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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4, 573-59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research trends in integrative English education at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university levels in Korea focused on content- and language-driven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studies published from 2000 to October 

2018 were located through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of Korea, a 

total of 69 studies were selected. Data were collected on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per year, research methods, content- and language-driven instruction, 

and integrative models of instruction. Subsequent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grative 

English education in Korea is more interested in language-driven instruction than 

in content-driven instruction on the basis of the objective of English education, 

English or Korean language as a medium of class, and language or content as the 

subjects of evaluation. The analysis implies that a curriculum that integrates 

different subjects or themes and language skills needs to be systematically 

designed for successful integrative language education. Recommendations were 

also made for future researc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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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야흐로 과학과 인간 생활이 연결된 새로운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시대라 불리는 미래사회는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

과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이 만나 각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통합이라는 패러다

임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미 생활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집에서 장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해 공간제약을 넘어선 전 세계인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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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로 구축해온 지식체계가 키워가던 전문성의 한계를 벗어나 서로의 보완과 발전을 거듭하며 더 큰 세상의 체

제를 새롭게 마련하고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이다.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사용되어온 교재와 수업방식

은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 디지털을 이용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 각 분야마다 지식의 전문성을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탈

분과적 현상은 교과목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통합적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백년이 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발음, 

문장구조, 독해력 등 개별적 전문지식을 추구해오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으로 변모하게 되었

다(권오량 ․ 김정렬, 2010).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 언어사용능력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네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통합적 학습법은 학습자에게 흥미 있고 유용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학습이 동반될 때 더욱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원리에 따른다(Richards and Rodgers, 2015).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네 가지 기능 영역을 함께 활용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학습

하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 영문 시나 소설과 같

은 문학 주제를 이용한 영어교육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맥락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중요성을 갖는다(Mckay, 2014). 통합적 영어교육은 이처럼 언어기능을 

통합하고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내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Brown, 

2001). 언어기능의 4가지 영역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TOEFL iBT의 새로운 시험방식은 기존의 분

과적 학습방식을 벗어나 통합적 영어 학습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적 영어교육 모형은 학습목표에 따라 내용 중심 통합과 언어중심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

중심 학습법(Content-based Instruction)은 학문적 내용학습을 목표어인 L2를 매개어로 학습하기 때문에 내용학습을 우

선시하고 목표언어는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중고급 단계의 언어능력과 

사전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Brown, 2001; Met, 1999). 학습모형을 살펴보면 내용학습을 최우선시하고 목표어만 사용

하는 ‘완전몰입교육’부터 ‘부분적 몰입’, ‘보호학습’, ‘Adjunct’ 모델 등의 순으로 내용의 우선시 정도와 목표가 단계적으

로 변화하면서 학습모형이 달라진다. 90년대 중반에 경제경영내용학습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내용과 언어 통

합교육(CLIL: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은 내용중심학습의 하위모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and McKinley, 2018). 내용중심의 수업은 영어를 매개어로 수행되며 교과학습이 주목표이

므로 평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측정한다.

반면, 언어중심 학습법은 상호작용에서 활용되는 언어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내용학습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언어기

능을 통합한 언어학습이 우선시되고 부수적으로 내용이 습득되는데, 여기에는 주제중심 학습(Theme-based instruction), 

언어학습, 과업 중심학습 등이 해당된다(Brown, 2001; Met, 1999). 이 가운데 첫째, 주제중심 학습은 학습자가 대학생들

이라면 학문적 목적의 영어 학습(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을, 중고등 학생들이라면 우정, 환경, 직업 등 다양

한 주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Brown, 2001). 둘째, 언어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과 문법, 어휘 등

의 언어 지식을 학습한다. 셋째, 과업중심 학습(Task-based Instruction)은 언어중심 교육으로서 실용적인 언어를 이용하

여 의미 있는 의사소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자기소개하기, 인터뷰, 쇼핑, 친구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학습

자가 수행해야할 과업을 통해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수요목은 일상적 주제와 그 의미에 따라 과업이 구성

되어 주제중심 학습과 매우 흡사하다(Nunan, 2014). 언어중심 수업은 언어학습을 위해 교과내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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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평가는 언어능력을 위주로 치러진다. 내용중심과 언어중심 통합학습법을 학습목표, 수

업언어, 평가내용 등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내용중심과 언어중심 통합 학습법

학습법 내용중심 언어중심

학습모형 몰입 ------------------- 부분몰입 주제중심 ------------------- 과업중심

학습목표 교과지식, 학습내용 습득 언어능력향상, 의사소통 활동

수업언어 영어 영어와 한국어

평가 내용중심 언어중심

실제로 통합적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언어중심 통합교육은 언어기능 통합수업, 혹은 청해, 독해 학습 

등과 같은 단일기능 영어교육과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읽기를 마친 후 요약문을 작성하거나 청취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요약 또는 반응하는 과정 등이 모두 통합적 교육요건에 해당된다(Oxford, Lee, Snow, and Scacella, 1994). 

그런데, 언어기능 뿐만 아니라 내용통합을 선택한다면 학습자의 언어수준과 내용에 관련된 배경지식까지 고려하여 내

용중심 학습의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Met, 1999). Oxford 외(1994) 등은 초급에서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업중심학

습, 문화와 실제사용언어 중심학습, 학문적 내용을 다룬 내용중심학습 등과 같은 단계적 내용학습이 모든 수준에서의 기

능통합과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습목표는 학습단계에 따라 기초수준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적 언어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을 목표로 하고, 수준이 높아

지면 학문적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적 언어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을 위한 학습이 이뤄

져야 한다(Cummins, 1981).

우리나라의 2015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시하며 통합적 지식교육 단계로의 진

입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개별적으로 나뉜 교과교육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 교과교육이 공식화되었다. 연령과 시공간을 

초월하고 학교와 가정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평생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시작되고 있으며, 분과적 지식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하는 통합교육은 학습자를 지식의 습득자 대신 생산 및 활용자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체로 본다(이경진 ․ 박

창언, 2018). 영어는 영어정보 문해력과 국제사회문화의 이해력을 목표역량으로 제시하며 언어기능은 물론 정보내용의 

이해를 위한 내용상의 통합적 능력을 강조했다(교육부, 2015).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는 초중등의 경우 통합적 국가교육

과정의 의미는 절대적 적용기준이기보다 교과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연성이 적용되어야한다(김영은 ․ 김승현 ․ 김

유향, 2016). 교사와 학생은 기존의 지식전달방식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지식자료를 선택, 편집하여 디지털 자료를 만들

고, 제공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의 교육과정 역시 구성유형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각 교육 분야마다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백승수, 2017).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대학의 영어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통합적 학습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영어와 학문적 지식이 통합되어 더욱 진보된 교육적 

체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합적 교육은 지식의 외적통합과 함께 학습자 내면에서 무수한 갈등과 투쟁을 거쳐 역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으로 교

과서의 주제만을 중심으로 통합하는데 급급한 해결책으로 삼아 저절로 통합이 될 수 없다한다(엄인주 ․ 유재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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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영어 학습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학습자의 학습단계와 언어수준에 따라 목표성취기준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

한 결정이 필요하다(Met, 1998). 언어능력과 내용지식의 융통성 있는 조율아래 균형을 이룬 학습목표, 학습자의 배경지

식과 영어수준, 그리고 평가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내용지식 및 언어 

전문성에 대한 선택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한 교육과정 설계 등을 필요로 한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의 경

우 문학고전의 강독과목 중심으로 독해력 향상을 강조해오던 교양영어는 1990년대부터 4개 언어기능영역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과목을 도입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통합중심의 학습으로 전향되었다(김달중, 2014; 김성

혜 ․ 임자연, 2013; 송미정 ․ 박용예, 2004; 신영헌, 2018). 고등영어 학습은 4기능을 통합한 과업중심 학습을 시도하여 학

습동기와 독해력 향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박치홍 ․ 안덕규 ․ 임병빈, 2014). 초등영어의 통합교육 연구는 목표 

언어기능을 강조한 주제중심교육이 흥미와 동기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한 교재개발과 교사양성과정에 통합교

육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부경순, 1999).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통합적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교육이 수용해야할 내

용과 언어 기능의 통합이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통합교육에 대

한 인식의 방향을 설정할 시기이다. EFL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교 급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접근법, 학습자 중심의 프로

그램 등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통합 영어교육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내용 및 언어중심의 통합 영어교육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통

합 영어교육의 진보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 급을 대상으로 내용중심 및 언어중심의 통합적 개념에 기반을 둔 영어교육의 동

향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 영어교육 연구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통합 영어교육의 실천을 위해 우

리의 실정에 적합한 영어교육의 목표와 그에 따른 실천적 기준 과 방법을 논의할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00년도 이후 초중등 및 대학의 통합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통합 영어교육 연구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내용중심 및 언어중심의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 중등, 대학 등 학교 급에 따른 내용 및 언어중심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 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2018)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분석대상이 될 국내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해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어 입력을 하

였다. 한글 검색어는 ‘영어교육’과 ‘통합’을 이용하였고, 영문 검색어는 ‘English education’과 ‘integrative’, ‘integrating’, 

‘integrated’ 등을 이용하였다.

둘째, 검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기간의 설정은 본격적으로 통합 영어교육이 거론되기 시작한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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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본 연구가 시작된 2018년 10월까지로 정했다.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질적 

담보를 위해 학술지 저널에 실린 연구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이거나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물을 분석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학술지인용색인(2018)에서 확인되지 않는 출처의 자료, 원문의 이용이 어려운 

연구, 중복된 연구 등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총 592건의 논문자료가 검색되었다.

셋째, 이렇게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본 연구목적과 가장 밀접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내용중심과 언어중심 통합 영

어교육의 의미에 충실한 자료를 최종자료화하고자 했다. 특수 및 유아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주제의 통

합적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디지털을 이용한 통합학습, 영화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통합학습, 

다문화 통합학습, 프로젝트 및 플립드 러닝과 같은 특정 학습법을 이용한 통합학습, 북한 및 해외 사례의 소개나 비교, 그

리고 영어교육 외 일반적 의미에서의 통합교육 등에 대한 주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어 학습에 주

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주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법 혹은 어휘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한 경우 

역시 제외하여 내용 및 언어중심의 통합연구 분석에 집중하였다.

분석대상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및 대학의 통합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둘 이상의 교과

목이나 학문적 영역의 내용 혹은 주제의 통합연구이거나 역시 둘 이상 언어기능의 통합 관련 연구이다. 셋째, 두 번째 조

건을 충족하며 내용과 언어기능 영역을 통합한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69편의 논문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2 분석도구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다음 <표 2>의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되었

다. 분석유목은 연도, 학교 급, 연구 방법, 통합 학습법, 통합 학습모형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2. 분석도구 분류표

분석 유목 세부 내용

연도 2000년 ~ 2018년 10월

학교 급 초등, 중등, 대학, 기타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 연구, 이론 연구

통합학습법 내용중심, 언어중심, 기타

통합학습모형 몰입교육, 부분몰입, 주제중심, 과업중심, 기타

각각의 분석유목에 따른 세부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연구동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따

라 2000년도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각 학교 급 별로 분류하였고, 둘째, 학교 급은 초등, 중등, 대학, 그리고 

둘 이상의 학교 급을 포함하는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학교 급을 통합한 연구는 초중등과 모든 학교 급으로 분류하였는

데, 모든 학교 급은 학교 급과 무관하거나 전체 학교 급을 아우르는 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합한 혼합연구, 교재 및 연구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 연구, 이론 연구 등으로 분류

하였다. 학교의 급과 연구방법은 제목과 초록에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구방법과 절차를 정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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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넷째, 학습법은 내용중심, 언어중심, 그리고 두 학습법을 포함하는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학습모형은 내용

중심의 몰입, 부분몰입과 언어중심의 주제중심, 과업중심 학습모형, 그리고 둘 이상의 학습모형을 포함하는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학습법과 학습모형 분석과정을 요약하면, 연구제목에 나타난 학습법에 따라 1차 분석을 실행한 다음, 연구 내용을 읽

고 학습모형에 대해 2차 분석을 실행하였다. 제목에 학습법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주제중심’, ‘몰입’, ‘언어기능’ 등의 

학습모형이 나타난 경우였으므로 그에 따라 역으로 학습법을 분류하였다. 분류가 모호한 경우는 해당연구를 여러 번 읽

고 가장 가까운 세부내용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통합 학습법과 학습모형 분류는 다차원적이자 반복적

으로 시행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학습법은 연구의 제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첫째, 내용중심 학습법의 연구 제목은 ‘내용중심’ 또는 ‘내용통합’을 포

함하거나 ‘교과 통합’, ‘교과교차’, ‘문학통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로 분류했다. 제목에 학습모형인 ‘몰입’을 포함하

는 연구는 내용중심학습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언어중심 학습법의 제목은 ‘읽기’, ‘읽기-쓰기’, ‘언어기능’ 등의 지도법, 

또는 ‘영어교육 또는 수업을 위한’ 등 언어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제목에 ‘주제중심’ 또는 ‘과업

중심’ 등의 학습모형이 포함되고 연구주제가 되는 연구는 언어중심학습으로 분류하였다.

학습모형은 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등을 읽고 분류하였다. 분석대상 연구의 제목에 ‘몰입’, ‘주제중심’, ‘과업중심’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분류 기준은 본 연구의 서론에 명시된 대로 수업의 목표, 매개어, 평가방법 

등을 기준으로 했다. 각 기준의 의미는 수업의 목표가 내용학습 또는 언어 학습인지, 수업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

는지, 그리고 평가가 교과나 학문의 지식적 내용 또는 언어능력인지 등에 따라 몰입, 부분적 몰입, 주제중심, 과업중심 학

습모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내용중심 학습법과 언어중심 학습법에 따른 학습 모형이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모형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목에 ‘내용중심’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법은 내용중심 학

습법으로 분류되지만 연구내용에 나타난 학습 방법이 첫째, 언어능력 향상 또는 의사소통 활동하기를 학습목표로 하거

나, 둘째,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언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셋째, 학습에 통합된 내용지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는 언어중심 학습의 주제중심 학습으로 판단이 되므로 연구의 학습모형은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류하였다. 만일 제목에 내용과 언어중심의 구분이 없고 통합교육 내지는 통합 학습법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학습법의 

세 번째 유목인 기타로 분류했다. 기타 학습법의 학습모형은 연구의 본문을 읽고 학습모형이 하나로 분류되면 하나의 선

택을 했고, 둘 이상을 포함하면 기타로 분류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처리

분석의 기준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각 출판연도와 학교 급을 기록하였고, 연구방법은 각 논문의 본문을 읽고 파악하여 코딩표에 기

록하였다. 학습법은 분석도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용중심 학습법, 언어중심 학습법, 기타 학습법 등으로 나누어 기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모형은 내용중심에 가까운 몰입, 부분몰입과 언어중심에 가까운 주제중심, 과업중심, 그리고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분석도구에서 제시된 분석 유목의 세부내용이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학교 급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결과 제시 방법은 연구 동향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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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박일수 ․ 설양환, 2018).

자료 수집 후,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4를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에 대해 각 학

교 급에서 발표된 연구 편수와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된 연구 편수를 다음 장의 결과에서 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

제인 내용중심과 언어중심 통합 학습법 및 학습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3의 학교 급별 연구동향 역시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현황

초등, 중등, 대학의 각 학교 급에 따른 연구현황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합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은 초등에서 압도적으

로 높았고, 중등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등에서 통합적 학습에 관한 높은 관심은 초등 대상의 연구가 2016년을 제외

하고 해마다 최소 한 편 이상의 연구가 출간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등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출간되었던 해보다 한 편도 출간되지 않았던 해가 더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발표된 연구 총 69편이 수집되었다. 이 

가운데 학교 급에 따라 분석된 연구의 수는 초등 대상 연구는 45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11편, 중등 7편, 기타 6편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가운데 중등에 포함되어 분석되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두 편으로 분석되었고, 

두 편 모두 2014년에 출간되었다. 한편,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합연구가 25편(36%)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 연구 

19편(27%), 이론 연구 11편(16%), 질적 연구 10편(15%), 그리고 문헌 연구 4편(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급에 

따르면 초등은 혼합연구 19편으로 혼합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양적 연구 12편으로 분석되었다. 중등은 양적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은 혼합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에 요약되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영어교육 연구는 질적, 양적, 혼합연구 등을 통한 학습의 효과와 인식, 문

헌 연구를 통한 교재 및 문헌분석, 이론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등을 주제로 통합학습법과 학습모형을 연구

하였다.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각 교과목 및 언어기능의 통합이 시도된 학습모형의 효과와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 도덕, 미술 등의 교과목을 언어 4기능과 통합한 

수업실연을 혼합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창의적으로 주제를 통합하고, 자료를 개발했으며, 협

동학습을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이혜경, 2018). 그러나 평가 및 목표어 사용정도

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영어교재의 통합방식에 대한 분석과 초중등 내용중심 영어교육의 동향연구는 문헌 연구로 분류되었다(김영민, 2018; 

이은연 ․ 안성호, 2014; 허근, 2013). 교재의 통합은 타교과의 주제가 영어교육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

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김영민, 2018) 초등영어 교과서에 언어와 문화를 연계한 학습지도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언어-문화 간 통합교육모형을 제시했다(허근, 2013). 학습에서 통합이론을 토대로 한 이론 연구는 통합교육과정 개

발 및 교수접근법에 관한 연구로 총 11편 가운데 내용중심의 부분 몰입형 통합교육과정을 주장한 한 편(김정렬, 2005)을 

제외하고 모두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해 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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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 학습법 및 학습모형에 따른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

통합 학습법과 학습모형에 따라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통합 영어교육이 내용학습

보다는 영어능력 개발과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연도별로 출간된 연구물과 

연구방법을 분석 후, 통합 학습법 및 학습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급별로 분석된 결과를 각각의 학습법 및 

학습모형의 유목에 따라 합산한 총계를 수량(n)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보면 통합 학습법에서 

내용중심, 언어중심, 그리고 둘 다 포함하는 기타 학습법은 각각 29편(42%), 36편(52%), 4편(6%)으로 나타났다. 언어중

심 학습법은 전체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통합적 영어 학습 관련 연구의 관심은 교과목이나 학문적 영역의 통합

보다 언어의 기능적 통합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법에 따른 학습모형의 분석결과, 학습모형은 주제중심학습에 

관한 연구로 45편(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학습모형은 과업중심 학습 13편

표 3.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현황

초등 중등 대학 기타 계[n(%)]

연도

2000 3 0 0 0 3(4)

2001 1 0 0 0 1(1)

2002 1 0 0 0 1(1)

2003 2 0 0 0 2(3)

2004 4 1 1 0 6(9)

2005 2 0 0 0 2(3)

2006 2 0 2 0 4(6)

2007 1 0 0 1 2(3)

2008 3 0 1 0 4(6)

2009 3 1 0 1 5(7)

2010 2 0 0 1 3(4)

2011 3 1 2 0 6(9)

2012 3 0 3 0 6(9)

2013 4 0 1 0 5(7)

2014 1 2 0 1 4(6)

2015 2 2 0 1 5(7)

2016 0 0 1 1 2(3)

2017 4 0 0 0 4(6)

2018 4 0 0 0 4(6)

계 45 7 11 6 69(100)

연구방법

질적 5 2 2 1 10(15)

양적 12 3 3 1 19(27)

혼합 19 1 5 0 25(36)

문헌 3 0 0 1 4(6)

이론 6 1 1 3 11(16)

계 45 7 11 6 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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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분몰입 6편(9%), 기타 학습모형이 4편(6%), 몰입 1편(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통합 영어 학습법 및 학습모형의 연구현황

초등 중등 대학 기타 계[n(%)]

학습법

내용중심 22 2 1 4 29(42)

언어중심 20 5 10 1 36(52)

기타 3 0 0 1 4(6)

계 45 7 11 6 69(100)

학습모형

몰입 1 0 0 0 1(1)

부분몰입 6 0 0 0 6(9)

주제중심 31 6 4 4 45(65)

과업중심 5 1 7 0 13(19)

기타 2 0 0 2 4(6)

계 45 7 11 6 69(100)

위 표에 제시된 통합영어교육의 학습법과 학습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법에서 내용중심 학습

법으로 분류되고 학습모형에서 몰입과 부분몰입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 7편 가운데, 초등의 ‘English science program’

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 영재학습자들은 과학수업을 영어로 학습하고 간혹 모국어를 이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영어

로 진행되는 과학수업은 사전에 과학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수업내용의 이해를 높인다는 혼합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and Ahn, 2015). 이 수업에서 내용지식의 평가는 없었지만, 내용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영어로 내용수업을 진행했

으므로 부분몰입 수업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중 유일하게 몰입 학습모형으로 분류된 연구인 ‘영어 몰입수업의 담화

유형과 학생오류’에 관한 연구는 원어민이 진행한 문학, 수학, 과학수업에서 수집된 담화내용을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

한 결과, 학생들의 어휘와 문법 오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숙, 2010). 이 연구는 몰입형 수업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오류는 교사 주도적 오류정정이 필요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언어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되고 학습모형에서 주제중심, 과업중심의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내용은 각각 다

음과 같다. 초등 대상의 연구에서 ‘주제중심 통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수업분량과 언어 수준별 자료개발 등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서귀원 ․ 이

제영 ․ 김정렬, 2017).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과업중심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에세이나 소설을 읽고 그

에 대한 발표, 질문, 토론을 통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모두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학습자가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수업형태를 이끌어냈다(Kim and Kweon,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제목에 주제중심 혹은 기능중심

의 통합학습모형 관련 어휘를 포함하고 있고, 언어기능의 전체 혹은 부분적 통합과 언어능력 향상이라는 학습목표를 제

시했다.

셋째, 연구제목과 내용분석에서 기타 학습법의 기타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는 두 편으로 초중등 대상의 ‘융복합 영

어교육’에 관한 연구(안성호 ․ 심수진, 2016)와 ‘통합적 초등영어 교육’에 관한 연구(이재근, 2003)로 두 연구는 모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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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언어중심 학습의 통합 영어교육을 지향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내용중심과 언어중심을 모두 포함한 기타 학습법 

연구는 초등 3편과 기타 1편으로 총 4편인데 반해, 학습모형에서 기타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는 초등과 기타 학교 급에서 

각 2편씩, 총 4편으로 분석되어 학습법의 분류결과와 학습모형으로 분류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법에서 기타로 분류된 4편의 연구 가운데 2편은 주제중심의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고(박강희, 2018; 이혜경, 2018), 기

타의 모든 학습모형으로 분류된 연구는 2편으로 분석되었다(안성호 ․ 심수진, 2016; 이재근, 2003).

<표 4>의 학습법 분석결과를 보면 언어중심 학습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학습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주제중

심 학습모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내용중심 학습법은 몰입과 부분 몰입으로 분류하였고, 언

어중심 학습법은 주제중심과 과업중심 학습모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몰입, 부분몰입 학습모형 연구를 합하면 내용

중심 학습법 연구의 수와 같고, 주제중심과 과업중심 연구를 합하면 언어중심 연구와 같아야 하며, 기타의 학습법과 기타 

학습모형의 연구 수량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학습법의 분석결과와 학습모형의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학습모형

의 분석보다 먼저 실시된 학습법의 분석결과에서 언어중심 학습 연구의 수는 36편으로 전체의 52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와 비교하여 그 다음 실시된 학습모형 분석에서 주제중심 학습모형은 45편이고 과업중심 학습모형이 13편으로 총 58편, 

84퍼센트가 된다. 결과적으로 언어중심 학습법에 속하는 두 학습모형은 앞서 분석된 언어중심 학습법보다 22편, 32퍼센

트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먼저 내용중심 학습법으로 분석된 연구 일부가 그 다음에 실시된 학습모형 분석에서 언어중심으

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표 4>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언어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된 연구 36편은 학습모형 분석에서 주

제중심 23편과 과업중심 13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먼저 시행된 학습법 분석에서 내용중심 혹은 기타 학습법으로 분

류되었던 연구물 가운데 22편이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어 총 45편이 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논문은 언어중심 학

습법의 언어능력향상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이라는 학습목표, 영어와 모국어의 적절한 사용정도, 그리고 언어능력을 위

주로 시행되는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기타학습법에서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2편 중 ‘통합수업을 통한 성취도 만족도 변화에 관한 실험연구’(박강

희, 2018)는 영어와 체육과목을 통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면서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여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등예비교사들의 창의적 통합 영어 수업실연 모색’(이혜

경, 2018) 연구는 사회 교과의 특정 주제를 영어교과와 통합하여 의사소통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혼합연구방법

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제목과 달리 연구내용은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기타학습법으로 분류되었

던 두 편을 제외하고, 내용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되었다가 학습모형에서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20편의 연구는 

다음 <표 5>와 같다. 

2.2의 연구도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된 연구는 연구제목에 ‘내용통합’, ‘교과통합’, ‘교과교

차’ 등과 도덕, 과학, 문학, 또는 문이과 통합 등과 같은 교과목 이름의 통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학습법과 학

습모형의 분석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22편의 연구가 내용중심 혹은 기타 학습법으로 분류된 후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는 결과는 대체로 통합적 교육에 대한 개념이 각 연구에 적용될 때 용어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단지 용어의 혼용에 의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통합적 학습모형

이 반드시 학습법에 따라 분류되어야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내용중심과 언어중심의 통합적 학습은 학습목표, 사용언어, 

그리고 평가내용이 다르다. 내용중심 학습법은 영어 외 다른 영역의 학문 또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수업에 영어 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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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학습내용 자체를 영어를 매개어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내용지식을 습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언어로서의 영어능력이 함께 향상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내용중심 학습법으로 분

류되었다가 학습모형에서 주제중심으로 분석된 연구들은 모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 학습모형의 연구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중심 학습법의 주제중심과 과업중심 학습모형 연구 편수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국내의 통합 영어교육이 내용중심보다 언어중심 학습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몰입 모형 연구는 2010년에 단 한 편 나타났고, 부분몰입은 2004, 2005, 2009, 

2015년도에 6편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중심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는 2002년과 2005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출간되었으

며, 과업중심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는 2002, 2004, 2006, 2008, 2011, 2012, 2014, 2017년도에 출간되어 주제중심 학습

모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연구가 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모형을 통합한 기타 모형 연구는 2002, 2004, 

2006, 2008, 2011, 2012, 2014, 2017년도에 각각 한 편에서 세 편까지 출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초등, 중등, 대학의 내용 및 언어중심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

통합학습법과 학습모형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중등, 대학 등의 통합 영어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표 4>에 제시된 대로 초등, 중등, 대학의 연구는 각각 45편, 7편, 11편, 그리고 기타 학교 급 대상의 연구는 6편이다. 

표 5. 내용중심 학습법에서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

번호 저자 출판연도 연구주제 

1 김영민 2018 2015개정초등등영어교과서의 타교과 연계분석

2 김현숙 2018 내용중심교수법을 활용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메타분석

3 최정호 ․ 박종률 2015 체육과 통합수업을 통한 중학생들의 체육수업인식변화연구

4 이은연 ․ 안성호 2014 초중등 대상 내용기반 영어교육동향분석

5 이문복 2014 문이과 통합 영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6 김지은 ․ 유호 2013 영어체육통합수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체육전공자들을 대상으로

7 김혜리 ․ 유문정 2013 정보중심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초등영어-미술통합수업에 대한 연구

8 김정렬 2013 내용통합 영어교육에서 주지교과와 기능교과 통합효과의 메타분석

9 박아영 ․ 임희정 2012 초등영어, 도덕통합수업이 영어구두언어능력과 도덕지식에 미치는 영향

10 김혜리 ․ 김은연 2012 초등영어 내용통합수업에서 동시와 이야기를 연계한 문자학습의 양상

11 이영란 ․ 고경석 2011 영어동화를 활용한 교과통합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12 차은정 2010 문학교육과 영어교육, 양자택일의 문제인가?-'읽기'와 '비판적 리터러시' 그리고 아동청소년문학

13 김미희 ․ 나경희 2010 초등영어교육의 교과교차적 내용중심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분석

14 김혜리 ․ 이정윤 2009 내용중심 문학텍스트 활용영어-내용통합 초등영어 문자지도에 관한 연구

15 김정렬 ․ 홍은영 2008 초등학교 1학년 영어교육에서 독립교과와 통합교과 수업의 효과 연구

16 김혜리 ․ 이노경 2008 내용중심 초등영어 통합교육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17 이선아 2007 초등학교 영어내용중심 통합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8 어도선 2007 영미시교육과 영미 시 활용: 정의적, 인문학적, 영어 교육적 관점을 통합한 영미 시 교육

19 김정렬 ․ 엄지현 2006 초등학교 영어수학 통합수업에서 CALLA의 적용효과

20 이희숙 ․ 최지은 2000 내용중심 이야기활동 언어지도방안: 초등학교 5학년 영어-수학 통합수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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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과 기타 학교 급 대상의 학습법 연구는 내용중심 관련 연구 더 많았고 중등과 대학은 언어중심 관련 연구가 더 높았

다. 그러나 학습모형의 분석결과, 초등, 중등, 기타 학교 급에서 주제중심 학습모형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던 반면, 대학

교 대상의 연구는 과업중심 학습모형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몰입, 부분몰입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는 초

등 대상의 연구에서만 볼 수 있었다.

학교 급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는 내용중심 학습을 내세우면서도 언어능력 향

상을 주된 관심을 나타내어 학습법과 학습모형의 분석결과에서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초의 학습법 분류에서 

내용중심 학습법 22편, 언어중심 20편, 기타 3편 등 총 45편으로 분류된 연구들은 그 다음에 실시된 학습모형 분석에서 

내용중심 학습법의 학습모형은 몰입 1편, 부분몰입 6편 등 총 7편, 언어중심 학습모형은 주제중심 31편, 과업중심 5편 등 

총 36편, 기타모형을 주제로 한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내용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되었던 15편과 기타의 1

편이 언어중심 학습법의 학습모형으로 분석되면서 언어중심 학습법 분석결과인 20편보다 16편이 증가한 것이다. 초등

의 내용 중심 학습법으로 분류된 연구는 영어교과에 미술, 과학, 동화나 동시, 수학, 주지교과와 기능교과 등 교과목 간에 

통합교수법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해 주로 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내용지식을 영어수업에 도입하더라도 지식

습득의 측면보다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영어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였다. ‘2015 개정 초등영어 교과서의 타 교과 

연계분석’(김영민, 2018)의 교과서 분석결과, 많이 통합된 교과목은 미술, 과학, 사회, 체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교

과목 통합 영어교육의 목표는 언어 사용 증가를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부분 몰입형 학습효과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내

용과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면서 수준별 수업이 정의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하였다(김정렬 ․ 이선아 ․ 김윤정,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영어와 미술 과목의 통합수업 후 미술 수업내용과 영어능력을 모두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된 

관심은 학습자의 영어능숙도가 향상되었다는 점과 쓰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강후동 ․ 강혜영, 2009).

한편, 주제중심 학습모형 연구는 제목에 ‘주제중심 통합학습’를 포함하고, ‘몸’, ‘집’, ‘과일’ 등을 통합주제로 듣기와 

말하기를 연구하거나(박석란 ․ 이화자, 2000), 색상을 주제로 한 통합수업을 연구하였다(신연옥, 2000). 이들은 연구내용

에 학습목표, 수업 매개어, 평가방법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효과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수행의 목표 및 

평가방법과 연구대상인 수업의 목표 및 평가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논문 가운데 수

업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 내용과 연구 대상 수업의 목표 및 평가방법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는 

주제중심의 통합학습을 시행한 뒤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내용지식을 함께 평가하여 두 측면 모두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유호성 ․ 강정진, 2017).

기타 학습법으로 분류되었지만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는 2편(박강희, 2018; 이혜경, 2018), 그리고 기타 

학습법으로 분류되었고 기타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연구는 1편으로 나타났다(이재근, 2003).

둘째, 중등 대상의 통합영어교육은 언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법에서 내용중심 2편, 언어중

심 5편, 기타 0편으로 분석된 총 7편 가운데 학습모형 분석결과에서 몰입, 부분몰입 등 내용중심 관련 학습모형 연구는 

없었던 반면, 언어중심 학습법의 학습모형은 주제중심 6편, 과업중심 1편, 기타 0편 등으로 나타났다. 내용중심 학습법으

로 분류되었던 체육과목의 통합수업에 관한 연구는 학생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모국어 사용에 제약이 없는 상태

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여 내용 습득을 위한 몰입형 수업으로 볼 수 없었다(최정호 ․ 박종률, 2015). 다른 한 편은 ‘문이

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언어능력 향상이라는 영어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통합 영어교육이 논의

되어 주제중심 학습모형 연구로 분류되었다(이문복, 2014). 그 외에 주제중심 통합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영어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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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흥미도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났고(조윤경 ․ 손미영, 2009),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영어학습의 

필요성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제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영숙 ․ 이지연, 2015). 과업중심의 

통합학습은 학습자의 독해력과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박치홍 ․ 안덕규 ․ 임병빈, 2014).

셋째, 대학교 대상의 통합학습 연구는 통합학습법에서부터 언어중심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용중심 학습법의 

연구는 1편, 언어중심 10편, 기타 0편으로 총 11편으로 나타났고, 학습모형은 언어중심의 주제중심 4편, 과업중심 7편, 

그 외 학습모형은 0편으로 나타났다. 학습법에서 내용중심으로 분류되었던 1편은 영어와 체육 교과목의 통합수업의 필

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이 공감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학습목표를 언어능력 향상에 두었고, 주제위주의 과목 통

합을 주장하여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김지은 ․ 유호, 2013). 대학의 주제중심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는 기독

교 신앙주제의 교재를 활용했거나, 영시의 활용, 그리고 학습자의 전공에 맞추어진 특수목적 영어와의 통합(김종국, 

2012; 심수진 ․ 정은귀, 2011; 정성희, 2016)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업중심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4기능 통합, 그리고 TOEIC 시험과의 통합(Kim, 2011, 2012; Park, 2006; 송미정ㆍ박용예, 2004; 양문정 ․ 이우주, 2012; 

Kim and Kweon, 2006)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학교 급 대상 연구도 통합학습법과 학습모형의 분석결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내용중심 학습법 연구 

4편, 언어중심 1편, 기타 1편으로 분류되었으나, 학습모형은 주제중심 4편과 기타 2편으로 총 6편으로 분석되었다. 내용

중심 학습법의 연구 4편 가운데 3편의 학습모형은 주제중심 학습모형으로(어도선, 2007; 이은연 ․ 안성호, 2014; 차은정, 

2010), 1편은 기타 학습모형으로 분석되었다(최은정, 2015).

4. 토의 및 결론

4.1 종합논의

지금까지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동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연구논문의 제목에서 나타난 내용중

심 및 언어중심 학습법과 연구내용 분석에서의 학습모형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가 약 30퍼센트 이상 나타났다

는 점이다. 이는 연구제목에서 드러난 학습법에 해당하지 않은 학습모형으로 분석된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연구에서 통합 영어교육을 위한 내용 및 언어중심 학습법이 학습목표, 매개어, 평가내용 등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학습모

형으로 구분되는데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무분별하게 용어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의 기준 설정에서 학습법의 분류는 연구의 제목에 과목이나 학문 간의 통합을 포함하는 경우에 내용학습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통합적 교육에 관한 연구의 지향성을 밝히는 의미로서 내용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

제는 내용을 어느 정도 통합했을 때 내용학습으로 볼 것인지와 그에 따른 학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의 

해결이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분석대상 논문들은 통합이론, 교육과정 개발, 교재분석 및 자료 개발, 학습효과 등에 관한 

주제와 함께 통합학습법 및 학습모형을 연구했고, 공통적으로 통합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제목

과 연구내용의 분석결과에서 내용중심과 언어중심의 통합적 학습법 및 학습모형이 일치하지 않았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된다. 첫 번째 사안은 교과 혹은 학문적 지식내용의 통합적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 기준의 부재로 인해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학문 또는 교과목 통합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일관성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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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언어기능상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통합 언어기능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과 언어기능을 모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교차지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재와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언어능력과 내용지식 교육의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한 

접근법을 마련하는데 대한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한다. 결론적으로 내용과 언어중심의 통합적 영어 학습을 

위한 체계적 부실함으로 인해 연구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기간에 몰입형 교육모형부터 과업중심 모형에 이르기까지 각 통합학습모형에 대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왔

지만, 언어중심 학습과 학습모형이 내용중심보다 더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중심 학

습법의 몰입, 부분몰입 학습모형 관련 연구는 초등 위주로 연구되었고 , 전체적으로 주제중심 연구가 가장 큰 주류를 이

룬다. 전체적인 연구현황을 바탕으로 볼 때 초등은 중등과 대학에 비해 통합 영어교육에 대해 몇 배 이상의 압도적인 연

구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각 학교 급의 교사와 학자를 포함하는 전문가들이 주제

중심 학습모형을 위주로 통합적 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고, 학교 급 중에서는 

초등영어교육에서 통합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가 언어학습을 통해 언어,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음성과 문자로 된 언어 자체

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국가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배우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습은 곧 소

통을 통한 통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각 영역의 언어 기능통합과 언어 외의 학문과의 통합

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통합이라는 최종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안에서 볼 때 영어학습의 통합적 

접근은 기능영역의 통합에서 이제 간학문적 통합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대, 직업, 비즈니스, 산업기술 

등 특정 전문분야의 학습목적을 위해 영어를 사용한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간의 통합

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영어 학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어 학습이 간학문적, 초학문적 통합을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간학

문적 통합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융합에서 출발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성취기준마련

과 교수학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김영은 ․ 김승현 ․ 김유향, 2016). 초중등영어교사들은 융복합적 영어교육을 위한 교

과전문성, 교과통합역량, 대인관계기량, 학습혁신기량 등의 통합적 교사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영어를 

매개로 한 교육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안성호, 2014).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에 따르면 지식분야의 통합

이라는 맥락에서 영어교육의 통합적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통합이라는 국가 단위 교육과정의 주제어는 분과적이고 독

립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지식교육의 관성적 체계를 벗어나 지식 분야의 통합적 체계를 세워 그에 따라 설정된 교육목표

를 향해 교육과정의 의미와 체계가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 교재개발, 

그리고 그 이전에 과목분야에 따른 통합의 정도에 대한 정의가 뒤따라야 영어기능상의 통합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대학의 영어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성공적인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분명한 

교육목표 설정, 수준별 교과과정, 수강전후 평가 시스템 구축, 원어민 교사의 채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뒷받침이 필요

하다(김성혜 ․ 임자연, 2013). 이와 함께 통합적 학습은 교재 및 멀티미디어 등 학습자료의 선정이 중요하며, 대학영어와 

실용영어는 학습자가 일상회화능력을 넘어 논리력과 설득력을 동반하여 깊이 있는 자기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

공과목과 연계하여 학문적 학습을 목표로 한 고급 영어 과목의 개발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했다(송미정 ․ 박용예, 2004).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미국의 경우 ESL 표준을 제시하여 외국어 학습교육의 표준을 세우고 학생의 수준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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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라 학문적 성취목표와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언어와 학문영역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이종복, 2004).

결국 통합적 영어교육은 학습 대상, 학습 목적, 학습 분야 등에 따라 어떤 통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법과 학습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는 듣고, 말하고, 읽

고, 쓰는 언어능력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상호작용이 원활한 언어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화추세에 적절한 주제의 범위 선정과 언어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으로서 영어교육의 통합적 개념

은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능숙한 교사, 수준높은 교육과정, 적절한 평가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 

및 커뮤니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McGroarty and Fitzsimmons-Doolan, 2014). 영어교육의 목표는 이론적 공론에 의해 

영어에의 노출을 늘이기 위한 학습모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사용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학습 

형태를 선정하고 꾸준한 관련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한 예로, 몰입교육은 다양한 정치적, 현실적 상황 

및 언어와 민족적인 상황에 의해 채택되었던 방법이다(이병민 ․ 박동열, 2009). 만일 우리가 몰입 학습모형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4.2 결론

본 연구에서 통합 영어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학습자가 초등에서 대학으로 성장하

면서 학습생애를 관통하는 통합적 교육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의사소통식 접근법을 수용하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심한 낭비를 

불러올 수 있듯이 준비되지 못한 학문과 과목 간의 주제별 통합적 교육은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의 통합적 교육 체

계 구축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와의 통합에 앞서 내용과 언어중심

의 통합적 학습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과 EFL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될 내용과 그 분량의 

선정, 학습목표와 학습 매개어의 선택, 시험방식의 선정 등에 대해 교사와 교육과정이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함은 물론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필요한 요구분석이 이루어져 그

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 영어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중심과 언어중심 통합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용과 언어 기능의 통합목표, 방법, 평가 등에 대해 교육전문가, 연구자, 학습자 사이에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초등, 중등, 대학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통

합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학교 급별로 안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탄력적인 통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입시를 

앞둔 교육현실에 대해 통합교육의 목표가 이상적 방안이 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통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4.3 제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내용중심과 언어중심의 통합적 학습법에 대한 기준이 학습목표, 영어사용 



588 ∙ Noh, Suk-Wo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4, No. 4, 2019

정도, 평가내용 등이었으므로 통합 영어교육 관련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학습법과 학습모형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목표, 영어, 평가 등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초등, 중등, 대학 등 각 학교 급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연구

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언어수준을 고려한 학습목표는 사회적 언어능력과 학문적 언어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각 학교 급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사회적, 학문적 언어능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통합 학습의 범위와 학습모

형을 설정하여 유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통합 영어교육을 주제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통합’이라는 주제어를 이용한 연구를 대

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통합’을 주제어로 하지 않고 ‘내용중심’, ‘언어중심’, ‘CLIL’ 등의 주제어를 사용한 통합 영어교

육연구이거나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의 통합 영어교육연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안고 있

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해 통합 영어교육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내용중심과 언어중심의 통합 학습법을 중심으

로 연구와 분석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외의 다양한 통합교육과 통합연구의 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통합 학습법과 학습모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의 통합 영어교육 연구는 각각의 통합 학습법 또는 

학습모형의 동향분석과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그리고 통합교육에 관련된 교수법, 교육과정, 교재

와 자료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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