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6, Vol. 17, No. 1, pp. 121-143.

중국 2011년도 개정의무교육교과목교육과정에대한

중국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
1)

양  정(楊  婷)*

김석우(金石右)**

조슬기(趙슬기)***

이승배(李承倍)****

 

본 연구는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인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관심

도와 실행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더불어 지역, 교사 경력과 연수 횟수에 따른 관심도와 실

행도의 양상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안휘성 내 5개 도시의 초등 교사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CBAM모형을 이용하여 백분위 점수분석,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는 0단계인 무관심 단계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1단계

인 정보적 단계가 그 뒤를 이었다. 변인별 관심도의 경우 교사의 지역, 교육경력 및 연수 횟수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 경력에 경우 2단계인 개인단계와 6단계인 강화단계에서 경력이 31년 이상일 때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고 11년 이상 20년 이하일 때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한 교사들은 연수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한편 전반적 실행도 분석에서는 0단계인 비실행적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이후 1단계인 초기적 실행 단계가 그 뒤를 이었다. 변인별 실행도 분석에서는 교사의 연수 횟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의 연수 횟수가 1,2회만 이루어졌을 경우는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실행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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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여겨진다.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중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연구는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에

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및 태도는 교육의 성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서우, 2012).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면 교

사들은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실행자와 사용자로서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교육과 부합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고 재구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무리 이상적으

로 개발될지라도 개별 교사들의 실행양상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박윤경 외, 2015). 따

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은 주로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등 서양 국가 및 일본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으며 교육과정 내용을 대폭 수정할 때 그 논거로서 해당 국가의 학

제와 교육 방법의 개선방안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사훈 외, 2014; 이병호 

, 홍후조, 2008). 그런데 중국의 경우 최근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1993년 국교 수립 이후 우리나

라와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유교 및 한문 문화권 국가로서 지역

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교류는 아직까지 미미

한 실정이다(공기화, 김준호, 2007; 이화국, 2000). 따라서 역사적이고 지역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중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알고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을 이해하여 

우리의 교육제도와 접목시키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8교육개혁에 의거한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

과목 교육과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중국의 급격한 사회 발전에 따른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중공중앙국무원교육개혁심화 및 전면적 자질교육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
務院關於深化教育改革全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中发[1999]9號)〕과 국무원기초교육개혁과 발전

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基礎教育改革與發展的決定(國發[2001]21號)〕등을 통해 개발 되었으

며 전반적인 기초 교육 수준 향상, 시대상에 부합하는 인재 배양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2001년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으로서 10년간의 실제적 

검증 후에 배포되었다.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관심도와 실행도에 관해 여러 연구(靳玉樂，尹弘彪，2003; 劉建軍，2008; 劉建君，郭麗萍，

2011)가 진행 되었으나 2011년도에 배포된 후 아직까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들

이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도를 나타내는지와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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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어떻게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실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중국 내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때 

전반적인 관심도와 실행도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배경 변인의 차이에 따른 관심도 및 실행도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에 있으며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교육과정 연구자에게 현행 중국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중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 결과를 한국어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내의 교육과정 연구자들에게 정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상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

둘째, 지역, 교사 경력, 연수 횟수 별 중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관심도는 어떠한가?

셋째, 중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도는 

어떠한가?

넷째, 지역, 교사 경력, 연수 횟수 별 중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실행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총 일곱 번의 기초교육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교육 개혁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속적인 개발로 인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하였

다. 중공중앙 국무원 교육개혁 심화 및 전면적 자질교육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務院關於
深化教育改革全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中发[1999]9號)〕과 국무원 기초교육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基礎教育改革與發展的決定(國發[2001]21號)〕을 반영하고 시대와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인재를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시대의 요구에 더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교

육부는 적극적으로 기초교육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여 기존의 기초교육 교육과정의 체계, 구조 

및 내용을 대폭 수정하며 소질교육의 요구사항에 맞춘 새로운 기초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2001년 정식적으로 제8차 기초교육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 

개혁은 의무교육시행을 비롯한 각 학급 각 교과목의 개별교육과정을 작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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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10년간의 실제적 검증을 통해 중국 국가 교육부는 2011년 말에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을 배포하였다.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中國敎
育部, 2011).

첫째,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은 모든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의무교육은 법에 의하여 모든 적령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필수적으

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2015년 개정 「의무교육법」 제15항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질

병과 특수 상황, 현지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을 제외하고 적령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현지 인민 정부가 부모 또는 다른 후견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나 피후견인을 입학하도록 명령한다. 따라서 「의무교육법」에 의거하

여 국가, 사회와 가장이 적령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

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제재를 받게 하여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이 모든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은 ‘덕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고 하는 교육 이념을 강조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 뿐 아니라 품성, 체질, 심미 

수준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 학생능력함양(德智体美全面發展)을 목표로 한다. 개정 의무교육 교

과목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9학년)까지의 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급 학

생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춘 언문, 수학, 영어, 화학, 지리, 역사, 생물, 물리, 음악 등 총 19개 교과

목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2001년의 교육과정에 비해서 언문, 수학, 영어, 역

사 교과목의 수업 시수가 감소하였고 교사들의 자율성이 증가되어 각 학급의 학습 난이도 및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

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중시하였

다. 따라서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생의 창조 정신과 실천 능력을 양성하고,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불어서 자주적인 교육 이념을 토대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 위주의 학습 방식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습능력과 협력 학습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환경에서 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문제를 밝히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습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요컨대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은 교사의 자율성과 학습자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개정 교육과정의 총괄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이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가지고 재

구성하여 실행하려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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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기반 실행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

관심기반 실행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은 Hall & Hord (1979)에 의해 

만들어진 모형으로 관심 단계, 실행 수준, 실행 형태를 측정하는 3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교육과

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 및 형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책을 개발하

여 변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혜나, 김대현, 2010).

Hall & Hord(2006)에서는 관심기반 실행모형을 이용한 측정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첫째, 변화 과정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데 실행 수준과 실행 형태를 이용하는 것과 둘째, 총괄

적 활용의 측면에서 관심도와 실행 수준 자체를 연구하고 결과에 따라 알맞은 지원책을 강구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도와 실행도를 측정도구로 설정하였다.

1) 관심도(Stages of Concern, SoC)

관심(concern)이란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와 이성에 대한 느낌, 인식과 사고의 총합이

며 관심의 종류는 사람마다 성격, 학력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

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Fuller & Hall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인

식, 사고의 총합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심 발전 단계의 측정도구로써 관심

도(Stages of Concern, SoC)를 개발하였다. 장재혁(2015)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Fuller과 Hall의 

관심 단계 및 각 단계의 정의를 밝혔는데 이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심 발전 단계

영역 관심단계 관심의 표현 및 교사의 상태

결과/영향

6. 강화(Refocusing)
개인이 제안하였거나 현존하고 있는 혁신형태의 여러 대안

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는 단계이다.

5. 협동(Collaboration)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일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협동과 조정

에 초점이 주어진다.

4. 결과(Consequence)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과업 3. 운영(Management)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과 과업, 그리고 정보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변화 및 관심이 집중되는 단계이다.

자신

2. 개인(Personal)

교육과정의 요구 조건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

력 여부와 혁신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확실한 상

태이다. 자신 또는 동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갖는 재정적 

신분상의 의미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1. 정보(Informational)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사항을 학습하는데 관심을 나타낸다.

무관
0. 지각/무관

(Unconcerned)
교육과정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거나 참여가 없음을 나타낸다.

〔출처: 장재혁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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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도(Levels of Use, LoU)

실행도(Levels of Use, LoU)는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장재혁, 2015). 즉, 관심도는 사람들의 반응, 느낌과 태도를 반영

한다면 실행도는 사람들의 실제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실행도는 관심기반 실행모형(CBAM)

의 두 번째 진단도구로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실행 정도를 측정하고 그들의 행위 

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Hord의 실행수준과 Hall의 이론에 의한 7단계의 실행 수준을 Moore 외(1984)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통합하여 5단계로 조정하였고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2>와 같다(장재혁,

2015에서 재인용).

<표2> 실행도 5수준과 7수준

실행5수준 Moore의 수준 정의 Hord의 수준 정의 실행7수준

Ⅳ창의적 

실행(Innova

tive and 

Creative 

Use)

혁신적이고 창의적으

로 실행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통해 교

육과정 각 하위영역

들을 각 개인적 학습

의 상황에 맞게 수정

하고 통합한다.

교육혁신 실행의 질에 대한 재평가를 하

고,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현재의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대안이나 

대폭적인 수정안을 찾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형태들을 검토하고 자신과 학교 

조직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탐색한다.

Ⅵ혁신

(Renewal)

가능한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교육혁신과 관련 있는 동

료 교사들의 활동을 자신의 교육과정 실

행에 결합시킨다.

Ⅴ통합

(Integration)

Ⅲ효과적 

실행

(Effective 

Use)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근본이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교육

과정의 장기적인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 영

역들을 활용한다.

교육과정 혁신의 대상자(학생이나 기타)

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행이 변형된

다. 이 변형은 학생에게 미치는 단기적

이고 장기적인 결과들에 대한 정보에 근

거한 것이다.

ⅣB정교화

(Refinement)

교육혁신의 실행이 안정적이다. 교육과

정 혁신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수

정도 없다. 교육과정 혁신의 실행과 그 

결과를 개선하려는 생각이나 준비는 전

혀 없다.

ⅣA일상화

(Routine)

Ⅱ기계적 

실행

(Mechanical 

Use)

기계적으로 실행한다.

자신의 교육과정 실행을 되돌아 볼 여유

도 없이 하루하루의 단기적 교육과정 실

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실행은 학

생들의 필요보다는 실행자인 교사의 필

요에 의해 변화된다. 실행자인 교사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혁신의 실행의 요

구되는 업무들을 익히는데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실행은 대체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Ⅲ기계적 

실행

(Mechanical 

Use)



중국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  127

〔출처: 장재혁 외(2015).〕

3.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과 관심기반 실행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까지 중국 내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2001년의 교육과정과 비교 연구, 다른 국가의 교육과정과 비교 연구,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 

학습 방식을 탐색 등의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2011년과 2001년도의 의무교육 언문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馬琳，2013), 2011년도 의무교육 역사 교육과정 연구-2001년도 역사 교육과정과 비교

의 중심으로(孫菜珠，2013), 중∙일 의무교육단계 언문 교육과정 비교 연구(周葵葵,2007), 중∙미 

의무교육단계 수학 교육과정 비교 연구(周瑞,2009) 등이 있다.

한편 CBAM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연구는 천동 농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CBAM 연구(劉建軍，2008), 보통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 현황에 관한 CBAM 연구(陳曉琦，

2012)，CBAM기반으로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成
丹，2014), 교사와 교육과정의 실행: CBAM기반으로 개별 안건 분석(靳玉樂，尹弘彪,2003) 등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 중 본 연구와의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劉建軍(2008)은 관심기반 실행모형(CBAM)을 활용하여 천동 지역 농촌 초중등학교 교

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 교사들이 결과 단계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혁이 학생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

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농촌 교사들은 자신 단계와 협동 단계의 관심도가 다른 단계보다 

높은 것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농촌 교사들은 정보 단계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에 대해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劉建軍(2008)은 농촌 지역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안휘성 내의 5개의 시의 초

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도시의 규모나 경제력에 따라 교

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행5수준 Moore의 수준 정의 Hord의 수준 정의 실행7수준

Ⅰ초기적 

실행

(Initial Use)

최저 수준에서 실행

한다. 교사는 교육과

정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고 교실에 그

것을 적용하기 시작

한다.

교육과정 혁신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Ⅱ준비

(Preparation)

혁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정보를 얻고 

있으며, 교육과정 혁신이 지향하는 바와 

실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있다.

Ⅰ탐색

(Orientation)

0비실행

(Nonuse)

전혀 실행하지 않는

다. 교사는 교육과정

의 각 영역에 대해 전

혀 알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실행도 하지 않으며, 그 실

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0비실행

(Non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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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陳曉琦(2012)은 교육과정에 보통 고등학교의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에서 저장

성에 위치한 퉁샹시 보통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CBAM에 기초한 질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결과 단계에 관심도가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효과적 실행 수준에 차지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학력, 경력, 지역 등 배경변인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및 실행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陳曉琦(2012)의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CBAM의 연구와는 달

리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관심도 및 실행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혜나, 김대현.

2011, 김혜나, 김대현. 2010, 이지은, 신재한, 2007, 장재혁 외, 2015). 이는 陳曉琦(2012)에서도 언

급 되었듯이 중국 내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높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와 실행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보았을 때에도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관심도와 실행도

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成丹(2014)은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을 위해 

산동성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CBAM의 관심도 질문지와 실행도 질문지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

다. 관심도 분석 결과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 관심이 협동 단계의 점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행도 분석에서는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동성 내의 지역에 따른 실행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보화 교육만의 고유한 특징이 실행

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데 정보화 교육의 고유한 특징 상 단위 학교의 시설 즉, 기자재 

보유량이 실행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2011년도 개정 의무

교육 교과목 교육과정 총론에 관한 관심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여 보다 전반적인 교사들의 인식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넷째, 靳玉樂，尹弘彪(2003)은 관심기반 실행모형(CBAM)을 기반으로 충칭시의 두 학교의 네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혁 실시 과정에서 관심도와 실행도를 분

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네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가 높은 수준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靳玉
樂，尹弘彪(2003)의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데에 반해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을 이용

하였기 때문에 두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두 연구의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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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중국 안휘성 내 合肥(허페이)，蚌埠(벙부)，阜阳(푸양)，亳州(보저우), 宣城(쉬

안청) 등 5개 시의 초등학교 2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미응답 

자료를 제외한 187개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 별 특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의 변인별 특성(N=187)

개인 배경 변인 구분 N 빈도(%)

지역

1(허페이시) 30 16.0

2(벙부시) 58 31.0

3(푸양시) 54 28.9

4(보저우시) 24 12.8

5(쉬안청시) 21 11.2

경력

1（1~5년） 74 39.6

2（6~10년） 38 20.3

3（11~20년） 30 16.0

4（21~30년） 27 14.4

5（31년 이상） 18 9.6

연수 횟수

1(0회) 42 22.5

2(1회) 50 26.7

3(2회) 57 30.5

4(3회 이상) 38 20.3

전체 187 100

2. 조사 도구

1) 관심도 질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질문지는 Hall 등

(1977)에 의해 개발된 도구인 관심단계 질문지(George, Hall ＆ Steigelbauer, 2006; Hall, George

＆ Rutherford, 1977)를 바탕으로 장재혁(2015)이 사용한 관심도 질문지를 중국 안휘성의 초등학

교 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질문지의 신뢰도를 Cronbach' α로 측정한 결과 

그 값이 .695로 나타났다. 관심도 질문지는 모두 35개 문항이며 각 문항 별 2011년도 개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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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0부터 7로 표시하였고 관심 단계는 0단계부터 6단

계까지 7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문항 구성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관심 단계별 문항 구성(N=187)

관심단계 문항 번호 관심의 표현

0단계: 지각적 3,11,29,30,35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1단계: 정보적 2,14,15,19,22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

2단계: 개인적 20,13,26,31,33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실행이 나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3단계: 운영적 4,7,16,17,25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준비 사간을 

많이 보낸다. 

4단계: 결과적 23,27,28,32,34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5단계: 협력적 1,5,10,12,18
나는 다른 교사들에게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한 내용에 돕고 싶다.

6단계: 강화적 6.8.9.21.24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은 방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2) 실행도 질문지

중국 교사들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

재혁(2015)이 성취평가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에 사용한 실행도 질문

지를 중국 안휘성의 초등학교 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질문지의 Cronbach'

α값은 .811으로 나타났다. 실행도 질문지는 총 25개 문항으로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의 정도를 0부터 7으로 표시하였고 실행 수준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

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 문항 구성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실행 수준별 문항 구성(N=187)

관심단계 문항 번호 실행의 표현

0 비실행 1,3,4,6,22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1 초기적 5,7,8,9,17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기계적 2,13,14,20,21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3 효과적 12,15,16,18,19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변형한다.

4 창의적 10,11,23,24,25
나는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동료들과 협동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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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질문지의 신뢰도가 각각 관심도의 경우 Cronbach' α= .695, 실행도의 경우 Cronbach'

α= .811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 교사들이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도

와 실행도를 묻는 질문지가 충분히 신뢰롭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국 교사들이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도

를 알아보기 위해 Hall & Hord(2013)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점수를 백분위 점수를 환산

하여 검증하였다. 이후 환산된 관심도 및 실행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1.0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중국 교사들 전반적 교육과정 관심도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안휘성 교사들의 관심도 분석 결과를 보면 0단

계 무관 관심도의 평균이 백분위로 환산한 결과 96.99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1단계 정보 관심도

의 평균이 76.84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관심이 

정보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단계는 4단계 결과 관심도로 백분위 환산 평균값이 45.10로 나타

났다. 또한 개인 영역(1정보와 2개인)의 관심도 평균이 과업 영역(3운영)과 결과, 영향 영역(4결

과, 5협동, 6강화)의 관심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현행 교육과정을 어떻게 시행

해야 할지나 현행 교육과정을 실시하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보다 자신이 교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N=187)

관심도 0무관 1정보 2개인 3운영 4결과 5협동 6강화

평균(M) 96.99 76.74 75.48 75.04 45.10 48.34 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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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변인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

1) 지역별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

지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안휘성 교사들의 관심도 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Wilks' λ=.612, F=1.873, p<.05). 사후분석의 결과로 푸양(阜阳)시의 관심

도의 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0단계, 4단계, 5단계의 총 3개의 관심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쉬안청(宣城)시의 관심도가 1단계, 2단계, 5단계, 6단계의 관심도를 포함한 총 4개의 관심도에

서 다른 지역의 관심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 지역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N=187)

구분 1(n=30) 2(n=58) 3(n=54) 4(n=24) 5(n=21） Uni F

종속 

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0

무관
96.20 4.24 97.02 2.52 97.54 1.76 97.54 3.37 95.90 3.65 2.027

1

정보
74.40 13.14 79.26 11.35 78.52 11.32 75.33 11.13 70.19 13.57 2.924*

2

개인
72.83 13.36 75.71 11.96 79.11 11.01 75.13 9.29 69.71 13.34 2.924*

3

운영
75.23 12.97 79.62 11.11 74.78 1.03 68.79 13.57 69.90 11.80 4.859*

4

결과
43.43 21.32 41.83 21.85 52.96 23.92 46.67 23.16 34.48 24.06 3.111*

5

협동
48.93 19.08 47.31 14.20 52.43 13.68 46.04 12.43 42.43 15.19 2.078

6

강화
68.67 12.24 68.22 12.79 67.15 14.53 66.25 8.37 57.67 16.10 2.838*

1=合肥(허페이)，2=蚌埠(벙부)，3=阜阳(푸양)，4=亳州(보저우)，5=宣城(쉬안청)

2) 경력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

경력에 따른 중국 안휘성의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Wilks' λ=.791, F=1.523, p

＜.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Scheffe 검정에 의한 사후 분석 결과, 2단계에서의 차이

는 교직경력이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교사들의 관심도가 31년 이상인 교사들의 관심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6단계에서의 차이는 교직경력이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교

사들의 관심도가 교직경력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교사들의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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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8> 경력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N=187)

구분 1(n=74) 2(n=38) 3(n=30) 4(n=27) 5(n=18） Uni F

종속 

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0

무관
96.53 3.51 96.58 2.67 98.00 1.72 97.44 3.20 97.44 2.03 1.781

1

정보
76.34 12.81 75.29 13.41 79.97 10.82 76.37 10.88 76.67 10.36 .689

2

개인
76.43 11.85 72.82 12.24 80.50 9.17 75.33 11.41 69.06 14.26 3.329*

3

운영
74.99 12.20 76.21 11.81 76.80 12.88 74.67 12.98 70.39 11.77 .888

4

결과
42.32 23.17 44.68 23.76 52.43 24.36 44.89 23.93 45.44 19.88 1.009

5

협동
46.20 14.45 48.05 15.24 51.93 16.33 52.78 14.87 45.06 13.71 1.632

6

강화
67.80 12.61 59.97 14.88 70.37 13.36 69.00 11.86 65.22 12.41 3.478*

1=1~5년, 2=6~10년, 3=11~20년, 4=21~30년, 5=31년 이상

3) 연수 횟수별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

교육과정 연수 횟수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안휘성 교사들의 관심도 분석 결과는 

Wilks' λ=.819, F=1.739, p＜.05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관단계인 0단계

와 협동단계인 5단계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Scheffe 사

후검정에 의하면 0단계에서의 관심도는 연수 횟수가 1회일 때 가장 낮았고 이는 3회 이상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관심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5단계인 협동단계에서의 관심도는 

연수 횟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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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연수 횟수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도(N=187)

구분 1(n=42) 2(n=50) 3(n=57) 4(n=38) Uni F

종속 

변인
M SD M SD M SD M SD

0

무관
96.67 3.05 96.38 3.36 97.02 3.13 98.13 1.56 2.804*

1

정보
76.31 11.95 74.42 13.64 76.81 11.60 80.18 10.52 1.668

2

개인
72.60 12.15 78.08 12.21 74.00 11.45 77.47 11.92 2.263

3

운영
73.79 11.68 74.86 11.13 74.88 12.72 76.89 13.92 .437

4

결과
47.12 23.91 42.02 23.69 43.61 23.71 49.13 19.85 .850

5

협동
43.81 13.32 44.94 13.59 48.81 14.03 57.11 16.64 7.088***

6

강화
63.31 12.76 66.36 13.46 65.81 12.65 71.47 14.44 2,639

1=0회, 2=1회, 3=2회, 4=3회 이상

3. 중국 교사들 전반적 교육과정 실행도

2011년도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안휘성 교사들의 실행도 분석 결과를 보면 

0단계인 비실행 수준의 평균이 94.16로 가장 높고 1단계인 초기적 수준 실행도의 평균이 70.5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실행도는 4단계 창의적 수준으로 평균이 51.59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실행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기본적인 조

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표10>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실행도(N=187)

실행도 0 비실행 1 초기적 2 기계적 3 효과적 4 창의적

평균（M) 94.16 70.58 69.29 52.58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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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변인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

1) 지역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

지역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안휘성 교사들의 실행도 분석 결과를 보면 Wilks' λ=.843,

F=1.5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11> 지역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N=187)

구분 1(n=30) 2(n=58) 3(n=54) 4(n=24) 5(n=21） Uni F

종속

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0

비실행
94.5 5.34 94.0 5.71 95.2 4.97 93.4 4.4 91.9 7.6 1.471

1

초기적
68.2 6.66 70.7 9.43 71.8 9.95 71.7 7.0 69.0 11.5 .999

2

기계적
66.9 7.66 70.5 8.88 70.2 9.05 68.8 8.1 67.3 11.4 1.225

3

효과적
54.7 10.04 53.1 8.76 54.1 9.28 50.8 10.0 47.6 11.7 1.967

4

창의적
53.1 9.50 52.3 8.86 53.2 12.05 48.7 9.3 46.4 11.3 2.365

1=合肥(허페이)，2=蚌埠(벙부)，3=阜阳(푸양)，4=亳州(보저우)，5=宣城(쉬안청)

2) 경력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

경력에 따라 중국 안휘성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도는 Wilks' λ=.882, F=1.14,

p＞.05로 나타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12> 경력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N=187)

구분 1(n=74) 2(n=38) 3(n=30) 4(n=27) 5(n=18） Uni F

종속

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0

비실행
94.04 4.79 94.66 5.40 95.73 3.96 92.70 7.94 93.11 6.85 1.302

1

초기적
69.99 8.15 70.37 9.87 73.67 11.43 70.56 9.67 68.39 6.47 1.182

2

기계적
67.54 8,74 68.95 9.49 72.57 9.13 70.22 8.12 70.33 9.10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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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2=6~10년, 3=11~20년, 4=21~30년, 5=31년 이상

3) 연수 횟수별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횟수에 따른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Wilks' λ값은 .880, F=1.561, p＜.05로 중국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실행도에 차이가 

있다. 각 단계별 유의확률을 보면 0단계, 비실행 수준 실행도에서 F=3.693*이고 2단계, 기계적 

수준 실행도에서 F=3.225*이므로 이 두 단계에서 중국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도의 유의

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Scheffe 검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0단계인 비실행 단계에서 3회 이상

의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실행도가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들과 연수를 2회 받은 교사들의 실행

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단계인 기계적 단계에서도 연수를 3회 이상 받은 교사들의 

실행도가 연수를 2회 받은 교사들의 실행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13> 연수 횟수별 중국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도(N=187)

구분 1(n=42) 2(n=50) 3(n=57) 4(n=38) Uni F

종속변인 M SD M SD M SD M SD

0비실행 93.02 6.68 94.30 4.49 93.37  6.46 96.39 3.19 3.693*

1초기적 71.07 9.17 68.22 8.45 70.33 9.91 73.53 8.56 2.500

2기계적 69.17 10.24 68.28 8.70 67.70 8.31 73.13 8.07 3.225*

3효과적 53.74 9.48 51.44 10.75 51.26 10.44 54.76 8.02 1.372

4창의적 52.57 9.70 51.08 11.51 49.51 11.37 54.32 7.68 1.795

1=0회, 2=1회, 3=2회, 4=3회 이상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안휘성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는 무관 영역인 0단계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개인 

영역인 1단계 정보 관심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 및 영향 영역에 속해있는 4단계 결과

구분 1(n=74) 2(n=38) 3(n=30) 4(n=27) 5(n=18） Uni F

3

효과적
51.97 10.22 53.03 9.68 55.27 10.78 51.07 8.89 51.89 9.05 .815

4

창의적
52.09 9.68 51.95 11.21 53.10 12.88 49.85 9.76 48.89 10.46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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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관심도를 지역, 교사 경력, 연수 횟수의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지역

별 관심도 분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퉁샹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陳曉琦(2012)에서는 

지역 및 경력에 따라 교사들의 관심도의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 결과로 

푸양(阜阳)시의 관심도의 강도가 쉬안청(宣城)시에 비해 0단계, 4단계, 5단계의 총 3개의 관심도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쉬안청(宣城)시의 관심도가 1단계, 2단계, 5단계, 6단계의 관심

도를 포함한 총 4개의 관심도에서 푸양(阜阳)시의 관심도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陳曉琦
(2012)와 본 연구 결과 간 차이는 한 시(City)내에서의 지역을 나눈 陳曉琦(2012)와 달리 본 연구

는 보다 넓은 지역인 한 성(Province) 내에서 다섯 도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거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대상 학교급 차이 때문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행정구획총람(2010)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푸양시의 면적은 4,188㎢이며 인구는 386만

으로, 쉬안청시의 면적은 12,340㎢이며 인구 275만으로 나타난다. 즉, 상대적으로 면적대비 인구

가 높은 푸양시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푸양시는 상대적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중국 고대문명의 중요 발상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쉬안청시보다 교육열이 높아 이러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경력별 관심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관심의 강도가 2단계인 개인적 단계와 5단계인 협동적 단

계에서 교사 경력이 11년 이상 20년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31년 이상일 때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교사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입 교사들보다 낮

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 교사들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교사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갖추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31년 이상의 교사들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있

기 때문에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한숙(2013)에서 밝힌 국내 교사들의 경력별 관심도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

난다. 박한숙(2013)에 따르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중학교 교사들의 

관심도 분석 결과 경력이 6-10년 일 때와 경력이 11-20년 교사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으

며 교사들의 경력이 21년 이상일 때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낮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연수 횟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의 결과로 연수를 3회 이상 받은 교사들이 3회 이하 연수를 받

은 교사들보다 0단계인 무관단계와 5단계인 협동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관심의 강

도를 보였다. 특히 협동 단계인 5단계의 경우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연수과정에서 획득한 지식

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의 실행도의 단계별 분석 결과를 보면 비실행인 0단계의 실행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초기적 단계인 1단계의 실행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실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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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4단계인 창의적 단계의 실행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경력, 연수 횟수에 따른 실행도 분석의 결과는 관심도 분석의 결과와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실행도의 경우 지역별, 경력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수 횟수에 따라서는 

실행의 강도가 0단계와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연수 횟

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실행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연수 횟수가 1회 혹은 2회인 교사의 경우 

연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실행의 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靳玉樂，尹弘彪(2003)의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靳玉樂，尹弘彪(2003)에서는 충칭시에서 5회 이상의 연수 경험을 가진 4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관심도와 실행도를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해당 교사들은 관심도가 5단계인 협동 

단계에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도는 2단계와 1단계, 즉 기계적 단계와 초기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 결과 중국 내 입시 과열로 인한 시험 위주의 교육 

방식과 불일치한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학교 현장 내 연수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가능한 시설

의 미비,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때문

에 교사들의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정부로부터 상명하달식의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 1, 2회의 연수 참가를 통해 관심도가 높아진 교사들의 경우는 연수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에 따라 실행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수를 참가할수록 실행도가 크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관심도

와 비교해보았을 때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중국 

내 초등 교사들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및 실행도 분석 결과가 靳玉
樂，尹弘彪(2003)의 질적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

도가 0단계와 1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상명하달식 3급 교육과정 관리제도에서 기인한 

비현실적 세부 내용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중국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보다 현장에서 

재직 중인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결과는 

국내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양상과 유사하게 드러난다. 이지은, 신재한

(2012)에 따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무관심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중국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관하여 더 많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되, 그 연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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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행이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서 Hall & Hord(2006)

의 실행 수준의 단계별 지원책에 따르면 0단계의 경우 흥미 자극, 변화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1단계의 경우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안휘성 내의 교사들의 실행도가 전반적으로 0단계와 1단계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며 변화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연

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사들의 배경 변인별 관심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역, 경력, 연수 횟수에 따라 맞춤형 개정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학교 측에서 교사들이 연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3회 이상의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협력 단계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기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등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현옥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관심도의 변화는 피아제가 설명한 평형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교사가 새롭게 얻은 지식을 조절하고자 하는 요구들은 불평형화를 만들어내며,

이런 단계에 있는 교사에게 적절한 지원이 주어졌을 때 교사는 자아에 대한 관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학급 운영과 과업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ㆍ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관심을 자아에게서부터 학급 운영과 과업에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교사의 요구

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급 운영을 가능하게 할 

노력 및 계속적인 긍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교사들의 관심도 및 실행도를 분석해 보

았다. 중국의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 이후 수시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이지은, 이재한, 2012). 교사들의 일반적인 관심도와 실행도 뿐 아니라 연수 횟수와 

경력의 배경변인에 따른 관심도와 실행도 양상의 분석 결과 또한 우리나라 교사의 개정 교육과

정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박한숙, 2013; 이현옥 외, 2011). 전반적으로 동

아시아 문화권 아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양 국가 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교육적 교류를 활성

화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陳曉琦(2012), 박한숙(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관심도의 지역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 두 도시 간 관심도의 차이

가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들의 실행도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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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실제 지역별 교육열이나 환경, 교사의 지원정도나 기타 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때문

이 아니라 단순히 표본 추출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푸양시와 쉬안청시

의 교육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혹은 단순한 표집의 오류 때문인지 대해 표본 크기를 늘

린 반복연구 및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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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Stages of Chinese Teachers’ Concern and Levels

of Use For Chinese Compulsory Education Curriculum Standards

2011 Edition, China
1)

Yang, Ting*

Kim, Sukwoo**

Jo, Seulgi

Lee, Seungbae

This paper aims to show teachers' general stages of concern(SoC) and level of use(LoU)

on Curriculum Standards for Compulsory Education (2011 Edition) in China. In relation to

these assessments, regions where teachers teach, years of teaching and numbers of participating

training programs about the Curriculum were also considered as background variance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ha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SoC and LoU for 200

teachers from 5 different cities of Anhui province in China. Because of the data loss, however,

only 187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Concerns-Based Adoption Model (CBAM) afterwards.

According to the results by MANOVA analysis, most of teachers appeared to be either in the

0th stage or 1st stage, both in SoC and LoU. More specifically, in the SoC analysis with background

variances including teachers' regions, years of teaching and numbers of participating training

program, all of the results had significant difference.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years of teaching,

teachers who have taught for more than 31 years appeared to have the lowest SoC in the phase

of the second and the sixth, namely the Personal Phase and Collaboration Phase, whereas teachers

between 11 and 20 years were ranked to be the highest. In addition, teachers were shown that

the more they have participated in training programs, the more they concern about the compulsory

education curriculum in China. With regard to LoU analysis, the only background variance which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umbers of participating training program.

Key words: Chinese Compulsory Education Curriculum Standards 2011 Edition, CBAM,

Stages of Concern， Levels of Use， Chines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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