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 

 

영어교육, 60권 2호 2005년 여름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년과 집단에 
따른 인식 비교  

 
 

신 인 숙 
(전남중학교)  

 
Shin, In-sook. (2005). A comparison of EFL learners’ perceptions of differentiated 
classes by grade and academic level. English Teaching, 60(2), 223-24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level- 
based English classes according to grades and leveled groups. Toward this end, previous 
studies on level-based curricula were reviewed,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designed to gauge the perceptions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evel-based instructional program. Both affective and cognitive perceptions were tapped 
in the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230 middle school students. 
Statistical analyses show that students in general tend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level-based instruction with an overall average of below 3 on a 5-point scale. Of all the 
groups, students in the upper-level classes and third grade students have better 
perceptions than any other grade or group.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ffective aspects 
of the students need to be duly considered as well as cognitive aspects for an effici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evel-based instruction.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수준별 교육과정은 영어과 7차 교육과정의 큰 특징으로서, 학습의 개인차와 
학습자의 적성, 필요와 흥미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도
입되었다.‘수준’이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말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는 학생의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흥미, 적성, 진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수준별 수업이란 ‘학생의 능력과 수준, 적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차별
화하고 과거와 달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에서 구현하는 방안은 크게 학급내 수준
별 수업과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급내 수준별 수업은 학급 
내에서 동질수준이나 이질수준으로 소집단을 편성하여, 기본 학습 내용 외에 
보충이나 심화학습을 한다. 그러나 동일 학급 내에서 여러 수준이 혼재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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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한 교사가 동일 교재로, 수준별로 분화된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분
반하여, 반 전체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동질화시키는 방식이다. 반 전체의 수준
을 원래반보다 동질적으로 만듦으로써,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이 학급내 수
준별 수업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수준별 이동수업이 영어과 수준별 교
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07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국적으로 50% 이
상 확대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
하여(홍성철, 2005),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중에서 이동수업의 비
중이 확대일로에 있다. 따라서 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한 학습자가 영어
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확대
일로에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과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년과 수준별 집
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처음 하
는 1학년과 이 년 연속하는 2학년, 삼 년 연속하는 3학년 학생들의 인식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학년별로 수준 집단간에 인
식의 차이가 있는지, 학년간 동일 집단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면 앞으로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은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2)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은 각 요인에 대해서 학년간, 학년별 
수준간, 수준별 학년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선호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학년별, 수준별 빈도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영어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학급내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급내 수준별 수업이 학습자의 태도
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권처연, 2000; 김순채, 1998; 김종신, 
1999; 김희영, 2000; 임승빈, 2000; 한용호, 1998)들이 현장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
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김종신(1999), 권처연(2000), 그리고 한용호(1998)
는 학급내 수준별 수업을 하되 수준에 따라 소집단을 형성하여 그 효과를 연구
하였다. 실험집단을 학급내 상, 중, 하 3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강의 
중심으로 수업한 통제집단과 수준별 수업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실험집단은 교
사가 제시한 수준별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하였다.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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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하면 수준별 소집단 학습이 학습 동기 유발이나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
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현장 학교에서 실시(중학교 
2001년, 고등학교 2002년) 되기 이전부터 학급내 수준별 수업의 형태로 연구되
었으며, 주로 수준별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수준별 과제를 활용하는 과제중심 
학습(task-based learning)과 협동학습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수준별로 분반하는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련된 연구들(김재
익, 2003; 전우성, 1997, 이은희, 1998; 최명희, 2000; 최창엽, 1998)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에 관한 연구들로서, 학교의 사례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한 후, 공통적으로 학급 인원의 적정화, 교과 교실의 확보, 여
러 수준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수급, 능력별 자료 개발 등의 사회적 여건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김재익(2003)은 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
정의 운영에 대해 2002년과 2003년, 2년에 걸쳐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교
육청 자료와 시범학교 사례를 자료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하였으며, 설문조사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학력에 미친 영향, 
학습 집단 편성 방법, 학습 자료,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은 서울 소
재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에서 1학년 학생 12학급 350명(심화 108명, 기본 131
명, 보충 102명),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
업의 문제점을 밝혔는데, 이동수업의 불편함, 교실 분위기의 산만함, 소지품 분
실, 하위반 학생들의 사기저하와 수업 분위기 저하, 수업내용과 평가의 불일치, 
교재의 부적성과 자료 개발에 따른 교사의 부담감 등이 지적되었다. 2002년과 
2003년의 수준별 이동수업의 비중을 비교하였는데, 일차년도에 고1에서 실시한 
학교의 비율(23%)보다 이차년도에 고1에서 실시한 비율(20.8%)이 더 줄었고, 수
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동수업(35.5%)보다 이동이 없는 학급내 
수준별 편성(64.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최명희(2000)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이동수업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00명이 복수 응답을 하였는데, 63명이 정서적으로 
혼란함을 호소하였고, 36명이 낯선 교실에 적응 곤란을 토로하였으며, 28명이 시
간지체의 문제점을, 25명이 소속감 결여를, 22명이 사물 분실을 들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이유로는 이동불편에 대한 응답이 39명, 효과 
없음에 대한 응답이 27명, 분위기 산만에 대한 응답이 26명, 위화감에 대한 응
답이 25명, 능률저하 19명, 귀찮음 15명, 시간낭비 11명으로서 대부분 심리적이
고 정의적 측면의 이유들이었다. 또한 일년 동안 수준별 이동수업을 경험한 후
에, 다시 이동수업 희망 여부를 설문한 결과 단 4명만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호응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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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이동수업 중에서 심화반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조영찬(2001)
은 소도시의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심화반 2학급을 대상으로, 영어 읽기에서 학
업 성취도와 흥미도, 집중도, 이해도, 자신감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은 학급 구성에 대한 설문에서 성적에 따른 학급 편성에 찬성이 35%이며, 
반대가 46%이며, 학생 희망에 의해 능력별로 학급 편성에 찬성이 18%였다. 이 
연구는 이동수업반 중에서 심화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도 능력별 
반 편성에 찬성보다 반대에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다른 연구들(김재익, 2003; 
최명희, 2000)에서 보여주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부정적 인식과 
일치한다. 
한편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
구들이 있다(이명선, 1999; 이혜련, 2000; 홍영표, 1999). 이동수업 후 분반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과 기존의 합반 수업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다. 즉, 학업 성취도 변화에 있어서 상위권은 
향상되고, 중하위권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고하거나(정미란, 2001; 홍영표, 1999), 
상위권에서도 효과가 없으며 하위권은 더욱 하향되는 결과를 보고한다(이명선, 
1999). 이들 연구에서는 이동수업이 상위권에 미친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반면, 
하위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특히 정미란(2001)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구성된 상, 중, 하의 세 집단이 세 번의 정기고사를 치르고 
매번 반편성을 할 때, 각 집단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함
으로써 집단의 구성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밝혔다. 수준이 동질화된 하위집단에
서 46%는 수업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54%는 학습의욕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
되어, 하반에서는 여전히 수준에 맞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수준별 수업에 관련된 연구결과 중에서 이동수업
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성취
도가 미흡한 하반의 경우 부정적인 거부감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김재익(2003)이 2년간의 수준
별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준별 수업 운영기간이 일 년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년간에 걸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
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일 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년간 
수준별 수업을 받은 학습자의 인식은 시행 누적 년수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이상의 연구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백분율로 분석함으
로써, 인식에 대한 차이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
에 있어 학년간, 수준간 차이검증을 하는 것은 향후의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
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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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째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광주광역시의 신도시에 위치하며,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가 높은 편이며, 다년간에 걸친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
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는 중 1, 2, 3학년 학생들로서, 학생들은 해당 학년만큼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았
으며, 학생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생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남 218 221 156  595 
여 179 235 221  635 학생수 
계 397 456 377 1,230 

 
2. 수준별 이동수업의 편성과 운영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듣기를 위주로 수업하였으므로 배치고사를 지필
고사로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따로 배치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기
초에 원래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과 3학년도 수
준별 이동수업은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편성하였으며, 수준별 집단 편성은 중
간고사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고려하여 심화(상), 기본(중), 기
초(하)의 세 집단으로 편성하였다. 2004년 현재 수준별 이동 집단은 아래 표 2
과 같이 1, 2학년은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으로 편성(2학년 10～13반은 심화반, 
기본반, 기본반, 기초반)하고, 3학년은 심화반과 기초반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교사 3명이 1, 2학년에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을 담당하고, 3
학년에서는 교사 2명이 심화반과 기초반을 담당하였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1 
학기에 1회, 2학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1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합반 
수업을 경험하고, 이후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동수업의 진행은 교사 3명이 1, 2학년에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을 담당하
는데, 1학년에 심화반을 하는 교사는 2학년에 기초반을, 1학년에 기초반을 하는 
교사는 2학년에서 심화반을 담당하고, 기본반은 1, 2학년 같은 교사가 담당하였
다. 3학년에서는 2명의 교사가 심화반과 기초반을 각각 담당하였다. 수준별 이
동수업 방식은 동일한 진도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 
학습 내용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학습 내용은 교과서를 공통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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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이용하여 심화, 기본, 기초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
가는 정기고사를 공통으로 실시하여 60% 반영하고, 수행평가는 공통의 과제로 
30%를 반영하고, 10%는 수업의 수준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준반에서 별개
의 과제와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표 2 

학년별 수준별 집단 편성표  

학년 교사인원 이동 집단 편성 
1학년 9학급 3 심화반(상) 기본반(중) 기초반(하) 
2학년 13학급 3 심화반(상) 기본반(중) 기초반(하) 
3학년 10개 학급 2 심화반(상)  기초반(하) 

 
3. 설문 내용과 형식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은 선행 연구와 문헌 연구
에 기반하여 크게 정의적 측면(1-14번)과 인지적 측면(15번-24번)을 구분하여 항
목을 개발하였다. 24개 항목은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정의적 측면은‘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매우 그렇다’까지 제시하되, ‘③보통이다’를 중심으로 
긍정에서 부정까지 인식의 정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지적 측면
은 ‘①매우 쉽다’에서 ‘⑤매우 어렵다’까지 제시하되, ‘③적절하다’를 중심으로 
난이도의 정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설문인 25번은 같이 공
부하고 싶은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것으로 척도는 ‘①나보다 낮은, ②나와 비
슷한, ③나보다 좋은’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수준별 분반학급에서 실
시되었으며, 설문 시기는 2학기 중간고사 전이었다.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
뢰도에 대한 Cronbach α계수는 0.83이었으며, 설문지의 정의 부분과 인지 부분
의 신뢰도는 각각 0.85, 0.92로서 상당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 
분석에는 SAS 8.2를 사용하였다. 첫째, 설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정의부분과 인지부분으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학년간 비교와, 학년내 수준간 비
교를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년간 비교와, 상, 하반 비교에서는 집단이 
3개씩 존재하므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학년내 수준간 비교나, 1, 2학년의 
중반 비교를 위해서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25번 문항은 3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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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요인분석 
 
설문지의 정의 부분과 인지 부분에 대해 각각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요
인분석하였다. 요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유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설명력 또한 참고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KMO 값은 0.88
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의 부분과 인지 부분의 요인분석 결과
이다.  

 
1) 정의적 부분 

 
자료 분석 결과 정의적 부분에서는 세 가지 요인으로 묶였으며 각 요인에 대
해서는 긍정 요인, 거부 요인, 참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긍정 요인의 신뢰도
는 0.87, 거부 요인의 신뢰도는 0.62이며, 참여 요인은 항목이 세 개 미만이므로 
신뢰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표 3 

정의적 부분 요인분석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명 신뢰도 
4. 나는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0.81 -0.03  0.16
5. 나는 영어 공부에 자신감이 늘었다.  0.78 -0.05  0.22
1. 나는 수준별 수업에서 학습 의욕이 향상되었다.  0.76 -0.23  0.12
3. 나는 수준별 수업 이후 집중도가 좋아졌다.  0.75 -0.16  0.15
2. 나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0.61 -0.11 -0.03

13.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보충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0.53 -0.19  0.25

6. 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52 -0.52  0.07
14. 내년에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싶다.  0.47 -0.62  0.10

긍정 0.87 

9. 원래 반에서 공부하고 싶다. -0.19  0.77  0.12
12.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의 실제 수준에 맞지 않다. -0.03  0.63 -0.06

7. 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0.22  0.58 -0.16

8. 내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 -0.01  0.56 -0.08

거부 0.62 

10. 나는 이동수업에서 잘 참여하는 편이다.  0.27 -0.09  0.80
11. 나는 이동수업에서 수업분위기에 기여한다.  0.20 -0.07  0.79

참여  

 
긍정 요인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 영어수업에 대한 흥미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신 인 숙 

 

230 

자신감, 학습의욕, 집중도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를 표현하는 항목들이다. 긍정 요인에는 다
양한 항목들이 한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해 개별 항목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분화된 인식을 하기 보다 전체
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 요인에는 원래 반에 대한 선
호, 수준에 대한 판단, 이동수업의 손실감, 창피함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 요인에는 수업 참여 정도나 기여 정도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
었다. 

 
2) 인지적 부분 

 
인지적 부분은 다음 표 4처럼 크게 두 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표 4 
인지적 부분 요인분석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명 신뢰도 
18. 교과서의 말하기는 내 수준에 비해_____ 0.84 0.24 

19. 교과서의 읽기는 내 수준에 비해_____ 0.80 0.33 

17. 교과서의 듣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 0.77 0.27 

16. 교과서의 어휘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 0.74 0.41 

20. 교과서의 쓰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 0.72 0.43 
15.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내 수준에 
비해 ____ 

0.69 0.42 

교과서 0.91 

23. 수준별 수업시간의 학습량이 내 수준에 비해 _____ 0.27 0.80 
22. 수준별 수업시간의 설명이 내 수준에 비해 _____ 0.31 0.76 
24. 평가 문항은 내 수준에 비해 ______ 0.29 0.73 

21. 교과서의 과제나 활동은 내 수준에 비해 _____ 0.45 0.60 

수업과
평가 

0.81 

 
교과서의 전체의 수준이나 각 기능의 수준을 묻는 설문은 교과서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학습량, 수업시간 설명, 평가 문항, 과제와 활동 등에 관한 설문
은 수업과 평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평가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에 영향
을 주는 결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평가에 
관한 설문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수업방식이나 수업내용 등과 같
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나 활동에 대한 설문은 교과서에 
관한 것이지만, 수업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교과서 요인이 아니라 수업과 평
가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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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간 차이검증 
 

1) 기술통계량 
 
기술통계량은 학년별, 수준별1에 대해서 응답자 설문 전체와 요인별로 구분
하였으며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기술통계량 

전체 긍정 거부 참여 교과서 수업과 평가 
학년 수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70 0.48 2.64 0.91 2.98 0.94 3.07 0.99 2.47 0.69 2.64 0.67 
상 2.81 0.50 2.98 0.90 2.57 0.90 3.32 0.91 2.22 0.65 2.47 0.56 
중 2.60 0.46 2.46 0.87 3.12 0.92 2.97 1.10 2.45 0.74 2.57 0.75 

1 

하 2.69 0.46 2.48 0.87 3.25 0.85 2.91 0.90 2.76 0.58 2.88 0.63 
전체 2.67 0.41 2.22 0.78 3.12 0.80 2.65 0.92 2.90 0.72 3.03 0.67 
상 2.69 0.44 2.39 0.87 3.03 0.82 2.70 0.93 2.72 0.73 2.97 0.72 
중 2.65 0.41 2.14 0.75 3.16 0.82 2.54 0.93 2.96 0.70 3.08 0.62 

2 

하 2.68 0.37 2.13 0.71 3.15 0.74 2.74 0.90 3.02 0.71 3.03 0.68 
전체 2.92 0.40 2.75 0.84 2.82 0.79 3.03 0.91 2.98 0.68 2.94 0.64 
상 2.96 0.37 2.92 0.78 2.70 0.73 3.10 0.89 2.84 0.62 2.90 0.58 3 
하 2.88 0.43 2.55 0.87 2.95 0.84 2.95 0.92 3.14 0.72 2.99 0.70 

 
각 학년별로, 설문 전체에 대해 3점을 넘는 평균이 전무하여,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준별 이
동수업에 대한 흥미와 유용성에 대한 긍정 요인의 결과는 3개 학년 모두에서 3
점 이하에 머물러 있는 반면, 거부 요인은 1, 2학년에서 3점을 넘는 집단이 5집
단에 이르러,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참여 요인은 1, 3학년의 상반에서 3점을 넘었으며, 2학년에서
는 3점 이하를 기록하였는데, 거부 요인의 평균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교
과서 요인은 3개 학년 모두에서 3점을 넘지 않아서 이동수업에서 공통으로 사
용하는 교과서가 수준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수업과 평가 요인도 거의 3
점 근처에 머무는 정도인데, 2학년 전체와 중, 하에서 3점을 약간 넘어서 다른 
학년과는 달리 수업과 평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업과 평가가 수
준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이하에서 수준별 학급에 대한 명칭을 심화는 상으로, 기본은 중으로, 기초는 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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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간 차이검증 
 
3개 학년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었다. 학년간 비교에
서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학년의 인식이 다른 학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전체 설문에 대한 인식 차이는 정의
적 부분의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은 인지적 부분
보다는 정의적 부분에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의 수준별 이동수
업에 관한 연구들(이은희, 1998; 신춘남, 2001; 최명희, 2000)에서 학생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주로 이동의 불편함이나 창피함 등 정의적 요소를 호소한 것과 
일치한다. 긍정 요인은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의 
결과와 정의적 부분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정 요인은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
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는데, 2학년이 가장 거부감이 크고, 3학년이 가장 적음을 
의미한다.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거부감을 더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에는 시행 년수와는 별도로 교사나, 학생 집단의 구성 등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 요인은 1, 2, 3학년 순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의 참여 정도나 
기여 정도가 소극적임을 됨을 말해준다. 이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아니라 다른 
합반 수업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인데 이동수업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교과서 요인과 수업과 평가 요인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적절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 

3학년은 정의 부분과 인지 부분 모두 가장 안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으
며, 참여적 태도가 다른 학년보다 낮으며, 부정적 인식이 다른 학년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긍정 요인에서 가장 낮으며, 부정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전체적 인식
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1학년은 참여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인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1학년의 경우에 이동수업에서 참여는 높은 반면, 교과서 수준이나 수업과 평가
의 수준이 학습자들의 수준보다 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1학년 수업
에서는 다른 학년 수업보다 학습 자료나 활동을 더 많이 활용하여, 인지 부분
에서 학습자 수준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고, 높은 참여 요인을 반영하여 과제
나 활동에 참여적 요소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3년 동안 
연속 참여한 3학년의 평균이 다른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존
의 연구들이 일 년간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고하는 것
에 비추어 볼 때, 여러 해 동안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적 인
식이 누적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3년 동안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의 인식이 
1,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여전히 설문 응답이 평균 3점을 넘지 않음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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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이 해
를 거듭함에 따라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6 

학년간 차이검증 

항 목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전체 19.89 2  9.94 53.61* 0.00 2<1<3 
정의부분  38.39 2 19.19 42.86* 0.00 2<1<3 
인지부분  46.45 2 23.22 55.75* 0.00 1<2<3 
긍정 65.06 2 32.80 45.57* 0.00 2<1<3 
거부 18.08 2  9.04 12.53* 0.00 3<1<2 
참여 45.30 2 22.65 25.36* 0.00 3<2<1 
교과서 58.14 2 29.07 58.11* 0.00 1<2<3 
수업과 평가 34.42 2 17.21 38.49* 0.00 1<2<3 
 

3. 학년별 수준간 차이검증 
 
한 학년내에서 수준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1, 2학년은 수준
집단이 셋이므로, 수준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학
년은 수준집단이 둘이므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1) 1, 2학년 수준간 차이검증 

 
전체적인 인식에 있어서 1, 2학년 모두 상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
은 정의적 부분과 일치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분반 운영이 되므로, 편성과 운영이 인지적 부분을 기준삼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학습자의 인식은 인지적 부분 보다는 정의적 부분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긍정 요인에서 1, 2학년 모두 상반이 중반과 하반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반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있어서 자신감, 흥미, 집중력 등에 있어서 중
반이나 하반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학년은 긍정 요인에서 상반이 차이
를 보인 반면,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
로써, 부정적 인식이나, 참여적 태도, 교과서 수준, 수업과 평가의 수준에 대해
서도 집단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인지적 부분에서는 1, 2학년 모두 하반이 중반과 상반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
임으로써, 상반과 중반의 경우에 교과서나 수업의 수준, 평가의 수준이 맞지 않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과서 요인에 대한 인식은 1학년 하반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반은 너무 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교재
가 중의 수준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는 1학년 상반과 중반에서 
학습자의 적절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외에 여러 학습 자료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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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업과 평가 요인에 대한 인식은 1학년의 하반
이 다른 두 반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교과서 요인에서 1학년 하반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즉 교과서와 그에 따른 활동이나, 수업
량, 수업진도, 평가 등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상반과 중반은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수준에 맞춘 수업과 평가에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2학
년의 경우에 교과서 요인에서는 중, 하반이 상반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수업과 평가 요인에서는 세 반의 인식에 별 차이가 없다. 특히 2학년은 거부요
인, 참여요인, 수업과 평가요인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없었는데, 표 6에서 제시
한 학년간 차이검증과 비교하면, 2학년은 집단에 상관없이 거부감이 모두 컸으
며, 참여적 태도와 수업과 평가요인에서는 1학년 보다는 낮고, 3학년 보다는 높
은 수준을 집단에 상관없이 유지하였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요
인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2학년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
한 교사들의 관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평소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2학년은 
수준에 상관없이 다른 학년에 비해 수업 호응도가 약간 낮은 편으로서, 2학년의 
학년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7 

1, 2학년 수준간 차이검증  

항목 학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1  7.88 2  3.94 19.51* 0.00 하<중<상 전체 2  1.49 2  0.74 4.92* 0.00 중<하<상 
1 21.69 2 10.84 22.03* 0.00 하<중<상 정의부분 2  3.00 2  1.50 3.83* 0.02 하=중<상 
1 15.23 2  7.61 20.52 0.00 상<중<하 인지부분 2  3.59 2  1.79 4.07 0.01 상<중<하 
1 22.23 2 11.11 14.24* 0.00 하=중<상 긍정 2  5.94 2  2.97 4.87* 0.00 하=중<상 
1 33.54 2 16.77 20.83* 0.00 상<중=하 거부 2  1.54 2  0.77 1.20 0.30 하=중=상 
1 12.94 2  6.47 6.75* 0.00 하=중<상 참여 2  3.36 2  1.68 1.96 0.14 하=중=상 
1 18.35 2  9.17 20.64* 0.00 상<중<하 교과서 2  6.85 2  3.42 6.62* 0.00 상<중=하 
1 11.23 2  5.61 12.90* 0.00 상=중<하 수업과 평가 2  1.06 2  0.53  1.17 0.31 하=중=상 

 
2) 3학년 수준간 차이검증 

 
전체에 있어서, 또 정의 부분에 있어서 상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 개 집단으로 구성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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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의 수준간 비교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긍정 요인은 상반이, 거부 요인은 
하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반은 흥미와 자신감과 집중력 등에서 유
의하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하반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참여 요인과 수업과 평가 요인은 상, 하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 또한 2학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간 비교에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
해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3학년내의 수준간 비교에서는 역시 상반이 긍정적
이고, 하반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험이 누적되더라도 하반
의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재춘(1999)은 하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갈 학생이 없
어서 학생 주도적인 수업이나 협동학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습 분위기
가 더 나빠진다고 진단하였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 분반이 된 하반의 학생들은 
영어 능력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가 산만하고 집중도가 낮거나 동기
가 아주 빈약하여, 수준을 맞추는 것 만으로는 수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능력이 해당 단계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그 
단계의 교과서로 아무리 쉽게 수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해당 단계를 벗어나 있는 학습자의 수준은 이동수업에서도 맞추기가 어렵다. 
이처럼 수준별 이동수업이 표방하는 집단별 수준을 반영한 수업이 하반의 경우
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학습 외적인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수준
별 이동수업의 관건은 학업 성취도에 따른 수준 반영만으로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8 

3학년 수준간 차이검증 

항목 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상 190 2.96 0.37 2.06* 0.03 하<상 전체 하 174 2.88 0.43 2.06* 0.03 하<상 
상 190 3.03 0.60 4.40* 0.00 하<상 정의부분 하 174 2.74 0.64 4.40* 0.00 하<상 
상 189 2.86 0.56 -3.31* 0.00 상<하 인지부분 하 174 3.00 0.66 -3.31* 0.00 상<하 
상 189 2.92 0.78 4.24* 0.00 하<상 긍정 하 174 2.55 0.87 4.24* 0.00 하<상 
상 189 2.70 0.73 -3.06* 0.00 상<하 거부 하 174 2.93 0.84 -3.06* 0.00 상<하 
상 190 3.10 0.89 1.52 0.12 상=하 참여 하 174 2.95 0.92 1.52 0.12 상=하 
상 189 2.84 0.62 -4.18* 0.00 상<하 교과서 하 174 3.14 0.72 -4.18* 0.00 상<하 
상 189 2.90 0.58 -1.35 0.17 상=하 수업과 평가 하 174 2.99 0.70 -1.35 0.17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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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준별 학년간 차이검증 
 

1) 상하반의 1, 2, 3학년간 차이검증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전체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3개 학년에서 상반과 하반을 비교한 결과, 모두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상반과 하반을 비교했을 때는 상
반이 긍정적 인식을, 하반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부정적 인식을 가지
고 있는 하반도 집단별로 3개 학년을 비교했을 때는 1, 2학년보다 3학년이 유의
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다. 거부 요인을 제외한 요인 4가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3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3년 동안의 이동수업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특
이하게 1학년의 경우에 긍정요인에서는 다른 학년의 상반에 비해 상반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부요인에서는 1학년 하반이 다른 학년의 하반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 학년 내에서 상반과 하반의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났
다. 참여요인과 수업과 평가요인에서는 하반에서 1, 2, 3학년 모두 차이가 없음
으로써, 학년에 따른 누적적 경험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9 

상하반 1, 2, 3학년간 차이검증  

항 목   수준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상  5.92 2  2.96 15.72* 0.00 2<1<3 전체 하  3.80 2  1.90 10.53* 0.00 2<1<3 
상 22.12 2 11.06 23.49* 0.00 2<1=3 정의부분 하  6.62 2  3.31 8.60* 0.00 1=2<3 
상 25.51 2 12.75 35.12* 0.00 1<2<3 인지부분 하  5.72 2  2.86 7.14* 0.00 1<2<3 
상 30.19 2 15.09 21.07* 0.00 2<3<1 긍정 하 14.53 2  7.26 10.58* 0.00 2=1<3 
상 15.50 2  7.75 11.72* 0.00 1=3<2 거부 하  7.11 2  3.55 5.31* 0.00 2=3<1 
상 27.01 2 13.50 16.24* 0.00 2<1=3 참여 하  3.75 2  1.87 2.25 0.01 1=2=3 
상   3.082 2 15.41 34.51* 0.00 1<2<3 교과서 하 10.55 2  5.27 11.21* 0.00 1<2<3 
상 19.65 2  9.82 24.96* 0.00 1<2=3 수업과 평가 하  1.61 2  0.80 1.74 0.1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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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반의 1, 2학년간 차이검증 
 
중반의 1, 2학년간 차이검증은 표 10과 같다.  
 

표 10 
중반 1, 2학년간 차이검증 

항 목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비교 
1 134 2.60 0.46 -1.11 0.26 1=2 전체 
2 176 2.65 0.41 -1.11 0.26 1=2 
1 134 2.60 0.67  3.39* 0.01 2<1 정의부분 
2 176 2.42 0.60  3.39* 0.01 2<1 
1 134 2.50 0.70 -6.59* 0.01 1<2 인지부분 
2 176 3.01 0.64 -6.59* 0.01 1<2 
1 134 2.43 0.87  3.44* 0.00 2<1 긍정 
2 176 2.14 0.75  3.44* 0.00 2<1 
1 134 3.12 0.92 -0.45 0.61 1=2 거부 
2 176 3.16 0.82 -0.45 0.61 1=2 
1 133 2.97 0.10  3.62* 0.00 2<1 참여 
2 176 2.54 0.93  3.62* 0.00 2<1 
1 134 2.45 0.74 -6.14* 0.00 1<2 교과서 
2 176 2.96 0.70 -6.14* 0.00 1<2 
1 134 2.57 0.75 -6.30* 0.00 1<2 수업과 평가 
2 176 3.08 0.62 -6.30* 0.00 1<2 

 
중반에 있어서 전체적 인식은 1, 2학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
반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경험한 해수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체적으로는 정의적 부분에서는 1학년이, 인지적 부분에서는 2학년이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정의적인 태도나 동기에 있어서는 1학년이 높게 나타나, 2학년에
서도 정의적 부분을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요인별로는 긍
정 요인과 참여 요인에서 1학년 중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부요인은 1, 
2학년 중반에서 차이가 없었다. 인지적 부분에서 2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교과서 요인이나 수업과 평가 요인에서도 2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
로써, 인지적 측면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절하다고 응답한 상, 하반의 결과와 
일치한다.  

 
5. 선호 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1) 학년별 빈도분석 

 
문항 25번은 집단 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떤 수준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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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집단을 편성하고 싶은지를 설문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
서 학년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나와 비슷한 학습자와 공부하고 싶다’에 대
한 응답이 각 학년에서 50%에 근사하거나 넘었으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
차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와 
수준별 집단을 형성하기를 원하였다. 이런 학생들의 인식은 이동수업에 대한 
설문 결과가 평균 3점을 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
이 수준별 수업을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표 11 

선호 수준에 대한 학년별 교차표  

25. 나는 영어 실력이 _____________ 학습자와 수업하고 싶다.학년 나보다 낮은 나와 비슷한 나보다 나은 
합계 

1 18명 
(4.68%) 

192명 
(49.87%) 

175명 
(45.45%) 

385명 
(100%) 

2 28명 
(6.39%) 

246명 
(56.16%) 

164명 
(37.44%) 

438명 
(100%) 

3 24명 
(7.48%) 

187명 
(58.26%) 

110명 
(34.27%) 

321명 
(100%) 

합계 70명 
(6.12%) 

625명 
(54.63%) 

449명 
(39.25%) 

1144명 
(100%) 

결측값의 개수 = 56 
 

표 12 
선호 수준에 대한 학년별 카이제곱분석 

통계량 자유도 값 유의확률 
카이제곱 4 11.06* 0.02 

 
2) 수준별 빈도분석 

 
수준집단에 상관없이 ‘나와 비슷한 학생과 공부하고 싶다’에 응답의 과반수
가 몰려 있다. 수준집단 중에서도 중반의 응답이 가장 많은데, 이는 중반이 수
준별 이동수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보다 좋은 학생과 공부하
고 싶다’에 응답한 학생수는 상반이 가장 많아서, 동료학습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는 하반 학생들이 ‘나보다 좋은 학생과 공부하고 싶
다’에 가장 많이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나, ‘나와 비슷한 학생과 공부하고 싶다’
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하반 학생들도 수준별 집단 편성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하반은 현행 이동수업에서 수준이 비슷한 학생과 집단을 이뤄 수업함에도 불구
하고,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후속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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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 13 
선호 수준에 대한 수준별 교차표 

25. 나는 영어 실력이 _____________ 학습자와 수업하고 싶다.수준 나보다 낮은 나와 비슷한 나보다 나은 
총합 

상 12명 
(4.58%) 

134명 
(51.14%) 

116명 
(44.27%) 

262명 
(100%) 

중 19명 
(6.18%) 

168명 
(54.72%) 

120명 
(39.08%) 

307명 
(100%) 

하 15명 
(5.90%) 

136명 
(53.54%) 

103명 
(40.54%) 

254명 
(100%) 

총합 46명 
(5.58%) 

438명 
(53.21%) 

339명 
(41.19%) 

823명 
(100%) 

결측값의 개수 = 56 

 
표 14 

선호 수준에 대한 수준별 카이제곱분석 
통계량 자유도 값 유의확률 

카이제곱 4 11.06* 0.0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4년 연속 운영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론과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정의적 측면에서 
긍정 요인, 거부 요인, 참여 요인의 세 요인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교과서 요인
과 수업과 평가 요인의 두 요인임을 밝혔다.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흥미, 자신감, 집중 등의 긍정적 인식과 함께, 회피, 창피함, 거부 등의 부정적 
인식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학년간 학생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 전체, 정의
적 측면, 인지적 측면, 각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학년간 비교에 의하면, 
3학년, 1학년, 2학년 순서로 유의확률 5%에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
준별 이동수업을 3년 동안 참여해 온 3학년이 다른 두 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이 해가 거듭할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3개 학년 모두 평균값은 3점을 넘지 못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
해 부정적인 인식에 머물렀다. 한편 인지적 측면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 내용이나, 수업 방식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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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 이동수업에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역시 기술통계량
은 3점 이하에 머물렀다. 2학년의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는 동기, 태도, 자신감 등 
정의적 측면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1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서나 수업내용, 
수업방식 등에 있어서 수준별 집단에 맞도록 더욱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학년간 비교 결과가 정의적 측면에 있어서의 학년간 비교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에는 인지적 측면보다 정의
적 측면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반 편성이 학업성취도를 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이 인지적 측면에 영향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정의적 측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은 흥
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이동수업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최명희, 2000, 
pp. 40-44)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정의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과 일치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집단편성은 학습자 변인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며(이화진, 1998),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학습 내용과 방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적한 바 있다(민찬규, 1999; 이영자, 2003; 
조영찬, 2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에 덧붙여 정의적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각 학년 내에서 수준간에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1, 3학년에서는 전체
적으로, 또 정의적으로 상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하반이 가장 평균점이 낮
았다. 2학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준간 차이가 없었으며, 정의적으로는 상반이 
중, 하에 비해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수준간 인식 비교에 있어서 특히 정
의적 부분의 거부 요인에 하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향후 수준별 이동 
수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반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인지적 수준 외에
도 정의적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인지적으로는 1, 2학년 모두에서 하, 중, 상의 순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 하반이 교과서나 수업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상반과 중반이 상
대적으로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수준이 1학년의 수준에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비추어 추후 교과서 개정시에는 각 학년의 현실적 
수준이 반영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집필에 있어서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
하다. 한 수준으로 구성된 현행 교과서로는 여러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이동수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 여러 
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준별로 분리된 교과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넷째, 수준별로 학년간의 인식차이는 상, 하반을 1, 2, 3학년에서 비교하였고, 
중반을 1, 2학년에서 비교하였다. 상하반 비교에서는 대부분 3학년이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수준별 이동수업의 누적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긍정 
요인에서 1학년 상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거부 요인에서 1학년 하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1학년 내에서 상, 하반의 인식차이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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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추후연구가 필요하겠다. 중반 비
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 2학년의 차이가 없었으나, 정의적으로는 1학년이, 인
지적으로는 2학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차후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자료나 수업방식, 평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정의적 측면에서 자신감, 집중력, 흥미, 동기유발이나 태도 
등을 고무시키는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문항 25번에 대한 빈도분석에서는 학년별 빈도분석이나, 수준별 빈도
분석 모두 ‘나와 비슷한 학생과 공부하고 싶다’에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음
으로써,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
준별 이동수업이 수준이 비슷한 학습집단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출발점에 과반수의 학습자가 호응하였다. 본 연구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인식이 광범위하여 
수준에 따른 이동수업의 기본원리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한 학년별 
비교에 있어서 이동수업 시행 햇수의 차이가 충분하기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
로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1). 제7차 교육과정 좀 더 알아봅시다. 교육부. 
권처연. (2000). 중학교 영어과 수준별 수업의 효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남

대학교, 대전.  

김순채. (1998). 수준별 과제중심학습을 통한 영어학습이 EFL 초보학습자의 태
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김재익. (2003). 고등학교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김재춘. (1999).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김종신. (1999). 수준별 소집단 과제학습을 통한 영어 독해 지도 방법에 관한 연

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강릉.  
김희영. (2000). 수준별 과제중심 학습을 통한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관

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민찬규. (1999). 영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2), 229-252.  
신춘남. (2001). 영어과 수준별 수업이 고등학교 상하위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신 인 숙 

 

242 

이명선. (1999).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이은희. (1998). 제7차 고등학교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이화진. (1998).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교육
부. 

이혜련. (2000).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 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임승빈. (2000). 고등학교 영어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수준별 수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원. 

전우성. (1997).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탐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
교, 청원.  

정미란, (2001). 고등학교 영어과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조영찬. (2001). 혼합 능력 집단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효
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서울. 

최명희. (2000). 영어과 수준별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
문. 충남대학교, 대전.  

최창엽. (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효율적인 영어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한용호. (1998). 수준별 소집단 교수 학습활동을 통한 영어 독해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홍성철. (2005). ‘관제 사교육’ 시장 눈높이 만족시킬까. 월드와이드웹: http://www. 
donga.com/fbin/output=ass7n=200402170220에서 2005년 2월 25일 검색했음. 

홍영표. (1999). 중학교 열린 교육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의식 연구. 석사학
위 논문. 관동대학교, 강릉. 

 
 

부  록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설문지 

 
●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항목들을 읽고 다음 번호로 답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수준: ① 심화(상반) ② 기본(중반) ③ 기초(하반) 
 
4. 응답: 다음 번호를 골라 응답란에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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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① ② ③ ④ 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24 매우 쉽다 쉽다 적절하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번호 항   목 응답 
1 나는 수준별 수업에서 학습의욕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준별 수업 이후 집중도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영어 공부에 자신감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9 원래 반에서 공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동수업에서 잘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동수업에서 수업분위기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의 실제 수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보충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년에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 ①  ②  ③  ④  ⑤ 
16 교과서의 어휘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17 교과서의 듣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18 교과서의 말하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19 교과서의 읽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0 교과서의 쓰기는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1 교과서의 과제나 활동은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2 수준별 수업시간의 설명이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3 수준별 수업시간의 학습양이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4 평가 문항은 내 수준에 비해 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영어 실력이 _____________ 학습자와 수업하고 싶다. 

 ① 나보다 낮은 ②나와 비슷한 ③ 나보다 좋은 
 

 
교육단계(application level):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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