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세계적으로 운동학(kinesiology)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면서 운동사(kinesilogis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특히 2016년 11월에 아시아운동학회(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SK)가 창립되면서 이 학회가 통합 운

동사 자격인증 방식(integrated kinesiologist qualification 

system; IKQS)을 도입, 보급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고

무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1999년에 설립된 대한운동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KACEP)가 운동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KACEP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의 역할 제고

를 목표로 2009년에 대한운동학회(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KAK)를 결성하여(KAK, 2016) 근거 

중심의 학문적 배경을 마련하고 운동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다. 동시에 아시아운동학회를 창

립하여 운동사 자격제도가 아시아에 보급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가 자격제도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이 제도의 확대 보급

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자격제도는 운동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

가하고 이들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

휘할 수 있도록 취업의 통로를 열어 주는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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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ng Sok Oak. Strategies to promote the integrated kinesiologist qualification system in Asia. The Journal of Kinesiology, 2017, 

19(1): 71-7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the integrated kinesiologist qualification 

system (IKQS) in Asia through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SK). [Method] The methods for this study was depended on 

literature research mainly and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rategies based on Chairperson's proposal and the results of certifi-

cation symposium (3) in the 7th Asia Conference on Kinesiology in which one Koran proposer and seven debaters from Korea, 

US, Japan, Taiwan, Thailand and Singapore were participated. The debaters were experts who studied about specialist creden-

tial systems of ACSM, NATA, NSCA, Korea, Japan, Taiwan, and Thailand. [Result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objective 

of IKQS was to guarantee health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irst strategy to achieve the objective wa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KQS, which need improving kinesiologist's roles and specialization, maintaining helping relationship, 

and strengthening  cooperating system for internationalization of IKQS through ASK net works. The second strategy was to 

enhance the quality and seek substantiality of education for kinesiologists through improving professional ability of kinesiolo-

gists, making an phased attempt of IKQS in each countries, and effectiv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ng of re-

education system. [Discussion] The role of ASK is expected to disseminate the IKQS originated in Korea from Asia to the 

world. Not only the IKQS will be helpful in revealing the identity of kinesiology, but in strengthening Kinesiologists' pro-

fessional abilities. And it will lessen the burden of our students who prepare for the certification examination for their career. 

It was suggested that the Korean Society of Kinesiolog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rofessionals should support 

positively for the ASK to adopt IKQS and disseminate it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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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대한의학

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KMA, 2016) 대부분의 전

문분야는 학문명칭과 대학의 학과 및 전문자격사 명

칭이 통일되고 체계화되어 있다. 하지만 체육, 스포츠, 

건강 관련 분야의 자격은 그 종류가 많아 진로에 도

움이 되기는커녕 이를 통해 취업을 도모하려는 학생

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의 학과

나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Oak, 2016b).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통합 운동사(integrated 

kinesiologist; IK)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생하는 

수많은 운동전문가 명칭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시도는 운동학이라는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운동사라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하나의 자격제도로서 

세계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아시아운

동학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IKQS는, 국제적인 운동

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가 자격수준과 자질을 표

준화하고 자격제도를 스스로 관리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단체를 각국에서 결성케 하고, 나아가 

이를 조직화하여 국제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었

다(Oak, 2016). 그러므로 각국에서 IKQS를 시행한다

면, 운동학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만연한 학문적 혼

돈(Chaos)에서 탈피할 수 있고, 체육, 스포츠, 건강, 

여가, 문화, 산업 등 인간의 움직임 즉 인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동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심학문으로서 성장케 하는 촉매가 될 것이

다. 또한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동사 자격 제

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취업의 통로 역할을 확고히 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국은 강력

한 힘을 가진 협회를 통하여 운동사들에게 당면한 문

제에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국민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

는 사명(使命)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명분

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아시아운동학회를 통하여 운동

사 제도를 아시아 각국에 보급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운동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제7회 아시아 운동

학 학술대회(The 7th Asia Conference on Kinesiology, 

ACK 2016)”중에 있었던 위원장 제안(Oak, 2016b)과 이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자격 심포지움(3)에서 제안된 발제

(Oak, 2016a) 및 이 심포지움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토론

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자격 심포지움

(3)에 참가한 7인의 토론자들은 한국(2인),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지의 대학교수들로서 각기 미국

의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NATA(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 

NSCA(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의 운동사 관련 자격제도

에 관한 연구발표를 수행한 분들이었다.

IKQS의 전략적 목표

IKQS와 운동사의 관계

한국에서 운동사는 일반적으로 운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전문가로 통한다. 운동사는 1999년 한국에서 

시작된 임상운동사로부터 출발하였다(KAEP, 1999). 

당시에는 대한스포츠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를 중심으로 스포츠의학전문의 제도

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임상운동사(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는 대학병원에 스포츠의학센터가 

생기면서 의료기관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전문가 필요

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스포츠의학회와 한국운동과

학회(Korean Exercise Science Academy; KESA)가 협

력하여 만들었고, 이들이 대한임상운동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Clinical Exercise professionals)를 결성

하였다. 하지만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시도하던 스포

츠의학분과전문의는 의협에서 말하는 분과전문의와 

차이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학병원의 스포츠의

학센터의 개설이 지지부진하여 임상운동사의 진로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대한임상운

동사협회는 유자격자의 진로를 임상운동 분야에서 스

포츠재활 및 피트니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

격명칭을 운동사로 개정하고 대한운동사회(Korea 



옥정석  73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로 개

명하였다(KACEP, 2016). 한편, 2005년도에 운동사 지

원 학회였던 한국운동과학회(KESA)의 명칭이 한국운

동생리학회(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KSEP)로 바뀌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대한운

동사협회는 2009년에 대한운동학회(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KAK)를 설치하고(KAK, 2016) 운동사

의 배경학문을 운동과학(exercise science)에서 운동학

(Kinesiology)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대한운동사협회의 제안으로 운동(運動)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들끼리 운동학을 같이 연구하자는 

취지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동북아시아 운동학 학술대회(Northeast 

Asia Conference on Kinesiology; NACK)를 개최하기 

시작하여(KACEP, 2016; KAK, 2016) 여섯 차례의 

NACK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 7회 아시

아 운동학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아시아운동학회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SK)가 결성되었고, 

IKQS가 제안되었다(Oak, 2016b). ‘IKQS’에서 말하는 

통합 운동사(integrated kinesiologist)의 근본 취지는 다

양한 종류의 운동 관련 전문가를 통틀어 영어로 키네

지올로지스트(kinesiologist), 즉 운동사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향하며 학문적으로 ‘인간의 움직임

(human movement)’을 연구하는 키네지올로지, 즉 운

동학(kinesiology)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운동학의 핵심 개념은, 움직일 ‘동(動)’으로서 동은 

활동(活動), 동작(動作), 운동(運動), 운동경기(運動競技) 

등의 말을 형성한다. 옥스포드백과사전(2016)에서 정의

하기를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을 연구하는 

학문이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라고 하였다. 그러므

로 ‘인간의 움직임’을 인동(人動)이라고 지칭할 수 있

다면 키네지올로지를 인동학(人動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직 이런 말이 사용된 적은 없다. 반면에 키

네지올로지의 어원인 키네시스(kinesis)가 운동(運動)이

라는 근거로 대한운동학회(KAK, 2016)는 키네지올로

지(kinesiology)를 운동학(運動學)이라 하였고, 키네지

올로지스트(kinesiologist)는 운동학자(運動學 )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운동사협회(KACEP, 2016)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동을 다룬다는 뜻에서 운동사(運動

師)의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Jung et al. 2009).

대한운동사협회는, 2000년도부터 운동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국의 ACSM(2016), NATA(2016), 

NSCA(2016) 등의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제도의 시

험내용을 분석하여 운동사 자격시험 과목으로 부과하

여 왔다(KIPEE, 2016). 그러므로  IKQS에서 말하는 

통합적 운동사는 한국의 운동사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IKQS는 한국의 운동사 보다 

더 다양한 전문 운동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Oak, 2016a).

IKQS의 목표

자격제도가 성공하려면 사회적 명분이 중요하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건강은 행복의 기본

적 요소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이 더

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움직

임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며 운동은 다양한 매개변

인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러므로 ‘국민 건강

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IKQS 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은 운동사이다. 그러므로 운동사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는 운동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과 행복 추구

를 위한 운동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아시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 태국, 대만을 제외

하고는 운동 관련 전문가 자격제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Kim, 2016)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민간자격제도이며, 미국의 유명한 운동 관련 자격들

도 학회나 협회들과 연관된 민간 자격제도이다(ACSM, 

2016; NATA, 2016; NSCA, 2016). 

그러므로 아시아학회가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도입

하고자 하는 IKQS는 각국에서 ‘운동을 통한 국민 건강

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하는데 시대적으로 적절한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제도의 합리성이다. 전문가 자격제도는 

우선 학문적 배경이 뚜렷하고 체계적인 전문성을 가

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동 관련 자격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배경도 불분명하고 전문성의 체계

도 부족하여 유자격자들의 업무범위도 상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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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들도 나라마다 그

리고 대학마다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떠한 지침이

나 증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유수한 학문분야나 

전문가집단들과 달리 국제적으로 통합된 학회도 전문

가 집단을 갖지 못한 채 세분화되어 흩어져 왔다. 이

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각국이 협조

하여 학문의 체계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확

립할 수 없으며,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대학의 학과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운동학회가 IKQS를 도입, 보급하

고자 한다면 ‘운동사 자격제도의 국제화’ 전략이 우선

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능한 운동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운동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화’ 전략이 중요하다.

운동사 자격제도의 국제화

운동사의 역할 제고 및 전문화

운동사는 운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전문가이다. 

운동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동을 발견하

고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개발하고 처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Jung et al. 2009). 실무적으로 운동안전, 운동관련 

검사 및 평가, 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판정, 운동

지도, 운동 시설 및 인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발전할

수록 운동 목적과 대상자 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운동사의 자격은 일반 운동사(general 

kinesiologist) 및 전문 운동사(special kinesiologist) 등

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Oak, 

2016a). 일반 운동사의 주된 역할은 다양한 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주어진 처방이나 지침 하에서 운동 지도 

및 교육이 될 것이다. 전문 운동사는 운동학의 발전과 

운동 기술의 진전 속도와 주변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전문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학은 교육, 스포츠, 보건, 의료, 여

가, 문화, 산업 등의 분야와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응

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운동에 

관한 한 운동학이 이들 분야의 중심학문이 될 수 있

다. 이런 뜻에서 제 7회 아시아 운동학 학술대회 자격 

심포지움(3)에 참가한 모든 토론자들은 체육교사를 비

롯하여 스포츠, 보건, 의료, 여가, 문화, 산업 분야에 

걸친 전문 운동사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바 있다.

다만 전문 운동사의 분야는 취업의 관점에서 고려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 

운동사들은 운동경기력(athletic performance), 스포츠

재활(sport rehabilitation), 임상교육(clinical education), 

장애극복(disability overcoming), 노화방지(anti-aging) 

등의 분야로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

나 전문 분야는 각국의 상황이나 운동학의 발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자격들과의 협조관계 유지

자격제도가 없는 나라들은 일반 운동사 양성부터 

시작하여 전문 운동사 양성체제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자격제도가 있는 국가

들에서는 IKQS를 받아들이는데 복잡하고 미묘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제7회 아시아 운동학 학술대회 자

격 심포지움(3)에서 IKQS를 시도함에 있어서 기존 자

격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합 운동사라는 개

념 자체가 기존 유사자격들을 통폐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미

래발전을 위하여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 일

이 중요하다. 기존에 자격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현존

하는 자격의 수준과 유형을 고려해서, 1) 일반 운동사

의 단계에서 기존 자격들의 통합을 모색하고 새로이 

전문 운동사 과정을 신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기

존 자격을 전문 운동사 과정으로 하고 일반 운동사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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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아직은 자격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

문에 IKQS의 일반 운동사 과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 목표달성을 위한 지름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 각 집단이 엄청난 사이즈

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집단 간 경쟁이 심하여 통합 

운동사 개념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진정 후학들을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 자격제도

를 원한다면, ACSM, NATA, NSCA 등 개별 단체들은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단체가 합심

하여 일반 운동사 단계를 공유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 운동사 자격 인증 제도를 갖는다고 합의할 수 있

다면 세계적인 흐름을 단숨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스포츠과학회

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운동학회가 나서서 ‘운

동사 조직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명실 공히 세

계가 인정하는 운동사 자격이 완성되고 세계운동사대

회가 개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운동학회는 대한운동사협회와 함께 

아시아운동학회가 미국이나 유럽 학회들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자격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운동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화

대학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

IKQS가 순조롭게 성사되려면 교육목표가 바로 서

고 교육의 내용이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

선적으로 학과 명칭을 운동학과 또는 운동 중심의 명

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교육목표는 ‘효율적인 운동

사 양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세부목표를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운동학회는 유능한 운동사를 양성하는데 필요

한 기본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추천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은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를 존

중하여 기초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운동학의 학문적 정체

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시도가 있어

야 일반 운동사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또한 아시아운동학회는 전문 운동

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목으로서 특성화 위주의 

교육과정 패키지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과목들은 운동의 원리와 전문교과의 공통적 지

식을 담은 내용이어야 할 것이며, 전문화를 위한 교과

는 각국에서 가능한 전문 운동사를 염두에 두고 전문교

육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아시아운동학회는 다양한 전문 운동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운동사 교과과정은 

철저하게 취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과목 수강 로드 

맵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로드 맵의 종착지는 운동사

들의 취업현장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

험실습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운동학회는 

실기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동사 양성 대학의 ‘실험

실습교육 지침’과 ‘실험실습 기자재 및 세부시설프로그

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하는 대학 졸업자에 한하

여 IKQS에 의한 운동사 자격 검정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별 IKQS의 단계적 시행

운동사 자격 검정은 교육평가로서 IKQS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운동사 자격 검정은 일반 

운동사 자격 검정과 전문 운동사 자격 검정으로 구분

하고 두 시험에서 모두 응시자들에게 이론시험과 실

기시험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

안이 될 것이다. 자격시험의 개시 시기는 각국에서 대

학의 교과과정이 정비되고 IKQS에 의한 운동사 자격 

검정 시험 준비가 되는 국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일

반 운동사 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반 운동사의 응시자격은 대학졸업자(학사)에게 부

여하도록 한다. 일반 운동사 자격시험은 1년에 한번 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 최소 6개월 이전에 시

험의 장소 및 시험과목의 지정 등 시험에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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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시험관리

는 아시아운동학회가 인정하는 운동사자격시험관리위

원회의 주도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험

합격자 사정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두 시

험 모두에서 정해진 합격선을 통과한 경우에 최종 합

격자로 판정하는 것이 운동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단, 시험의 난이도나 컷-라인은 각국의 운

동학 발전 속도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운동사 자격 인증은 일반 운동사 자격인증이 어느 정

도 진행 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시행토록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전문과목은 달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시험 전 일정한 기간 동안 ‘운동사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응시자들에게 효과적인 시험

을 치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워크숍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주최는 아시운동학회가 

그리고 주관은 운동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가 각국의 협

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자격관리 및 재교육

운동사 유자격자의 자격관리 및 재교육 시스템은 

운동사의 자질함양 및 지식수준 관리를 위해 자격인

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소속단체의 

회원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틀 내

에서 운동사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질함양과 자격관리, 

그리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명분을 살리며 그들

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를 개척하기 위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운동사의 단체 활동을 위한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아시아운동학회가 인증한 운동사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차적인 조건으로서 아

시아운동학회 회원 자격을 유지케 하고 아시아운동학

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평점을 취득하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아시아운동학회가 운동사들의 

발전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가별로 상당

한 수의 운동사를 확보한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협회

와 학회를 구성하여 그들 나름대로 자격관리 및 재교

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한국에서 시작된 운동사 자격제도가 통합적 운동사 

자격 인증 방식을 통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려면 아시아운동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시

아운동학회 창립을 계기로 IKQS를 통하여 운동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운동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내실

화를 달성하여 각국에서 운동사들이 자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수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운

동사는 물론 운동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학의 정체성이 확립됨은 물론이

고 운동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운동사의 창업이나 취

업의 길이 용이하게 되고 대학의 운동관련 학과들도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운동사들의 사회경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IKQS가 정착된다면 운동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취업 

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스펙

을 쌓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운동학회는 대한운동사협회와 더불어 

아시아운동학회의 발전 및 IKQS의 도입하고 보급하

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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