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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어 교육과정의 연계성 인식조사를 한 설문도구를 

개발하 다. 이를 해 총 3단계에 걸쳐 문항개발 차를 기획하 다. 기 단계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기 

해 선행연구를 상으로 키워드 추출법을 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 다. 이후 단계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102명의 , 등 어교사를 상으로 수행하 다. 그 , 22명을 

표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고, 설문결과와 인터뷰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 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 다. 최종 으로 7개 요인으로 구성된 40개 문항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3개의 개방형 문항을 더하여 체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개발하 다. 

 
■ 중심어 :∣설문도구 개발∣교사인식∣교과과정 연계성∣초, 중등 영어교과과정∣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design survey questions to inquire continuity in the English curriculum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by integrating English teachers' opinions. To achieve this 

goal, the authors designed three-step development procedure. First, to set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s elicited main keywords by adopting Keyword Extraction toward 

precedent studies. Next, implemented a survey to 102 English teachers and analyzed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ponses. Among them, 22 teachers were selected as interviewee. 

Based on the results drawn from the pilot survey and the interview, this study suggested a 

survey, containing 40 questions designed to examine seven factors and 3 open-ended questions, 

to be utilized in researching cognition of continuity of the English curriculum.

■ keyword :∣Survey Design∣Continuity of Curriculum∣Teachers' Cognition∣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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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어교육이 학교  별, 

학년 별로 단계 인 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 즉 교과과정의 구성에서 수평 , 수직  연

계성이 매우 요하고[4][5], 등학교와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간 높은 수 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요구

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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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등 어 교과과정이 과연 제 로 연계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속 으로 심을 받아온 문제

다. 기본 인 교과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 

기  그리고 교육 장 리의 주체 등 콘텐츠뿐만 아니

라 표면  인 라까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면

으로 제기되고 있는 , 등 어 교과과정 간 차이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4]. 

표 1.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육 과정 비교표 
등학교 학교

기능 의사소통 기능 중심
(듣기, 말하기)

문해 기능 중심
(읽기, 쓰기)

방식 활동중심 교사중심
목표 기초적인 의미이해 영어기능의 활용

교육부[1]가 공개한 개정교육과정에서 등은 ‘일상

생활에서 어로 기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

을 마련한다.’를, 등은 ‘일상생활과 일반 인 주제에 

하여 효과 으로 의사소통한다.’를 어교육 과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세히 논의해보면, 등 

어교육 과정은 상  학교 에서 어 학습이 가능한 

기 인 이해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등의 경우, 활용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차이에서도 , 등 어교육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7].

그러나 연계성에 해 문제의식을 가진 그 동안의 연

계성 연구는 주로 교과서에 을 맞추어 교육과정 개

정 시기에 맞추어 교과서가 변경 될 때마다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어휘, 문장 등)에 을 맞추어 연계성을 

살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8]. 따라서 등학교와 

학교 어교육 과정의 연계성에 한 문제는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으로 악하고 분석하여 책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계성 문제에 한 다각

도의 정보 구축을 해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계성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선 장의 교사로 시선을 확장하여 , 등 

교사 간 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등에 한 

인식의 차이를 다각도로 살펴보고는 것이 총체 인 문

제의 상 악과 진단을 해 요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으로 구 하여 학생에

게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  교사인식의 차

이는 교사가 수업내용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요한 차

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등학교 교사들과 

학교 어교사의 양성과정과 양성기 이 다르고 실

제로 양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과 방법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교과를 하고 가르치는 등학교 교사와 

학교 어교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 로 본 연구는 연계성 문제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진단하는데 활용 가능한 

설문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키워드 추출을 

통한 키워드의 체계화와 개방형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집 단계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 개발을 진행하고

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연계성은 계속성과 계열성이라는 두 요인을 주요 원

칙으로 삼아 나선형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직하는 

근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 내용을 

차 심화하여 집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은 추상 으

로 이해하고 종합하는 것이 가능하다[4]. 구체 으로 처

음에는 단순한 언어형식을 선정한 이후, 차 구조와 

개념이 복잡해지도록 제시되는 것[9]과 새로운 언어 항

목을 반복하여 활용하고[5], 진 으로 확장하는 방식

[10]으로 수업내용과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

다. 

등과 등 어교육 과정의 연계 정도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은 장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지속 으로 지

해 온 의견이었다[11]. 연계성 문제에 한 기 연구는 

등학교 어교육의 효과성 차원에서 주로 근한 경

우가 많다. 이완기 외 3인[7]은 등학교 어교육과 

학교 어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며 목표의 차

이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야기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 

이후, 구체 인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뒤이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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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최순주[12]는 등 6학년과  1학년 어교

과서 어휘를 분석하 고, 최은선[13]은 교과서에 

을 맞추어 등 6학년과  1학년 교과서 내용의 연계

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한지 [14]은 등과 등 

어 교과서를 활용하여 코퍼스(corpus)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계성 여부를 조사하 다. 한, 김정렬과 천

윤희[15]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의 연계성을 분석하

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처럼 연계성과 련된 기 연구의 흐름은 교과서

와 교과서 수록 어휘에 을 맞추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장이나 활동 그리고 어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등, 등 어 교육과정의 차이를 고찰하 다. 

이후,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연계성 연구에 목되기 

시작하 다. 문기[16]는 Coh-Metrix를 활용하여 

학교 교과서 읽기 자료의 연계성을 분석하 다. 이후, 

김정렬과 양지윤[17]은 Coh-Metrix를 활용하여 어 

교과서 내용의 연계성을 악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표층 인 분석에서 나아가 문장의 응집성, 명확도 등의 

심층 인 구조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 다. 

이처럼 연계성과 련된 선행 연구들은 부분 교과

서와 교과서 수록 단어와 같이 교과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연구 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인 교사를 상으로 연

계성에 한 의견을 묻는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 등 교과과정 연계성에 한 등, 

등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한 설문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해 효과 으로 다수의 

의견 수집을 수집할 수 있는 델 이 기법을 용하여, 

총 3 단계로 의견수집 과정을 설계하 다. 1 단계는 선

행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유목화하고 범주

화하여 문항 구성을 한 기본 체계를 구성하 다.

다음 단계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총체 으로 수집

하는 과정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의견

을 수집하 다. 마지막 3 단계는 이 게 체계화한 키워

드 범주 결과를 토 로 2차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이를 

활용한 등, 등 어교사 각 20명씩 총 40명을 상

으로 일럿테스트를 실시하 다. 

이후, SPSS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 다. 한, 각 문항

과 일럿테스트 분석 결과를 토 로 문가 검토를 실

시하여 설문 문항을 보완하 다.

Ⅳ. 설문문항 구성

1. 선행연구 키워드 추출을 통한 키워드 추출 및 
범주화
설문문항 구성을 한 1 단계로 일선 교사들을 상

으로 교육내용  교육과정 연계성에 해 개방형 설문

지를 구성하 다. 어 교과과정 연계성에 한 교사의 

인식도를 효율 으로 조사하기 해서는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연계성이라는 주제에 수렴할 수 있는 타당

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18].

표 2. 분석대상 선행연구 주요 내용
연구자 년도 주요내용

4 배두본 1996 영어교육에서 연계성 화두 제시
8 김정렬 2014 계열성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 연계성
11 김진실 2014 초, 중등 교사 발화 비교 분석
12 최순주 2003 중1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
13 최은선 2004 초6, 중1 교과서 연계성 분석
14 한지영 2010 코퍼스 기반 초, 중등 교과서 연계성 
15 김정렬외 1인(천) 2008 코퍼스 기반 초, 중등 교과서 연계성
16 전문기 2011 Coh-Matrix를 활용한 중1, 2 연계성
17 김정렬외 1인(양) 2012 Coh-Matrix를 활용한 초, 중 연계성
19 송자경외 1인 2003 초등 의사소통 기능문 연계성 분석
20 윤지애 2014 초, 중등 의사소통 기능 연계성
21 서혜진 2014 초, 중등 연계성 확립 방안 연구
22 김진석 2003 멀티미디어 자료 중심 초, 중등 연계성
23 서혜진 2014 공립 초, 중등 영어교육 연계성

키워드 선정을 해 우선, , 등 교육내용  교육

과정 연계성에 해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14편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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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4][8][11-17][19-23]. 그리고 수집한 논문내용 

 연구를 수행한 목 과 필요성을 수록한 ‘서론’ 는 

‘연구의 필요성’ 부분과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결론’ 는 ‘논의’부분, 그리고 체 인 연구내용

을 요약한 ‘ 록’ 부분을 발췌하여 텍스트를 추출하 다. 

상기 방식으로 추출한 텍스트를 ‘Nvivo 10’에 등록하

여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 상  50개를 추출하 다. 이 

자료를 문가 3이 서로 논의를 거쳐 50개의 단어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끼리 포섭하고 다른 의미를 가

진 키워드는 분리하는 유목화를 진행하 고, 그 결과 

[표 3]와 같이 총 21개의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었다.

표 3. 연계성 관련 주요 키워드 추출
순번 키워드 순번 키워드

1 교과서(173) 11 분석(15)
2 학년(78) 12 신출(15)
3 연계성(75) 13 어휘(13)
4 중학교(45) 14 문장(12)
5 영어(44) 15 난이도(11)
6 교육과정(43) 16 연구(11)
7 학습(25) 17 7단계의(10)
8 의사소통(24) 18 간의(10)
9 초등학교(24) 19 구성되어(10)
10 쓰기(18) 20 기능(10)

21 동일(10)
* (   )안의 숫자는 빈도

이후, 문가 3인의 논의를 통해 21개의 키워드에 

한 범주화를 진행하 다. 일단 문가 개인이 키워드를 

1차 으로 분류하여 범주를 설정하 다. 이후 서로 모

여 각자 도출한 1차 범주화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물에 

한 의를 진행하 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총 10개

의 소범주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개의 소범주

에 해 술한 방식 로 다시 한 번 논의를 진행하여 

범주 5개를 도출하 다. 

앞서 21개 키워드를 살펴보면, 연계성과 련된 기존 

선행연구가 부분 , 학교의 교과서 분석이나 교육

과정 내용 분석에 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범주

를 설정 결과, 특정 범주에 키워드가 편 되거나 부족

하 다. 이에, 키워드의 보정작업을 [표 4]와 같이 수행

하 다. 소범주 ‘언어 역’의 경우, ‘의사소통’, ‘쓰기’, 

‘어휘’, ‘문장’ 이 게 4가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 역에서 균형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해서는 ‘언어 역’ 범주가 언어의 체 하 역을 수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응하도록 ‘리터러시’ 키워드를 추가하

고, ‘말하기’, ‘듣기’, ‘어휘’ 그리고 ‘문법’ 키워드를 더하

여 범주 내 키워드 간 균형을 맞추었다. 

한, 소범주 ‘학습’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학생에 

을 맞추어 ‘학습’이라는 키워드만 추출되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교사의 의견을 악하는 것이므로 

‘학습’에 응하는 ‘교수’ 키워드를 추가하 다.

표 4. 키워드 범주화 및 보정 결과
범주 소범주 범주단어 빈도

대상
(363)

교육매체
(173) 교과서 173

학교급
(147)

초등학교 24
중학교 45
학년 78

교육과정
(43) 교육과정 43

영역
(157)

과목
(44) 영어 44

언어영역
(67)

의사소통 24
말하기 (보정추가)
듣기 (보정추가)

리터러시 (보정추가)
읽기 (보정추가)
쓰기 18
문법 (보정추가)
어휘 13
문장 12

연구영역
(46)

난이도 11
학습량(신출) 15

기능 10
동일 10

학습
(25)

학습
(25)

학습 25
교수 (보정추가)

주제
(105)

연계성
(85)

연계성 75
간의 10

구성
(20)

7단계의 10
구성되어 10

연구방법
(26)

연구방법
(26)

연구 11
분석 15

* (   )안의 숫자는 출현빈도

2. 개방형 설문문항 작성 
키워드와 키워드 범주를 보완한 결과를 기반으로 델

이 1차 연구 수행을 한 개방형 설문  인터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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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구성하 다. 각 문항은 일차 으로 범주를 토

로 각 범주 키워들을 조합하 고, 이후, 범주 안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 다. 

설문 상에 따라 등학교 교사용과 학교 교사용

으로 나 어 제작하 으며, 두 설문은 타 학교  정보

를 묻는 2번, 6번 질문에만 차이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

머지 질문은 동일하다. 1번, 2번(2-1, 2-2포함) 문항은 

응답자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학교  교과과정의 이

해 여부에 해 묻고 있으며, 3번은 연계성에 한 교사

들의 생각을 좀 더 넓게 수집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 

표 5. 1차 개방형 설문문항
문         항( 학교 교사용)

1 나는 중학교 영어 교과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나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1은 ‘예’, 2-2는 ‘아니오’에 대한 세부이유 질문) 

3
[교과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생각나시는 키워드를 떠오르는 대로 
5개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각 키워드를 떠올리신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4
초등학교, 중학교 각 영어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언어교육 영역(말하기, 듣기, 문법, 쓰기, 어휘, 읽기)을 순서대
로 기술해 주세요.

5 나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과정에 어떤 학습활동(activity)이 구성되
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6 나는 중학교 영어 교과과정에 어떤 학습활동(activity)이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7
나는 학습활동(activity)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과과
정의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7-1은 ‘예’, 7-2는 ‘아니오’에 대한 세부이유 질문)

8
나는 학습내용의 난이도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과과
정의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8-1은 ‘예’, 8-2는 ‘아니오’에 대한 세부이유 질문) 

9
나는 학습내용의 학습량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교과과
정의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9-1은 ‘예’, 9-2는 ‘아니오’에 대한 세부이유 질문)

10
다음의 학습영역(말하기, 듣기, 문법, 쓰기, 어휘, 읽기) 중에서 초
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 간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따라 
1부터 6까지 순서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순위를 정하신 이유를 기
술해 주세요.

11
초등학교 중학교 간 영어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떤 주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주체와 이유를 기술해 주세
요

4번은 각 세부 언어 역에서 각  교사들이 생각하

고 있는 요도 차이를, 5, 6번은 타 학교  학습활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7번, 8번, 

9번은 학습활동, 난이도, 학습량 측면에서 두 교과과정 

간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한 생각을 듣고자 하

다. 10번은 재 교과과정에서 각 언어 역 별 연계정

도를, 11번은 연계성 향상을 한 노력을 가 주로 해

야 할 것인가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개방형 설문 수행 및 결과 분석 
이 게 작성한 개방형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등 51

명, 등 51명 총 102명의 교사를 상으로 일럿테스

트를 실시하 다. 설문은 개방형 설문지 일을 온라인

으로 배포한 후, 교사들이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수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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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 학교 급/타 학교 급 영어 교과과정 인지 여부

교과과정 인식도에 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그림 

1], ‘자 학교 의 어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에 해 

96명이 ‘그 다’고 답하 다(94%). 반면 ‘타 학교 의 

어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에 해서는 86명이 ‘아니

다’라고 응답하 다(84%). 이는 부분의 교사들이 자

신이 소속된 학교 의 교과과정은 잘 이해하고 있지

만, 타 학교 의 교과과정에 해서는 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타 학교 의 어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명으로 12%를 차

지하고 있었다. 

학교  별 활동에 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

부를 조사해 본 결과[그림 2] 등의 경우, 자 학교  

교과과정의 활동에 해 모든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다

고 응답한 반면, 타 학교  활동에 해서는 ‘아니다’가 

44명(90%)이었다. 그러나 등의 경우 자 학교  활동 

인식에 해 부정의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4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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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차지하고 있었고 등 과정의 활동에 해 인식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6명(90%)이었다.

이 게 등학교 교사와 학교 교사 간 큰 응답차이

를 보이는 이유는 등, 등 교과과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 차이를 언 할 수 있다. 등학교의 경우 교

과과정이 활동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의 경

우에는 교과과정에 활동의 비 이 고 어 교사라면 

이러한 차이에 해서는 부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 자 학교  활동에 해서는 부정 이 

높지만, 등학교에 한 인지도는 정으로 응답이 집

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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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 급 별 활동 인지 여부

4. 교사 인터뷰 및 결과 분석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 등 교사들의 연계성 

인식에 한 의견을 수집했지만, 더욱 자세한 장의 

의견을 반 하기 해 FGI(Focused Group Interview)

를 실시하 다. 상은 일럿테스트 설문조사에서 성

실히 응답하 고, 응답내용 에서 시사 을 얻을 수 

있거나 근무환경에서 특이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연

구자가 단한 응답자를 등 11명, 등 11명, 총 22명 

선별하 다. 

인터뷰는 화로 실시하 으며, 질문 내용은 개방형 

설문조사 문항과 [표 3]에서 제시된 소범주 키워드를 

심으로 구성하 다. 인터뷰 녹취에 해서는 상자

와 사 에 합의하 으며, 녹취한 인터뷰 내용은 사하

여 텍스트 일로 바꾸어 Nvivo를 활용하여 이를 분석

하 다. 더불어 응답자의 의견을 최 한 객 으로 분

석하기 해[25] 응답자의 진술 속 키워드 선별, 키워드

의 범주화, 범주화 된 자료의 기술, 그리고 확인  검토 

총 네 단계로 구성된  Colaizzi[26]의 자료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용하 다.

여러 응답자의 의견  과반이 넘는 상자가 공통

으로 언 한 내용을 1차 으로 추려 주요 키워드로 설

정하고, 해당 키워드에 해 교사들이 언 한 내용을 

따로 모아 유목화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우선, 교과과정의 연계성 문제에 해서는 등 교사

보다 등교사가 체 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

다. 상자  등교사의 9명이 등학교 과정과 학

교의 과정에 큰 간극이 있으며, 그 때문에 1 수업에서 

학생 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고 진술하 다. 그러나 등교사의 경우, 학교 교과과

정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는, 등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하여 학교로 진

학하면 학생들의 지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학교 교과

과정이 실제 자신들의 지도활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 등 이라는 학교  간 연계성 보다는 학

교  내 연계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등

의 경우 상자  7명이, 등은 4명이 이 문제에 해 

언 하 다. 즉, 등의 경우 3, 4, 5, 6학년 총 4년 동안 

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3-4학년 간 난이도에 비해, 

4-5학년, 5-6학년 간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 하 다. 등의 경우에도 1-2, 3학년 간 난

이도 격차가 커 2학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

견을 주었다. 

이 게 학교  내 연계성을 확보하기 힘든 원인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574

는 교과서를 제시하 다. 각 학년마다 각각 다른 출

사 교과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아무리 

교과서가 공통 교과과정을 토 로 제작되었다고 하더

라도 집필진과 세부 인 구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연속성 있게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 다. 

한, 응답자들은 공통 으로 교육제도와 근무환경

에 한 문제를 언 하 다. 특히 교육과정의 경우, 교

사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

육과정의 개편이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

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 교육과정 연계성 문제에 한 해결 주체가 구냐

는 질문에 ‘교사’를 언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 

등 부분의 응답자들이 공통 으로 입시제도로 인

해 연계성 문제가 심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특히 

등의 경우 학생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2, 3학년부터 

수능 비를 한 수업이 필수 인데 이로 인해 체

인 수업이 독해와 문법 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

조라고 하 다. 

5. 최종 설문문항 개발
일럿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정량  정성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어

교육이라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타 학교 

의 교과과정에 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둘째, 

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도 학년 간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교과과정에 따른 실제 수업 운

에 있어서 입시평가와 같은 ‘교육제도’가 교사들이 체

감하는 가장 요한 키워드  하나이다. 다섯째, 등 

교사보다는 등 교사가 연계성 확보에 한 요성을 

더욱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 을 토 로 [표 3]의 키워드, 1차 개방형 

설문문항을 종합하여 - 등 연계성에 한 교사 인

식도를 조사할 수 있는 최종문항을 작성하 다. 체 

40문항으로 구성된 본 설문도구의 타당성을 악하기 

해 272명의 , 등 교사를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체 40문제를 범주화하기 해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 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아이겐값(Eigenvalue)이 1 이상인 항목을 추

출하여 묶은 결과 총 40개의 문항이 7개의 요인으로 나

뉘어 추출되었다. 본 요인분석 결과 모형에 해 변수 

간 상 계가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KMO

측도는 .720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 고, Bartlett의 구성

형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은 444.345, 모형의 유의확률

은 .000으로 요인분석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체 요인의 추출된 각 요인에 해서는 문가 3인

이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명하 다. 각 요

인과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첫 번째 요인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아이

겐 값은 3.007, 공통변량 14.616% 다. 각 문항들이 교

원양성기 , 입시평가제도, 수업시수 등의 내용을 묻고 

있어 ‘교육제도’를 체 문항들을 포 하는 키워드로 제

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요인을 ‘연계성에 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로 명명하 다. 요인 내 문항 간 신뢰도는 α

=.689로 양호한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6. 첫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연계성에 향을 미치는 교육제도
신뢰도
α=.689

1 전체
학교 급 간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교원 양성기관(교대, 사범대)의 교과과정 개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07

2 전체 현재 입시평가제도(수능평가)가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 연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701

3 전체
영어의사소통능력(말하기, 쓰기)가 강화된 입시 평
가제도가 도입되면,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 연
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692

4 전체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가 늘어나면, 초등학교 -중
학교 영어교육 연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

.661

아이겐 값 : 3.007, 공통변량(%) 14.616, 누적변량(%) 14.616

두 번째 요인 역시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이겐 값은 2.985, 공통변량은 7.281% 다. 각 문항들

이 ‘교육방법’,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평가 역’

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로 ‘ 어교육과정’을 제안할 수 있었고 이에, 본 

요인을 ‘ -  어교육과정 차이’로 명명하 다.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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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한 신뢰도는 α=.797로 높은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7. 두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  어교육과정 차이
신뢰도
α=.797

5 전체 초등학교 영어수업과 중학교 영어수업은 교육방법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904

6 전체 초등학교 영어수업과 중학교 영어수업은 교육목표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875

7 전체 초등학교 영어수업과 중학교 영어수업은 교육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788

8 전체 초등학교 영어수업과 중학교 영어수업은 평가영역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757

아이겐 값 : 2.985, 공통변량(%) 18.496, 누적변량(%) 33.112

세 번째 요인은 총 5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

이겐 값은 2.278, 공통변량은 10.318% 다. 각 문항들은 

‘연계성’과 ‘교육과정’을 키워드로 연계성 자체에 한 

인식 여부, 연계성에 해 고민해 본 경험 여부, 학교  

간 교육과정 인식 등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

서 본 요인의 이름을 ‘연계성에 한 인식’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요인 내 문항 간 신뢰도는 α=.689로 양호한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8. 세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연계성’에 한 인식
신뢰도
α=.695

9 전체 ‘교육과정 연계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721

10 전체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 .689

11 전체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 연계성은 중요한 문제
라고 생각한다. .622

12 초/중 타 학교 급 영어교육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588

13 전체 예비교사 시절, 학교 급 간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
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 .531

아이겐 값 : 2.278, 공통변량(%) 10.318, 누적변량(%) 43.430

네 번째 요인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

겐 값은 2.093, 공통변량은 14.365% 다. 연계성 향상에 

한 생각, 동일 출 사 교재 활용, 연계성 향상을 한 

참여 등 체 으로 연계성을 높이는 활동을 주로 묻고 

있다. 이에, 본 요인을 ‘ -  어교육 연계성 확보 의

지’로 명명하 다. 문항 간 신뢰도는 α=.749로 양호한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9. 네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  어교육 연계성 확보 의지
신뢰도
α=.749

14 전체 교사의 관점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간 영어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21

15 전체 학생의 관점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간 영어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67

16 초/중 초등/중학교 내 교육과정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같
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663

17 전체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 .602

18 전체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은 중학
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539

19 전체 타 학교 급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연
수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다. .510

아이겐 값 : 2.093, 공통변량(%) 14.365, 누적변량(%) 57.795

다섯 번째 요인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겐 값 2.093, 공통변량 8.175를 보 다. 체 인 문

항들이 흥미, 난이도, 학습량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와 

같은 측면에서 등학생과 학생의 차이에 해 다루

고 있다. 문항들을 아우르는 요인명을 ‘연계성 측면 -

 어교육 차이’로 설정하 다. 문항 간 신뢰도는 α

=.743으로 양호한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10. 다섯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연계성 측면 -  어교육 차이
신뢰도
α=.743

20 전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498

21 전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영어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한다. .412

22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영어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영어는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387

23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영어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영어는 
학습량이 급격히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344

24 전체 중학교 영어수업을 대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
생들이 많다. .314

아이겐 값 : 2.093, 공통변량(%) 8.175, 누적변량(%) 65.970

여섯 번째 요인은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체 으로 연계성을 기반으로 연계성이 높은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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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기타 문항

30 전체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1 전체 중학교 영어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2 전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중등(중, 고등학교) 영어교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33 전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중등(중, 고등학교) 영어교육과는 별도
로 고려해야 한다.

34 초만 교과전담제도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35 전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 영어
수업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한다. 

36 전체 직접 가르쳐보기 전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
한다.

37 전체 나는 영어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38 초/중 지금까지 초등/중학교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39 전체 학교의 다른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가 어렵다.

40 초/중 초등/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수프로
그램이 있다.

족하는지, 잘 연계가 되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본 요인

을 ‘ -  어교육 연계성 만족도’라 명명하 다. 아이

겐 값은 1.974, 공통변량은 6.498% 다. 문항 간 신뢰도

는 α=.693으로 양호한 일 성을 보이고 있다. 

표 11. 여섯 번째 요인과 문항

요인명 -  어교육 연계성 만족도
신뢰도
α=.693

25 전체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551

26 초/중 초등/중학교 영어교육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
족한다. .508

27 초/중 초등/중학교 학년 간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높
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457

28 전체 영어교과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을 잘 반영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68

29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영어는 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을 
대비하기에 적절하다. .329

아이겐 값 : 1.974, 공통변량(%) 6.498, 누적변량(%) 72.468

마지막 요인은 응답자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문항을 

따로 묶어 구성하 다. 주로 자 학교 과 타 학교 에 

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들인데, 이 문항들은 응답자

의 소속이 등 는 등인지 여부에 따라 응답이 갈

리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한 한교 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인분석의 결과 다른 

요인에 포섭되지 못한 나머지 문항들과 연구자와 문

가 2인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직 에 따라 따로 분류한 

문항들이 이 요인에 수록되어 있다. 

표 12. 일곱 번째 요인과 문항

이러한 설문 문항과 더불어 응답에 한 분석을 다각

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응답자 정보를 구성하 다. 본 

설문에서 요구하는 응답자 정보는 [표 13]과 같다.

표 13. 일곱 번째 요인과 문항
1. 소속 : 지역(   시, 도)  학교(   초등학교)
2. 성별 : (남 / 여)
3. 출생년도 : (      )년 * 예: (1979)년
4. 영어지도 경력 : (      )년 
   * 반 년 단위로 기재(예 : 1.5년, 0.5년 등)
5. 최초 임용년 : (      )년
6. 영어지도 경험 (1, 2, 3,  4,  5,  6 학년)  
   *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7. 현재 영어지도학년 (1, 2, 3,  4,  5,  6 학년)   
   *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8. 근무지역
 : (도서벽지, 읍면지역, 시지역, 특별/광역시지역)
9. 학교규모 : 전 학년 (        )개 학급
10. 학급규모 : 학급 당 (        )명/반 
11. 현재 학교에서 모든 학년이 같은 출판사의 영어교과서를 사용한다. 
    (그렇다 /  아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과를 

담하는 교사의 수도 비교  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각자 생각의 공유도 비교 잘 이

루어지는 편이라는 의견이 수집되었다. 한 일럿테

스트의 통계 분석을 통해 학  규모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 으로 학년 간 연계성 

는 학습방법이나 학습목표의 연계성 인식에 향을 주

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기 이유를 토 로 교

사의 경력, 학교규모 그리고 학 규모를 연계성에 한 

인식 차이를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도

록 인 사항 정보 수집을 기획하 다.

앞서 제시한 7요인 40개 문항과 더불어 구체 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을 고안

하 다. 41, 42, 43 총 3개 문항이다. [표 14]는 연계성에 

변화가 필요한 학교 에 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해 일럿테스트에서 학교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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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 6학년 과정이 학교과 호환될 수 있도록 난이도

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등 교사들은 학교 

교과과정이 더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게 각 

학교 에 따라 나뉘는 의견을 더욱 확하게 수집하기 

해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 14. 연계성 변화가 필요한 학교 급
41. 초교-중학교 간 영어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

해 어느 학교 급의 교과과정이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초등학교 / ②중학교] * 둘 중 하나만 선택

선택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럿테스트에서 연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

체([표 4], 11번 문항)에 한 의견을 수집한 결과, 응답

자들이 어떤 주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한 구

체 인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에, 응답자

가 수월하게 어떤 주체들이 있고, 각 주체가 어떤 역할

을 담당하는지에 한 정보를 기재하여 42번 문항을 구

성하 다.

표 15.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
42. 초등학교-중학교 간 영어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 어떤 주체가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에 대해 순위를 숫자로 적어 
주세요.

주 체 주  요  역  할
순
(1-6순 )

교육부 국가차원의 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정책 운영
교육과정
평가원

초, 중등 영어 교육과정 개발/수학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 

대학교수 예비교원 교육/교육과정 개발 참여
교육청 지역중심의 영어교육 정책 운영 및 학교/교사 관리 
학교장 학교 자체의 영어수업 정책 관리 및 운영
일선교사 현장 영어수업 운영 및 진행

마지막으로 어떤 역이 얼마나 연계성이 높은지에 

한 응답자의 의견을 효율 으로 수집하기 해 한 번

에 순 와 연계정도를 표기할 수 있도록 43번 문항을 

[표 16]의 형식으로 구성하 다. 

표 16. 영역 별 초-중 연계 정도
43. 초-중 영어교육에서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에 대해 순위

를 숫자로 적어 주시고, 생각하시는 연계정도에 “○”표시를 해 주
세요.

  역
순   
(1-6순 )

연계정도

매우
낮다

낮다
간
이다

높다
매우
높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Ⅴ. 결론

본 연구는 교육 장에서 직  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  어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해 가지

고 있는 의견을 종합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총 3단계에 걸쳐 문항개

발 차를 기획하 다. 기 단계로 연구에 활용할 개

념의 틀을 정립하기 해 ‘연계성’을 키워드로 선행연구

를 수집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계성 련 연구에

서 주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이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고 102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리고 응답자  22명을 표집하여 인터뷰

를 진행하 고, 설문결과와 인터뷰 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 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 다. 

최종 설문문항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해 

27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고, 수집된 응답에 

해 요인분석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으로 7

개 요인으로 구성된 40개 문항을 도출하 다. 그리고 

수집된 의견에 향을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이 수집

될 수 있도록 인 사항 정보 기재란을 기획하고, 응답

자들의 의견을 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3개의 개방

형 문항을 기획하여 체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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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개발하 다. 

재까지 연계성과 련된 연구가 부분 교육과정

과 교과서에 을 맞추고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

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학습자에게 직

으로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로 을 옮겨 

연계성 연구에 새로운 시사 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

로 설정하 다. 이를 해 객 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기 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효시로 이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설문문항으

로 가공함으로써 연계성에 한 장의 의견을 효율

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성과를 토 로 향후 - 등 어교육 연계

성 문제에 한 장 교사의 의견이 향후 교과과정 기

획과 구성에 반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문항을 토 로 다른 과목으로 

확  용된다면, 연계성에 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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