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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겪는 입학전후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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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입학 전부터 졸업 전까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며,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100부 중 95부를 실제 자료처리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입학 전
에는 컸지만 입학 후에는 새로운 고민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교육대학원 과정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입학 후부터 졸업 때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졸업 전에 큰 고민거리로 인지하
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교육대학원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함께 도
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대학원생, 대학생활, 교육과정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perceived difficulties from before entrance into physical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before graduation. Participants were PETE graduat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Among 100 copies of data, 95 copies had been used 
for actual data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 2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had trouble in financial difficulty before entering graduate school, but the financial difficulty 
was considered normal by other new difficulties. Second, much time spent f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as considered one of biggest difficulties, but the burden of curriculum was relatively low. Third, anxiety 
about future career that started from before entering graduate school lasted until graduation. Fourth, lack of 
knowledge was considered as one of biggest troubles before graduation. Conclusively, physical education in 
graduate schools need to develop career education as well as evaluation system for the qualita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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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못지않게 교육개혁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교사개혁의중요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을것이다.

이러한교사개혁을위해 2000년도부터정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교사양성에서부터 교직에 대

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과

세계적변화에미온적인교사교육방법은우리나라의전

반적인 교사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1].

교사교육을위해출발점에있는교원양성기관중에는

대표적으로교육대학원이있다. 특히, 교육대학원은 2016

년 기준으로 112개에달하는만큼이러한교사개혁의미

진한변화에대한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1, 2], 따라

서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대학원은본래교육행정가및교사재교육의

목적으로 1963년 서울대학교에최초로설립되었다. 하지

만,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시대가 지나면서 각

전공분야의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변화하였

고, 주로신규교사를위한자격증취득및현직교사들이

승진을위해교육대학원에입학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4]. 교육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1998년부터기관평가를실시하여교육여건등을관리하

기시작하였지만, 교육대학원의목적에부합하는명확한

법령미흡으로인해그역할은여전히모호한상태로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3].

교육대학원에서 다루는 전공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이르기까지학교마다상이하며, 매우광범위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으로 예체능계열의 전공자들은

졸업후교사혹은지도자로서진출하는비율이다른기

타 전공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다[2]. 뿐

만 아니라 체육교육전공은 최근 학생들의 안전 및 개인

위생문제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됨에따라이를학

교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체육교사의 양성

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체육교육전공자들이 교육대학원

재학중인지하고있는다양한문제점들의파악또한필

요하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대

학원으로서변화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문제점

들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교육대학원체육교육전공관련연구들을살

펴보면, 예비 체육교사들의 수업지도 경험 및 실행에 대

한 연구[5, 6, 7], 그리고 체육교육전공자들의 진로고민

및전공경험에대한연구[2, 8] 등이 발견되어지고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자들이 입학 전부터 졸

업 전까지는 물론 특히, 재학 중 겪는 인지된 문제점 등

을시기별로분석한연구는알려져있지않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체육교육전공 학생

들의입학전, 입학후, 졸업전에인지된문제점들이무

엇인지구체적으로탐색함으로써, 교육대학원의역할및

교육과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체육교원을 양

성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이 입학

전, 입학후, 졸업전에겪는문제점들을조사하여교육대

학원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자 2015년 6월부터 12월까

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예

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조사대상은체육교육전공이개설되어있는전국

의 교육대학원들 중 서울과 경기지역의 4곳을 선정하였

으며, 총 100명의 학생들이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각 교육대학원 원장 및 담당교수들의

허락 하에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포 전 참여자들에게

동의를구하여참여를희망한학생들에게만연구에참여

하도록하였다. 총 100명의참여자들중 5명이설문지작

성을 완료하지 않아 95명의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성이 43명, 남성이 52명이었으며, 연령은

22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에 발생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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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체육교육을전공하는교수들이개발한설문지를활

용하였고, 이들이 개발한 설문지는 Clark, Harden, &

Johnson[9], Golde[10], Seagram, Gould, & Pyke[11]의

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 이렇게작성된설문

지를 설문 개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신뢰성 검증

결과 입학 전(α= .843), 입학 후(α= .860), 졸업 전(α=

.914)으로나타남으로써설문지사용을위한신뢰성을확

보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분석방법으로수집된자료의통계처리는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참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설문지

각 문항의 결과를 빈도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95명의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43

명(45.3%)이 여성이었으며, 52명(54.7%)은 남성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가 80%, 30대가 16.8%, 그

리고 40대가 3.2%였으며, 약 90%의 참여자들은 수도권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끼친 요인
교육대학원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체육교사가될수있다는기회획득이 77.9%으로가장높

았으며, 직업적인안정성때문(67.3%)에, 또는기존체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50.5%)이라는 이유도 큰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었다. 반면에 수입(27.4%) 및 기존

직업에 대한 불만 때문에(36.8%), 그리고 고학력에 대한

열망 때문(30.5%) 등이 상대적으로 교육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조금 미친 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대학원 입학을 위해 사용된 전략들
교육대학원입학을위해사용한전략으로는개인친분

이있는멘토와의상담(69.1%)에 의해 대학원입학을결

정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과 교수님들의 추천

(41.5%) 또한대학원입학에큰영향을끼치는것으로확

인되었다. 반면, 교사지식형성에영향을끼치는전공관

련 학회(5.3%)나, 출판물(1.1%)과 같은 정보로부터는 교

육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Table 2> Program Selection Strategies Employed 
Strategies Frequency

Word of mouth 28/94(29.8%)

PETE program suggested by mentor 65/94(69.1%)

Cold calling department chairs or professors 39/94(41.5%)

PETE program and University websites 37/94(39.4%)

Professional conferences 5/94(5.3%)

Research articles 1/94(1.1%)

<Table 1> Factors Influencing Decision to Pursue Graduate Degree in PETE
Primary
influencing

Significant
influencing

Somewhat
influencing

Not very
influential

Not
influential at

all

The chance to impact the future of PK-12 PE 17(17.9%) 29(30.5%) 32(33.7%) 13(13.7%) 3(3.2%)
Income 7(7.4%) 19(20%) 42(44.2%) 21(22.1%) 5(5.3%)
Lifestyle 12(12.6%) 38(40%) 37(38.9%) 6(6.3%) 2(2.1%)

I was burnt out at my old job and needed
a new challenge

8(8.4%) 27(28.4%) 19(20%) 25(26.3%) 16(16.8%)

Desire for higher education 8(8.4%) 21(22.1%) 25(26.3%) 27(28.4%) 14(14.7%)
The chance related to future PE teachers 48(50.5%) 26(27.4%) 16(16.8%) 4(4.2%) 1(1.1%)
Job security 31(32.6%) 33(34.7%) 22(23.2%) 7(7.4%) 2(2.1%)
Desire to see changes in the field of PE 14(14.7%) 34(35.8%) 30(31.6%) 12(12.6%)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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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학원 입학 전 기대했던 장점
교육대학원입학전에프로그램의장점으로기대했던

요인으로는교원자격증을쉽게취득할수있다라는기대

감이 71.6%로가장높았으며, 리서치가가능한프로그램

의제공(41%) 및 대학원생들을위한다양한전문적프로

그램의제공(41%)에 대한기대감이가장큰것으로확인

되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과정의 제공(13.7%)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제 간 협

력(17.9%) 및 재정지원에대한기대(20%) 또한낮은수

준으로확인되었다. 결과는 <Table 3>를통해확인할수

있다.

3.5 대학원 입학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학비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보(57.9%)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

식하였으며, 생활비마련에대한고민(44.2%), 또한학생

들이 인지한 가장 큰 문제점들로 밝혀졌다. 반면에 가족

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겪는 어려움(3.2%)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Tabl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대학원 입학 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입학 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졸업 후

직업확보에대한고민(62.1%)이 가장높았으며, 시간투

자(57.9%)에 대한 어려움 또한 큰 고민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교육과정(24.2%)과 재정 지원의 확보

(26.4%)에 대한고민이가장덜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

었다. 결과는 <Table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대학원 졸업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졸업 전에 인지된 어려움으로는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44.7%)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재정지

<Table 3> Factors Expected as Program Attractors before Graduate Courses
Primary
influencing

Significant
influencing

Somewhat
influencing

Not very
influential

Not
influential at

all

Geographic location 8 (8.4%) 20 (21.1%) 34 (35.8%) 18 (18.9%) 15 (15.8%)
Financial assistance 2 (2.1%) 17 (17.9%) 28 (29.5%) 23 (24.2%) 25 (26.3%)
Current faculty 5 (5.3%) 23 (24.2%) 39 (41.1%) 17 (17.9%) 11 (11.6%)
Prestige of University 6 (6.3%) 31 (32.6%) 33 (34.7%) 16 (16.8%) 9 (9.5%)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PETE graduate
students

14 (14.7%) 25 (26.3%) 30 (31.6%) 21 (22.1%) 5 (5.3%)

Availability for receiving teaching qualification relatively
easily

43 (45.3%) 25 (26.3%) 14 (14.7%) 4 (4.2%) 9 (9.5%)

Size of PETE graduate program 9 (9.5%) 26 (27.4%) 38 (40%) 11 (11.6%) 11 (11.6%)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3 (3.2%) 14 (14.7%) 41 (43.2%) 23 (24.2%) 13 (13.7%)
Program with research expectation 10 (10.5%) 29 (30.5%) 33 (34.7%) 10 (10.5%) 13 (13.7%)
Availability for online coursework 2 (2.1%) 11 (11.6%) 39 (41.1%) 27 (28.4%) 16 (16.8%)

<Table 4> The Perceived Barriers before Starting Graduate Program
Largest
barrier

Significant
barrier

Somewhat
barrier

Minor barrier
Not a barrier at

all

Securing financial assistance 26(27.4%) 29(30.5%) 25(26.3%) 7(7.4%) 8(8.4%)

Leaving my previous job 1(1.1%) 21(22.1%) 28(29.5%) 25(26.3%) 20(21.1%)

Conducting research 6(6.3%) 23(24.2%) 33(34.7%) 23(24.2%) 10(10.5%)

Moving my family 2(2.1%) 1(1.1%) 10(10.5%) 19(20%) 63(66.3%)

Finding a quality PETE graduate program 8(8.4%) 16(16.8%) 34(35.8%) 26(27.4%) 11(11.6%)

Perceived ability to complete the required
coursework

12(12.6%) 24(25.3%) 36(27.9%) 20(21.1%) 3(3.2%)

Cost of living in college 19(20%) 23(24.2%) 29(30.5%) 14(14.7%) 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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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중단(34%), 그리고지식의부족함(26.6%)에 대해서

도 큰 문제점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도교수와

의 잦은 회의(3.2%), 가족의 비협조(3.2%) 및 동료의 비

협조(1.1%)는 가장 적게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이었다.

결과는 <Table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4.1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준비 
교육대학원체육교육전공에재학중인학생들은교육

대학원에입학한가장큰이유로체육교사가될수있는

기회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연구들이밝힌것처럼교육대학원의성격이정교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

음을재차확인할수있었다[4]. 게다가절반이넘는학생

들이직업적인안정성을기대하며교육대학원입학을준

비하였다고 답했으며, 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여전히 많

은취업준비생들로부터선호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

부분이다.

흥미롭게도절반정도의학생들은기존체육현장의변

화에대한열망때문에교육대학원에입학한다라고하였

으며, 이는 과거에 비판받았던 체육교사의 제한적인 역

할 및 무성의한 수업태도에 대한 변화가 여전히 필요하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수입이나 고학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다라고답한학생들은많지 않았다.

이러한결과는교육대학원과교사의특성을고려했을때

석사학위취득이라는목적보다는자격증취득에, 그리고

수입보다는 안정성에 보다 더 큰 목적이 작용한 이유라

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멘토와의 상담 및 학과 교수님들의 추천이 전

공관련학회및출판물등의정보에의해서라는답변보

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교육대학원 입

학은교수진과전공연구를위한환경을상대적으로중시

하는일반대학원과는차이가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문적인 상

<Table 5> The Perceived Barriers after Starting Graduate Program
Largest
barrier

Significant
barrier

Somewhat
barrier

Minor
barrier

Not a barrier
at all

Securing financial assistance 3(3.2%) 22(23.2%) 38(40%) 13(13.7%) 18(18.9%)

Time commitment 25(26.3%) 30(31.6%) 18(18.9%) 14(14.7%) 7(7.4%)

Conducting research 20(21.1%) 23(24.2%) 37(38.9%) 9(9.5%) 4(4.2%)

Securing employment after degree completion 25(26.3%) 34(35.8%) 24(25.3%) 5(5.3%) 6(6.3%)

Coursework 10(10.5%) 13(13.7%) 40(42.1%) 21(22.1%) 10(10.5%)

Personal insecurities of intellectual competence 15(15.8%) 25(26.3%) 23(24.2%) 25(26.3%) 6(6.3%)

<Table 6> The Perceived Barriers before Completing Graduate Program
Lists Frequency

Feelings of isolation from other academic peers 5/94(5.3%)

Feelings of isolation from PETE faculty or major advisor 12/94(12.8%)

Feelings of marginalization from other academic peers/discipline within our program/University/College 17/94(18.1%)

Job market prospects 42/94(44.7%)

Strictness/rigor of degree requirements for completion 20/94(21.3%)

Feeling unsupported by significant others or family 3/94(3.2%)

Feeling unsupported by professional peers 1/94(1.1%)

Feeling unsupported by professional mentor or advisor 4/94(4.3%)

Intellectual limitations 25/94(26.6%)

Frequency of meetings with your supervisor/major advisor 3/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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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창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부분이었다.

교육대학원에입학하기전에학생들이교육대학원입

학을통해기대하는요인으로는교원자격증을쉽게취득

할수있을거라는기대감이매우높은것이었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결국 교육대학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여전

히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한 여러 선행연구를 반복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12]. 다시 말해, 교육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쉽고빠르게교원자격증의취득이용이한학교선택이매

우 중요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크게 다

르지않았다[13]. 결과적으로능력있는예비교사를양성

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롭게도 리서치가 가능한 프로그램 및 학생

들을위한다양하고전문적인프로그램제공을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크게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결과는의미있게해석될수있는여지로남아있다.

왜냐하면, 교원자격증 취득이라는 주요 목적 이외에도

교육과정 동안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및이론과실습을겸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받

을것이라고기대했다라는것은결국이러한기대를충

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중도포기 혹은 졸업연기 등의 문

제를야기할수있음을간접적으로예상할수있는부분

이기 때문이다.

특히, 리서치 수행은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대감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

생들에게도존재한다는것은곧학생들의잘못된판단에

서 기인하였거나, 혹은 교육대학원의 과장된 홍보에 의

해영향을받았음을추측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리

서치에대한높은기대감이어디에서기인하였는지에대

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기대감을 제공하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

학생들은온라인교육과정및학제간협력과같은교육

대학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들에 대해 큰

기대를하고있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재정

지원에대한기대또한매우낮은수치를보였는데, 이는

연구 및 행정 조교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대학원과달리조교와같은기회등을거의제공받

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4.2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 전, 
    입학 후, 졸업 전 인지된 문제점들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학생들의 입학 전, 입학 후,

졸업전에겪고있는문제점들을분석한결과몇가지흥

미로운사실들을확인할수있었다. 첫째, 재정적어려움

에 대한 고민은 입학 전과 입학 후에 매우 큰 차이를 보

였다. 다시말해, 교육대학원에재학하기위한학비및생

활비 마련에 대한 입학 전 고민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입학 후에

는 그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뒤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요인들이 입학 후에 새롭게 등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부담을 대신하여 큰 부담으로 인지된 요인들

로는졸업후직업확보에대한고민과교육대학원과정

을위한시간투자에대해큰어려움을겪는것으로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시

간을 관리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

며, 진출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상담 또한 전문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대학원 과정을 위한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은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위과정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한

다는 의미가 곧 교육과정의 어려움에 의해서가 아닌 다

른 요소들에 있어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교과목의 교육대학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14], 쉽게예를들어운동선수들이훈련에대해서

는어려움을겪고있지않지만, 선수생활을위해많은시

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

이다. 그러므로체육교육전공학생들이교육과정이아닌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직업에대한불안정성에대한고민은입학후부

터졸업때까지지속됨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직업

에 대한 불안정성은 비단 체육교육전공자들에게만 한정

되는것은아닐것이다. 그러나연구를통해 80%가까운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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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에입학하였고, 또한 70%가까운학생들은직

업의 안정성 추구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다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이러한기대감은현실과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대학원이 제

공하는교육과정혹은교원자격증이미래에대한불안감

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교육대학원에입학하는목적은뚜렷하지만교

육 수요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

과,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수준이 학부 수준에 그치고

있다[15]라는 기존의연구결과를눈여겨봐야할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모집에 대한 목적을 단

순히자격증을제공하기위한교육과정에만그치지말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스템

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며, 학생 스스로도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시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고민을 졸업 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적인 걱정 혹은 미래에

대한두려움과같은요소들은특정시기와관계없이지속

적인 고민요소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졸업 전에 이르

러지식의부족함에대한걱정이주요요소로서등장하게

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교육대학원이

가진독특한체계에게비롯된것으로추측할수있을것

이다.

가령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위를 취득한 이후 진출할

수있는분야가매우다양하여개인의능력에맞는진로

를대비할수있는반면, 교원자격증을취득하여활용하

기를원하는교육대학원학생들에게는교사와같은특수

하고 제한적인 진로만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이가진지식수준이임용고시를체계적으로

준비하는동료들과직접비교가가능하여지식의부족함

을상대적으로어렵지않게판단할수있는상황에처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대학원 졸업 후 임용고

시를 통과하여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은 선행연

구를통해쉽게확인할수있다[2]. 그러므로교육대학원

에서는학생들간에취업준비를위한취업준비반및이

를 위한 지원정책 또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학 전부터 졸업 전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실은 교육대학원의 질적 성장보다는 입

학생 유치와 같은 양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지적한 기존

연구결과에대한해결책이여전히제시되지않고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재학기간 내내 지속

되고 있었고, 학생 스스로 지식의 부족함에 대해 어려움

을겪고있다라는본연구결과는바로질적성장을하지

못하고있다는단적인예들이었다. 그러므로교육대학원

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내에 진로교육을 강

화하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는전략이필요해보이며,

또한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고사 및 기말

고사를 활용하는 일반대학 및 대학원과 달리 학생들의

지식을다양하고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체계의

변화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본연구에서의한계및제언은다음과같다. 첫

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육대

학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교육대학원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 지역 교육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자기기록 설문지

를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기때문에참여자가기록한

설문지내용을전적으로신뢰해야만하는제한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심층면담이나지속적인상호관

계를통하여연구의신뢰성및타당성이재고돼야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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