ‘필수’와 ‘선택’ 내용
을 국가수준에서 강제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
육과정 선택권이 학교나 교사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지
만 6차까지 이어온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쳐야 한
다는 생각을 바뀌도록 한 어떠한 면에서 혁신적인 교
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7차 초등학교 체육
과 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택’ 측면에서 다소 형식적
인 변화였다면 ‘2007년 개정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
정’의 경우는 체육교육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 ‘체육교육관 측면’
에서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체육교육관 측면에서 본다
면 이전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운동 기능 습득 중심
교육과정(sport skill-based curriculum)’인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를 습득하고 내면화하
여 전인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체 활
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physical activity value -based
curriculum)’이다. 요컨대,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적인
삶(active life)'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
과 기능 습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육교
육관은 2011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체육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왔음에도 불구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현장 적용 실태를 보
고한 많은 연구(김인상, 2003; 남석희, 김문일, 2002; 박
동섭, 2002; 박신률, 1996; 우광민, 2003; 장인환, 2004;
차우돈,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a;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08b)들은 교육과정의 개정이 단지 문서수
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그 개
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 구체화
되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교육과정 실현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교과에
대한 직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 수준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
진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관심
사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양성 측면에서 볼 때, 직전
교사교육과 현직 교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전
교사교육은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사 양성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며, 현직 교사교육은 교사로
임용된 이후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심화시킬 목적
으로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하
에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직전교사
교육은 교사 양성기관에서 오랜 기간 체계적인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임교사의 경우
직전 교사교육을 통해 습득한 교과 내용 지식과 지도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크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사교육은 교육대학교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사를 양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하려는 교육대학
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에게 제
공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초등교사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
다1). 이러한 현실은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대
부분의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스포츠강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실태로 나타나고 있다2)(김명수, 최흥섭, 2009).
이러한 초등학교 체육교과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여러 차례 교육대학교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정되어 왔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2004년 당시 적용
되고 있던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본이수과
목을 설정하여 교육대학교 체육과 교사교육의 표준화
를 시도한 일련의 연구(안양옥, 배성제, 2004; 안양옥,
2005; 안양옥, 2006)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보편성은 전국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의 일관성 공유라는 측면과 함께 동일 대학 내에서
동일교과목에 대한 표준화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수월성은 교육
대학교에서 초등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 프로그
램이 현장성과 실제성을 가진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부
족함이 없는가의 문제를 일컫는다.
2) 김명수, 최흥섭(2009)의 연구에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247명 중에서
219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설문한 결과 전체 219명의 스포츠강
사 중에서 201명(91.8%)이 적게는 8시간부터 많게는 24시간까지 직
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수업보조 역할만 하는 스포츠강사는 18
명(8.2%)에 지나지 않았다.

김명수

교사교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철학과 지향점
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현장에서 적
용되는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이 기존의 체육교육과
는 다른 새로운 체육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초등학교 체육
과 교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전국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체육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과 문제점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체육과 교
육과정의 현장 구현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교육대
학교 체육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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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배성제, 2004; 안양옥, 2005; 안양옥, 2006)와 2008년
에 고시된 초등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교육과
학기술부, 2008)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모든 교육대학
교는 자격 취득 기준에 의해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 자격취득 기준에 의해 수립된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Bereday(1964)가 제안한 기술, 병
치, 비교를 통해 체육과 교사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단계에서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체육과 교사 교육과정의 일반적 내용을
기술 분석 하였으며, 병치분석 단계에서는 기술 분석한
각 대학 교육과정을 서로 대비시켜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반 교양과정, 전문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 교과 관련 내용을 체육 교양
교육과정, 체육 교과교육과정, 체육 실기교육과정 체육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1. 자료 수집 방법 및 범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방법으로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 실험적(experimental)연구, 역사적(historical)연구
가 있는데(Best, 1977), 이 연구는 기술연구(descriptive
study)로서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체육교과 관련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밝히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 분석의 방법
은 Bereday(1964)의 비교방법론을 수정하여 활용하였
다. 즉, Bereday가 제안한 기술, 해석, 병치, 비교의 4
단계 중에서 각 교육대학교의 배경과 문화적 상황 요
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단계는 제외하고, 체육교
과 교사 교육과정의 일반적 현상에 대한 비교에 그 범
위를 국한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각 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최신 교육과정을 참고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세
부 운영방법에 있어서 의문점은 해당 대학의 체육교육
과에 문의하여 해결하였다.
2. 자료 분석
현재 교육대학교의 체육교과 교육과정은 교육대학교
체육과 교사교육의 표준화를 시도한 일련의 연구(안양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체육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교양인으로
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직업
기술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유사
한 의미를 가진다.
전국교육대학교에 개설된 교사교육 프로그램 중에
서 교양과정의 체육관련 과목의 개설 학점(시수), 개설
형태 및 운영 실태는 <표 1>과 같다.
전국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교양교육과정
은 전체 30~44학점의 교양과정 중에서 2~5학점 수준
에서 개설되고 있었다. 운영 형태는 전통적으로 이루
어져 왔던 교양교육 측면에서 스포츠 종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두 개의 대학
교에서는 전문교육과정에서 시수나 학점의 제한으로
인해 개설하지 못한 체육실기 내용을 교양과정에서 다
루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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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살펴본 결과, 체육 교양교육
과정의 경우 몇 개의 과목을 정하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대학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동시
에 개설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1. 체육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양
체육
과정 전체 관련 교과
운영 방법
학점 수
학점 수
(시수)
(시수)
개설 형태
-필수과목으로 운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동시 개설
-선택과목으로 운영(예: 체육, 음
악, 미술영역 중에서 1개 선택하
도록 함)

30~44
(30~46)

2~5
(2~6)

운영 방법
-건강과 스포츠, 생활 체육 등 범
주화하여 개설하고 학과에서 세
부과목을 정하여 운영
-골프, 테니스, 수영, 스키 등 구
체적인 종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강의 방식
-교양교육 측면에서 체육과목 개
설 운영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문교육과정의 체육과 교과교육
과목의 보충 역할

학생들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
다면 다양한 과목(종목)을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각 교대마다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으로 인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지는 못하는 실정
이었다. 한편, 1개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체육, 음악,
미술 영역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방
식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체육 영역을 선택하
지 않을 경우 교양과정에서는 체육 교육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10여 개의 교과를 가르쳐야 하며,
그에 따른 교과내용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입
시 과목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교 입학 이전의 체
육학습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내용지식
습득 측면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교양교육 형태의 교
육과정 운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2. 체육 교과교육과정
전국교육대학교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
교과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는 <표 2>와 같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은 초등학교에
서 배우는 각 교과의 지도 원리, 내용, 방법 및 교재연
구를 다루는 과목이다. 교원무시험 검정과 관련된 기
준에 따라 전국 교육대학교 공히 체육 교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10개 교육
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체육 교과교육과정은 개설
과목의 명칭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론 위주의 과목
인 ‘초등체육교육론’과, 이론과 실습이 함께 다루어지
는 ‘초등체육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공통으로 개설하
고 있었다. 1개 대학교만 7차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방
식인 활동 영역에 따라 초등게임활동지도법, 초등체조
활동지도법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표 2. 체육 교과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과교육
체육 관련
전체 학점수 교과 학점
운영 방법
(시수)
수(시수)
개설 형태
-필수로 이수하도록 개설되어
있음
-초등체육교육론, 초등체육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
-1개 교대에서만 체육과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7차 교육과
정) 활동 영역의 구분으로 과
목을 개설하고 있음
44~62
4
(48~64)
(4~6)
운영 방법
-15주를 전담
-팀티칭으로 운영
강의 방식
-초등체육교육론은 이론 위주
-초등체육 교재 연구 및 지도
법은 이론을 포함하여 실기
및 실습과 병행하여 강의(현
장교사 강의 참여)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15주를 한명의 교
수가 전담하여 가르치는 경우와 팀티칭의 형태로 5주
혹은 7주씩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론과 실

김명수

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초등체육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강좌의 경우 초등학교 현장교사의 활발한 강의 참여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실제성 있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의 경우 동
일 교과목 안에서 담당 교수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현
격하게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적어도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면 교수 재량에 따
라 교육내용과 방법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점은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체육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기르기 위한
전국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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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5학점(4~8시간)을 배당하고 있었으며, 일부 교
대의 경우에는 실기와 지도법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 1인이 하나의 종목을 15주 전담
하여 가르치는 경우 둘째, 15주 동안 여러 종목을 가
르치는 경우 셋째, 여러 명의 교수가 팀티칭의 형태로
5주 혹은 7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운영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의 종목을
깊이 있게 배우도록 할 지(15주 동안 배운다고 해서
실제 기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 종목을
경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능 습득의 경
우 짧은 기간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체육 실기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무시험검정과 관련된 기준(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양성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모든
교대에서는 체육실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
나 체육, 음악, 미술의 예․체능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목과의 시수(학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과학,
영어, 실과, 컴퓨터과에서도 실기 또는 실습 과정을 개
설하고 있었다.
전국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실기교
육과정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는 <표 3>과 같다.
체육실기 프로그램의 경우 9개 교대의 학생들이 체
육실기Ⅰ, Ⅱ를 필수로 이수하고 있으며, 1개 교대의
경우에서만 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내용 구분방식
인 초등무용활동지도법, 초등육상활동지도법 등의 과
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1개 교대의 경우 체육실기Ⅰ,
Ⅱ와 함께 체육, 음악, 미술 실기Ⅲ을 개설하여 세 과
목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각 교육대학교의 체육실기 개설과목은 초등학교 체
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과 관련된 개인
스포츠종목인 육상, 체조 등과 단체 구기 활동인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무용이 주를 이루어 있었다. 대다
수의 교대가 특정 운동 종목의 기능 습득 위주의 과목

표 3. 체육 실기교육과정 운영 실태
실기교목
체육 실기
전체 학점수
학점수
운영 방법
(시수)
(시수)
6~16
개설 형태
(48~64)
-9개 교대는 체육실기Ⅰ, Ⅱ
-예능․체육실기
를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고
와 함께 과학실
있으며
험, 영어, 실과,
-일부대학의 경우 체육실기Ⅲ
컴퓨터실습 등
을 개설하여 음악, 미술실기와
의 과목을 포함
함께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2~5
하고 있음
-1개교는 교육과정의 영역을
(4~8)
반영하여 과목으로 개설
운영 방법
-하나의 종목을 15주 강의(체
조, 육상, 무용 등의 종목)
-교수 1인이 전담하여 15주
동안 다양한 종목을 강의
-팀티칭의 형태로 강의(5주, 7주)

한편, 예비교사들이 체육실기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평가위주의 수업과 높은 과제 수행, 단
순 기능 습득, 현장 적용의 어려움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양갑렬, 2005)에 비추어 볼 때, 체육 실기교육과
정의 목표가 예비교사의 체육 실기기능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
종목의 실기 기능은 습득이 쉽지 않으며, 설령 기능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습득한 기능을 학생들에
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110

신체 활동 가치 교육의 구현을 위한 교육대학교 체육교과 교사교육의 방향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 실기교육을 실시하기 이
전에 실기를 왜 배우는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정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
기 교육의 목적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 실기교육의 시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대가 1, 2
학년에서 체육 실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교대의 경우 4학년 2학기에서 개설하고 있었다. 그러
나 임용시험에 따른 학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학년
교사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라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체육 교육과정지식을 습득한 이후의 4학년 이전 학년
에서 실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속에서 체육 심화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체육 심화과정 운영 실태
개설과목
체육 심화
이론과목
학점수
실기 과목 시수
시수 및
(시수)
및 개설 과목
개설 과목

18~22
(48~64)

개설 형태
-체육학 이론과목
과 스포츠종목 중
심의 실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이론과목의 경우
-체육교과교
1개 과목에서부
육학과 체
터 11과목까지 교
-구기,
육상,
체
육교과 내 조, 무용, 계절 육대학교별로 상
용학의 과 스포츠, 유아체 당한 차이를 보임
목이 개설
-필수만으로 개설
되어 있음 육, 민속운동 등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개설

4. 체육 심화과정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무시험검정과 관련된 기준(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
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설된 전국교육대학교의 체육
심화과정의 운영 실태는 <표 4>와 같다.
전국 10개 교대의 체육 심화과정은 최소 18학점에
서 최대 22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개설 과목은 체육학 이론과목과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과 관련된 스포츠종목
이 주를 이루어 있었다. 교대별로 이론 과목과 실기
과목의 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론 과
목 2(2시수)학점, 실기 과목 19(23시수)학점으로 개설되
어 있는 교대도 있는 반면, 이론 과목 12(12시수)학점,
실기 과목 9(12시수)학점으로 배정하여 같은 시수의
비중으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었다. 일부 교대의 경우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심화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교과활동의 특정
교과 전담을 준비시키는 것과 아울러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선 교육현
장에서 학생지도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중심
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사 교육이라는 일반성

개설 형태 및
운영 방법

운영 방법
-선택의 경우 2개
혹은 3개 교과목
중에서 1개를 선
택하도록 함

왜냐하면, 10여개의 교과를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해
야 하는 담임중심의 초등교사 특성 상 특정 과목을 전
담하여 가르치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사교
육의 형식을 체육 심화과정에서 따르는 것은 초등체육
교과 교육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옥(2006)의 주장처럼 체육 심화과
정을 체육과의 내용학, 즉 체육학으로 단순 일치․연
장시키는 논리는 자칫 심화과정을 교과내용학의 축소
판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왜곡은 결과
적으로 교육대학의 정체성을 손상시킬 뿐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교
과 관련 교사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문
성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사
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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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비교사들에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신체 활동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교육대학교 중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에 따라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1개 대학 뿐이다. 그
러나 그마저도 7차 교육과정의 체육 내용 영역에 따른
교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마땅
히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전통 스포츠 종목의 경우 기능 습득이 어려워
교사의 수업 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뉴
스포츠를 신체 활동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포츠
자체가 체육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스포
츠종목 중심의 체육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
안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육 실기교육과정이나 체육
교과교육과정에서 뉴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영역에서의 개설이 학
점과 시수의 한계로 인해 어렵다면, 체육 심화과정에
서라도 개설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체육교과전담교사가 될 때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장
에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포츠 종목의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는 체육
실기교육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스포츠종목 중심 교육
과정에서 체육교육은 스포츠종목의 기능 습득을 1차적
인 목표로 삼아 왔다. 따라서 체육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포츠종목의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
정에서는 체육교육의 목표가 스포츠기능 습득에 한정
되지 않는다. 스포츠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이 지
니는 가치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점이 교사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구를 가
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역형 경쟁 활동의 의미
와 특성을 이해하고 영역형 경쟁의 핵심적인 전략이나
전술 습득을 위한 수단으로써 농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수단이 축구일 수도 있고 핸드볼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체조, 육상의 경우에도 종
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전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
는 수단으로써 기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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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기 종목(신체
활동)의 전부를 가르칠 수 없기에 내용의 재구조화를
통해 핵심내용을 가르칠 필요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어려움 요인 중에서 교사 요
인의 핵심은 실기 부족을 들고 있는데(김중형, 2011;
김혜숙, 2008; 이정현, 2009) 실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실기능력 인증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대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초등
체육 교과교육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교과 과목의 학점
이나 시수를 늘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소하
는 방안으로 체육 종목에 일정한 기능을 갖춘 학생들
에 한해 능력 인증 시험을 치르고, 교양 혹은 체육 실
기 과목의 수강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으로 체육과에 개설된 심화과정 과
목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예비교사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기 기능 향상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교사가 되기 전까지 교육 중에서 교대 입학
이전에 받은 체육교육의 경험은 교대에서 이루어지는
직전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초․중․고에서의 체육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대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초등체육교과를 잘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 교대생들의 체육학습 경험은 일천한 현실이다. 이
는 비단 교대생에 한정되지 않는 오늘날 교육의 모습
이다. 때문에 준비운동을 왜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뜀틀 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대에 와서 처음
으로 접하는 학생들이 낯설지 않다. 주지교과 위주의
입시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의 한계이다. 따라서 교대
입학 이전의 체육 교육 경험, 예컨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나, 체육중점학교의 체육시수 확대를 통한 체육
수업 경험 등을 교육대학교 학생 선발 전형에 반영하
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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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Directions of Education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for Value-based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
Kim, Myeong-Soo(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motivated to seek for the ways how physic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improved at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valued-centered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 a goal of new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As a
methodology to achieve the purpose, Bereday (1964)'s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y was revis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urriculum at 10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a n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urriculum in a country were classified largely into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subject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practical education process, and physical
education intensive curriculum. In specific, each curriculum included both theory and practice. For example,
courses related with theoretical approach dealt mostly with academic fields of sub-contents research, which
has been treated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traditionally. In addition, the contents of practical courses
consisted of sports mainly, which was recognized as the core contents of sports-function-focused curriculum.
As a result, both courses were lack of the reflection of valued-centered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
curriculum. Therefor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directions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be in line with new curriculum. First, teaching contents and methodology,
which were pursued in a revised curriculum, should be provided. Nex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certification of physical education by reflecting attributes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Lastly, it was
necessary that previous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 should be included before screening the university
admission.
※ Key words :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valued-centered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 for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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