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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차
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영어 교과 역량 관련 개선 방안으로 영어 교과 역량의 선정, 각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 역량을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역량과 연계한 목표 및 성취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에 현장의 교사들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과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공감‧협업 역량, 문화간 소통 역량, 정보‧매체 활용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등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역량을 영어과 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계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영어 교과 역량
과 연계된 교육내용이 학교 현장에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영어 교과 역량별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
가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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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체제나 교수·학습 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학교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시
대의 미래교육 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교육
부, 2020). 여러 정책 중 하나로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하였으며, 올
해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하여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 및 고시를 하고 2024년에 초등
학교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교육부,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
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교육과정 다양화‧분권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교육의 책무성 강
화,’ ‘한국형 원격 수업 확대,’ ‘교육과정의 유연화, 다양화’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울러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시공간 넘어서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
가 재설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21). 차기 교육과
정 개정의 목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주체성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미
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기술‧태도 및 가치가 총체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혁신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21). 이와 같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을 새로 도입하여 역량 기반 교과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역량 기반 교과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되었는지를 검토한 일부 연구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역량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교과 교육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거나(한혜정 외,
2020) 영어 교과 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미진, 2019; 한
혜정 외, 2020). 또한 영어과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학교급별 성취기준 및
내용 체계의 반영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김미진, 2019). 교육과정 적용 측면에 있어
서는 단위 학교에서 영어 교과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된 모습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위한 지침이 거의 없는 상황임(이문복 외, 2018)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상세화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
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각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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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론의 핵심역량과 함께 교과별 역량이 도입되었으며, 교과 역량은 교육
과정 문서에서 ‘성격’ 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
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4개의 교과 역량이 도입되었다(교육부, 2015b). 이렇게 새로
도입된 영어 교과 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다수 있었는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
된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성격’에 제시된 4개의 영어 교과 역량이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거나 역량의 명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미진, 2019; 배주경 외,
2019b; 이경민·천세영, 2017; 이소영, 2016; 주형미 외, 2020; 주형미 외, 2021a). 예를 들면, 주형미
외(2020)의 연구에서는 다중 리터러시 또는 비판적 사고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
형미 외(2021)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개의 역량 중에서 ‘영어 의사소
통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공통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명칭을 수정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두 추가 역량은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서는 수용될 필요는 있겠지만 차기 2022 개정 교육
과정 개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는 새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교과 역량의 적절성 및 명칭 수정 이 외에도 교과 역량 개념의 명료성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
되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각 역량에 대한 개념과 각 역량의 하위 요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이경민·천세영, 2017; 주형미 외, 2020). 특히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세
개의 역량은 210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어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개념 구체화를 위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형미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역량’의 개념에서 정의적
요소는 삭제하고 학습전략과 같은 상위인지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에는 ‘협업, 협력’을 추가하고,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개념에서는 초등학생을 고려하
여 ‘영어로 표현된 정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설
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영어 교과 역량과 교육내용의 연계
영어 교과 역량과 교육내용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
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교육부, 2015b: 3)으로 영어 교과의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 체

33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5권 제3호 (2022)

계(교육부, 2015b: 6-13)와 모든 성취기준(교육부, 2015b: 13-39)에 반영되어 있다.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중에서 일부 하위요소는 영어 교과의 목표에도 제시되어 있으며, 영
역별 도입부(예: “… 활동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를 수 있게 한
다.”(교육부, 2015b: 31), 성취기준 해설(예: “… 활동을 통해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 및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교육부, 2015b: 38),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예: “… 대인 관계 능력 및 타인
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5b: 16) 등에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주형미 외, 2020: 293). 그럼에도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목표
나 성취기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미진, 2019; 배주경 외, 2019a,
2019b, 2020; 이병천, 2018; 이소영, 2016; 주형미 외, 2020; 주형미 외, 2021; 한혜정 외, 2020).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교사들은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과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배주경 외, 2019b). 또한 총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영어 교과의 ‘공
동체 역량’과 연계하여 인성(태도)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주형미 외,
2020). 영어 교과 역량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
업 및 평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어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행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이경민·천세경, 2017; 이소
영, 2016; 주형미 외, 2020, 2021). 이경민·천세경(201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
담 조사 결과, 교사들은 영어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은 동의하지만 선정된 역량 및 하위 요
소, 역량의 의미 등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의 내용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경민·천세경, 2017). 이소영(2016)의 연구에서
는 영어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 전반에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어 교과 역량에 대한 의미를 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하고 영어과 교육내용이 각각의 교과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된 영어 교과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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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델파이 조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
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총 20명(영어교육
교수 11명, 장학사 1명, 초등학교 교사 4명, 중학교 영어 교사 4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선정 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현장 교원의 경우 학교급별로 동일한 비
율로 구성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
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쟁
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추가로 영어
과 교육과정 문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항별로 응답 인원수 및 비율, 평균(M), 표준편차(SD),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은 20명으로, CVR 값이 0.50 이상인
문항에서 제시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Ayre &
Scally, 2014).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기타 개선 사항’에서 새롭게 제시된 쟁점 및 개선 방
향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쟁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CVR 값이 0.50 이상인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게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도 문항별로 응답 인원수 및 비율, 평균
(M), 표준편차(SD),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CVR 값이 0.50 이상인 문항에서 제시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Ayre & Scally, 2014). 자유 응답에 대한 내용은 주요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나. 워킹그룹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워킹
그룹은 총 5회 실시되었으며,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총 6명(영어교육 교수 2명, 초등학교 교사 2명, 중
학교 영어교사 2명)과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
문가이며,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검정 심사, 교과서 집필 등의 경력이 있는 교수 및 교사로 구성하였
다. 델파이 조사에서 제안된 개선 방안 의견 검토, 국내외 교육과정 사례 및 관련 연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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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약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는 약 5%의 학교(초등학교 318개교,
중학교 163개교)를 표집하여 학교별로 약 1명씩 응답하게 하였으며, 총 393명(초등학교 교사 198명,
중학교 영어 교사 195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배경 정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
(단위: 명, (%))

대도시(특별·광역시)
학교 소재지

성별

교직 경력

초등학교

중학교

97(49.0)

94(48.2)

중·소도시

68(34.3)

69(35.4)

읍면지역

33(16.7)

32(16.4)

남성

29(14.6)

26(13.3)

여성

169(85.4)

169(86.7)

5년 미만

26(13.1)

37(19.0)

5년-10년 미만

41(20.7)

32(16.4)

10년-20년 미만

91(46.0)

65(33.3)

20년 이상

40(20.2)

61(31.3)

198(100.0)

195(100.0)

전체

설문 문항은 총 12개의 문항이며, 교육과정 문서 구성인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
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대항목으로 두고 대항목별 1개∽4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리된 개선 방향에 대해 동의 정도를 묻고, 개선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관련 주요 쟁점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영어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정리하여 1차 델파이 조사지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영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 CVR 값
0.50 이상으로, 응답자들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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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어 교과 역량 관련 주요 쟁점: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CVR

1) 영어과의 특성 및 미
래 사회 변화를 고려
하여 영어 교과 역량
이 타당하게 선정되었
는지, 역량의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0
(0.00)

2
(10.00)

1
(5.00)

10
(50.00)

7
(35.00)

20
(100.00)

4.10

0.89

0.70

2) 영어과의 특성 및 미
래 사회 변화를 고려
하여 각 역량의 개념
과 하위 요소가 타당
하고 적절하게 제시되
었는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0
(0.00)

0
(0.00)

4
(20.00)

7
(35.00)

9
(45.00)

20
(100.00)

4.25

0.77

0.60

3) 영어 교과 역량의 개
념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록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 제공

1
(5.00)

0
(0.00)

4
(20.00)

5
(25.00)

10
(50.00)

20
(100.00)

4.15

1.06

0.50

4) 영어 교과 역량 및 성
취기준과의 연계를 고
려한 각 목표의 내용
점검 및 개선

0
(0.00)

1
(5.00)

0
(0.00)

7
(35.00)

12
(60.00)

20
(100.00)

4.50

0.74

0.90

5) 영어 교과 역량과 성
취기준이 연계되도록
성취기준 개선2)

1
(5.00)

1
(5.00)

1
(5.00)

5
(25.00)

12
(60.00)

20
(100.00)

4.30

1.10

0.70

6) 영어 교과 역량 함양
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시

3
(15.00)

2
(10.00)

2
(10.00)

6
(30.00)

7
(35.00)

20
(100.00)

3.60

1.43

0.30

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기타 개선 사항’ 문항과 각 문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자유 응
답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논의가 필요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5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지로 구성하였다3). 이에 대한 영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 현재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은 성취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영어 교과 역량과 목표의 연계, 성취기준과의 연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의 연계 등과 관련해서는 1차 델파이 조
사에서 ‘기타 개선 사항’이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자유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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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어 교과 역량 관련 주요 쟁점: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CVR

1) ‘자기관리 역량’을 ‘자
기주도 학습 역량’으로
수정

5
(25.00)

3
(15.00)

2
(10.00)

5
(25.00)

5
(25.00)

20
(100.00)

3.10

1.55

0.00

2) ‘공동체 역량’에 ‘협력,
협업’ 추가

0
(0.00)

2
(10.00)

2
(10.00)

7
(35.00)

9
(45.00)

20
(100.00)

4.15

0.96

0.60

3) ‘지식정보처리 역량’에
우리말로 표현된 정보
및 다양한 종류의 정
보(그림/사진, 미디어
등)의 활용 관련 내용
추가

1
(5.00)

3
(15.00)

1
(5.00)

7
(35.00)

8
(40.00)

20
(100.00)

3.90

1.22

0.50

4)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다중 리터러시 역량’
으로 수정하거나 ‘다중
리터러시 역량’을 추가

1
(5.00)

5
(25.00)

4
(20.00)

4
(20.00)

6
(30.00)

20
(100.00)

3.45

1.28

0.00

5) 창의적·비판적 사고 역
량 추가

0
(0.00)

6
(30.00)

1
(5.00)

6
(30.00)

7
(35.00)

20
(100.00)

3.70

1.23

0.30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5개 항목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중에서 ‘공동체 역량’의 개념 수정, ‘지식
정보처리 역량’의 개념 수정과 관련한 2개 항목(CVR 값 0.50 이상)에 대해서는 CVR 값 0.50 이상으
로, 응답자들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영어 교과 역량 관련 주요 쟁점별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가. 영어 교과 역량의 선정 관련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영어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 및 개선 방
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을 가급적 유지하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교과 역량의 선정 관련 개선 방안
①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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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
∙
∙
∙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개선 방안 ①
⇨

∙
∙
∙
∙
∙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감·협업 역량
정보·매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그림 1] 영어 교과 역량 선정 관련 개선 방안 ①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교과 역량의 선정 관련 개선 방안 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 역량 중에서 ‘영어 의사소
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체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명칭을 수정하고,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추가하였다. ‘공동체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경우, 명칭을 통해서
도 해당 역량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공감·협업 역량’과 ‘정보·매체 활용 역량’으로 수정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의 경우, 명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의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개선 방안 ①에서는 현재의 명칭을 유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에서는 ‘[…]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5b)
라고 제시되어 있는 반면, 영어 교과 역량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판적·창의
적 사고 역량’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둘째, 영어과의 특성 및 미래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을 전체
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교과 역량의 선정 관련 개선 방안 ②는 다음 그림과 같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
∙
∙
∙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개선 방안 ②

⇨

∙ 영어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포함)
∙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 공감·협업 역량
∙ 문화간 소통 역량
∙ 정보·매체 활용 역량

[그림 2] 영어 교과 역량 선정 관련 개선 방안 ②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먼저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경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
양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
다.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므로, ‘영
어 의사소통 역량’의 개념을 확장하여 제안하였다. 둘째, ‘자기관리 역량’의 경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으로 수정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자기관
리 역량’을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
는 역량’(교육부, 2015b)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 에서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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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 협력적 주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종윤 외, 2021). 셋째, ‘공동체 역량’은 ‘공감·협업 역량’과 ‘문화간 소통 역
량’으로 분리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화간 소통 역량’과 관련한 내용은 교과 목표에
서는 강조되어 있는 반면 교과 역량에서는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가. 내용 체계’의 하위 항목인 ‘(3) 언어 재료’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문화와 관련한 내용은 내용
체계표에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김영숙, 2018, 2019), 본 연구의 델파이 조
사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한 부분을 ‘공동체 역량’에서 분리
하여 별도의 역량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다양한 정보 및 매체의 활용, 다중리터
러시를 포함하여 ‘정보·매체 활용 역량’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영어 교과 역량 선정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개선 방안 ①

5
(1.3)

12
(3.1)

83
(21.1)

178
(45.3)

115
(29.3)

393
(100.0)

4.0

0.9

개선 방안 ②

4
(1.0)

7
(1.8)

60
(15.3)

195
(49.6)

127
(32.3)

393
(100.0)

4.1

0.8

영어 교과 역량의 선정 및 명칭과 관련한 개선 방안 ①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
다’에 대한 응답)이 74.6%로, 개선 방안 ②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81.9%였다. 반면 개선 방안 ①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4.4%, 개선 방안 ②에 대해 부
정적인 응답은 2.8%였다. 두 가지 개선 방안 모두에 대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약 74%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므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은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 할 수 있다.

나.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 관련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 및 하위 요소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였다. 첫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 방식을 가급적 유지하되 일
부를 수정·보완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선 방안 ①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개선 방안 ①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 역량 중에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체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개념 설명 중에서 하위 요소를 수정·보완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에 ‘협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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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추가하고,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개념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된 정보도 활용할 수 있
도록 수정하고, 그림, 사진,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
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개념

개선 방안 ①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
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
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
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공감,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 능력, 협업,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
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여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재구성 능력,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그림 3]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 관련 개선 방안 ①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둘째, 교과 역량에 대해 개념과 하위 요소로 구분하고 여러 하위 요소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선 방안 ②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예를 들어, ‘공감·협업 역량’의 경우,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하면
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개념

개선 방안 ②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
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포함한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목
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
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
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를 포함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흥미와 동기를 바탕으로 다
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
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며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
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
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를 포함한다.

⇨

‘공감·협업 역량’은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를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
업할 수 있는 역량이다.
‘문화간 소통 역량’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다.
‘정보·매체 활용 역량’은 정보 윤리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목적에 맞
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다.

[그림 4]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 관련 개선 방안 ②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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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개선 방안 ①

2
(0.5)

3
(0.8)

56
(14.2)

204
(51.9)

128
(32.6)

393
(100.0)

4.2

0.7

개선 방안 ②

1
(0.3)

4
(1.0)

43
(10.9)

208
(52.9)

137
(34.9)

393
(100.0)

4.2

0.7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과 관련한 개선 방안 ①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
한 응답)이 84.5%로, 개선 방안 ②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87.8%였다. 반면 개선 방안 ①에 대해 부정
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1.3%, 개선 방안 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은 1.3%였다. 두 가지 개선 방안 모두에 대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약 84% 이상으로 높은 편
이었으므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은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영어 교과 역량과 목표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델파이 조사에서 영어 교과 역량과 목표의 연계 관련하여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 및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를 통합하여 ‘목표’로 간략하게 구성
하고, 영어 교과 역량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목표의 내용을 진술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선 방안은
다음 그림과 같다.
목표의 개선 방안은 영어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안 ②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각
역량과 연계하여 목표를 5개로 구성하였다4). 또한, 목표는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이므로 교사의
관점보다는 학생의 관점에서 진술하였으며,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 ‘… 할 수 있다’와 같이 일관
되게 진술하였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연계된 목표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급별 목표와의 위
계를 고려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목적과 상황에 맞
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정보·매체 활용 역량’과 연계된 목표의 경우, ‘정보의 진위 및 가
치 판단 능력’ 부분을 삭제하고 ‘의사소통 목적과 정보 윤리에 맞게 적절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다중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
다. 나머지 목표에 대해서도 각 교과 역량과 연계하여 목표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4) 학교급별 목표에 대해서도 각 역량과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쟁점 ④에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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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교과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
리 역량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개선 방안

연계된 교과
역량

학습자들의 영어 의
사소통능력을 길러
준다.

첫째, 영어로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
소통능력을 기른다.

첫째,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일상
생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여 목
적과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없음)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
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
도록 한다.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바
탕으로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
용하여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남을 배려하고 돕는
모범적인 시민 의식과,
지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없음)

셋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
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 및 조정을 통해 협력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감·협업
역량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상호적인 가치 인식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
본 예절, 협동심 및 소
양을 기른다.

셋째, 국제 사회 문화 이
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포용
적인 태도를 기른다.

넷째,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차
이를 이해하고 포용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의미를
교섭하며 소통할 수 있다.

문화간
소통 역량

(없음)

넷째,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
을 기른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
통 목적과 정보 윤리에 맞게 적
절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정보·매체
활용 역량

총괄 목표

세부 목표

⇨

[그림 5] 영어 교과 역량과 목표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영어 교과 역량과 목표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개선 방안

2
(0.5)

0
(0.0)

36
(9.2)

215
(54.7)

140
(35.6)

393
(100.0)

4.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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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의 목표와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응답)
이 90.3%,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0.5%였다. 영어 교과 목
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약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
으므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은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영어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델파이 조사에서 영어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계 관련하여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 및 개
선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안 ②를 바탕
으로 제안하였으며, 각 역량 및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기존의 성취기준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성취기준 개선 방안 제안

연계된 교과 역량

[9영01- ] 친숙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견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
[9영02-02] 친숙한 주제에 관해 창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6영03[9영04[9영03-

] 흥미를 가지고 글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친숙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짧은 글을 쓰고 자신의 글을 점
검하여 고쳐 쓸 수 있다.
]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6영02[9영02-

] 일상생활 주제에 관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할 수 있다.
] 친숙한 주제에 관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나 발표를 할 수 있다.

공감·협업 역량

[6영02-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 및 몸짓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이해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말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문화간 소통
역량

]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변 사람과 사물에 관해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묘사
할 수 있다.
] 목적이나 주제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정보·매체 활용
역량

[9영03[9영02[6영04[9영04-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코드를 활용하여 제시함. 기존의 성취기준을 변형하여 제안한 경우는 기존의 성취기준
코드를 제시하였으며(예: [9영02-02]), 새로운 성취기준을 제안한 경우는 일련번호를 제외한 코드를 제시함(예: [9영01- ]).
※ ‘영어 의사소통 역량’의 개선 방안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개선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취기준을 예시로 제시함.

[그림 6] 영어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연계 관련 개선 방안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먼저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성취
기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지만,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안 ②에 따라 비판적·창의적으로 사
고하여 의사소통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의 경우,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모든 역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취기준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경우, 교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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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과 역량의 개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따라 중학교 읽기 영역에 ‘[9영03- ]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
하여 글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의 개념을 ‘흥미와 동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
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며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습 전략
(learning strategies) 및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ies)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성
취기준을 제안하였다. 학습 전략은 이해 기능과 관련이 있고, 의사소통 전략은 표현 기능과 관련이 있
지만, 이해와 표현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두 전략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Tarone,
1983; Brown, 2007에서 재인용),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에서 제시한 ‘다양한 학습 전략’에 모두 포함
되는 것으로 하였다.
‘공감·협업 역량’의 경우 ‘[6영02- ] 일상생활 주제에 관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
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제시되어 있으며(예: “[4국01-06]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교육부, 2015a)),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언어
기능만이 아니라 태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예: “Listen and view with empathy and respect”(싱
가포르 교육부, 2010). 따라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이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공감·협업 역량’과 연계하여 이와 같이 인성(태도)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영어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쟁점 및 개선 방향
개선 방안

전혀
그렇지 않다
3
(0.8)

그렇지
않다
2
(0.5)

보통
이다
46
(11.7)

그렇다
215
(54.7)

매우
그렇다
127
(32.3)

계

M

SD

393
(100.0)

4.2

0.7

영어 교과의 성취기준과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응
답)이 87.0%,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1.3%였다. 영어 교과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약 87%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은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영어 교과 역량과 교수‧학습/평가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 및 교사의 인식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과 역량별로 관련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내용을 점검하여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
였으며, 영어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안 ②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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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관련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대한 내용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
간 소통 역량’의 경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과 역량에
대한 개선 방안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공감·협업 역량’과 ‘정보·매체 활용 역량’의 경우, 교수·학습
방향에 대한 내용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각 역량별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연계된 교과 역량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교수·학습
방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평가 방향

공감·협업 역량

문화간 소통
역량

정보·매체 활용
역량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개선 방안 제안
(00)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 언어의 창의적 결과물/산출물이 생산되도
록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한다.
(4) 상황이나 주제에 맞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
업을 구성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도록 계획한다.
(00) 학습자가 교과서 외의 영어 자료를 듣거나 읽고자 할 경우, 자신의 영어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00) 학습 목표 수립부터 학습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수업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가와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평가한다.
(7) 언어 및 배경지식, 의사소통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전략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00) 일회적인 평가보다는 학생의 영어 학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
여 누적한 자료를 활용한다. 점검표 등을 만들어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되, 동료 평가나 교사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00) 학습자가 영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찰, 면담을 통해 진단하고 피드백한다.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의 내용 중 (10), (15)의 내
용으로 충분함.
(00) 영어 사용에 있어서 공감·협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평가 과제, 평가 상황
을 실제 삶의 맥락에서 설정하여 평가하며, 교사평가, 학생 상호 평가,
자기평가 등을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11)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문화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
동을 구안한다.
(16) 실제로 사용되는 진정성 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과업을 평가 내용에 포함시킨다.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의 내용 중 (13), (17)의 내
용으로 충분함.
(6) 평가의 목적과 종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를 수집, 분석, 평가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9) 표현기능(말하기, 쓰기) 평가는 수행평가를 통해 다양한 평가 방법과 매체
를 활용하여 가급적 직접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일련번호를 그대로 제시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경우는 ‘(00)’으로 일련번호를 제시함.

[그림 7] 영어 교과 역량과 교수‧학습/평가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
(출처: 교육부(2015b)의 내용을 재구성 및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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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영어 교과 역량과 교수‧학습/평가의 연계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개선
방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2
(0.5)

3
(0.8)

67
(17.0)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M

SD

203
(51.7)

118
(30.0)

393
(100.0)

4.1

0.7

영어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81.7%,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1.3%였다. 영어 교과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약 81%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초·중학교 영어 교사들은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서 개선
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학
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영어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5 개정 영
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
리하여 델파이 조사지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해,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 교과 역량의 선정, 각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 역량을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역량과 연계한 목표 개선, 역량과 연계한 성취기준 개선이 영
어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각 쟁점에 대
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교과 역량의 선정, 영어 교과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와 관
련하여 각각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이외의 나머지 역량에 대해서도 영
어 교과 목표, 성취기준과 연계되도록 목표와 성취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교수‧학습 방향
과 평가 방향의 내용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개선 방안에 현장의 교사들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을 하면, 영어 교과 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공감‧협엄 역량, 문화간 소통 역량, 정보‧매체 활용 역량,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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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 역량 등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역량을 영어과 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계하
여야 한다. 이러한 영어 교과 역량과 교육내용과의 연계가 학교 현장에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영어 교
과 역량별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과 교육과정 개
정 시에 학교 현장 적용 도모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
육과정기에 교과 교육과정 개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역
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홍은숙 외, 2019). 이는
교과 공통 지침 개발 과정에 교과 특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홍은숙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 모색된 영어 교과 역량 관련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지
침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발된다
는 전제 하에, 교과 특성을 고려한 보다 상세화된 지침 내용을 제시하여 기존 교육과정 개발 지침을 수
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어 교과 역량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 문서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와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
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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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cusing on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Juekyoung Pa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Hyung Mi Jo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introduced 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explored improvement
plans, and collected opinions from school teachers by conducting a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should be set a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empathy and
cooperation competenc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y, information and
media utilization competency,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and so on. It is
also proposed that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should be closely linked to the subject
goal and achievement standards. This study discusses that specific directions abou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for each English subject competency
should be presented in order for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to be well implemented in school settings.
Key Words: English Subject Competence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nglish educatio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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