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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참여관찰연구이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형태인 수준별 이동수업이 등장한 맥락이 무엇이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들을 조사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떠한 이론을 배

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확대, 강화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

펴보았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과 영향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해담고등학교에서 1학기동안 집중적

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참여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주목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학교내 경험을 차별화하는 기

재가 되고 있었다.

첫째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된 분반의 원리가 공정하지 않았다. 교사

와 학교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반이 이루어졌으며 능력에 따른 공정

한 분반이 아니었다. 분반은 성별에 따라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나고,

과밀학급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다. 또 수준별로 동질적인 능력을 가진 학

생들을 배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일단 분반이 되고나면, 그 학급을 이루는 학생들의 실제 수준과

는 무관하게 분반의 결과 자체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수업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변인이 되었다.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통해 투자된 예산은

학교의 물적인 자원을 확연히 개선하였으나, 향상된 학교 환경은 A반 학생

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일수록 우수

한 학생들에게 배치하여 수준별 수업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하였다. 학생

이 속하게 된 수준에 따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물론, 수업의 내용과 방

법, 학습시간 및 기회까지도 계층화되어 차별적으로 공급되었다.



- ii -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내 경험 차이는 교사의 기대, 수업 분위기, 학

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학생 문화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하반 학생들은 수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문화 또한 학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학생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수준의 차이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차별의 기제가 되어 그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겪는 학교내 경험은 학생들의 성취도나 자기인식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

제적 위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반의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모르겠으나, 하반의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학교 관

리자, 그리고 교사의 각성이 필요하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련한 정책의

입안과 평가, 적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며, 하반을 소외시키지 않고 배

려하는 노력을 한다면 수준별 이동수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과교실

제, 능력별 집단편성

*학 번 : 2009-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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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참여관찰연구이다. 우리나라 교육정

책으로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

떻게 인지되고 있으며,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학생들에

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이를 대표할 만한 사례학교를 선

정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확대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

일적인 교육과정’1)이었다는 반성 아래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

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효율성을

극대화’2)하고자 도입되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영어와

수학교과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별히 영어와

수학교과는 수준별 이동수업3)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준별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4). 이제 수준별 이동수업

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흐름이 되었으며, 효율적인 ‘수월성교육5)’

1)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Ⅰ)』, 제 3차 대통령 보고서,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p49.

2) 교육개혁위원회(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Ⅱ)』, 제 2차 대통령 보고서,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p43.

3) 수준별 이동수업은 각 학교 내의 전반적인 교과 운영의 특성을 고려한 후 학업 능력이 비슷한 학

생들을 독립된 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형태이다(배성아(2006).

4)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매일신문』,

2011.2.10. 「중·고생도 '대학식 수업'…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5) 박성익(1994), 조석희 외(2006) 등에 따라 수월성교육을 정의하면 ‘모든 학생의 잠재력, 재능, 소질,

적성 등을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소질, 적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최대로 계발 시

키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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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과 후속 재정 지원 사업들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2009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으로 채택된 ‘교과교실제6)’

이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교육과 선택중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조건으로 제안되었다7). 소수의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교과교실제는 2010년

부터 공모를 통해 선발한 647개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전

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8). 교과교실제는 모든 중등학교에

서 전과목 교과교실제로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므로, 경기도교

육청이 밝힌 바와 같이 주로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학력수준에 따

라 이동수업하는 교과교실제9)’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즉,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 강화하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강화는 경계해야 한다. 수준

별 이동수업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분분한 까닭이다. 김재춘(2001)

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학업성취 향상 효과 유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 재생산, 전인교육 유해성, 사교육비 증감에 대

한 논쟁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해 제시한 바 있으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둘러

싼 ‘불평등’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서구의 ‘계열화(tracking)' 혹은 ‘능력별 집단편성

(ability grouping)'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재춘, 1997; 정미경, 2000a,

2000b; 김천기, 2001a, 2001b; 정향진, 2003; 배성아 외, 2006; 김달효, 2006,

2007, 2008). 계열화나 능력별 집단편성은 학교 내 불평등의 주요 기제로서

6) 조난심 외(1997: 151)에 따르면 교과교실제는 ‘교사가 정해진 교실에서 자신의 전공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과목별 교실 운영’이라 정의할 수 있다.

7) 김재춘(2010), ‘교과교실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탐색’, 교육과정연구, 28(4), p26.

8) 『매일신문』, 2011.2.10. 「중·고생도 '대학식 수업'…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9) 『노컷뉴스』, 2011.4.13. 「경기교육청, 교실 옮기는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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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며 계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열화가 교육기회의 분배, 학

업성취도 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비판의 근

거가 되었다(Alexander et al., 1978; Bidwell and Kasarda, 1980;

Gamoran, 1987; Oakes, 1985; Oakes, 1990; Rosenbaum, 1976; Slavin and

Braddok, 1993). 일련의 연구결과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국가수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수준별 수업에 관한 심각한 이론 논쟁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10)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에 주요한 장이 된 1996년의

한국교육과정학회 주최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대규모 세미나에서도 수

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심각하고 이론적인 논의는 생략되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이미 적용되기로 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이었

다.11) 현재까지도 정책이 실제 적용되는 현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나 수

준별 이동수업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12),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

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제를 밝히고, 그 과정과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학업 성취와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능력별 집단

편성이 상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하위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다(Alexander et al., 1978; Gamoran, 1987; Oakes, 1985; Rosenbaum,

10) 김재춘(200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p20.

11) 김재춘(2001), p333.

12)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제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는 거의 없으며, 주목하여 볼 만한 연구는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정미경(2000a)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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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Slavin and Braddok, 1993). 이러한 연구결과는 능력별 집단편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한다.

Rosenbaum(1976)이나 Alexander et al.(1978) 등은 계열화 현상이 교육

기회의 배분 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낮은 집단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차등적인 교육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Slavin and Braddock(1993)은 능력별 집단편성을 하면 수준이 높은 반에

속한 최상위 3～5%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학업성취도에 도움이 됨을 밝힌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상황과 낮은 수준의 수업내용을 경험하게 된다. 또, 수준이 낮은 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능력별 집단편성은 효

과적이지 않으며, 다수에게는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한다.

Oakes(1985) 또한 능력별 집단편성이 학생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차별

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결과적인 불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Oakes(1985)는 미국의 12개 중학교와 13개의 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25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중등학교내 경험의 차이가 미국사회에서 차

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교사, 행정가와의 면담, 설문조사,

수업 관찰, 기록 등의 질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Oakes(1985)에 따르면,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지식의 분배, 학습 기회,

학급 풍토, 학생들의 태도, 직업 교육 등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상반에

서는 하반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며,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이 제공되었고, 학습기회와 학습

에 할당된 시간이 많았으며, 보다 학습동기를 자극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급풍토 또한 상반은 교사나 학생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학습과 개인

개발이란 목표에 지향적이며, 학생의 수업 참여도 높았던 반면, 하반은 부

정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낮은 학습 참여를 통해 수동적인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교육도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

루어지며 학생들을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류하여 계층을 강

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능력이 낮은 집단에 편성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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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관한 모든 측면의 기회에서 더욱 제한을 받게 되고, 수준별 집단편

성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비판하였다.

능력별 집단 편성의 효과에 대해 위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연구

물도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능력별 집단편성 학급에 관한 연구결과들

을 분석한 Slavin(1990)은 동질능력집단 혹은 이질능력집단 등으로의 집단

편성 방식이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모든 학년에서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ulik은 능력별 집단편성을 긍정하는 학자로 다수의 연

구를 통해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 Kulik(1982)과 Kulik(1985) 등을

살펴보면 능력별 반편성은 성적 상위 집단부터 하위 집단에 이르기까지 어

느 집단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지 않으며, 성적이 높은 집단에 속한 학

생들에게는 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크다. 또,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Kulik(1982)에서 드러난 능력별 집단편성의 효과는 없었으나, Kulik(1985)

에서는 능력별 집단편성이 성적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반면, 성적이 낮은 집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Slavin과 Kulik의 연구 또한 능력별 집단편성이 성취도에 미치

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에게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별 집단편성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

들의 성취도의 격차를 넓혀 결과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여타의 연구들이 능력별 집단편성이 상위권 학

생에게 긍정적이고 하위권 학생에게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과는 달

리, 오히려 상위권과 중위권의 학생에게 부정적이고 하위권 학생들에게 긍

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또한 능력별 집단편성이 학생들의 자

아존중감을 낮추는 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계열화 혹은 능력별 집단편성에 관한 연구를 우리나라 교육현장

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교평준화에 관한 연구와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전자는 학교차원에서의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연구이고, 후자는 학급차원에서의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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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교평준화정책은 흔히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며,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

기 인문계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

로 추첨 배정하는 제도13)로, 학교별로 능력별 이질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등교육 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평준화를 시행하지

않은 비평준화 지역이 있다. 고교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학교는 능력별 동질집단으로 구성된다. 고교평준화를 통한 능력

별 집단편성의 효과를 두고, 능력별 이질집단 편성이 성적의 ‘하향평준화’

를 이끈다는 연구들(김태종 외, 2004; 김광억 외, 2004)이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 이는 평준화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학

교차원의 능력별 동질집단 편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증명하며, 오히려 능력별 이질집단의 편성, 즉 고교평준화의 시

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김윤태 외, 1978, 1979; 김영철

외, 1995; 성기선, 1999; 성기선·강태중, 2001).

한편, 본래 능력별 반편성 연구가 학교내의 역동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연구보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연구와 더 관련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서구의 계열화나

능력별 반편성으로 풀이된다(김재춘, 1997; 정미경, 2000a, 2000b; 김천기,

2001a, 2001b; 정향진, 2003; 배성아 외, 2006). 수준별 이동수업은 1995년과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보고서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

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Ⅰ과 Ⅱ를 통해 제안되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그간의 교육이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자각하고,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

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효율

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국내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논의

는 국내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3) 박부권 외(2002),『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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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2001)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학업성취 향상

효과 유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 재생산, 전인교육 유해성, 사

교육비 증감에 대한 논쟁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특별히 ‘불평등 재

생산’에 대해 이루어진 국내의 논의로 김재춘(1997), 정미경(2000a, 2000b),

김천기(2001a, 2001b), 정향진(2003), 배성아 외(2006), 김달효(2006, 2007,

2008)가 있다. 이 중 실증연구로는 김달효와 정미경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달효(2007)는 능력별 집단편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대해 교

사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

준별 수업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들보다

능력별 집단편성에 더 반대하고, 능력별 집단편성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

고 있었다. 또 하위반에 속한 학생들이 상위반의 학생들보다 능력별 집단

편성에 더 반대하며, 능력별 집단편성이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Oakes(1985), Slavin and

Braddok(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김달효(2008)는 부산시내 5개 공립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능력별 집

단편성에 따라 학습만족도, 교사의 수업충실도, 자아개념, 학습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의 학습만족도, 자아개념, 학습태도

에 있어 상위반 학생들이 중위반과 하위반 아이들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하위반에 비해서는 중위반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능력별 집단편성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미경(2000a)은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서울의 3개 인문계 고등학

교에서 수업관찰, 교사 면담, 학생 면담, 학생 설문 조사 등의 질적 연구방

법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미경

(2000a)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교육현장

에서는 오히려 수준별 수업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불평등의 기

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중·하반 학생들은 학급전체의 학습기회 시간

과 개별학습기회, 유능한 동료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적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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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es(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서 수준별 수업임

에도 불구하고 수업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내신 시험의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맥락으로, 수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는

Oakes(1985)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다만 보충학습자료가 상반에만 주

어져 중·하반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생특성에 따라 교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과는 달리, 수준별 학급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수업방법은

수준보다 과목과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교사와 학생의 관계나

교사의 기대, 학급 분위기의 경우, 상반은 긍정적인 반면 하반은 부정적이

었다. 수준별 학급에 따라 포부수준이나 자아개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수준별 수업의 현상을 교육현장에서 살펴본 Oakes(1985)와 정미경(2000a)

은 동일하게 수준별 수업이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힌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이 등장한 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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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연구로

서 주로 참여관찰을 연구방법으로 삼으며, 학생들, 교사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준별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서울시 해담고등학교14)를 사례학교로 선정하였다. 해담고등

학교는 1980년 초에 개교한 남녀공학의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로 20년 이상

졸업생을 배출해 오고 있다.

참여관찰을 시행한 2011년 당시 해담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서울시 K구

에는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 그 중 외국어고등학교가 1개이며, 자립형

사립고가 1개, 특성화고등학교는 3개이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나머지 9개로,

해담고등학교는 그 중 하나이다. 이 중 특성화고등학교 2개와 일반계고등

학교 2개가 모두 여자고등학교이나, 남자학교는 자립형사립고 1개이기 때

문에 인근의 고등학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학생수는 2011년 기준으로 1학년은 남자 219명, 여자 142명, 총 361명으로,

10개 학급 중 남자반 6개, 여자반 4개로 이루어져 있다. 2학년은 남자 220

명, 여자 148명으로, 총 368명이고, 3학년은 남자 222명, 여자 155명으로 총

377명이다. 각 10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15) 교직원은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포함하여 교사 60명과 사무직원 8명으로 총 68명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8.1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5.6명이다.16)

14) 해담고등학교는 참여관찰을 수행한 학교의 가명이다.

15) 해담고등학교 홈페이지

16) 학교알리미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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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생

현황

편성학급

남 6 6 6 18

여 4 4 4 12

계 10 10 10 30

학생수

남 219 220 222 661

여 142 148 155 445

계 361 368 377 1106

계열별

학생수

공통 361 361

인문사회 234 270 504

자연 134 104 238

직업 3 3

<표 Ⅰ-1> 해담고등학교 학생수

해담고등학교 주변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해담고등학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인근 학교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

며, 이에 수준별 수업에 주목하였다. 해담고등학교는 기존에 시행되던 영어

와 수학의 이동식 수준별 수업 중 영어교과의 수준별 수업 강화를 전략으

로 택하였다. 이에 2009년 실시한 교과교실제 공모 중 영어과목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는 교과교실제 B-2형17)에 지원하였고, 선발되었다. 현재 3년

째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시행학교가 된 후, 2010년부터 ‘영어중점학

교’ 혹은 ‘영어선도학교’라고 공표하고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제반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교사 전체 5

층 중 2층을 ‘영어특별zone’으로 재정비하였으며, 각종 최신 기자재 및 설

비를 구축한 3개의 영어교과교실을 만들었다. 수준별 학급이 보다 세분화

되어 편성되었고, 영어 중점과정이 신설되었다. 다양한 영어 경진 대회 등

17)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과

교실제 B-2형은 2009년에 추진된 교과교실제 추진 유형의 하나로, 영어교과교실을 만들어 영어교

과 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유형이다 (조진일 외(2009), 홍미영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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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최되었다. 또 원어민 교사,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다수

의 영어교사도 확충하였다. 그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교사

60명 중 국어과 교사와 수학과 교사가 각 8명인데 반해, 영어과 교사가 13

명이 되었다.

이러한 해담고등학교의 변화는 주변 학교에 활발한 영향을 미쳤다. 예

를 들어, 해담고등학교가 2009년도에 교과교실제 B-2형에 선정된 후 해담

고등학교 인근의 3개 학교가 해담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 교과교

실제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해담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 운영 방식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해담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지역이자 벤치마킹 대상도시라 할 수 있

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운영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의 우수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2014년까지 수준별 수업 확대를 위해 전국 모든 중등학교에 적

용될 예정인 교과교실제가 일부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는 형태

로 이루어질 예정인바, 영어 교과의 수준별 수업만 시행하는 해담고등학교

의 사례는 앞으로 전국 상당수의 학교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담고등학교가 연구대상 학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참여관찰과 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대상 학교에 교사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본 연구의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연구자는 새로 충원된 ‘영어회화’과

목의 교사로서 학교가 정한 수준별 수업의 교육과정과 운영양식을 전달하

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수준별 수업의 교육경험

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준별 수업이 자

원 분배, 수업의 질과 양, 학생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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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해담고등학교에서 2010년 8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영어회화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대

상인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주요 참여관찰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

간은 학생들 및 교사들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

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 간 해담고등학교에

서 연구를 목적으로 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참여관찰은 1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3학년의 경우, 수능으로 인해 2학기 수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참여관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학년은 문/이과,

남/여반, 영어집중반 2반 등으로 기본적인 학급 구성이 다차원적이고, 영어

교과 또한 영어작문, 영어문법, 영어 등으로 세분되어 있어 변수가 너무 많

은 관계로 제외 되었다. 1학년의 경우, 남/여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영어

교과가 ‘영어’로 한 과목이므로 참여관찰에 용의하였다.

1학년은 총 10학급이다. 남자반이 1반부터 6반으로 6반인데, 이중 1, 2,

3반이 한 집단, 4, 5, 6반이 다른 한 집단이 되어 A, B, C반으로 편성된다.

그중 연구자는 1, 2, 3반의 영어 수업을 참여관찰 하기로 하였다. 여자반은

7, 8, 9, 10반이다. 4반이 한 집단이 되어 A, B, C반으로 편성된다. 연구자

는 여자반의 영어수업을 참여관찰 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남

자반 영어 수업과 여자반 영어 수업을 A, B, C반 1시간씩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 매주 6시간 참관하였다. 수업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쉬는 시

간, 방과 후 시간을 참여관찰 하였다. 수업시간 외의 시간은 학생들의 문

화, 행동을 관찰하거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다. 또 학생들 외에도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으

며, 녹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메모를 한 후 한글 파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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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름(가명) 성별 담당

1 김예은 여 1학년 남/여 A

2 이나영 여 1학년 남 B/C, 여B

3 강소라 여 1학년 여 C

4 김아름 여 1학년 남/여 B

<표 Ⅰ-2> 교사 제보자 명단

면담은 먼저 6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4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

였으나, 대게는 1인의 주제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18) 주제보자는 유일한

정교사로 4년째 해담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해담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 B-2

형에 지원하여 학교 내에 정착시키는 데 주요한 업무를 모두 맡았으며, 수

준별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 책임자이기도 하다. 주제보자는 1학년

A반 전체를 전담하였고, 1학년 여자반의 담임교사를 맡았다. 주제보자는

다른 시간강사나 기간제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 학교와의 다리 역할을 전

담한다. 연구자와도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어 수준별 수업의

의도와 실제 등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다

른 교사들은 면담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 혹은 시간강

사 신분이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쉬는 시간 등을 이

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18) 이 논문은 주 제보자인 김예은 교사를 비롯한 나머지 교사 3인, 또 학생들에게 논문의 주제를 설

명하고 동의를 얻어 수업 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완성된

논문에 대하여 김예은 교사가 다시 확인하여 주었으며, 이대로 실릴 것을 동의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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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순번
학생 수 가명(성별) 소속 수준별 학급

1 4

김00(여)

이00(여)

장00(여)

김00(여)

A

A

A

B, C

2 2
이지연(여)

김수지(여)

B

B

3 2
강00(남)

김00(남)

B, C

C

<표 Ⅰ-3> 학생 제보자 명단

학생 면담의 경우, A반 여학생 3명, B반 여학생 3명, B반 수업이었던

적이 있는 C반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각 1∼2시간 정도 겨울방학 전후에

진행하였다.

II.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론과 정책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론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19)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기초·기본 교육 충실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20)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21) 교육을 하고자 도입되었

다. 이는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로 구성된 과밀학급에서 획일적인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현실로 인해 교육이 적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지 못

19) 교육개혁위원회(1996), p49.

20) 이경환 외(2001),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정 자료 84 (2001.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지원센터, p7.

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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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2)

수준별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주장은 Piaget

와 Vygotsky, Ausubel의 주요 이론을 심리학적 배경 이론으로 삼고 있다.

김재춘(2001; pp30-33)에 따르면, 이들의 이론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 또는

성취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이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학습이 반드

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제를 형성함으로써 수준별 교육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Piaget는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불균형

(Optimal discrepancy)’23)이 중요하며, Vygotsky는 아동에게 근접발달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24)의 경험을 제공해야만 학습과 인지활동

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 Ausubel은 ‘선행조직자(Advanced

organizers)’를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을 위한 선행조직을 형성

해 주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Piget나

Vygotsky, Ausubel의 위 이론들은 모두 학습자의 수준, 발달 단계, 능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수준

에 맞는 비계(Scaffolding)25)의 설정이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

‘개인의 적성과 능력’, ‘학습자의 발달 단계 또는 성취 수준’에 적합한 교육

을 하고자 학생들의 ‘개인차’에 주목한다. 고교평준화 정책 등으로 빚어진

획일화 수업에 대한 문제를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

22) 김재춘(2001), p30.

23) Piaget에 따르면 아동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것이나 너무 어려운 것과 같이 수준에 적합하지 않

은 내용은 적정 수준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학습 동기나 학습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

문이다. (김재춘(2001), p31.)

24) ‘근접발달영역’은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일컫는다(김재

춘(2001), pp31-32.).

25) 비계(Scaffoling)는 건물을 지을 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세운 작업 받침대를 일컫는 말로,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지식이나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등의 지도, 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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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로 고려한 수업’26), 즉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인차 변인은 언어 능력, 논리-수학 능력, 공

간 능력, 신체-운동 능력, 음악 능력, 대인관계 능력, 개인이해 능력, 자연

관찰 능력, 실존 능력 등을 포함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능력 수준, 학습

동기, 학습자의 흥미, 학습자의 지각 또는 인지 방식의 선호 등이다.27) 그

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차’를 가늠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합일점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차 변인들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여 ‘수준’의 의

미 자체가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28) 연구자들이나 교육입안자들은 학생

들의 ‘수준’을 정의할 때 학생들의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하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의하고 교육과정에 적용

하는 방법과는 괴리가 있다.

김재춘(2001)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과정은 ‘평등’에 관한 철학적 관점의

변화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과거에는 교육에서의 ‘평등’을 모든 학생

에게 똑같은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이는 ‘같다’는 의미의 평

등관이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평등은 ‘공평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관을 기반으로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제공되나, 모든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교육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데에서 공평하다고 여긴

다.

이러한 ‘평등’에 관한 철학적 관점의 변화는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말하

는 수월성교육과 맞닿아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월성교육은

영재교육이나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학생이 각

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각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도록 하는 교육이다(강영

26) 교육개혁위원회(1996), p43.

27) 김홍원 외(2004),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연구, 교육개발원, p8.

28) 이화진 외(2001),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C

2001-1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2.



- 17 -

혜 외; 2007, 김미숙; 2008).

김천기(1994)는 수월성의 개념을 기술공학적 관점과 지식구조론적 관점

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수월성은 평가학력의 제고

이며, 지식구조론적 관점에서의 수월성은 교과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으

로, 학문에 의해 도야된 관점과 안목을 갖는 것이다. 전자는 학습결과의 극

대화에 집중하였으나,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 하며, 후자는

교육과정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역시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은 주

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월성은 기술공학적 관점의 수월성과 가

장 흡사해 보인다. 김천기(1994)는 평가학력의 향상이나 학문적 수월성만으

로는 부족하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수월성을 추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

과정이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루

어 가고 있는지, 또 수준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월성의 방향이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변천

1) 교육과정개편 :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력이나 요구에 맞게 차별적이고도 선택

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9) 이전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혹은

‘수준별 수업’ 등의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

육과정에서 두 용어를 구별하여 정의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

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학생의 수준에 따라

29) 정미경(2000a),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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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수준별 수업’은 ‘학

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적 처치를 하

는 수업’으로, 교실에서 교사가 하는 수업 행위와 관련된 용어이다(김재춘,

2001; p27).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된 수준별 수업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능력별 이동수업을 위한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

영한 것이다. 당시 능력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차가 큰 영

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수준은 2개에서 3개로 나누었으며, 반

편성은 학기별 혹은 2개월마다 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루어진 능력별 반

편성은 교과별 성적이 아닌 전과목 총점 성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정

된 능력별 반 편성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여건 조성 미비와 교원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능력별 반편성은 현실

화되지 못하였다(김재춘, 2001).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위원회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능력차가 큰 학

생들이 50명에 육박하는 과밀학급을 구성하여 일제식의 획일적 수업을 받

는 것을 문제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의 능력

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을 편성,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30). 교육개혁위원회는 하위 위

원회인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후속 연구를 진

행한다.31) 교육부는 관련 연구 결과 대부분을 반영하여, 1997년 12월 30일

에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핵심으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

하였다(김재춘, 2001; 이화진 외, 2001).

원래 수준별 교육과정은 2000년대에 실행할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를 2000년대까지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였고, 1997년

30)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서인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Ⅰ)』에서도 그간의 교육을 비판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31) 이화진 외(2001),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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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행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수

준별 교육의 한 방법인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 실적을 교육부의 시도 교

육청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수준별 교육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정책

은 효과를 발휘하여, 단시간에 수준별 교육이 수준별 이동수업의 형태로

전국에 퍼진다. 1997년에는 중학교 70%, 고등학교 88% 적용되었고, 1998

년에는 95% 이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

나 교사의 인식, 태도, 교육, 자료, 평가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되

었던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이후 자연히 축소된다. 교육부 또한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완화

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김홍원 외, 2004).

그 후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본철학으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2004년 2월 17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수준별 이

동수업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32) 연이어 2004년 12월 22일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를 통

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수월성교육 종합

대책(안)’이 발표하였다.33) 또, 2011년 2월,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과 이의 대표적인 운영형태로서의 수준별 이동 수업은 우

리나라 교육정책의 주요한 기본 방침이자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고 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김미숙 외, 2008; 김재춘, 2009; 김재

춘, 2010; 김홍원 외, 2004; 장재원 외, 2013; 조진일 외, 2009; 홍미영 외,

2011).

2)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32) 김홍원 외(2004), p3.

33) 김미숙 외(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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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및 적용 교과
선정

규모

평균

지원금
정책지향성

선진형

(A형)

·선진형 교과교실제 모형

적용

·대부분 과목에 적용

45교
교당

15억원

·핵심선도학교

(core school)

·글로벌

학교운영 지원

과목

중점

형

(B형)

B-1

형

·자연과학 집중과정

운영지원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개설

99교

교당

5억원

·과학영재육성

기반 구축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유입

B-2

형

·영어교과 집중과정 운영

지원

·영어교과에 적용

124교

수준별

수업형

(C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과목 지원

·수학, 영어, 사회, 국어,

과학 등 3개 교과 이상에

적용

379교
교당

3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

전체 647교 3,000억원

※출처 : 조진일 외(2009), p6.

<표 Ⅱ-1> 2009년도 교과교실제 추진유형 및 규모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34) 수준별 이동수업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

는35)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

의 보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정부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만들고자 수준별 교

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내실 있

게 실시하기 위한 지원 조건으로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36)

34) 홍미영 외(2011), 교과교실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I 2011-2,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p19.

35) 교과교실제는 상황인지이론, 공간이론, 블록타임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이론적 배경으로 두고 있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1), 교과교실제 영어과 수업 모형 개발 연구, pp11-34.

36) 김재춘(2009). 한국형 교과교실제 효율적인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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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5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양화하고, 교

과운영 방식의 전환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과교실제를 도입

한다는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다. 2009년 8월에는 교과교

실제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과교실제는 외형적으로는 수업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내부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자 학생중심의 다양

한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교과특성

중심의 수업을 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 시키며,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내

실화 하겠다는 것이다(장재원 외, 2013).

교과교실제는 본래 <표 Ⅱ-1>에 나온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3가지 유형은 A형인 선진형, B형인 과목중점형, 그리

고 C형인 수준별 이동수업형이다. 이 중 A형은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 교

과교실을 만들고, 3개 교과 이상은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B형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2개 교과 이상을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도

록 하며, 교과교실의 구축을 지원한다. B형은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되었는

데, 자연과학 중점과정을 만드느냐 영어 중점과정을 만드느냐에 따라 B-1

형 혹은 B-2형으로 나뉘었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이동수업형인 C형은 3개

교과이상을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장

재원 외, 2013).

2009년 8월, 위의 본 안에 따른 교과교실제 대상 학교가 선정되었다. 선

진형 45개교, 과목 중점형 223개교, 수준별 수업형 379개교로 총 647개교가

선정되어 2010년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1년 2월에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교과교실제의 유형이

개선되었다. A형인 선진형은 그대로 선진형이라는 이름 하에 유지되나 B

형과 C형은 과목중점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과

교실제 시행학교는 2010년에 850개교에서 2011년 1631개교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대상학교37) 2325개 중 60%에 달하는 2325개교로 확대되었다.

37) 대상학교는 전국 중·고등학교 5645개에서 6학급 이하의 과소 학교,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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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안에 따라 2014년에는 약 4300개교에서 시

행될 예정이다(장재원 외, 2013).

한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선진형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2010년의 경우 115개로 약 13.5%였으며, 2011년에는 265개로 약 16.2%,

2012년에는 460개로 약 19.7%였다.38)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80%

에 이르는 학교가 과목중점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진형의

경우 한 학교 당 15억의 예산이 드는 반면, 과목중점형의 경우는 한 학교

당 3∼5억의 예산이 들어 선진형의 30∼50%에 이르는 예산만으로도 교과

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2과목 가량의 과

목만 교과교실제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바뀌는 것에

비해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

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교실제를 2014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

부의 정책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학교들도 선진형보다는 과목

중점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형은 교과교실

제가 본래 의도한 대로 교과별로 각기 맞춤형 교과교실을 갖추고 다양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과목중점형은 이미 과학실, 체육관, 미술실, 음악실이 있는 예전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39) 과목중점형의 경우 영어 혹은 수학 교과 전

용 교실이 생기기는 하지만, 전 학년이 영어 혹은 수학 수업을 들을 때 사

용할 만한 수의 교과 교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닌 까닭에, 누가 새로운

교과교실에서 수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더하여진 발전된 형태

의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현장에서 교과교실

교과 편성률이 50%이하인 특성화고를 제외한 67.8%의 학교를 일컫는다.

38) 장재원 외(2013)에 나온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선진형 115개교, 과목

중점형 735개교로 총 850개교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선진형 150개교, 과목중점

형 631개교로 총 781개교가, 2012년에는 선진형 195개교, 과목중점형 499개교로 총 694개교에 교

과교실제가 추가 도입되어, 2012년 기준으로 선진형은 460개교, 과목중점형은 1865개교에서 시행

되어 총 2325개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39) 『미디어오늘』, 2013.2.6. 「우리아이 우열반 내모는 ‘이동수업’의 둔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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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적순 수준별 이동수업’ 혹은 ‘성적순으로 세우는 우열반식 수업’으

로 해석되고 있는 것40)41)은 이를 반영한다.

현재 교과교실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 또한 보다

강화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교과교실제 전면 실시에 앞서, 교과교실제와

교과교실제에서 운영되는 수준별 수업의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를 구별

하여 연구해야 하겠다. 더불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80% 이상이

과목중점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과목중점형 운영학교에 대한 보다 집중

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수준별 교육과정의 제도적 특징

현재 교육현장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

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42) 단위 학교가 아닌 국가 수준에서 교

육과정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도 국가에서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주요교

과를 수준별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을 10년

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총 2년의 선택 중심

교육기간에 걸쳐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김미숙, 2008; 김재춘, 2001;

이화진 외, 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

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

요소의 난이도나 논리적 위계를 기준으로 조직한 교육과정으로, 교과의 내

40) 『뉴스이즈』, 2013.5.6. 「도교육청-교육부, 교과교실제 엇박자 현장선 어려움 호소」

41) 『제민일보』, 2013.2.22. 「교과교실제·수준별수업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을」

42) 김재춘(2001), p95,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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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소간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학습자의 이전 학습에서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과 중등 영어 교과에 적용된

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다음 단계 학습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내용

을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고자 단계 진급 자격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있다.

둘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내

용의 깊이와 폭을 달리해 조직한 교육과정으로,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그

다지 분명하지 않은 국어, 사회, 과학, 초등영어 교과에 적용된다.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학습 내용을 조절하도록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으로 기본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성취도에 따라 심화나 보충 내

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교과목들을 개설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관심, 흥미,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심화된 수준의 과목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과정이다.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김재춘, 2001;

이경환 외, 2001; 이돈희 외, 2000; 이화진 외, 2001).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인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은 일단 6차까

지의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다른 ‘학년별 교육과정’이었던 반면, 7차부터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

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하여 수학 교과의 경우는 각 학년을 10단계

로 편성한 후, 학기를 기준으로 20개의 하위 단계를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중등 영어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4학년 과

정을 한 학년을 한 단계로 하여 4단계로 편성한 다음, 각 단계를 다시 학

기를 기준으로 8개 하위 단계로 편성하였다. 원칙적으로는 학년에 무관하

게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이수하게 되어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과정이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

으로 운영되면서, 각 단계 말에 진급 또는 재이수를 위한 단계 이수 시험

을 치르고, 진급 또는 재이수 여부 따라 같은 학년 학생이라도 다른 교과

서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있다43).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43) 김재춘(2001),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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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수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진급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이수형의 경

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나 교육현장의 여건은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몇

몇 시도에서 재이수 조항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

육과정 홍보 및 연수 자료에서 조차 아예 재이수 과정에 대한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44) 진급형은 가급적 재이수를 권장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학

생들을 진급시키는 운영형태로, 정규 수업 시간에 단계별 재이수를 위한

반 편성 없이 모든 학생을 진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5) 진급형으로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같은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 모두가 정

규 수업 시간에 동일 단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이수 정도를 확인

하고, 이해 정도가 낮은 학생들은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데

에서 제6차 교육과정과 표면적인 차별점이 생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서로 비슷46)해

지며, 실제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수준별 이

동식 수업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편성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

다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며 학교급에서 적절히 운영하도

록 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되어 운영되는 데 필

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학교와 교사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데, 수준별 집

단 편성의 방법과 횟수, 시기라든가 심화·보충 과정을 운영할 때 기본, 심

화, 보충 과정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각 과정을 구성하

는 내용과 운영방법, 형태, 시기, 시간비율, 평가방법 등이 그러하다. 실제

적으로 학교급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

휘하는 것은 다른 학교의 운영사례나 각 학교가 처한 여건이다. 수준별 교

육과정에 관한 문서상의 검토와 연구를 넘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준별 교

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이화진 외(2001), p30.

45) 김재춘(2001), p13.

46) 이화진 외(200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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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제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원리

1) 분반의 원리

해담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 운영 구조는 영어과 전체의 수준별 수업

기획과 운영을 총책임하고 있는 김예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해담고등학교는 영어에 대해서만 1학년과 2학년에 한해서 수준별 수업

을 운영한다. 해담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상반을 A반, 중반을 B반, 하반을 C

반이라고 지칭한다. 수준별 반배치는 1년에 4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연구대

상으로 했던 1학년의 경우는 신입생 소집일에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

험지로 영어시험을 치고 성적에 따라 영어과목에 대한 분반을 실시한다.

이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매번 반

배치를 한다.

1학년은 총 10개 학급인데, 남학생 학급과 여학생 학급이 따로 있다. 남

학생 학급은 1반부터 6반까지 6개 학급이며, 여학생 학급은 7반부터 10반

까지 4반이다. 해담고등학교 주변에 여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

생의 수가 적다. 분반을 할 때는 남자반인 1반부터 3반, 4반부터 6반, 여자

반인 7반부터 10반을 각기 한 집단으로 묶어 ‘n+1'개의 학급으로 나눈다.

‘n+1'형은 교사 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교실제 B-2 형에

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즉, 남자반은 각기 3개 학급씩 두 집단으

로 나눠 각기 4개씩 총 8개의 학급으로 나누고, 여자반은 전체 4학급을 한

집단으로 묶은 후 5개 학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 집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각 집단별로 매 정규고사마다 영어 과목의

성적 석차를 새로 낸다는 것을 뜻한다. 영어 수준별 학급의 반편성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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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의 집단별 상대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A반의 정원은 35명

으로, 각 집단마다의 영어 성적 상위 1등부터 35등의 학생이 배치된다. C

반의 정원은 15명으로,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항이다. 각 집단

별로 하위 1등부터 15등까지의 학생들이 배치된다. B반은 나머지 중간 등

수의 학생들이 남자 집단의 경우 각 2반에, 여자 집단의 경우 3반에 순서

대로 한 명씩 배치된다. 결과적으로 남자B반에서는 각각 32∼34명의 학생

들이 수업을 듣게 되고, 여자 B반에서는 28∼29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C반 학생의 수를 15명으로 고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B반 학

생들이 많아졌다.

집단별로 A반 35명, C반 15명, 나머지 학생들 B반에 배치했을 때, 수준

별 학급의 성적 커트라인은 남자반이냐 여자반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 우선 남자반의 경우, A반의 커트라인은 70점 초 중반에서 형성된다. B

반은 학생들의 영어 성적 차이가 크다. B반은 각기 10점대 후반부터 70점

대 이하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배치된다. B반은 학생 수도 많고, 학생들

의 수준차도 큰 탓에 교사들이 가장 수업하기 어려워한다. C반에 배치되는

각 집단별 하위 15등의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10점대 이하이다.

다음으로 여자반의 경우 A반의 커트라인은 80점 후반부터 90점대 초반

이다. B반은 대게 20점대 후반부터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에 이르는 학

생들이 배치된다. 남자반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차이가 여타의 수준별 학

급에 비해 크다. C반 학생들의 영어성적은 20점대 후반 이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각 수준별 학급의 커트라인은 남학생 학급에 비해 여

학생 학급이 높음을 볼 수 있다. A반의 경우로 보자면 남학생 학급의 커트

라인은 70점 초·중반이지만, 여학생 학급의 커트라인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으로 15점에서 20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에 대해 담당 교사는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32% 정도가 A반에 속하게 되

지만, 여학생은 전체의 25% 정도만 A반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여자 A반

학생들이 더 상위권의 학생들로, 여자 A반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28 -

그렇다면 남학생 중 하위 14%에 속하는 학생들, 즉 남학생 C반의 영어

성적이 10점대 이하인 것에 비해 여학생 중 하위 11%에 속하는 학생들,

즉 여학생 C반의 영어성적이 20점대 이하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담당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음과 같은 분석한다고 전해 주었다. 애초

에 해담고등학교 인근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던 데에다, 가까이의 남자고

등학교가 최근 자사고로 바뀌면서 상위권의 ‘좋은 남자애들을 다 뽑아가서’

근방 일반계 고등학교의 남학생들의 학력이 급격히 저하됐다는 것이다. 몇

몇 교사들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옛날 상고 같다’고 이야기한다.

남자반 여자반

1 2 3 4 5 6 7 8 9 10

A

명

수
35명 35명 35명

컷 70점대 초·중반∼100점
80점대 후반/90점대

초반∼100점

B

명

수

32∼34

명

32∼34

명

32∼34

명

32∼34

명

32∼34

명

32∼34

명

32∼34

명

컷 10점대 후반∼ 70점대 초·중반
20점대 후반∼

80점대 후반/90점대 초반

C

명

수
15명 15명 15명

컷 0점∼10점대 후반 0점∼20점대 후반

<표 Ⅲ-1> 2011년 4회 평균 반배치 결과

한편, 수준별 학급 편성에 있어 같은 점수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에 편성된다는 점은 현재 수준별

수업의 분반 결정 방법이 타당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정미

경(2000a)에서 지적한 ‘상반에 배치될 성적을 갖고도 중 하반에 배치될 수

있고, 중 하반에 배치될 성적으로 상반에 배치되는 경우47)’와 일치한다. 비

단 해담고등학교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전반의 현실이라 하겠다.

47) 정미경(2000a),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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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외형적으로는 동질 집단 편성이면서도 실제로는 이질 집단48)’이

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 각 수준별 학급의 교사가 담당 학급의 수준에 따라 수업 내용이나

중점 과제에 차이를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같은 점수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수준별 학급에 배치

되고 이에 따라 상이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

제’, ‘수준별 맞춤 교육’이라는 수준별 수업 본래의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준별 학급을 편성할 때는 성적 외에도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고

려되는 경우도 있다. 김교사는 새로 반편성을 하면 평균적으로 전체에서 5

∼6명 정도의 학생들이 반배정에 이견을 갖고 이동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해

주었다. 1차적으로는 시험성적의 집단별 상대점수 석차에 따라 배정이 되

나,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교사의 판단 하에 반배치 조정 요구를 수용한다.

이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상위 수준의 학급이나 하위 수준의 학급

으로 가는 것은 허용해 주나, 같은 수준 내에서도 여러 반이 생기는 B반

간의 이동에 대한 요구는 허락되지 않는다. B반의 경우에는 참여관찰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50대 남자교사의 수업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

다. 1학년의 다른 영어과 교사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교사인

데 반해, 50대의 남자교사는 상대적으로 발음이 좋지 않고, 엄격하여 체벌

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특정 교사를 기피하거나 선호할

경우 생기는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수준간 이동은 가능하나, 수준내 이동

은 불가능하다.

 연구자 : 그럼 아이들이 반배치 됐을 때요, 다른 반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김예은 교사 : 네, 전에 A반에 있다가 B반 간 애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A반에 있겠다고 해서 올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대게는 B

48) 정미경(2000a),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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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A반 간 애들이나 C반에서 B반 간 애들이 원래 자기 반에 

있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자 :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김예은 교사 : 그 B반 애들은 원래 김현철(가명. 50대 남자교사) 

선생님 반이었거든요. 애들이 김현철 선생님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새로 반배치를 할 경우, 보통 5명 정도의 수준 간 이동이 있다. 대게는

커트라인 부근의 점수를 받던 학생들이다. 주로 A반과 B반 사이의 이동이

있다. 김교사는 수준 간 이동에 있어서 대게 학생들이 초기 반을 유지하려

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A반에서 B반으로 떨어진 학생들

의 경우, B반에서는 수업이 안 된다며 계속 A반에서 수업을 듣겠다는 의

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의사는 반영된다.

한편, B반에서 A반으로 올라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B반에 계속 있겠다

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2명의 여학생은 원래 대게의 학생들이

기피하는 50대의 남자교사의 B반 학생들이었는데, A반에 배정된 후에도

본래의 반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교사는 50대 남자교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추정하였으나, 실제 이유는 다

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반은 왠지 제가 듣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냥 저는 B반이 편해

요. (A반은) 발표 같은 거 자꾸 시킨다는 데 저는 그런 것도 하기 

싫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거기(A반)는 진도도 막 빨리 나가고, 영어 발표 같은 거 해야 하는 

데 전 그런 거 귀찮아서……. 제 친구들 중에 저만 또 A반 가게 돼

서……. 암튼 A반은 싫어요.

참여관찰 기간 중 분반이 이루어 진 직후의 수업에서 원래 B반이었으

나 A반에 배정되었다가 다시 바로 B반에 내려온 남학생들을 2명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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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업을 마치고 이유를 물어보니, 학 학생은 A반 수업은 자신이 듣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데 그것이 귀찮고 부담

스럽다고 했다. 한 학생은 진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힘들고, 영어 발표를

하기 싫다고 하였다. 또한 두 학생은 모두 친구들이랑 떨어지는 것도 싫다

고 말했다.

학생들의 의견이 기존에 자신이 속해 있던 수준을 떠나지 않기 위한 방

법으로 쓰인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번 반편성이 되면, 대게는

성적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그 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반 학생들이 A반에 가지 않으려 하는 현상은 기존의 연구결

과들로 설명할 수 있다. Oakes(1985)는 하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하반

학생들을 하반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배우

는 바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상반이 배우는 것들을 생략하고 배우지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49) 하반 학생들이 상승 이동하려 해도 상반에서 다루

어진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50)

아래는 B반 아이들과 나눈 면담의 일부이다.

이지연 학생 : 애들이 ‘G룸(A반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을 

지칭하는 말로, 학생들은 A반을 ‘G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럽

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연구자 : 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구나.

이지연 학생: ‘나도 G룸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나도 A반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B반에 머물러 있으니까…….

연구자 : 수지는 어떻게 생각해?

김수지 학생 : 그냥 성적 순으로 자르니까, G룸 가는 애들은 어차

피 공부 잘하는 애들?

연구자 : 너희들도 갈 수 있잖아. 크게 점수 차이가 나는 것도 아

니고……. 뭔가 걔네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해? 

49) Oakes(1985), p78.

50) Oakes & Guiton(1995) : 정미경 (2000a), p4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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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학생 : 그렇게 다른 건 아니고, 시험을 잘 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아……. 뭔

가 정리가 안돼요.

반 배치에 학생들의 희망이 반영된다고는 해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 참여했던 B반의 학생들은 모두 A반에서 수업을 듣

고 싶어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반에서 수업을 듣겠다는 의사 표명

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성적 순’이 반

배치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자 : 반 배치하면서 성적 말고 따로 고려되는 점들도 있나요? 학

생이나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다든가, 교사랑 상담을 한다든가요.

김교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집단별 상대점수로 

분반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죠. 2차적으로 요

구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준별 이동은 되지만 수준 안

에서의 이동은 안돼요.

(중략)

연구자 : 교사와의 상담은 안 이루어지나요?

김교사 : 워낙 성적이 분명하게 나오니까 별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연구자 : 학부모 의사는 반영 안 돼요?

김교사 : 학부모요? 학부모들은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잘 모를 걸요? 지난번에는 저희 반 학부모 한 분이 담임선생

님 만나겠다고 교무실에 오셨는데, 담임이 누군지, 아이가 몇 반인

지도 몰라서 교무실에서 한참 헤매셨더라고요. 담임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수준별 수업이요? (웃음) 그런 거 없어요.

 

해담고등학교의 분반 결정 방법은 Oakes(1985)의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비단 해담고등학교 뿐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하게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Oakes(1985)51)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상담교사가 분반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사 영향력을 갖고 있고, 다음

51) Oakes(1985), pp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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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사가 관여하며, 간혹 학부모와 드물게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해담고등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학생들의 집단별 영어 상대점수로

분반이 결정되었으며, 2차적으로 학생들의 의사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부

분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상담교사는 전혀 분반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

사의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없었다.

2) 인적 자원 분배

해담고등학교의 교사는 60명이다. 그 중 영어교사는 13명으로 전체 교

사의 20%가 넘는다. 교과교실제 B-2형의 도입과 함께 수준별 수업을

‘n+1'의 형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원래

신입 정교사를 포함하여 정교사인 영어교사만 8명이던 해담고등학교는 영

어회화전문강사와 같은 강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 부족한 영어교

사를 확충하였다. 결과적으로 2011년에는 기간제 교사가 3명, 강사가 2명으

로, 전체 영어교사의 약 38.5%가 되었다. 수학과 기간제 교사가 1명, 국어

과 기간제 교사가 1명으로 각 8명 중 1명으로 12.5% 정도인 것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정교사가 기간제 교사나 강사에 비해 실력이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운영자가 선호하고 인정하는 교사는 분명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높이 평가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

은 교사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운영자의 선호는 교

사를 수준별 학급에 배치할 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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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명 김예은 김아름 김현철 이나영 강소라

담당

학급
A/A/A B/B/B B/C/B C/B/B C

지위 정교사 기간제 교사 정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외고 졸업

-해외 대학

졸업

-유명 어학원

연구원

-지방대 강사

학년부장
서울시 소재

대학 졸업
_

성별 여 여 남 여 여

연령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5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교사에

대한

평가

학

교
매우 인정 인정 _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음

_

학

생
매우 선호 선호 기피 선호 _

<표 Ⅲ-2> 교사별 담당학급과 특징

1학년의 영어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는 김예은 교사, 김현철 교사, 이나

영 교사, 강소라 교사, 김아름 교사이다. A반은 김예은 교사가 전담한다.

김예은 교사는 갓 30대가 된 여자 교사로,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

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였다.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일정 기간 후 정교사로 바꾸어 주겠다는 전제가 있었다. 약

속대로 김예은 교사는 2년 후 해담고등학교의 정교사가 되었다. 김예은 교

사는 학교와 학생들이 입을 모아 ‘제일 잘 가르치고’,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게 다르다’고 인정하는 ‘우리 김예은 선생’이다. 김예은 교사는 2010년의 경

우, 2학년 영어중점과정의 문과반 담임을 하면서 2학년 A반을 전담했다.

2011년의 경우, 학교에서 김예은 교사를 2012년에 2학년 영어중점반의 담

임교사를 맡게 할 계획으로 1학년 A반 학생들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래

서 학생들 사이에서 A반은 ‘A반’이라는 명칭 외에도 ‘김예은 샘 반’ 혹은

‘예은쌤 반’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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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교사는 2011년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국내 외고를 졸업

한 ‘유학파’ 출신으로 우리나라 유명 어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지방

모 대학에서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학생들은 ‘재밌고’ ‘착하’며, ‘실력도

꽤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김아름 교사는 남자 B반 1학급과 여자 B

반 2학급을 맡았다.

김현철 교사는 학교에서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중년의 정교사이다. 김

현철 교사는 1학년 영어 교사들 중 유일한 남자교사이자, 유일하게 ‘젊지

않은’ 교사이다. 1학년을 담당한 나머지 영어 교사들이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젊고’ ‘친절’하고 ‘발음 좋은’ 여자 교사들이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투리로 영어’하는 ‘무섭고’, ‘수업을 졸리게’ 하는, ‘피하고 싶

은’ 영어 교사이다. 김현철 교사는 2010년 ‘문제아’들이 많이 모여 있기로

소문난 2학년 남자반의 담임을 맡았고, B반과 C반을 가르쳤다. 김 교사는

2011년에도 남자 B반, 여자 B반, 남자C반을 각기 1학급씩 가르친다.

이나영 교사는 해담고등학교에서 3년째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다. 외고

출신이며, 서울 소재의 모 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였다. 학생들은

‘친절’하고, ‘착하고’, ‘화도 잘 안내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는 이나영 교사

를 좋아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소위 ‘SKY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 ‘학

교 업무는 많이’ 줄지언정 ‘정교사로 임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나영 교사는 2010년 1학년 여자반의 담임을 하였고, 여자 B반과 남

자 B, C반을 가르쳤다. 이 교사는 2011년에도 여자 B반과 남자 B반, 그리

고 남자 C반을 담당한다.

강소라 교사는 2011년에 강사로 채용되었다. 학생들에게 강소라 교사는

‘웃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학생들과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지

는 않는’ 교사이지만, ‘그래도 실력은 있으신 것 같’다는 평을 듣는다. 강소

라 교사는 여자 C반 1학급을 가르친다.

해담고등학교는 2010년 2학기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

어회화’과목을 새로 개설하여 특별 운영하였다. 과목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선생님들만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학교는 2학기 동안에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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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할 2명의 강사를 급히 채용하였다.

이 중 이미진 강사는 김예은 교사의 후배로, 김예은 교사와 같이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였다.

이미진 강사는 자기주도학습법, 시간관리 등에 관련된 책을 쓰고 강의를

한 경험이 많아 학교에서는 상당히 환영받으며 채용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미진 강사가 ‘명문대’ 졸업자라는 사실과 ‘이미 검증된’ 김예은 교사가 소

개하였다는 점, 비교적 많은 경력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아주 훌륭하고 기대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였다. 이미진 강사는 1학년과 2

학년 A반의 영어회화과목을 전담하게 되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이미진

강사는 해담고등학교에 남을 것을 의뢰 받았다.

당시 채용된 다른 강사는 최지영 강사로, ‘유명하지 않은’ 미국 대학을

졸업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여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해 온 경력이

있다. 학교 측은 40대의 미혼여성으로 ‘어딘지 인상이 좀 센’ 최지영 강사

가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2학기에 급히 구인하다보니 지원자가 없어’ 채용

하게 되었다. 최지영 강사는 1학년과 2학년 C반의 영어회화과목을 전담하

게 되었다. 기존의 선생님들이 나누어 B반의 영어회화를 맡았다. 계약기간

이 끝난 후 최지영 강사는 학교로부터 다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소개

받았다.

학교 측은 선호하는 교사일수록 A반에 배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선호

하는 교사의 조건은 ‘명문대’ 졸업 혹은 인정받는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교사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선

호하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은 교사라는 장담은 없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를 배치하

는 데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교사를 상위권 학생들에게 배치하

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교사를 하위권 학생들에게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이미 불평

등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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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반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이다.

이지연 학생 : 한 번은 C반 선생님이 아파서 예은샘(A반 선생님) 

수업을 다 같이 들었거든요. 예은샘이 수업 하셨는데, 진짜 예은샘

이 제일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그 하나하나 이거는 무슨 

이야기다 하고, 이 단어는 무슨 단어다 하고, (중략) 그 때 훨씬 더 

그 수업(A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유익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강소라 학생 : 근데, 그닥 안 졸릴 때는 뭐……. 사실 뭐, 졸릴 때

는 진짜 적죠. (A반 김예은) 선생님 수업은 안 졸려요.

박정현 학생 : (A반 김예은 선생님은) 지식이 풍부해서, 딱 알고 

있는 게 많은 거 같아. 애들 다 안 졸고 열심히 들어요.

강소라 학생 : 아, 근데, A반도 단어 많이 해요. 단어 진짜 많이 가

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여러 가지 단어를?

최여진 학생 :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게 느껴져? 그게 좀, 부담스러워? 불만스러운 건

가?(웃음)

최여진 학생 : 아니요, 좋은 거예요.

박정현 학생 : 교과서 단어부터 내신, 모의고사 나오는 단어들도 

막 연결해서 알려주시고, 모의고사에는 이러한 용어 나오니까 알

아둬라, 하시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숙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지연 학생 : 그 때 듣기 할 때 아름샘(B반 선생님) 수업 들으면

서 듣기 했을 때는 그냥 이건 이런 답 알려주고 다시 듣고 했는데, 

예은샘(A반 선생님)은 하나 하나 짚어주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아, 그냥 저거(A반 선생님 수업) 배우고 싶은데, 그

런 거 많이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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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만약에 영어 수업을 다 합쳐서 하면 어떨 것 같아?

최여진 학생 : 선생님이 김예은 선생님이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최여진 학생 : 한 반에서 공부해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분반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분위기나 선생님이나…….

학생들까지도 수준별 학급에 따라 교사의 역량이나 호감도에 대해 차등

적으로 인식할 때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교사 배치를 통한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학생들은 A반 교사를 ‘제일 잘 가르’치고, ‘지식이 풍부’하고, ‘알

고 있는 게 많은’ 선생님이라고 인식하였다. A반 교사의 수업을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 판단하고, ‘하나 하나 짚어주’면서도 ‘안 졸’린 수업으로 생

각한다. 다른 반 학생들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의 ‘배우고 싶은’ 수업이라

고 판단한다. A반 학생은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아도 교사만 A반 교사로

유지된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A반 교사에게 수업을 듣지 못 할

것을 염려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수업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A

반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우수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A반

학생들이 A반 교사의 수업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은’ ‘재밌는 수업’이라고

인식한다는 점 또한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은 B반과 C반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이다.

연구자 : 아, 김현철샘이 제일 인기 없으셨어? 어떤 면에서 그랬어?

이지연 학생 : 영어를 사투리로 발음하는 능력이 되세요. 그리고 

좀 졸려요.

이지연 학생 : 저는 한 번 김현철샘 했는데, 안 좋았어요. 

김우진 학생 : 난 김현철 선생님 발음이 이상해서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박주형 학생 : (김현철 선생님은) 글씨도 개판이야. 막 필기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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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 때는 선생님이 막 

뭐 썼거든요? 쭉? 근데 조나단(원어민) 선생님이 몇 개 지우고 스

펠링 고쳐주고. 

김우진 학생 : 그냥 김현철 선생님은 막 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공부만 해서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막 강요하고, 그 다음에 때리

잖아요. 그러면 막 반항심에 더 하기 싫고, 지루하고, 자게 되고, 

자면 때리고……. (중략) 아니, 김현철 선생님은 진짜 별거 아닌 

거 갖다가 애들 때리고 그래요. 

이지혜 학생 : (B반 김아름 선생님은) 확 잡는 게 없어요.

연구자 :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수업하시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는 건가?

이지혜 학생 : 네, 그냥 수업 하시다가 완전 소란해 지면 그때 좀 

잡고, 초반에는 계속 시끄럽고…….

C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들었거든요? 막 그냥 제일 진도도 늦고, 

애들이 집중도 안하니까 (선생님도) 대충대충……. 중요한 문법인

데도 안 배우고, 모르는 것도 많고……

김우진 학생 : 근데 김아름 선생님은, 막 뭔가 뭔가 화나면, 좀 막 

화내시고. 애들도 막 이상하다고.

박주형 학생 : 전 근데 이나영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편하게 

대해 주니까. (중략) (수업시간에) 걍 자는 애들도 있고, MP3, 휴

대폰 막 다 하고, 그냥 말없이도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고. (중략) 

만만하니까.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한편, B반이나 C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

다. 특정 교사에 대해서는 ‘발음’이 나쁘고, 원어민이 스펠링을 고쳐주는 경

우가 발생할 만큼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교사는 ‘대

충대충’ 가르치거나 ‘중요한 문법인데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느낀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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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A반 교사가 ‘훨씬’ 잘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B반과 C반의 교사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적

어도 A반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한 교사에 대해서는 ‘(공부

를 할 것과 질서를 지킬 것 등에 대한) 강요’와 체벌을 일삼는 ‘복수하고

싶은’ 교사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떠들면 ‘막 화를 내’는 ‘이상한’ 교사도 있

다. 좋아하는 교사는 ‘편하게 대해 주’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만만’해

서 그냥 자거나, MP3를 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놀거나, 말없이 화장실을

들락 거려도 딱히 혼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에 대한 인식

은 학생들이 수업을 싫어하게 되거나 ‘불량’하게 참여하는 데에 영향을 끼

쳤다. 이는 남학생 학급의 B반, C반 수업에 여실히 들어난다. B반과 C반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교사를

싫어하거나 만만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 반

수준
1 2 3 4 5 6 7 8 9 10

A 김예은 교사 김예은 교사 김예은 교사

B
김아름 교사

김현철 교사

김아름 교사

이나영 교사

김아름 교사

이나영 교사

김현철 교사

C 이나영 교사 김현철 교사 강소라 교사

<표 Ⅲ-3> 수준별 학급 담당 교사

위 표는 수준별 학급 담당 교사 표이다. 집단별로 A반과 C반의 교사는

각 1인이 지정되어 있고, B반은 2∼3명의 교사가 담당한다. 1년에 4차례

새로 반편성이 되지만, 그 때마다 수준을 오가는 학생들의 수는 그렇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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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5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바뀐다고 말한

다. 그러다 보니 A반 학생들이나 C반 학생들은 매번 거의 같은 교사에게

배정되었다.

<A반 학생>

강소라 학생 : 계속 A반이었어요.

최여진 학생 : 김예은 샘 반만 했어요.

박정현 학생 : 쭉 예은샘 반이었어요. 바뀌는 애들 거의 없어요. 

<B반 학생>

김수지 학생 : 아, 영어선생님 맨날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반을 편성해요. 저는 처음에 아까 그 김현철샘, 김아름샘 두 

번, 나영샘 한 번…….

이지혜 학생 : 저는 나영샘 반에도 있어 봤고, 아름샘 반에도 있었고…….

이지연 학생 : 저는 한 번 김현철 샘 했는데,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부터 아름샘 반에서 쭉 있었어요.  

박주형 학생 : 첨에는 김현철 선생님, 그 다음이, 야, 2반이 김아

름 선생님, 아름, 맞지? 그 다음 그 선생님 한번, 김현철 선생님 

한 번, (중략) 그리고 이나영 선생님 반(C반) 온 거예요.

<C반 학생>

김우진 학생 : 전 (1년 내내) 쭉 나영샘(반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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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반의 경우에는 새로 반편성이 될 때마다 교사가 바뀌곤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편성은 각 집단별로 학생들을 영어성적에 따라

석차를 매긴 후, 상위 1등에서 35등은 A반에, 하위 15등은 C반에 배치한

다. A반과 C반은 반도 각 1개이고, 담당교사도 1명씩이다 보니, 수준이 바

뀌지 않는 한 매번 교사가 같다. 그러나 B반은 상위 36등부터 하위 16등에

이르는 학생들을 각 교사의 반에 등수대로 한 명씩 배치한다. 그러다 보니

B반 학생들이 계속 같은 수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교사의 학급에

속할 확률은 남학생일 경우에는 50%, 여학생의 경우는 33% 정도에 지나

지 않는다.

김예은 교사 : A반 애들은 다 저랑 굉장히 친한 편이에요. 이름 불

러주는 게 중요한데 A반은 1년을 거의 그대로 가니까…….(A반은 

모든 반을 1년 내내 김예은 교사가 맡았다.) 근데 B반은 그 안에

서도 변동이 있어서 (애들이 자꾸 바뀌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못 

외우고, (애들과 교사가) 서로 잘 모르죠.

해담고등학교의 분반과 교사 배치 시스템은 B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B반에 배치된 학생의 경우 반배치를 새로 할 때마

다 담당 교사가 바뀌는 까닭에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A반과 C반에

비해 친밀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A반 교사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 A반

은 교사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간 한 반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날수록 친밀도가 쌓인다. 이는 C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B반 수업 녹취의 일부이다.

-2011년 10월 25일(2학기 중간고사 후 새로 분반한 첫날 수업)

이나영 교사 :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네요. 출석부 불러봅니다.

-2011년 10월 31일 

이나영 교사 : 자, 우리 이름(출석)을 불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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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7일 

이나영 교사 : 얘들아, 선생님이 기억할 수 있게 이름을 써서 갖고 있어. 

-2011년 10월 31일 

김아름 교사 : 자,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출석 한 번 부르고 

진도를 나가자. 

-2011년 11월 7일

김아름 교사 : 얘들아, 이번 주에 수능 시험 있는 거 알지? 너희도 

얼마 안 남았어. 쌤이 출석 부르고 시작할게.

-2011년 11월 14일

김아름 교사 : 얘들아, 출석 부른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가는 수업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난다. 일단, A반과 C반의 경우는 학생들의 출석을 반이 새로

배치된 첫 수업에서만 불렀다. 이미 1학기 때 거의 같은 구성원의 학생들

이 A반과 C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자 A반 같은 경우는 김예은

교사가 1학년 여자 반을 맡고 있어서 이미 학생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

에 새로 분반이 된 후에도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 한편, 새로 반배치를 한

시점인 2학기 중간고사 이후, C반에서는 한번만 출석을 불렀던 이나영 교

사도 B반 수업을 할 때는 3주 이상 출석을 부르고, 학생들의 이름을 따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B반만 전담하는 김아름 교사도 마찬가지였

다. 이나영 교사나 김아름 교사 둘 다 학생들에게 애정이 깊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꾸 바뀌어서 이름을 다 외우기 어

려워’하였다.

또, A반 수업과 C반 수업에서 교사는 여러 학생들의 이름을 자연스럽

게 부르며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교사라도 B반을 가르칠 때는 출

석부를 보고 이름을 부르거나, 눈에 뜨이는 문제 행동을 일삼는 특정 학생

몇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야!’, 혹은 ‘얘들아!’라는 호칭과 눈빛과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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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스처를 이용해서 학생을 지목하거나 부르는 경향을 보였다. 또, B반

을 전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아예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고 수

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효과적인 수

업 방법임을 고려할 때, B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물적 자원 분배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B-2형을 운영하고 있다. B-2 형은 3억 원

에서 7억 원이 학교에 차등지급된다. 평균 5억 원이 학교에 투자되며 대부

분이 시설비로 쓰인다. 예산은 크게 학교의 증축이나 개축, 혹은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로 1억 원에서 5억 원이 쓰이며, 기자재 확충비로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약 5억 원이 쓰인다. 교과교실에는 전자

칠판, 전자교탁, 자료검색용 컴퓨터와 인터넷, 실물 화상기 등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자재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52)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예산을 통해 교과교실 3개와 교사 공간 1개

를 만들었고, 학교 건물 3층을 ‘English Zone'으로 만들었다. 교과교실 3개

는 'Global room'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G룸’이라는 말로 통용된다. G룸

중 주로 활용하는 교실은 Lab실로 활용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만들어

졌다. 이 교실에는 총 40개의 개인 어학기가 비치된 책상과 터치스크린이

되는 전자칠판, 전자교탁이 갖추어져 있다. 다른 두 개의 교실은 일반 교실

의 1.5배 크기이다. 그 중 하나는 전자칠판과 전자교탁과 컴퓨터 5대를 갖

추고 있다. 교실에는 각종 영어책과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교실은 토론식 수업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실이다. 4

∼5인이 한 조를 이루어 둥글게 둘러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테이블 9개

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다. 개별 듣기와 조별 토

론, 전체 토론이 헤드폰과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각 조가 보고 있는 컴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1), 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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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모니터의 화면을 빔 프로젝터로 공유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기자재 설비가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영어책과 교구, 보드게임 등이

교실 뒤에 비치되어 있다.

‘English Zone'으로 구성된 교사 3층에는 6개의 교실이 있다. 다른 층의

교실들과는 달리 전자 칠판과 전자 교탁 등의 설비가 되었고, 책걸상도 모

두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교실과 복도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일

반 교실들과는 달리 복도에 새 사물함과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등이 생겨

났다.

그러나 확연하게 개선된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선택받은 특정 학생들만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 학교 측은 A반

학생들만이 ‘G룸'에서 수업 받도록 하였다. B반, C반의 학생들은 교과교실

의 기자재를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해담고등학교의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제라기보다

는 교과교실을 일부 활용하는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교실

수준
사용 교실 교실 특이사항

A

교과교실

: English Zone의

G룸

(Global Room)

-전자 칠판 (교실 전면 터치 스크린)

-전자 교탁

-일반 교실 크기의 1.5배

-개인 어학기가 설치된 새 책상

-각종 영어책, 자료, 교구 비치

-멀티미디어 기자재 완비

-개별 냉난방 가능

-영어교사 주도하에 관리되어 전반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청결함.

B

일반 교실

-컴퓨터, 스크린(TV) 등의 멀티기자재가 잘

구동하지 않음.

-일반 칠판

-교실에 따라 물이 새거나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음.

-교실환경이 더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음.

C

<표 Ⅲ-4> 수준별 사용 교실과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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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 학생들이 쓰는 교과교실에 각종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완비된 것과

는 다르게, B반과 C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 교실은 영어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다. 여러모로 노후하고 낙후하다.

교사 : 얘들아, 컴퓨터 키 어디 있니?

학생1 : 몰라요.

학생2 : 00한테 있을 걸요? 

학생3 : 나한테 없는데?

학생4 : 제가 교무실 가 볼게요.

(5분 경과. 교사는 컴퓨터를 쓸 수 없어서 대체 수업 자료를 찾고 있음.)

학생4 : 선생님, 못 찾겠어요. 

교사 :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안 되니까 제가 읽을 게요.

교사 : 이거(TV 스크린) 왜 안 되니?

학생1 : 어? 될 걸요?

교사 : 이상하네, 왜 안 되지?

(학생 몇이 나와서 교사와 이것저것 시도해봄.)

학생2 : 안 돼요, 선생님.

교사 : 아고, 들어가. 그냥 이건 다음 번에 봅시다.

학생들 : (야유를 보냄) 

 

김수지 학생 : 막, 컴퓨터가 안 돼 갖고 듣기가 안 돼요. 

일반 교실은 컴퓨터, 스크린 등의 시설이 열악해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자재의 부실로 인해 수업관찰 기간에도 3차례나 교

사가 애초에 준비한 교육 자료를 사용하지 못 한 채, 수업 시간만 낭비하

는 일이 벌어졌다.

연구자 : (교과교실에서) 듣기 할 때 그 기계(개별 듣기 시스템) 쓰

잖아. 좋은 거 같아?

강소라 학생 : 신세계에요.

최여진 학생 :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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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학생 : 신기해요!

최여진 학생 :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멈출 수 있고요. 다른 애들 

다 같이 한꺼번에 듣기 하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교과교실

에서는) 멈추고 다시 한 번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이지혜 학생 : 음, 근데 B반은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

든 못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김수지 학생 : 저희는 그냥 각자 듣기 따로 다운받아 듣는 걸로 넘겨요. 

듣기 수업에 있어서도 A반은 개별화된 듣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사가

준비한 교재나 정해진 듣기 교재의 빈칸을 채우고, 자신이 잘 모르는 곳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다. A반 학생들의 듣기 학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일어난다. 교사가 교실을 다니며 학생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따로

지적할 필요도 없이 학생들은 각자 어학기를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

그러나 B반, C반의 경우는 다르다. B반이나 C반은 교실에 있는 컴퓨터

를 이용해서 듣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컴퓨터가 고장 나 있거나

잠겨있어서 듣기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수업시간을 낭비한 채

실제 수업이 이루어 지지 않기도 한다. 컴퓨터도 없는 반에는 교사가 휴대

용 오디오를 들고 가서 듣기 수업을 진행한다. 교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듣

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엎드려 있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도, 이지혜 학생의 지적처럼 학생들은 교사가 녹음을

들려주는 대로만 듣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때로 이러한 여

건도 마땅치 않으면 듣기는 각자 MP3로 받아 개별 학습하는 것으로 넘

긴다.

이지연 학생 : 그리고 거기(G룸, A반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과교

실)는 되게 따뜻하거든요. 우리는 추운데……. 저희 교실은 외풍이 

심해서(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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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선생님! 물이 떨어져요! (교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교사 : 00아, 이리와. 너 왜 물 떨어지는 데 앉아서 그러니. 이리

와. 이리 와서 앉아. (교사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 자리를 옮겼다.)

교과교실의 경우 냉난방이 개별화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다른

교실에는 냉난방이 안 될 때에도 교과교실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난방과

냉방을 튼다. 다른 교실에 냉방이 되지 않는 여름이면 학생들은 교과교실

에 가능한 오래 머물려고 한다. 전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오는가 하면 수업

이 끝나고도 교과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쉬는 시간마다 교과교실에 오는

학생들도 있다. 에어컨이 시원하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

는 다른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까지도 에어컨 밑에서 땀을 식히다 간다. 늦

가을이나 추위가 있는 봄 등 다른 교실이 추울 때에도 교과교실은 따뜻하

게 유지된다. 그러나 일반 교실은 전체 냉난방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

에 냉난방이 틀어지는 때가 교과교실보다 훨씬 한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 가까워지거나 길어지면 일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더위를 타고,

겨울이 가까워지거나 길어지면 추워서 방한잠바를 입거나 담요 등을 몸에

두르고 있다. 때로는 교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학생들의 집중을 깨뜨리

기도 한다.

이지연 학생 : 교실이 너무 더러워서 집중 막 흐리는 거 같고…….

영어교과교실은 타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

간이 아니며, 신축된 곳이기 때문에 청결하고 쾌적하다. 영어교과교실을 사

용하는 1, 2학년의 A반 담당 교사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을 깨끗하

게 유지시키려 노력한다. 1학년 A반 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업태도

가 안 좋았던 아이들을 지목하여 교과교실을 청소하는 벌을 준다. 지목된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 전체가 쓰레기를 줍고 교실을 정리하고 나

가도록 지도하였다. 미비한 경우는 교사가 직접 교실을 청소하기도 하였다.

A반의 영어교실은 잘 지어지고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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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B반, C반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기존

반의 학생들이 자신의 물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간 자리에 다른 반에

서 온 학생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리에 대충 가서 앉는다. 교실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책상 곳곳에 체육복이나, 교복 재킷, 가방,

잠바, 운동화 등이 접히지 않은 채로 대충 올려져있다. 교과서나 문제집 등

이 쌓여 있기도 하다. 정리 안 된 문구나 구겨진 A4 용지, 미술 준비물 등

이 그대로 있기도 하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치우고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바닥 곳곳에 가방이며, 쓰레기, 신발 들이 너부러져 있다.

수가 많은 B반의 학생들은 빠듯하게 끼어 앉고, 상대적으로 교실 전체

좌석의 반 정도만 되는 C반 학생들은 교실 이곳저곳에 듬성듬성 앉는다.

민감한 여학생들은 ‘더러운’ 교실 환경이 신경 쓰인다. ‘교실이 너무 더러워

서’ ‘집중력’이 흐려질 정도이다. 남학생들은 교실이 더럽다는 것에 대해 그

리 민감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정리가 안 된 교실 환경에 확실히 영

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종이가 돌아다니면 수업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주어다가 낙서를 하고,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종이

에 바둑판을 그려 오목을 두거나 빙고 등의 게임을 했다. 잘게 찢는 행위

를 계속하는 학생도 있었다. 올려둔 책들을 들춰보기도 하고,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연구자 : (교과교실에서) 듣기 할 때 그 기계(개별 듣기 시스템) 쓰

잖아. 좋은 거 같아?

강소라 학생 : 신세계에요.

최여진 학생 : 좋은 것 같아요.

박정현 학생 : 신기해요!

최여진 학생 : 수준별 수업이,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방식에만 차이가 있으니까. 아, 그런데, 교실이 다른 것 같아요. 

이지연 학생 : 저는 솔직히 A반만 G룸 쓰는 거, 차별 느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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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G룸 들어가고 싶은데……. 솔직히, G룸 시설 되게 좋거든

요. 막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A반이 영어교과교실 3개를 

상황별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 (중략) 

김수지 학생 : 저는 (다른 반으로) 옮겨 다니는 거 자체가 좀 불편

해요. 좋은 데(G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김수지 학생 : 차별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G룸 부럽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녀요. ‘아, 나도 G룸 가고 싶은데…….’ 이

런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 어떤 의미에서? 시설이 좋아서?

이지연 학생 : 그런 의미(시설)도 있을 거 같고, 또 뭐 수업내용에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G룸 들어가면 내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너네들

보다 공부 잘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것도 부러워하는 거 같아요.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교실 환경에 대해 학생들도 인식한

다. 그래서 학생들은 A반을 ‘A반’이나 A반을 전담하는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예은쌤 반’이라고도 부르지만 A반 학생들만 공부하는 교실의 이름을

따서 ‘G룸’이라고도 부른다. A반 학생들만 쓰는 ‘G룸’은 그 자체가 우수함

과 좋은 것의 상징이다. A반 학생들은 G룸의 시설을 ‘신세계’라 부르며 G

룸에서 수업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는 반면, B반, C반 학생들은 수업하

는 교실의 차이로 인해 차별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새로 리모델링한 3층의 6개 교실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도 눈여

겨 볼만한 부분이다. 6개의 교실은 1학년 여자학급 2반과 2학년의 영어중

점과정 학급 2반, 작년 2학년의 영어중점반이 그대로 올라간 3학년 학급 2

반이 사용하고 있다.

영어중점과정은 2학년부터 존재하는 특별 과정으로, 1학년에서 2학년으

로 진학할 때 선발한다. 영어중점과정은 정보와 체육 대신 영어독해와 영

어회화를 배움으로서 학생들이 영어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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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문과, 이과 각 1개 학급씩 2개의 학급

으로 편성했으나 2012년에는 지망 학생이 늘어 문과 2개 학급, 이과 1개

학급을 만들었다.

영어중점과정은 아예 구별된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

으로 영어중점과정과 일반과정은 수준별 수업보다 더 강력한 학교내 우열

반과 같다. 2학년에 영어중점과정이었던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도 그대

로 올라간다. 그로 인해 영어중점과정에서 연계되어온 학급과 일반 학급

간의 대학 진학 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3학년의 진학결과를 잘 알지 못하

는 다른 학년 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중점과정이 아닌 반에서는 대학을

갔다는 소리도 못 들어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교사들의 일부는 일반 학급에 대해 ‘동물원’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영어

중점반과 일반 학급에 대한 학교내 인식의 차이는 크다. 좋은 대학에 진학

해서 학교의 진학 성과를 보여줄 영어중점과정 학생들은 2학년과 3학년 때

모두 3층의 ‘English Zone'에서 생활한다.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통해 학

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수준별 수업은

오히려 학생 간의 차이를 넓히는 매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공교육 내실화

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양화하고, 교과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분반 자체의 내용과 과정이 학교 실패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는 학생들의 ‘수준’으로 풀이되었고,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수준

별 교육과정은 해담고등학교에서 영어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구현

되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분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영어교과의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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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영어성적이라는 가장 정당한 기준으로 분반하며

학생들의 의견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이 분반의 원리는 임의적

이고 자의적이다. 결과적으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집단에 유리

한 양상을 보였다.

해담고등학교에서 남자반인 1반, 2반, 3반과 4반, 5반, 6반, 또 여자반인 7

반, 8반, 9반, 10반을 각기 한 집단씩으로 묶어 분반을 한 것은 교사들의 편

의를 위한 것이었다. 1차적으로 성별에 따라 묶었으나, 남자반은 3개의 학급

이 한 집단인 한편 여자반은 4개의 학급을 한 집단으로 삼다보니 양성간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A반, B반, C반의 커트라인이 각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0점씩 높게 형성된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10점 가량이 높

아야만 상위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상반과 하반의 교육의 질의 차이나 상반이 하반에 비해 누리게 되는 것들과

하반이 상반에 비해 누리지 못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건대, 상위반에 배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반에 배치되었던 여학생

들은 해담고등학교의 분반의 원리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분반의 원리는 남자 B반과 여자 B반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남자 B반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2명에서 34명으로, 여자 B반의 교사 1

인당 학생수가 28명에서 29명인 것에 비해 4명에서 6명까지 많았다. 남자

B반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은 남자B반의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남자 B반의 경우, 교사가 학생

들을 통제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을 통제하느라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 B반은 성적 차이가

너무 커서 실제적으로는 동질집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Oakes(1985)가

수준별 교육과정이 다양한 집단을 위한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지 못하며,

학생을 완전히 동질적 집단으로 나누지도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 해담고등

학교에서 적용됨을 볼 수 있었다.

여자 B반의 경우는 B반이 3개나 되다 보니, 분기별로 분반을 새로 할

때마다 거의 다른 교사에게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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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 여자 B반의 학생들은 서로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모두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한 상황은 예민한 여학생

들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처음 자신들이 배치된 반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A반이었다가 B반으로 떨어진 학생들은 A반에 계속 남으려 하였으나, B반

이었다가 A반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성적이 높을 지라도 계속 B반에 남으

려 하였다. 하반에서 상반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Oakes &

Guiton(1995)이 학습결손이 누적될 시 스스로 상승이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

해담고등학교에서 적용한 분반의 원리는 공정하지 못했다. 성적이 학생

들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성

적이 능력이요, 수준이라 가정하였을 때, 그에 입각한 충실한 분반이 아니

었다. 임의로 성별을 기준으로 학급을 묶어 그 집단별로 성적순으로 분반

을 한 까닭에 남녀간의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 나게 되었고, 그 이외

에도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시스템이나 교사의 수준별 학급에 대한 대응이 각 학급의 구성원의 ‘실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어느 수준에 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

이다. N. Keddie(1970)가 밝힌 바와 같이 교사는 ‘그들이 지각한 학생의 능

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선택하고 달리 가르쳤다. 교사는 학생이 속한 사회

적 계급이나 수준과 관련하여 학생의 사회적, 도덕적, 지적 행동을 판단하

고 그로부터 학생의 능력을 추측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반된 학생들에게 어떠한 자원이 배치되는 가는 상당히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었다. 교사로 대표되는 인적자원과 새로 지어진 교과교실를

비롯한 제반의 물적 자원의 배치는 상당히 차별적이었다. 먼저 학교가 인

정하고 선호하는 인적자원일수록 상반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교사

는 상반에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하반에 배치하는 식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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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별은 학생들의 시선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었으며, 하반 학생들에

게 박탈감과 A반에 대한 동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해담고등학교는 각 수준별 학급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정시켜 놨다. 즉,

상반교사와 중반, 하반 교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A반과 C반은 집단별로

교사가 정해져 있으나, B반의 경우는 담당 교사가 2명∼3명씩이었다. 반배

치를 새로 할 때마다 B반 학생들은 계속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되었

다. 이로 인해 B반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였으

며, 수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

물적 자원의 분배도 차별적이었다.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의 과목

중점형(B형) 예산 5억을 지원받아 학교 건물 3층을 ‘English Zone’으로 만

들고, ‘Global room’이라 명명한 교과교실 3개를 만들었다. 멀티기자재가

완비된 ‘Global room’은 ‘G룸’이라 부르며, 교실환경을 확연히 개선하였다.

그러나 G룸은 A반 학생들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A학교 학생들은 A반을

‘G룸’이라고 통칭할 정도로 G룸은 A반 전용이며, 우수함과 좋은 것의 상징

이 되었다. A반 학생들은 G룸을 ‘신세계’라 부르며, 그곳에서 수업 받는 것

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B반과 C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 교실의 시설은 노후하고 낙

후하여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기자재를 손보다가 수

업시간만 보내고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건 상 듣기 수업이나

문화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정돈이 안 되고 산만한 교실 환경 또한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 분배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었고, 학업성취도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 기회나 수업 내용, 방법 등과는 달리

자원 분배의 차이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차이보다도 확연하게 인지하고 있

는 부분이었다. 해담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의 시

설, 온도, 청결도, 환경 등이 A반이냐 B반 혹은 C반이냐에 따라, 2학년이

나 3학년이 되면 영어중점과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름을 인지하



- 55 -

고 있다. 학생들이 A반을 ‘G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인

식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이 어떠한 시설에서 수업을 받느냐

에 따라 자기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A반 학생들이 상대적 우월의

식을 갖고, B반이나 C반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는 데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학습 기회, 수업 내용이나 방법, 학급 풍토, 학

생들의 태도, 직업 교육 등 학생들이 매일 겪는 학교내 경험 차이가 사회

내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Oakes, 1985;

Gamoran, 1987; 정미경, 2000a, 2000b). 그러나 이러한 자원분배의 불평등

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바이다. 수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누릴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단 정의적

인 부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결과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

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교육시설이나 물리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성취도나 학업능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Cynthia Uline & Megan Tschannen-Moran, 2008; Ed Young. et al.,

2003; Lyons, 2001; Schneider, 2002).

2. 수업별 수업의 내용과 방법

1) 수업 내용

일주일 당 4시간씩 진행되는 1학년 영어 수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

다. 첫 번째로는 독해수업이고, 두 번째로는 듣기수업이며, 마지막으로는

회화수업이다.

독해수업은 중간, 기말 고사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으로, 수준에 상관없

이 교과서인 능률교육의 ‘High School English I’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듣

기수업은 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교재로 이루어진다. 내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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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 수업 방법 특징

A반 ‘심화수업’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추구

-듣기수업 활발

(개별 듣기 시스템 활용)

-빠른 진도

-문화 수업

-심화 어휘

-회화수업(주1회) : 원어민 프로젝트.

매우 활발히 이루어짐.

B반 교과서 지문

문법번역식

교수법

-해석 중심

-문법 중심

-듣기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교과서 지문의 ‘해석된 내용’이 ‘지식’으로

다뤄짐.

-회화수업(주1회) : 그림 그리는 시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C반 교과서 단어

-교과서 단어 중심

-듣기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회화수업(주1회) : 그림 그리는 시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표 Ⅲ-5> 수준별 학급의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에 선정한 교재에서 따로 6∼7문제 정도의 듣기문제가 출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수업도 전 학년이 같은 교재를 사용한다.

한편, 회화수업의 경우는 원어민 교사가 중심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인 영어교사가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진행된다. 회

화수업은 수행평가로 평가되며, 내신 필기시험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

다보니 수준별 학급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B반과 C반은

수업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A반의 경우에는 다른 수준별

학급에 비해 한국인 교사가 깊이 관여하며 ‘원어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협동 영어발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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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업관찰 결과, 교재는 같을 지라도 수준별 학급에 따라 수업내

용이나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독해, 듣기, 회화의

영역을 불문하고, 수준에 따라 수업이 일련의 특성을 갖고 이루어졌다. 이

를 내용과 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David Nunan(2003)에 따르면 내용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가에 대한 것

이며, ‘어떻게’와는 구분된다.53) 방법은 일련의 수업하는 절차와 방식을 통

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5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 내용을 기준으

로 하여서는 ‘심화수업’을 하는 반, 교과서 지문을 가르치는 반, 그리고 교

과서 단어를 가르치는 반으로 나누어 졌으며, 수업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서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추구하는 반과 문법번역식 수업을 하는 반으

로 나누어 졌다.

(1) ‘심화수업’을 하는 반

김예은 교사 : A반은 심화수업을 하죠. 교과서는 독해는 빠르게 나

가고, 교과서 본문 듣기, 문화수업, 원어민 프로젝트 등등? 보셨죠? 

A반 교사는 ‘심화수업’을 지향한다. A반을 전담하는 김예은 교사가 상

정한 ‘심화수업’의 특징은 듣기수업, 빠른 독해 진도, 문화수업, 심도 있는

어휘학습, 그리고 ‘원어민 프로젝트’로 보인다. A반에서는 ‘원어민 프로젝

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별히 교

과서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신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영어 수업의 핵심과도 같다.

그러다 보니, 듣기 또한 교과서 지문의 원어민 녹음으로 진행된다. 어느

수준별 학급이나 같은 지문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수업은 다른

수준별 학급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업이다. 다른 수준별 학급의 교사들

53) David Nunan(2003), p330.

54) David Nunan(2003),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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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문의 독해 진도를 나가기에도 시간이 빠듯하여 듣기를 따로 다룰 시

간이 없고, 무엇보다 B반이나 C반 학생들이 수업하는 일반 교실은 듣기

수업을 하기에는 시설이 열악하다고 여긴다. A반에서는 교과서 지문 독해

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지문 원어민 녹음 파일로 듣기 수업을 한다.

김예은 교사 : 문화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중간 중간 넣으려

고 해요. 제가 봤을 땐 문화수업이 단순히 독해를 많이 하는 것 이

상으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 도시, 건

물 같은 사진들 보여주고 맞추도록 한다거나, 교과서에 언급됐는

데, 이과수 폭포 등등,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들에 대한 

visual aid를 주는 거죠. 애들이 실제적인 건 정말 거의 하나도 모

르거든요.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많

이는 아니고, 짬짬이 1시간 중에 10분이나 15분 정도를 할애하려

고 해요. 애들이 되게 열심히 잘 들어요. 퀴즈 내고 그러면 호응 

좋고요. 

A반 교사는 독해 수업을 하다가도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서구의 문

화나 정서, 역사 등이 나오면 ‘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른 수준별 학급

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A반 교사는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장소나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등을 준비해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문화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가 가장 높

은 부분 중의 하나였다. 문화수업과 함께 진행하는 퀴즈에는 학생들이 열

성적으로 손을 들거나 답을 외치며 참여하였다.

강소라 학생 : 아, 근데, A반도 단어 많이 해요. 단어 진짜 많이 가

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여러 가지 단어를?

최여진 학생 :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게 느껴져? 그게 좀, 부담스러워? 불만스러운 건가?(웃음)

최여진 학생 : 아니요, 좋은 거예요.

박정현 학생 : 교과서 단어부터 내신, 모의고사 나오는 단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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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연결해서 알려주시고, 모의고사에는 이러한 용어 나오니까 알

아둬라, 하시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숙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A반의 독해수업은 다른 수준별 학급의 독해수업에 비해 상당히 ‘밀도가

있다.’ 일단 A반의 독해수업은 학생들이 예습을 해오지 않더라도 이미 듣기

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본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략 내

용을 이해한 상태이고, 애초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좋아’ ‘진도’를 빨리 나

가기에 좋다. A반 교사는 A반 학생들에게는 쉬울 것으로 보이는 교과서 독

해 구문에 대한 진도를 빠르게 나가면서, 독해에 나오는 어휘를 ‘심도 있게’

가르친다.

학생들은 김예은 교사가 어휘를 풍부하게 가르쳐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A반 학생들이 김예은 교사의 수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자, 다른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이 A반 수업을 부러워하는 이유이다. 김예은

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하듯 어휘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거나 교과

서 지문에 나온 주요단어의 뜻을 사전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독해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를

꺼내 영어로 뜻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 단어의 다양한 뜻과 활용의 예를 예

문을 통해 알려주었다. 더불어 모의고사, 수능에 종종 연계되는 관련 동의어,

반의어 등을 가르쳐 학생들의 어휘장을 넓혀주었다. A반 학생들은 김예은

교사가 단어를 ‘많이’ 가르쳐 준다는 데에서 김예은 교사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 수업이 ‘A반 수업’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A반의 회화 시간에 진행되는 원어민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고,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하며, 영어 PPT 자

료를 만들어 학기에 두 번씩 영어로 발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어민

프로젝트의 발표 주제는 딱히 교과서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둠별로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음식, 관광지, 주요 발

명품, 연예인, 청소년 문화, 동물 등 각기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반 학기 동

안 조사하고, 발표자료와 발표대본을 영어로 제작하고, 말하기를 연습하여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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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지문을 가르치는 반

김예은 교사 : B반은 무조건 해석 중심이죠. 

김수지 학생 : (B반) 영어 수업은, 교과서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문법 위주로 하는 게, 너무.

김아름 교사 : 지금 다 어딜 펴나면 183쪽. 183쪽, 우리 183쪽 해

석을 할 차례거든, 오늘? 184쪽 다 펴봐, 184쪽. 해석을 할 건데, 

(중략)

자, 그 다음 문단 해석할 사람을 뽑아보자.

학생 : (본문을 조용히 본문을 읽음)

B반의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해석 중심’이라는 말로 요약했고, 학생들

은 ‘문법 중심’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실제 수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B반의 수업은 주 4시간의 수업 중 회화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

머지 3시간이 거의 영어교과서 본문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본문의 주

요한 문법 사항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되었다. 듣기는 대게 시험을 앞둔 시

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략)

자, 그래서 오늘 184쪽까지 일단 해석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하고, 그 다음, 선생님 퀴즈가 있는데, 하고, 선생님 오늘 퀴

즈를 낼 거야. 183쪽에 관한 퀴즈야. 한 번 맞춰보자. 자, 183쪽 

내용에 관한 퀴즈다. 여기 사탕(김아름 교사는 아이들에게 참여 동

기를 부여하고자 늘 사탕류의 간식을 준비해 갖고 다닌다.) 걸게. 

자, 183쪽에 관한 퀴즈, 첫 번째. 벤틀리가 처음 눈송이에 대해 발

견한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 

학생 : 다 다르다.(한 학생이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교사 : 어, 그래, 맞지? 각각의 모든, 모든 눈송이들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걸 발견했지? 맞지? (학생에게 사탕을 주었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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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 번째 퀴즈. 벤틀리가 그 해 발견한,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학생 : 시간 낭비한다.

교사 : 시간 낭비한다 그랬고, 또! 한 가지 더. 

학생 :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

교사 :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고 또, 또, 뭐 있었나. 

학생 : 모르겠어요.

교사 : 어. 비웃었지? 맞아. 이렇게 막 발견을 보여줬을 때 비웃었

지?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교사가 사탕이 든 주

머니를 들고 문제를 맞힌 학생에게 다가간다.) 하나 골라. 

학생 : (학생이 고른다.) 

교사 : 어. 먹어. (교사가 교탁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벤틀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을 때 벤틀리는 어

떻게 했을까요? 

학생 : (아까 맞춘 학생이 다시 손을 든다.) (작은 소리로) 낙담하지 않았...

교사 : 낙담하지 않고? 어. 

학생 : 계속 사진을 찍는다.

교사 : 그치? 어, 맞아. 계속 맞추네? (교사가 아까 그 학생에게 

다시 다가가 사탕을 고르게 하고 다시 교탁으로 돌아온다.) 이거 

맞춘 사람 맞추지 말고 안 맞춘 사람도 한 번 맞춰봐. (출석부를 

잠깐 보고) 지아야? 이거 한번 풀어봐 네 번째. 자, 지아 한 번 풀

어봐. 그의 눈에 관한 특별한 흥미는 무엇에 대한 뭐라 그래?

학생 : 으음, 으, 과학적, 과학적 호기심? 

교사 : 과학적 호기심, 맞아. 어디에 관한 과학적인 호기심이지? 

학생 : 발달, 모양, 눈송이......

교사 : 눈송이의 모양이랑 발달. 맞지? 맞아. 과학적인 호기심인

데, 눈송이의 모양과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호기심이었지? (교사

가 학생에게 사탕 주머니를 들고 왔다가 교탁으로 돌아가며) 오케

이, 오늘 여기까지야. 

B반 교사는 거의 매회 수업을 마무리 할 때와 시험 기간에 총정리를

할 때,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문의 ‘해석’ ‘내용’에 대한 퀴즈를 내거나 우리

말로 지문의 내용을 정리 해 준다. 제시되는 퀴즈는 ‘1. Bently가 처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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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2. Bently가 그의 발견을 과학자들과 전문사

진사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 2가지는?’, ‘3. Bently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때 Bently는 어떻게 했나요?’, ‘4. 그의 눈

에 대한 특별한 흥미는 어떠한 것으로 발전했나요?’ 등과 같이 영어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다. 퀴즈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제시되며, 학생들도 영

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답을 한다.

B반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이 영어교과서 지문이 영어 학습을 위한 읽

기 자료이기 보다 ‘해석된 내용’ 자체가 ‘지식’으로서 다루어지는 모습이 종

종 목격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과 같은 내신

시험에 교과서 본문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연관성이 깊은 현실에서, 독해 능력이 부족

한 학생들일 지라도 교과서 지문이 ‘해석된 내용’을 ‘암기’해 두면 ‘좋은 점

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정리’는 B반 교사들에게 놓치기

힘든 수업의 포인트이다.

(3) 교과서 단어를 가르치는 반

김예은 교사 : C반은 말 그대로 단어 중심. 

이지혜 학생 : 지금 B반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 같은 거 안 보거든

요? 근데 이나영 선생님 반(C반)에 있을 때는 주로 단어 시험 보

고 그랬어요. 저희 반에서 ‘단어 다 외워놔’ 이러죠.

이지혜 학생 : C반에서는 단어 위주로 했는데, B반 오니까 내용에 

중점을 둬서 해요. 

김아름 교사: 얘들아, 180페이지에서 184까지 오늘 단어 시험 본

다고 했지?  19개, 19개. 3분 있다가 본다, 시험.



- 63 -

C반은 단어를 가르치는 반이다. 교사들의 말을 빌자면 C반의 수업은

‘단어 중심’의 수업이다. ‘단어 하나라도 알아가게’ 하는 것이 C반 교사들의

수업 목표이다. 그래서 수업의 상당 시간을 단어를 배우고, 익히고, 단어

시험을 보는 데에 사용한다.

C반 학생들이 배우는 단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이다. 그래서 A반이

나 B반에서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교과서 지문을 어디까지 가르쳤느냐를

의미하는 반면, C반에서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교과서 지문에 나오는 단어

들을 어디까지 가르쳤느냐를 의미한다.

A반과 B반에서도 단어를 가르치지만 C반의 단어 수업과는 양상이 다

르다. B반은 지문 독해 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뜻을 하나씩 불러주어

적게 한다. A반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단어를 중심으로 동의어, 반의어,

다른 뜻 등을 알려주고, 그 단어가 쓰이는 구문들을 소개한다. A반에서 교

과서 단어는 학생들의 어휘장을 넓히는 단서가 되나 중심이 되지는 않는

다. 여타의 수준별 학급과는 다르게 C반에서는 단어 하나 하나를 칠판에

필기하고, 이에 대한 사전식 풀이를 정리해 학생들이 외우도록 한다. C반

에서도 독해 수업을 하지만, 독해수업 또한 B반에서는 문법을 강조하며 이

루어지는 반면, C반에서는 배운 단어의 뜻을 상기시키며 이루어진다.

2) 수업 방법

(1)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추구하는 반

A반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수업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수능과

내신 시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로 인해 수업을 다양화하고, 심화시

켜 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예은 교사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A반의 일련의 수업과정에서

김예은 교사가 기존의 일반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55)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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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우는 수업 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7차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은

기존의 기여도가 높은 교수 방법들을 절충한 것으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제2언어의 실제적 사용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수법이라 평가

된다. 언어의 규칙, 문법, 정의 등 언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던 과거 외국

어교수법과 차별화 된다.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 능력의 모든 구

성 요소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2언어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가르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어를 문맥에서 파악하게 하고, 학습자가 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하고, 학습자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으로 배

울 수 있도록 한다(박현수, 2010; Brown, 2007a; Brown, 2007b).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은 의사소통능력의 모든 구성 요소, 즉 Canale과

Swain이 의사소통능력이라 상정한 문법적인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

적 능력, 전략적 능력56)을 전반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로,

학습자가 의미 있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화용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기능적

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로, 학습자들이 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창성을 정확성보다 우선시 여기나, 학생들의 오류를

적절히 교정해 주는 것 또한 교사의 몫이다. 넷째로, 교실 밖 상황인 실제

현실 세계와의 맥락을 중요시한다. 다섯째, 학습자가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

도록 하며, 표현과 이해를 위한 적절한 책략을 발달시키는 것 또한 의사소

통중심 교수법의 주요목표이다. 교사는 촉진자이자 안내자이며, 학생들의

언어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코치이다. 그렇다고

55)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19세기 후반의 고전적 교수법으로, 제2언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 기준이

되는 문법 규칙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수법을 말한다. (박현수, 2010)

56) M. Canale & M.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인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문법적인 능력은 언어의 어휘와 형태, 통사, 의미,

음운에 규칙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담화적 능력이란 문장들을 연결해 일련의 발화문에서 전체의

의미를 형성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사회

적 맥락에 대한 이해력을 말한다. 전략적 능력이란 언어적인 전략과 비언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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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자 중심, 협동

학습, 공동 학습을 한다 (Brown, 2007b).

이러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특징들은 김예은 교사가 추구하고 있는

‘심화 수업’과 맞닿아 있다. A반의 듣기 수업과 문화 수업, 독해 수업, 원어

민 프로젝트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문법적인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전략적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수업을 통해 학습하고 기르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의

사소통중심 교수법은 아닐 지라도 현재 교실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형태의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김예은 교사 : 교과서 본문 듣기는 그때 보신 것처럼 빈칸을 뚫어

놓고 전체 듣기를 두 어 번 정도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고, 그다

음에 lab실 개별 듣기 시설 이용해서 들어서 채우게 하고, 제가 전

체적으로 답 알려주고, 왜 그렇게 쓰였는지 교과서 독해, 문법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하는 거죠. 

먼저 A반은 각 단원을 듣기 수업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목표언어인 영

어로 먼저 듣기 수업을 하고, 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김예은 교사는 교과서 독해 진도가 나가기 전에 교사가 제작한 빈칸이

뚫린 독해 지문을 나눠준다. 그리고 학급 전체적으로 독해 지문이 원어민

의 발음으로 녹음된 듣기 파일을 두 번 정도 들려준다. 그 후에 학생들에

게 개별 듣기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자 헤드폰을 끼고, 개

별듣기시설을 이용해서 교사가 제작한 유인물의 빈칸을 채워간다. 매번 5

∼10분 가량 35명의 학생들이 한 사람도 딴 짓하지 않고 쉽사리 들리지 않

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며 빈칸을 채우려고 애쓴다.

개별듣기 시간이 끝난 후, 교사는 전체적으로 듣기를 진행하며 독해 진

도를 나간다. 교과서 독해 지문과 듣기 스크립트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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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에 걸쳐 듣기와 독해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문을 접하게 된다. 교

사는 문장이나 구 단위로 잘라가며, 다시금 듣기를 전체적으로 들려주며,

독해수업으로 연결시킨다.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선정된 듣기 교재에 대한

수업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교과서 독해 지문을 듣기 파일로 들려주고 따로 제작한 빈칸 뚫린 지문

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준별 학급에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수준별 학급의 수업에서는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는 빈칸 채우기 활동

뿐 아니라, 본문이 녹음된 듣기 파일을 들려주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다.

교사들이 독해 진도를 나가는 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듣

기를 자주 진행하기에는 낙후한 시설 탓에 매번 교사가 오디오를 들고 다

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B반과 C반에서 듣기수업은 주로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에 듣기 교재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요구될

때에만 진행된다.

A반의 듣기 수업은 여타의 수준별 수업에서 보기 힘든 듣기 능력 향상

을 위한 수업이라는 점과 듣기를 통해 독해 수업을 더 유의미하게 맥락 속

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데에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추구하는 바를

담고 있다. 또, 개별 듣기 시설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듣고, 그 부분의 발음과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는

데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점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개별화 교육을 실

현하고 있다.

듣기수업 후에 이어지는 독해수업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수업에서 볼

수 있는 강의식이다. 교사들이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어휘

와 문법에 대한 지식의 전달이 내신시험이나 수능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급이 30명 이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도 많은 상황에서 토론식으로 독해수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반의 독해수업은 상당히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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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다. 일단, A반의 독해수업은 맥락이 주어진 가운데 이루어진다. 독해

수업 이전에 이루어진 듣기수업과 문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미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문화나 자신의 경험과의 연계성을

가진 상태에서 독해를 하게 된다. 또, 교사 주도적으로 독해수업을 이끌긴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해 ‘핑

퐁식’으로 진행된다.

듣기수업과 독해수업 중간에 이루어지는 어휘와 문법 수업 또한 의사소

통중심 교수법에 더 가깝다. 어휘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비단 문법번역

식 교수법 뿐이 아니다.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또한 어휘의 학습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데,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 또한 어휘 학습에 특정 수업시간

을 할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떻게 어휘를 제시하고 학습하게 할 것인가

에 따라 교수법의 차이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사전식의 정의

로 외우도록 하는 것은 경계하며,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알도록 한다는 데

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어휘 학습과 구별된다. 또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은 즉흥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는 어휘들을 포착하여 가르

치도록 한다(Brown, 2007b).

A반의 어휘수업은 의사소통중심 언어교수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맥

락 가운데 제시되는 어휘를 소개한다. 어휘에 대해 사전식의 뜻을 암기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용례 속에 어휘를 학습하고 다른 동의어나 유의

어, 반의어까지 다루어 어휘장을 넓히도록 한다.

A반에서 문법은 학생들이 귀납적 추론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

쳐졌다.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이란 구체적인 예를 많이 저장한

후 이것들을 지배하거나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이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57) 김예은 교사는 문법을 별개로 떼어 가르치지 않고, 독해수업이나

57) Brown, H. Douglas(2007a),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Education,

Fifth edition, NY,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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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수업 중 교과서 지문에 나온 구문을 통해 가르쳤다. 여타의 수준별 수

업에서 강조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의 문법 용어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고,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김교사는 주요 문법이 쓰인 문장이 나오면

이를 밑줄 친 후 칠판에 옮겨 적고, 주요 문법이 쓰인 다른 문장들도 적어

학생들이 그 문법을 추론해 내도록 하였다.

A반의 수업이 의사소통중심적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교과교실의 멀티미

디어 시설이 한 몫 하였다. 독해수업과 문법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교과서

의 지문이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전자 칠판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칠판은

교실 앞쪽 변면의 3/5에 달하며, 지문의 그림까지 ‘올컬러’로 보인다. 교사

는 전자칠판의 중요한 구문에 밑줄을 그어가며 바로 바로 필요한 필기를

해 준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주로 교사와 칠판을 보고 있으며, 필기가 필

요할 때만 교과서를 본다. A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

로 집중력 높은 수업태도와 교사의 열의, 그리고 영어수업에 특화된 멀티

기자재 덕분에 수업은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높고,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

통은 더욱 활발하다.

김예은 교사 : 원어민 프로젝트는 그렇게 잘하기 까지 얼마나 협박

을 해 댔는지(웃음). 먼저 팀 정해서 주제 찾는 거 1시간, 관련 내

용 찾는 거 1시간, 영어로 스크립트 쓰고 발표 준비 하는 거 2시

간, PPT로 만들기 1시간, 발표 이런 식으로 매주 1시간씩 진행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학기 마다 2번 정도씩 팀 발표를 시킬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적는다고 협박을 막 해서(웃음). 

연구자 : 주제는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나요?

김예은 교사 : 아, 처음에는 영역을 정해주기도 했는데, 그냥 애들

끼리도 잘 하길래 자유주제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요구하길 선생

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새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뭐, 

나중에는, 보셨죠? 연예인, 영화 관련한 것들 많이 한 거? (웃음) 

내용은 좀 그런데, 그래도 지들끼리는 재밌어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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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 수업 중 다른 수준별 학급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원어민 프로젝트’이다. 다른 수준별 학급의 회화수업의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지만, A반은 한국인 교사인 김예은 교사가 원어

민 교사보다 더 주도적으로 회화수업을 기획한다. 일명 ‘원어민 프로젝트’

는 4인∼5인이 한 조로 이루어진 조들이 1학기에 2번씩 각자 원하는 주제

에 관하여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PPT를 만들고, 학급 앞에서 발

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어민 프로젝트는 언어의 4영역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을 고

루 향상시키도록 진행된다. 학생들이 팀을 정하고 스스로 주제를 찾는 데

에 1시간, 발표할 내용 찾는 데에 1시간, 발표할 내용을 영어 스크립트를

쓰고 발표를 준비하는 데에 2시간, 준비된 영어발표자료를 PPT로 제작하

는 데 1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각 조들이 돌아가며 발표

를 한다. 발표하는 데에는 대게 2주 정도가 걸리며, 이 시기는 중간, 기말

고사 기간 정도가 된다. 일주일에 1시간씩 있는 영어회화시간은 매주 집약

적으로 진행된다.

발표를 준비하는 반 학기의 과정동안 조별로 컴퓨터가 1대씩 배정된다.

A반이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Lab실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교

과교실 2개가 모두 사용된다. 다른 학년 A반의 수업도 거의 Lab실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G룸 전체를 자유롭게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G룸

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11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조당 2

개의 컴퓨터를 쓰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아무리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어도 그 안에서의 수준차이가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A반도 마찬가지로 영어실력에는 학생들마다 차이

가 커서 김예은 교사 또한 ‘원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고민하

였다. 김교사는 조별로 학생들마다 1인 1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가장 활달

한 학생은 발표 준비를 전반적으로 이끄는 leader를 맡도록 하고, 영어를

가장 잘 하는 학생은 발표 스크립트를 쓰는 script editor를 맡도록 하였으

며, 발표할 내용 찾는 researcher는 굳이 영어 실력이 뛰어날 필요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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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지원자가 맡도록 하였고, 컴퓨터 잘하는 학생이 ppt maker를 맡도록

하였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보니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역할이 각자에게 주어지긴 하였지만, 발표하기까지 각 과정마다 조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원어민 교사와 김예

은 교사가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진도와 과정을 확인하고 학생들과 계속해

서 토론과 조언을 나누었기 때문에 회화시간마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1학기 때는 다소 뺀질거리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2학기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학생들의 발표는 방송실에서 빌려온 카메라로 녹화되었다. 녹화를 하는

것은 학기를 마치면서 함께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입학사정

관제 등 다양화된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대학에 지원할 때 학생들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원어민 프로젝트’는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발표할 때 원어민 교

사와 한국인 교사가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이

다. 그러나 김교사는 학생들의 ‘원어민 프로젝트’ 참여 내역을 생활기록부

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공

지하였다.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 뿐 아니라 ‘좋은 스토리’가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는 여느 수준별 학급보다 대학입시에 관

심이 많은 A반 학생들에게는 좋은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김교사는 각 학기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른 수준별 학급은 수

업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볼 때도 A반 학생들은 따로 G룸으로 불러 ‘원어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기평가서에는 자신이

참여한 내역과 그를 통해 느낀 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올라갔으면 하는

‘자기 칭찬’을 적도록 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바

탕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었다.

A반의 ‘원어민 프로젝트’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큰 줄기인 과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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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task-based instruction)로 볼 수 있다. 김예은 교사 또한 ‘원어민 프

로젝트’가 과업기반지도라고 이야기 한다. 과업기반지도는 언어교수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방법이다. 과업이란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 의미에

비중을 두면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활동’이다. 교실 내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 교수, 진정성, 학습자의 개별 경험이 학습에 중요하

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목받고 강조되고 있는 지도 방법이다(Brown,

2007a; Brown, 2007b).

또한 ‘원어민 프로젝트’는 모둠활동(group work)이기도 하다. 모둠활동

은 공동의 노력이나 자기 주도적인 언어 사용을 포함하는 과업을 둘 이상

의 학생에게 부여하는 교수기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58) 모둠 활

동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며 학습자의 개별 경험을 중시하는 교수법이

라는 데에서 A반에서 이루어지는 ‘원어민 프로젝트’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의 목표이자 교과교실제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한편 B반과 C반도 모두 회

화시간에 모둠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교사나 학생 모두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수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2) 문법번역식 수업을 하는 반

B반과 C반의 수업은 전형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으로 진행되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19세기 후반의

고전적 교수법으로, 제2언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 기준이 되는 문법 규

칙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수법을 말한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수업은

지적 개발과 외국어로 된 작품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모국어로

진행되며, 제2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 복잡한 문법을 자세히 설명

하고, 교재는 문법 분석을 위한 연습자료로 취급한다. 발음에 대한 관심은

58) Brown, H. Douglas(2007b), Teaching n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earson Education, Third edition, NY, pp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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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모국어를 제2언어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훈련과 연습, 문법과 언어규

칙을 암기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맥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글은

문법 분석에만 사용된다. 어휘는 단어 목록의 형태로 별개로 소개한다(박

현수, 2010; Brown, 2007a; David Nunan, 2003).

학습자들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수업 받으며 글을 번역하고, 문법

규칙 목록과 어휘를 끝없이 암기하는 것을 매우 지루해 하고 싫증나한다.

그러나 교사에게 특별한 전문 기능을 요구하지 않고, 문법 규칙이나 번역

에 관한 시험은 출제와 채점이 쉽다는 데에서 선호된다. 수많은 학자들이

문법교육식 교수법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아

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 선호되고 있다(박현수, 2010; Brown, 2007a).

 

김예은 교사 : B반은 해석이라도 잘 하게 하는 게 목표에요.

김수지 학생 : (B반) 영어 수업은, 교과서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문법 위주로 하는 게, 너무.

연구자 : 너무 문법 위주인 것 같아?

이지연 학생 : 문법이 어려워(웃음). 근데, 솔직히, 수능 시험에도 

문법 위주로 나오는 게 좀. 그 뭐지? 솔직히 한국말도 말을 먼저 

배우고 문법이 이렇다는 거를 습득을 한 다음에 문법을 배우잖아

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단어 몇 개만 아는데, 문법부터 배우

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좀 그게, 좀 어려워요.

김예은 교사 : C반은 단어 하나라도 알아가게 하는 게 목표에요.

이지혜 학생 : C반에서는 단어 위주로 했고, B반 오니까 내용에 

중점을 둬서 해요. 

해담고등학교의 B반과 C반의 수업이 교과서 지문을 중심으로 한 문법

번역식의 수업임은 교사나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별 학급의 수업에 대한 말

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사들은 B반은 ‘해석’이, C반은 ‘단어’를 알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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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수업의 목표라고 말한다. 또, 학생들은 B반이 ‘문법’과 ‘내용’ 중심이

고, C반은 ‘단어 위주’라고 말한다. 두 수준별 학급 모두 문법번역식 교수

법을 따르고 있으며, B반은 지문해석과 문법에, C반은 단어목록의 형태로

정리된 어휘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 이제는 해석해 보자.

학생 : (본문을 더듬 더듬 해석함).

교사 : 응, 잘했어. 자, 처음에는, At first하면 뭐져? at first하면, 

처음에, 처음에는, 시작에는 이런 말이야. At first, At first에 밑줄 

치고 ‘처음에는’ 이라고 적어보자. 자, At first 라는 표현이야, 처

음에는. ‘처음에는’이라는 뜻의 At first. 그래서 처음에는 he 

expected to find 나왔어. 얘들아, expect하면 무슨 말일까?

학생들 :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고, 졸거나 교사를 보고 있다.)

교사 : expect하면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하다, 예상하

다, 이런 뜻. 그래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냐. to 

find, 찾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학생들 :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교사 : 얘들아, 이야기 그만하고. 그 다음에 뭘 찾냐면 find의 목적

어가 바로 that 부터 alike까지야. 자, those snowflakes looked 

alike. find의 목적어 괄호로 쳐놓고 ‘find의 목적어’라고 적자. 

(중략)

근데 여기서 너희가 주목해야 될 문법적인 상황이 뭐냐면 바로 

every야 every. every하면 우리 한국 의미로 ‘모든’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쉽게 너희가 복수취급을 다, 복수취급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every는 단수 취급해야지. 그럼 every 

snowflake의 동사로 was가 쓰였지. 그렇기 때문에 every. 동그라

미 쳐 놓고 ‘단수 취급 된다’ 이렇게 적어. every 단수취급. 그래서 

지금 동사가 were이 아닌 was가 쓰인 거지. 

(중략)

지수, 그 다음 문장. They wonder 읽고 해석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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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거 해석해 보자.

(중략)

어! 거기까지 해석!

B반의 교사는 실제로 ‘해석’이라는 말을 수업시간 내내 얘기하고, 학생

들도 ‘해석’을 이행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지문을 해석하는 과정에 나오는

주요 문법은 ‘적는’ 행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한 문법사항은 교사가 따로 정리된 내용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이 노트나

교과서에 옮겨 적는 방식을 취한다.

A반에서 문법은 맥락 속에서 소개되고,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등의

용어는 언급 정도만 되었다. 또 교사는 여러 가지 비슷한 용례를 통해 각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B반에서

의 문법은 구별된 법칙으로서 소개되고, 적어 외워야 하는 부분이다. C반

또한 B반에 비해 문법 수업이 있는 경우는 적었지만, 문법 수업을 할 때는

B반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법칙으로서 문법이 소개되고, 밑줄과 필기, 그리

고 그 사항에 대한 암기를 통해 해당 문법을 학습하도록 안내되었다. B반

과 C반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문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은 일반적인 규칙이나 결론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연역적인 추론을

강조해 왔다.59)

<B반의 문법 판서 (1)>

                     관계부사

         1)역할

       a.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

       b. ‘선행사’를 수식!(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하는 짓과 동일!)

59) Brown(2007a),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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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 관계부사

시간(the time) when

장소(the place) where

이유(the reason) why

방법(the way) how

       

       c. 관계부사=전치사+관계대명사(which)

<B반의 문법 판서 (2)>

         관계대명사 what

 1.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

 2. the thing that(which)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3. what의 경우 명사절을 이끔! 

(주어/목적어/보어로 What 절이 쓰인답니다! 형용사 빼고!!)

   

C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휘수업 또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전형적인 방식과 맞닿아 있다. 어휘는 맥락에서 주어지지 않고, 독해수업

이전에 구별된 어휘 목록으로서 소개되었다. 학생들이 각 어휘의 발음을

익히고, 화용적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사전식의 뜻을 암기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나영 교사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낮은 학생

들의 동기를 촉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일단 이나영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

을 진정시키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칠판에 학습할 단어 15개에서 20

개 가량을 차례로 적는다. 그리고 교사가 미리 준비해온 그 단어들이 하나

씩 적힌 쪽지들을 무작위로 학생들에게 색분필과 함께 나누어 준다. 학생

들이 5명 정도씩 칠판에 나가서 자신이 받은 단어의 뜻을 적고,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이미 1학기부터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가 주는 쪽지와 색분필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딴 짓을 하거나 장난을 치다가 어슬렁거리는 자세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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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며 칠판으로 나와 서로 장난을 치며 단어 뜻을 적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지만, 교사는 그나마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참

여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교사들이 기대하

는 ‘좋은 수업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C반 남학생들 스스로는 ‘열심

히 잘’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C반 남학생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어시험점수가 0점에서 10점대

후반에 속하는 학생들이다. 교사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들도 칠판에 써두지만, 학생들은 단어의 뜻을 잘 맞추지 못한다.

교사가 추측해서라도 뜻을 쓰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도록 했기 때문에 학

생들은 ‘모름’이라고 쓴다든지, 물음표를 그려넣는다든지, 그냥 남겨두기도

하지만 대게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적고 엉뚱한 그림들을 그린다. 학생

들이 활동을 마치고 들어가면 수업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다.

이나영 교사 : 자. 선생님 매우 매우, I'm very impressed,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단어를 했더니 많이 많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많이 단어를 외우게 된 것 같애. 우리 함께 가볼게, 자, 

첫 번째 이거 뭐지? treasure island 할 때 하는 treasure?

학생들 : 보물!

쌤: 보물이었어. 야! 왜 보물 (뜻) 쓰지도 않고 보물 (그림) 그리지

도 않았어!

학생 (교사가 treasure를 담당시켰음) : (칠판에 단어가 쓰여 있는 

위치가) 높아서 못 봤어요.

쌤: 너무 높아서?

(다른) 학생: 보물! 제가 그릴게요!

쌤: 진영이는 그렇게 키가 그면서. 아우, 이 그림은 또 뭐니? 우리 

앞으로는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요. 이 단어! 기억나죠? 자. 이 

과에서 매우 자주 등장해서 중요했던 단어 뭐예요?

학생들 : (학생들이 대답함) heritage. 

이나영 교사 : heritage였죠. heritage. 자. girls generation, 너희

가 좋아하는 girls generation, generation이 뭐야?

학생들: 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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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교사 : 시대. 세대였죠. generation. 이거 아시죠. 

학생들 : (웅성 웅성거림.)

이나영 교사 : 야! 유네스코가 엄청 이름이 길었잖아. 뭐야.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조직, 기구였죠. 유네스코(‘코’를 강조해서 말하며) 할 

때 맨 마지막 ‘코’에 해당되는 단어였어. organization. 이거 뭐죠?

학생들 :　위원회! 기구!

이나영 교사 : 그치. 기구입니다. committee, 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 야! committee가 뭐야. 

학생들 : 위원회!

이나영 교사 : 원진아, committee뭐라 그랬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이나영 교사는 학생들이 적어놓은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히 뜻을설

명해 준다. 학생들은 소란한 중에도 몇몇씩 띄엄띄엄 대답을 한다. 10분 정

도 단어 정리가 끝나면, 교사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유인물

은 단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의 주요 단어들을 빈칸으로 만들고, 학

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채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C반 학생들은 종종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3개의 학급에서 모

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갖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업의 흐름이 깨

지곤 한다. 또, 교과서 뿐 아니라 유인물을 잘 챙기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시간마다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인물을 새로 나누

어 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걷어 직접 보관한다. 모아둔 유인물은 시험기

간에 한꺼번에 나누어준다.

교사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 후 구연 동화하듯 본문을 읽으며, 본문을

해석해 준다. 또, 나눠준 유인물의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 번 강조해

가르치며 필기하거나, 수업 초반에 적어둔 칠판의 단어를 가리켜 학생들이

적도록 한다. 교사는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진도만 나

가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문단 가량의 본문 진도가 나가고 간단한 활동들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의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교사는 B반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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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지식화해서 학생들에게 정리해 준다.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못 할지언정, 본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내신 시험

에서 내용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라도 맞추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그

리 경청하지 않으며, 대충 수업이 끝났다 싶은 시점 정도에 하나 둘 일어

나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은 종료된다. 몇 분의 소란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친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거의 위

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한편, B반과 C반의 회화시간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회화 시

간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B반, C반의 회화시간에는 활발한

의사소통 연습이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된 학습, 혹은 협동학

습과 모둠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 : 영어 회화 시간에는 어때? 수업 시간에 뭐해?

김수지 학생 : 회화요?

(중략)

김수지 학생 : 아, 조나단, 색칠공부시간!(웃음)

이지연 학생 : (웃음) 진짜 그림 시간!

연구자 : 진짜?

이지연 학생 : 그, 뭐지? 그 단원마다 뭐 관련된 거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말 잘 안 해요.

김수지 학생 : 그냥 맨날 그림 그리고 발표하고.

이지연 학생 : 발표는 대충대충.

연구자 : 몇 마디나 하는 것 같아? 그 시간에, 영어로?

이지연 학생 : 솔직히, 스무 마디 안으로?(웃음) 아, 정말 말 안하

면 한 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웃음) 많이 하면, 스무 마디도 그

렇고 한 열 다섯 마디?

김수지 학생 : 아, 근데, 저는, 그게, 조나단이랑 말을 하는 게 아

니라 그 뭐지? 그 스크립트 같은 걸로 막 적어서 막 하는 거잖아

요. 별로 그냥 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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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학생 : 추임새, 막 ‘아∼’ 이런 거요. 이 단어 말하는 거, 여

기에 뭐 들어갈까? 이러면 ‘뭐!’, 그런 정도?

김수지 학생 : 솔직히 그 수업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지연 학생 : A반은 조나단 시간에 발표도 하고 영어로 계속 얘기

하는 거 같은데, A반은 뭐 많이 할 지 몰라도 B반이나 C반은 별로. 

김수지 학생 : 저희는 뭐지, 무슨 발명품 같은 거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 매직으로 그거를 그려요. A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림 그리는 시간 같아요.  

2011년 1학년의 영어수업 시수는 일주일에 4시간인데, 그 중 영어회화

는 매주 1시간이다. 영어회화시간에는 원어민 교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진

행하고, 한국인 영어교사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 진행을 돕는다. 그러나 B

반 이하의 수준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영어회화수업이 효과적인가, 혹은

필요한 수업인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생들 모두 회의적이다.

학생들은 영어회화 수업을 ‘그림 시간’, ‘색칠 공부 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영어회화 시간은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다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교사들도

‘하라니깐 하긴 하지만’,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한

다. ‘외국인이랑 한 마디라도 해 보고’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

는 바람과 ‘학교에 전임 원어민 강사가 있다’는 것이 갖는 홍보 효과에 대

한 기대가 그나마 영어 회화수업을 계속하게 하는 배경이다.

<남자 B반의 영어회화시간 판서>

Dialogue

Write 3 Questions

      3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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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Tour Guide 

Introduces sites

원어민 교사 : (판서를 마치고) Hey! Today, you’ll make a 

dialogue about tour. With your partner, one takes a role as a 

tourist, and the other as a tour guide. 

한국인 교사 : 듣고 있니?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 말씀하시잖

아! 들어야 알 거 아냐! 짝을 정해서 한 사람은 관광객, 한 사람은 

가이드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원어민 교사 : And then, tourist asks some questions about 

sites, (학생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의 내용을 가리키고 읽으며) 

such as ‘Why did he build it? Who / Why / How many/ How 

much is it? / How big is it?’. 

한국인 교사 :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니? 투어리스트 

맡은 사람은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라고 하셨죠? 

학생들 : (학생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전혀 

동참하지 않음.) 

한국인 교사 : 야, 잠깐만, 너희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이런 식

으로 할 거야?!

학생들 : (교사가 호통을 치자, 그 소리에 아이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 짐. 수업에 반 정도는 참여하는 듯한 행동을 보임. 그러

나 나머지 반 중 2명은 엎드려 있고, 대부분은 떠들고 있으며, 핸

드폰을 하거나 딴 짓을 하는 아이들도 8명 있음.) 

(후략)

B반, C반의 영어회화수업, 즉 ‘원어민 수업’은 거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교과서 독해 본문의 주제에 따라 회화 수업의 주제가

‘Invention(발명)’, ‘Tour(관광)’, ‘한국 홍보 자료’와 같이 바뀔 뿐이다. 먼저,

원어민 교사가 주제에 따라 2명 정도가 짝을 이루어 3번 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패턴을 유인물로 만들어 온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활

동에 관한 판서를 간략히 마친 후,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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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느린 영어로 설명을 한다. 한국인 교사는 학생들의 장난과 잡담을

제지시키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말로 설명을 해준다. 설명이 끝나면, 교사가

4절지 종이와 색색의 매직사인펜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학생들은 활동에 따라 4절지 종이에 파트너와 생각한 ‘발명품’을 그리

고, ‘발명품’의 특징을 적기도 하며, 가고자 하는 ‘관광지’나 ‘한국을 홍보하

는 자료’를 그린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내 활동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참여적인 여자 B반조차도 회화시간에는 친구들과 그간

밀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거나 낙서를 하고, 각자 핸드폰, MP3등으로 몰

래 딴 짓을 한다. 간혹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등의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남자 B반은 거의 수업이 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의 말과 한국인 교사

의 설명은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맴돌다 사라지기 일쑤이다. 한국인 교

사가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개별 지적할 때에만 잠시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은 2명씩 활동해야 하지만 3∼4명에서 많

게는 6명까지 큰 집단을 이루어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떠든다. MP3를 듣

는 학생도 수업마다 2명 이상씩 있으며 틈틈이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들은

대다수이고, 아예 대놓고 핸드폰만 갖고 노는 학생도 2명은 있다. 아주 가

끔 딴 과목 공부를 하거나 영어단어를 외우는 학생이 1명 정도 있다.

그나마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때는 한국인 교사가 바로 옆에 와서 하나

하나 짚어가며 활동을 유도할 때이다. 원어민 교사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말을 붙이지만, 남학생들은 주로 “Oh, really?”, “Wow!”,

“Okay!”, “I don’t know.”, “Show me!”, “No, no.” 등의 감탄사나 간단한

말을 장난삼아 하며 대충 상황을 모면한다. 그래도 여학생들은 원어민 교

사든, 한국인 교사든 교사가 와서 활동을 도와주면 그 순간만은 듣고 하려

고 한다. 어쨌든 수업 말미에 있는 발표시간에는 거의 다 일어나 한마디씩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시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주어진 활동, 즉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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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준 유인물에 6개 안팎의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적는 일을 급하게 ‘해

결’한다. 대게의 학생들이 30분이 넘게 주어지는 활동 시간 중 대부분의 시

간에 수다 떨기, 장난치기, 다른 일 하기 등의 딴 짓을 하거나, 영어회화와

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림그리기에 몰두하다가 실제로 영어문장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각기 3분 이내로 마친다.

회화수업이 다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B

반과 C반이 마찬가지였다. B반, C반 학생들에게 있어 회화시간은 각자 딴

짓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 혹은 대충 몇 마디하고 ‘놀다가 끝나는’ 시간이

다.

N.Keddie(1970)에 따르면 교사들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가

르칠 지를 고민하는 것은 거의 C계열 학생들에 대한 것이다. A계열 학생

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A계열 학생들은 이상적인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료는 ‘현실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대비시킬

수 있고, 이는 ‘이야기’와 ‘추상화’로 대비된다. ‘현실적인 것’, ‘이야기’는 지

식적이고 명시적이다.

교사들은 A계열 학생들에게는 ‘지적인 것’과 ‘추상화’인 것들이 적합하

며, 이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교수 자료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우수한 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내리는 상황에 대한 정의에 접근하

거나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교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행동 뿐 아니라 지식으로 제시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학생답다’고 여

긴다. A반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적합’하다고 본다.

N.Keddie의 연구에서 드러난 교사가 학생들과 지식을 다루는 양상을

해담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A반을 가르칠 때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통한 ‘심화수업’을 지향하였다. 심화수업의 일환으로 G룸 시설을

이용한 개별 듣기 수업, 독해수업, 어휘 심화 수업, 문화수업, ‘원어민 프로

젝트’를 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이자 교과교실제의 목표를 충분히

이루어 내는 수업을 하였다. A반 학생들은 비판적인 생각, 문제 해결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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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도출, 일반화하기, 지식을 평가하고 종합하는 활동들을 한다. 문법과 어

휘는 맥락 속에 제시되는 등 귀납적 추론을 통한 수업을 하였으며, 과업기

반지도와 모둠활동도 빈번히 일어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

사소통도 활발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사들이 상정하는 ‘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수 상황의 주

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A반 교사가 지향하는 ‘심화수업’의 핵심이 되었다.

A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Oakes(1985)의 주장에 따르면 높이 평가되는

지식이며, 대학을 가는데 요구됨과 동시에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다. N.Keddie(1970)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

교가 지식으로 간주하였으며, A반에서 다루는 지식은 학교와 연관된 다른

사회에서도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편, N. Keddie(1970)를 보면, C계열 학생들에게는 ‘도덕적 문제의 함

의’, ‘경제적 함의’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어 교과는 곧 ‘인간적인

요소’, ‘일련의 이야기’로 환원된다. A계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

혀 다른 수준’에서 C계열 학생에게 ‘맞게 바꿔’줘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C계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효과적으로 단편화 과정을 거쳐, 그러한 지

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식

을 취한다.

실제로 해담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B반과 C반의 수업은 A반의 수업

에 비하면 단편화되어있었고, 질문의 여지가 닫혀 있었다. B반보다는 C반

이 더욱 그러하였으며, 하반으로 갈수록 ‘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현실

적’인 것으로 옮아가고, 보다 단편화되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감을 볼 수 있었다. B반은 교과서 지문을 해석하는 수업을 하고, C

반은 교과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한 수업을 한다. 두 반 모두 연역적인 추

론이 강조된 수업을 한다. 내신시험을 위해 교과서 지문의 내용을 우리말

로 정리해 외우도록 한다. 회화수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회

화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수법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B반과 C반의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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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교수법은 전형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나 교과교실제에서는 지

양하는 교수법이자 비판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제2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제2언어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귀

납적 접근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연역적 접근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다.60) 또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지나치게 연역적인 추론을 강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으며, 학습자들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지루해 하고 거부한다.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나 목록화된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

한 일련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전형적인 방식이 모두 B반과 C반 등의 하

반에 적용되고 있다. 하반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은

L. McNeil(1983)이 말한 ‘방어적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L. McNeil은

교사들이 교과 내용을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가능한 학생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

업과 평가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택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교사들은 주제를 서로 연결되지 않는 목록들로 환원시키는 ‘단편

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알기 힘든 것처럼 보이게 다루고 넘어가는 ‘신

비화’, 특정 주제나 관점 등을 다루지 않는 ‘생략’, 여러 이유로 주제를 가

능한 단순하게 하여 간단히 설명하거나, 빈칸이 있는 시험지를 채우게 하

거나, 대강 개요만 말하는 식으로 지식을 다루는 ‘방어적 단순화’ 등의 전

략을 사용하여 방어적인 수업을 하고, 학급을 통제한다. 해담고등학교의 수

준별 수업을 관찰한 결과, B반, C반의 교사들이 실제로 단편화, 신비화, 생

략, 방어적 단순화의 방식을 통해 수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러

한 전략이 문법번역식 교수법과도 맞닿아 있었다. L. McNeil(1983)은 이러

한 전략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와 효율성을 유지하지만, 학생들은

점차 교육 내용에서 소외되고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 배울 기회를 상실하

게 된다고 본다.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수준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차등적이

60) Brown(2007),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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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 또한 수준에 따라 상이할 것을 말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은 개

인차에 주목하고, 개별화 교육을 통해 각 수준의 학생들에게 모두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A반 학생들에게는 유익할 지라도 B반,

C반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학습 기회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학습시간 및 기회

학습시간이 길수록 학습 기회는 늘어난다. 그러나 학급 전체에 주어지

는 학습 기회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학습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

의 학습과 강하고 일관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학구적인 학습시간

(academic learning time), 과업시간(time-on-task), 학생 참여 시간

(student engaged time)이다(Oakes, 1985).

이 중 학구적 학습시간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예언력이 높은 변인이다.

학구적인 학습시간은 할당된 시간, 집중률, 성공률이라는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특별히 할당된 시간은 학생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Smith, 1987).

실제로 수업시간 내 학습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수준별 학급에 따라 차

이는 없는지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누리는 학습 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필

요하다. 또 한 학기를 기준으로 보아 학습시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기회임과 동시에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와 직계된 요인이므로 의미 있는 연구요소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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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시간 내 학습시간

구 분 여자 A 남자 A 여자 B
남자

B
여자 C 남자 C

공식 수업시간

(관찰횟수)

각 50분

(5회)

각 50분

(5회)

각 50분

(5회)

각

50분

(4회)

각 50분

(3분)

각 50분

(5회)

실제 수업시간

43분

43분

43분

45분

43분

43분

43분

45분

43분

43분

37분

39분

*16분

42분

41분

43분

43분

45분

43분

40분

44분

43분

39분

37분

38분

38분

39분

평균 수업시간 43.4분 43.4분

**39.75

분

(***35분)

43.5

분
42.3분 38.2분

※ 여자 B반의 3회 수업관찰 시기는 중간고사 이전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 예외적인 3회 차의 수업을 뺀 평균이다. / *** 3회 차의

수업을 포함한 평균이다.

<표 Ⅲ-6> 수준별 학급 간 평균 수업 시간

수준별 학급에 따라 주어지는 학습 기회 시간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관찰이라 생각된다. 정미경(2000) 또한 수준별 학급

간의 실제 수업시간 비교를 통해 학습 기회 시간을 비교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를 선포한 시점까지의 시간

을 ‘실제 수업시간’으로 보고, 각 학급의 각 수업별로 실제 수업시간을 측

정하였다.

수준별 학급의 수업을 관찰하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어

느 학급이나 똑같이 50분씩 일주일에 4시간의 수업시간이 주어지지만, 학

급에 따라 실제로 수업에 사용되는 시간이 현저히 달랐다는 것이다. 남자

B반은 평균 수업시간이 43.5분으로 모든 수준별 학급 중에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여자 A반과 남자 A반이 43.4분으로 0.1초 차이로 2위를 차지하

였으며, 여자 C반이 42.3분, 여자 B반이 39.75분, 마지막으로 남자 C반이

38.2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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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업시간만을 가지고 보면 남자 B반 – 여자 A반, 남자 A반 –

여자 C반 – 여자 B반 – 남자 C반의 순서로 학습 기회시간에 차이가 있

으나, 보다 실제적인 학습 기회시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통제

시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통제 시간은 교사가 매우 빈

번하게 계속해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학급들이 존재했던 관계로, 통

제 횟수로 이를 대체 측정하였다.

여자 A 남자 A 여자 B 남자 B 여자 C 남자 C

통제횟수

1회

0회

3회

0회

1회

3회

2회

3회

7회

3회

2회

0회

*3회

1회

2회

69회

70회

51회

65회

1회

0회

3회

54회

27회

52회

28회

31회

평균 통제횟수 1회 3.6회

**1.25회

(***1.6

회)

63.75

회
1.33회 38.4회

평균 통제간격

(평균수업시간

÷평균통제횟수)

43.4분
12.06

분
**31.8분 0.68분 31.8분 0.99분

※ 여자 B반의 3회 수업관찰 시기는 중간고사 이전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습시간

을 주었다. /** 예외적인 3회 차의 수업을 뺀 평균이다. / *** 3회 차의 수업을

포함한 평균이다.

<표 Ⅲ-7> 수준별 학급별 평균통제횟수와 평균통제간격

교사의 통제는 개별학생들의 태도나 학급의 분위기가 흐트러진 것을 다

잡기 위해 교사가 큰소리로 “야!”, “00야!”, “000!”, “너희들!”이라고 부른다

거나 “자, 조용히 하고 수업하자.”, “똑바로 앉아!”, “자세 바로 해!”, “책 펴

라고 했다!”, “얼른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하라고 했

지!”, “그거 집어넣어!”라고 한다거나 “너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야!

다들 이 따위로 할 거야?”, “나가 있어!”, “당장 나와!”, “이거 이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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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얘기하며 학생들을 혼내는 것 등 통제가 발생하여 수업이 끊기는 것

을 1회로 간주하여 횟수를 측정하였다.

평균 통제횟수는 수업별 통제횟수를 학급별로 평균 낸 수치이다. 평균

통제횟수는 수업 1회당 여자 A반 1회 – 여자 B반 1.25회 – 여자 C반

1.33회 – 남자 A반 3.6회 – 남자 C반 38.4회 – 남자 B반 63.75회의 순

서로 나타났다. 여자 A반과 남자 B반은 63.75배로 약 64배에 달하는 통제

횟수를 보였다. 남자 A반의 통제횟수는 3.6회로, 매번 문제행동은 하는 1,

2명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이었고, 아예 통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 B반과 C반의 경우 각 63.75회, 38.4회로 개별 학생

을 지적한다고 해도, 그 학생 자체가 학급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는 중 지적된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평균 수업시간을 평균 통제횟수로 나누어 평균 통제간격을 구하여 보았

다. 그 결과 여자 A반은 43.4분, 여자 B반과 C반은 31.8분마다 통제가 발

생한 꼴이었고, 남자 A반도 12.06분마다 한 번 통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나, 남자 C반은 0.99분, 남자 B반은 0.68분마다로 각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마다 통제가 발생한 셈이었다.

앞의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자 B반과 남자 C반은 ‘떠드는 아이들이

압도하는 반’이다. 교사들은 ‘공부를 못하는 남자 애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남자 B반이나 남자 C반은 ‘공부를 못하는 남자 애

들’이 모여 있는 반으로, 담당 교사 또한 끊임없이 통제를 하며 수업을 한

다. 다음 학급풍토를 다루는 장에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

히겠으나, 남자 B반과 남자 C반은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A반, B반, C반을 불문하고 어느 학급이나 교사가 들어오는 시점은 종

이 친 후 3∼5분 내외였다. 그중 남자 B반과 남자 C반 교사는 평균 3분

이내에 교실에 입실하여, 관찰한 교사들 중 가장 입실 시간이 빨랐다. 그러

나 학급에 따라서는 교사가 교실에 들어온 후에도 학생들의 준비 상태나

교실 환경에 따라 수업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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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었고, 교사에 따라서는 목표한 진도가 다 나가면 학생들에게 쉬는 시

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 평균 수업시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먼저, 여자 A반과 남자 A반은 교사가 입실하여 멀티미디어 기자재나

교재를 세팅하는 동시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어느 수준별 학급이나 다 이

동수업을 하지만, A반 학생들만이 남녀를 불문하고 수업 시작종이 치기 전

에 해당 교실 앞에 모여 입실을 대기하고,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착석하였다. 가끔 한두 명의 지속적으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을 제외

하고는 교과서 등 수업 교재의 준비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 수업은 매번 지

체 없이 진행되었다. A반을 전담하는 김예은 교사는 ‘진도’를 다 나가도

빨리 끝내지 않고 대게 수업 종료종이 칠 때까지 시간을 다 채워서 수업하

고는 하였다. 김예은 교사는 인터뷰를 통해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 외

에도 ‘문화수업’, ‘원어민 프로젝트’, ‘교과서 듣기’ 등 다른 수준별 학급과는

다르게 A반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들이 많아 ‘수업시간을 다 채워 쓰

지 않으면 빠듯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A반은 여자 반, 남자

반 모두 평균 수업시간이 43.4분이고, 이는 남자 B반을 제외하고는 제일

긴 시간이다.

최여진 학생 : (수업시간에는) 필기하고 수업 듣느라 바빠서 (애들

이랑) 떠들 시간이 없어요.

강소라 학생 : (선생님께) 피곤하다 하면 박수 다 치라고 막 그랬

는데, 그러면서 건강에 좋아, 같이 크게 읽어보자, 막 이러시고, 

야, 일어나, 이러고, 아, 완전 짜증나, 근데, 일어나라고 하면.

연구자 : 수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는 구나? 수업 시간 중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 

강소라 학생 : 근데, 그닥 안 졸릴 때는 뭐……. 사실 뭐, 졸릴 때

는 진짜 적죠. (김예은, A반)선생님 수업은 안 졸려요.

박정현 학생 : (김예은 선생님은, A반) 지식이 풍부해서, 딱 알고 

있는 게 많은 거 같아. 애들 다 안 졸고 열심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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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대한 개별 학생들의 학습의 양으로 수업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A반 수업의 밀도는 여타의 반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조밀하

다. 학생들이 ‘필기하고 수업 듣느라 바빠서 (애들이랑) 떠들 시간이 없’고,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또한 ‘안 졸고 열심히’ 듣는다고 스스로 평했

던 바와 같이 연구자는 A반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떠들거나 딴 짓하는 학

생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놀랐다. 남자 A반의 경우는 3명의 고정적으

로 장난을 치고 교사의 지적을 받는 학생이 있었지만, 그 횟수도 상당히

소수였고, 정도도 미미했다.

A반 교사는 학생들에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로 인식되

었으며, 학생들 또한 ‘배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시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내 수업에 집중하였다. A반 교사는 관찰기간 내내 상

당히 빠른 말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종이 치기 전에 계획한 진도를 끝내고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남는 시간은 3∼5분 이내였다. 결과적으로

A반의 수업은 남자반과 여자반 모두 매 시간마다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버려지는 시간 없이 매회 평균

43.4시간이 학습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A반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

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B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A반에 비하여 수업밀도가 상

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남자 B반의 경우는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될 정도이다.

 

이지혜 학생 : 저희는 별로 필기 안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조

금 밖에. 그런 거만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많이 줘요. 막 졸릴 것 

같으면 게임도 하고……. 

연구자 : 예림샘 수업은 어땠어?

김수지 학생 : 예림샘은 괜찮아요. 수업 남는 시간에 재미있는 동영

상. 아, 뭐였지, 그런 거 있는데,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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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맞아, 맞아, 미키마우스 같은 거? 나도 봤어.

이지연 학생 : 뭐, 코믹비디오 같은 거나 애니매이션도 보고……. 

여자 B반은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신 시험 기간에 주어진 자

습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수업 시간 중 학습 시간의 평균이 39.75분으로, 남

자 C반 다음으로 짧아 다른 수준별 학급의 수업 시간 중 학습 시간에 비

해 2.55∼3.75분 짧았다. 여자 B반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그만하자는 요

구를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수준별 학급별 평균통제횟수와 평

균통제간격’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자 B반의 평균통제횟수는 1.25

회로 매 수업에서 거의 통제가 발생하지 않아 교사가 계획한 수업 진도를

매번 시간 내에 여유 있게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또, A반 교사와는 달리 B

반 교사는 교과서 본문 듣기나 문화 수업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해하지 않는 이상 수업시수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자 B반 교사는 애초에 수업 시간이 남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는 수

업시간에 틀어줄 동영상을 준비한다. 동영상은 대사나 자막 없이 의성어와

배경음악 정도만 나오는 영미문화권에서 제작된 것이다. 2학기 동안 교사

가 수업시간에 보여준 동영상은 미키마우스, 윌래스와 그래밋, 코믹 홈비디

오로, 몇 가지 시리즈를 거의 매 시간 3∼10분 정도씩 보여주었다. 영미문

화에 친숙해 질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영어듣기능력이나 회화능력 등을

포함한 영어능력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동영상이다.

여자 B반 교사는 수업 시간에 졸고 지루해 하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

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퀴즈를 맞히는 등

잘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탕류를 주는 것과 작은 칼을 꼽아 인형이 튀어나

오는 간단한 게임 도구를 수업 시간 중간 중간 돌려 발표를 하거나 영어

본문을 읽을 학생을 정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화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졌고, 매번 횟수는 3∼5회 가량이었으며, 총합

5∼7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수업 시간 중에 게임을 함으로서 조는 학생들

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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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업시간의 1/10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다는 데에서 수업의 ‘밀도’를 떨

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B반 여학생들은 영어 수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필기’로 대표되는 학습량은 적은 반면, 쉬는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 학습에 대한 중압감은 없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거의 매시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B반 수업이 A반에 비해 배우는 것이 현저히 적다고 느끼

고,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A반과 B

반 선생님 간의 수준차이가 있다고 느낀다.

남자 B반의 경우, 눈여겨 볼 부분은 ‘평균 통제횟수’이다. 남자 B반은

평균 수업시간이 43.5분으로 모든 수준별 학급 중 가장 긴 수업시간을 갖

는다. 남자 B반 교사는 가장 일찍 수업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까지 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각 반에서 추려져 32∼34명씩 모이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상황이 쉼 없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남자 B반은 수업

시간 내내 평균 0.68분 간격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한다.

빈번한 통제로 인해 교사의 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

는 자연히 똑같은 말을 2∼3번 이상씩 반복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자 B반 교사가 A반 교사처럼 추가적인 수업을 하거나 여자 B반과 같이

여타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 B반은 중간고사

와 기말고사와 같은 정규내신시험의 범위에 대한 진도를 나가는 것도 늘

빠듯하다. 결국 남자 B반의 경우 수업시간은 제일 길어도 수업 중 실제 학

습시간이 가장 짧고, 학습의 질과 양이 가장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자 C반의 수업은 여자 B반의 수업과 유사하다. 수업 시간은 42.3분으

로 여자 B반에 비해 긴 편이나 여자 C반 교사는 여자 B반의 교사에 비해

수업 자체를 다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마다 나가는 진도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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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여학생들은 A반이나 B반, C반의 학생들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물론 여자 A반의 경우는 학생들 모두의

집중력이 높아 수업시간 당 1회의 간단한 교사의 지적이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 그에 비해 B반이나 C반은 졸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5명 가량

씩 있으나, 수업의 흐름을 깨며 떠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떠든다 해도 속

닥거리는 수준이다. 교사들은 ‘어차피 지적을 해도 계속 자거나 딴 짓을 하

기 때문에’ 사탕류를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동기와 참여를 높이는 방법

을 선택하며, 통제는 거의 하지 않아 여자 C반의 수업 시간 당 평균통제횟

수도 1.33회에 지나지 않는다.

남자 C반 또한 남자 B반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남자 B반의

인원수가 32∼34명인데 반해 남자 C반은 15명이기 때문에, B반에 비하면

비교적 수업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남자 B반과 C반 모두 수업 시간마다

나가는 진도는 비슷하나 남자 B반의 평균 수업시간은 43.5분이고, 그 중

평균 63.75회의 통제가 발생하고, 남자 C반의 평균 수업시간은 38.2분으로

B반에 비해 5.3분이 짧지만 평균 통제횟수는 38.4회로 B반에 비해 25.35회

의 통제가 덜 발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C반도 수업시간 중 0.99분 간격으

로 통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업 시간 중 온전히 학습에 할애되는 시간이 짧

고,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수업 시간 중 유의미한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여자 A반이 가장 길고, 근소한 차이로 남자 A반이 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자 C반과 여자 B반이 뒤를 잇는다. 여기에 상당한 차이

를 두고 남자 C반과 남자 B반이 온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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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 내 실제 수업시간

학습시간은 수준별 학급에 따라 단위 시간에서 뿐 아니라 한 학기를 기

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첫 번째 이유는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율학습’이 주어지는 학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B반 학생들과의 인터뷰 녹취의 일부이다.

연구자 : 너희, 시험기간 가까워지면 수업시간에 자습하고 그러니?

이지연 학생 : 네. 뭐 체육이나 음악 이런 거는 저희가 졸라서 필

수적으로 받고요(웃음).

연구자 : (웃음) 영어시간에는?

이지연 학생 : 영어시간에는?

김수지 학생 : 만약에 시험 진도가 다 안 나갔으면 진도, 다 나갔

으면 무조건 자습?

연구자 : 음, 그럼, 자습할 때, 자습 몇 시간 정도해?

김수지 학생 : 그 시간 내내 하든가, 아니면 밀린 진도 하고 자습?

이지연 학생 : 시험 보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연구자 : 음, 그럼 자습시간하면 그 시간에 열심히 해? 선생님이 

주신 시간에?

김수지 학생 : 자습……. 저 같은 경우는……, 음 ……

연구자 : 왜? 자습시간에 공부가 잘 안 돼? (웃음)

김수지 학생 : 그냥 막…….

이지연 학생 : 근데, 어차피 진도를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내면 더 이상 

그 다음 시험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웃음) 해서, 뭐 (자습) 안 하는 

애들이 좀 많긴 많죠! (웃음) 그래도 전, 하려고 하거든요! (웃음)

여자 B반과 여자 C반은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는 으레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시간이 주어졌다. 여자 B반의 경우는 수업관찰 3회 차가 중간고사 이

전 시간이었는데, 수업은 16분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수업시간은 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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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 관찰 예정일은 기말고사 이전 시기였는데, 담당

교사가 ‘1시간 내내 자율학습 할 거라 수업관찰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여

수업관찰을 하지 못하였다. 여자 C반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둔 시

점에서 ‘자율학습 시간이라 수업을 안’ 한다고 하여 수업관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기 별로 2번씩 있는 정규고사를 앞두고 매번 1∼2회씩 주어지

는 자율학습시간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수업시간 대신 주어진 자율학습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멋쩍어 하거나 대답을 잘 못했던 바와 같이 실제

수업관찰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8:33 자습시작. 중간고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이다. (월요일은 

개천절) 자습이 시작하자마자 4명의 아이들이 더 엎드렸고 총 9명

의 아이들이 엎드렸다. 

(중략)

8:35 자습시간이 주어졌지만 자습을 하는 학생은 1명뿐이다. 대부분

이 잔다. 자지 않는 학생 중 1명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3명이 핸드폰 

등으로 음악을 듣고 있으며, 나머지는 엎드려있거나 멍하니 있다.

(중략)

8:39 교사 통제 후 다시 본격적으로 자습이 시작됐다. 자습을 하

는 학생들이 3명 있다. 나머지는 딴 짓, 조용히 떠들기, 엎드려 있

기 등을 하고 있다.  (중략) 

8:42 몇몇의 잡담이 다소 큰 소리로 진행되자 엎드려 있던 아이들이 2

명을 제외하고 모두 깨어나 수다에 동참하고 있다. 자습하는 학생 5명. 

(중략)

8:43 교사가 아이들이 자습에 잘 참여하도록 독려하지만 아이들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자습시간이라기보다는 휴식시간으로 보인다. 

(중략)

8:45 서로 화장을 해주고 거울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

다. 교사의 제지로 화장은 멈추었지만 자기들끼리 조용히 잡담을 

한다. 4∼5명의 아이들만 자습에 참여하고 있다. 



- 96 -

(중략)

8:51 8명이 아예 엎드려 있다. 자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3명에 미치

지 못한다. 

(중략)

8:57 조용히 시키거나 잠을 깨우면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하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듯 교사는 교과서 본문 내용에 대한 우

리말 퀴즈를 낸다. 영어 자체에 대한 퀴즈가 아니라 본문의 사실여

부에 대한 확인이다. 내신 시험이 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거의 시험과 직결되는 질

문들인데 듣는 학생들은 반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반은 자고 그 

나머지는 떠든다. 

위에 제시된 것은 16분의 수업 후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자율학습 시간

이 주어졌던 여자B반의 3회 차 수업관찰노트의 일부이다. 자율학습이 시작

된 후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공부에 집중한 학생은 없었다. 중간 중간 공

부를 하려 하는 학생들은 있었으나, 대부분이 서로 화장을 해 주거나 핸드

폰, MP3플레이어 등으로 음악을 듣거나 잡담을 하거나 엎드려 자는 분위

기 속에 금세 하던 공부를 접고 엎드리거나 딴 짓을 하기 일쑤였다. 자율

학습시간이 으레 ‘휴식시간’으로 오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자B반 뿐 아니라

여자C반은 시험 전에 항상 한 두 시간 가량의 자율학습시간이 주어졌고,

비단 영어교과 뿐 아니라 시험범위 진도가 빠듯하지 않은 여타의 과목 수

업시간 또한 마찬가지라고 교사나 학생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남자B반이나 남자C반은 자율학습이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교사는

‘어차피 시간을 줘도 안할게 뻔 하’고, ‘진도를 나갈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다. 남자B반과 남자C반 학생들 또한 시험을 앞두

면 교사에게 자율학습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시험 마지막 시

간까지 수업을 해야 겨우 시험범위의 진도를 맞출 수 있는 형편이다. 평소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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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교사 : 저희 반은 자습시간 안 줘요. 자습시간, 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작년까진 자습 줬는데, 애들이 안하더라고

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웃음). 그리고 A반은 교과서 진도자

체는 빨리 나가도 문화수업이며, 듣기며, 프로젝트 하다보면 시간

이 빠듯해요. 

A반 또한 자율학습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A반 교사가 자율학

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B반이나 C반의 이유와는 차이가 있다. A반 교

사가 수업시간에 하고자 하는 학습의 양 자체가 여타의 수준별 학급과는

다르다. 다른 수준별 학급에서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

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달성될 경우 자율학습을 주고, 달성되지 못

할 경우는 수업을 한다. A반은 교과서 진도 외에도 문화수업, 듣기, 원어민

프로젝트 등을 하다 보니 일정 시간 내에 소화해야 하는 학습량이 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A반 교사는 A반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을 줄 경

우, 다른 수준별 학급 학생들보다 훨씬 열심히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율학습시간에 기대치만큼 공부하지 않고 딴짓 하는 학생들이 생

겨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시험이 인접한 시기의 수업시간에도 수

업을 한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준별로 전체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교과수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비단 영어 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매 수업시간

마다 영화를 보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이다. 교과담당교사든 담임교

사든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비단 수업 관찰

기간 당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가 해담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맡

고 있던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상당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년

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B반과 C반은 남자반과 여자반을 불문하고 수업을

하지 않았다. 아예 분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기 교

실에서, 간혹 수준별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영화를 봤다. 영미문화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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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영화인 경우도 많았다. 딱히 영어시간이기 때문

에 영어로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고, 학생들이 ‘알아서 공수해 온’ 영화

를 봤다. 자유롭게 소설, 만화책 등을 읽거나 화장을 하거나 떠들어도 통제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예은 교사 : 기말 고사 끝나면 거의 학교 전체적으로 영화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도 각자 영어 수업에 대해 자기가 생

활기록부에 받고 싶은 comment 들을 다 적어내게 해요. 자기 수

업 활동 상황이라든가,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는 데 몇 시간을 투

자했다든가, 자기의 역할을 뭐였다든가, 그런 거요. 피드백 적어내

기죠. 제가 거기서 가감해서 생활기록부에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지난 학기 수업 돌아보면서 떠들지도 않고 열심히 하죠. 좋아

해요(웃음).

반면, A반 교사는 기말고사 이후에도 매 영어수업시간마다 A반 학생들

을 G룸으로 불렀다. 영화를 보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남학생들도 있었

으나 대게는 수업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사가 이끄는 활동에 집중하였

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A반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지난 한 학기동안 자신이 영어수업에 임했던 자세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적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적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가감해서 각자의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겠다고 하였고, 이는

이미 학기 중에 계속적으로 공지됐던 사항이다.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 수

시입학 등의 대학입시과정에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며, 한 학기를 돌아보

는 피드백이 자신의 학습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교사의 가르침

등에 힘입어 각자의 한 학기 피드백을 쓰는데 집중한다. 교사의 말처럼 떠

드는 학생도 없이 주어진 활동을 한다.

‘피드백 적어내기’가 끝난 경우에는 원어민 프로젝트를 할 때 촬영했던

학생들의 영어발표를 틀어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촬영된 것을 보며 자신

의 실력을 점검하고, 나중에 있을 대학입시 면접 등에 대비하는 기회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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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고 말한다. 그 때는 다소 떠드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

생들은 본인 것을 포함한 촬영분을 흥미 있는 자세로 본다.

해담고등학교는 한 학기 17주를 기준으로 1학년 영어가 4단위이기 때문

에, 한 학기에 총 68번의 수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A반은 68번을 모두 수

업시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다른 수준별 학급은 기말고사 이후 1주 이상

을 수업하지 않았다. 1주라고 하였을 경우, 4번의 수업이 생략된 것이다.

여기에 여자B반과 여자C반의 경우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기

2번의 시험을 앞두고 1번 이상씩의 자율학습 시간을 가졌으므로, 적어도

학기별로 2번의 수업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학기 수

업 횟수는 A반의 경우 68회, 남자B반과 남자C반은 64회, 여자B반과 여자

C반은 62회이다. 일 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A반의 경우 136회, 남자B반과

남자C반은 128회, 여자B반과 여자C반은 124회로, A반과 여자B, C반은 12

회가 차이 나게 된다. 수업의 질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으로 학습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담고등학교에서 A반과 B반, C반의 실제 학습시간의 차이는 크다. A

반은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수업하였으나 여자 B반과 여자 C반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남자 B반과 C반은 통제하다 끝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Oakes(1985)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반과 하반의 수업시간 차

이보다도 큰 수치이다. Oakes(1985)에서는 상반 수업시간 중 학습시간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81%였으나, 하반 수업시간 중 학습시간으로 사용되는 비

율은 75%∼78%에 불과하였으며, 수업과 무관한 시간은 상반은 1∼2%인

반면, 하반은 4%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학습시간의 차이는 1년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 발견되었다. 주어진 모든 시간을 수업하는 A반과 자습시간,

학습과 무관한 비디오 시청 시간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은 B반, C반과는

많게는 12회까지 수업시간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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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시간은 성취도 결과에 가장 중요한 학교 기반 요인 중 하나

이다. 학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하반 학생들은 오히려 더 적은

학습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학습시간의 차이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차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상반

과 하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간극을 더욱 크게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

는 대목이다.

왜 이렇게 수준별 학급간 학습시간 및 학습기회의 차이가 큰 것일까.

N. Keddie(1970)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을 두 개의 기본적인 범주, 즉 능

력과 사회 계급으로 구분한다. 사회계급은 잠재적이고 비가시적이나 학생

의 행동을 분류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교사들이 C계열 학생들이 A계열

학생들보다 더 떠들고 공부를 훨씬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교사들은 C계열 학생들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며, 그러한 행동을 기대한다. 또한 이런 교사의 인식과 기대는 학생들의

사회 계급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특

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학생의 지적 측면으로까지 연장되며, 이것에

의해 분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분화되게 된다.

N.Keddie(1970)는 일단 우수반에 배치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성취가 보

장되고 장기적인 직업 전망도 밝다고 하였다. 한편, Oakes(1985)는 하반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하반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의 주장은 특정 수준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우수반에 ‘똑똑한’ 학생들이 배치되고 하

반에 ‘태도가 나쁘고’ ‘대책 없는’ 학생들이 배치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

다.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을 수준별 학급이라는 장치에 따라 ‘지각’하면서

‘분화되지 않은 교육 과정’조차 ‘분화’시켜 수준별로 상이한 학습시간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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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준별 이동수업의 결과 : 성과와 한계

1. 교사 기대의 차이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학습에 실제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교사

가 학생의 학습에 어떤 기대를 하느냐는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기대는 교육과정의 내용, 진도, 교수법, 평가,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의 자기 자신의 학습과 행동에 대한 기

대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기대는 학생의 신념과 성공에 대한

자기 충족적 예언에 영향을 미친다(Stipek, 2002; Weinstein, 1998).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말하면, 학생은 자신의 성공을 예측

하며, 성공 시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동기와 성취 사이에 긍정적 관

계가 생긴다. 반면, 교사가 낮은 기대를 말하면, 학생은 결국 노력을 덜하

게 되고 성공하지 못 할 것을 확신한다(Weinstein, 1998). 일련의 연구결과

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

주며,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 됨을

밝힌다(Lambert & McCombs, 1998; Stipek, 2002; Weinstein, 1998;

Wharton-McDonald, Pressley, & Hampston, 1998).

참여관찰 결과,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속하느냐에 따라 교사들은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리더

로 커야할 반’과 ‘이도 저도 아닌 반’과 ‘어차피 다 모르는 반’이라는 각기

다른 교사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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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로 커야할’ 반

 

김예은 교사 : A반은 확실히 자발적 동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이미 

누적된 영어 능력도 있고, 본인 학습 의지도 뛰어나고, 늘 칭찬받

고 자랐던 애들이라 또 칭찬 받으려고 하고…….

김예은 교사 : 근데 아무래도, 대학갈 때 보면, 서울권은 다 A반이

었던 애들이에요. 

강소라 학생 : 선생님들도 ‘너흰 A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하세요.

A반의 학생들은 우선 학교의 기대가 걸려있는 학생들이다. ‘in서울’의

‘명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2학년부터 편성되는 영어중점과정 학생

들인데, 통례적으로 1학년 영어 A반 학생들이 2학년 영어중점과정에 지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영어A반 학생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영어A반 학생들만

멀티기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교실환경이 쾌적한 ‘G룸’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학교 운영자가 가장 능력 있다고 평가한 김예은 교사를 A반

을 전담하도록 한 것 등에서 이러한 학교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A반을 전담하는 김예은 교사 또한 학생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

다. A반은 ‘자발적 동기’가 원체 좋고 ‘영어 능력’이나 ‘학습 의지’도 뛰어나

다고 여긴다. 또 A반은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로 특별한 관리와 지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예은 교사가 A반 수업에서 교과서 진도와 교

과서 심층 수업 외에도 ‘원어민 프로젝트’룰 비롯하여 각종 문화수업, 학생

들의 영어수업활동 피드백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하는 것 등은 김 교사가 A반 학생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학생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김 교사는 수업 중 ‘너희는 A반이니까’라는

말을 종종 하였다. 김교사는 교과서에 나온 어휘를 대신하여 쓰이는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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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어휘나 바꾸어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가르칠 때, 수업 진도를 마

친 후 수시나 입학사정관제 등의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교내외 행사

를 소개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할 때, 그리고 원어민 프로젝트 발표에 있어

발표 기준을 말할 때 ‘너희는 A반이니까’, ‘너희들은 특별히’라는 말을 하였

다.

김예은 교사 : 얘들아! 정말 잘했어! 그런데 조나단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내가 쓴 소리 좀 할게. 너희들 eye 

contact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종이 보고 읽고, 피피티만 보고 읽

는 사람 뭐야? 선생님이 눈 열심히 맞추면서 하라고 했지? 그리고 

목소리 크기! 목소리가 아직도 너무 작은 사람 있어. 다 들리게 큰 

소리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PPT에) 사진이 적절히 들어가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 summary를 해 주면 더 

좋고요. 아무튼 오늘 아주 잘 했어요. 나머지 조들도 잘 준비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잘 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김 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조별로 영어PPT를 만들어 영어발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 이상을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A반 학생

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중과의 ‘eye contact’이나 발표 목소리 크기, 가능

한 발표 내용을 다 외워서 자연스럽게 발표할 것, PPT 제작 시 사진, 동영

상 등의 visual aid를 줄 수 있는 자료를 넣을 것,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내용에 대한 introduction을 하고 마무리 할 때는 summary를 할 것 등이

다. 김 교사는 이러한 발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입시 면접을 대비’

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다른 수준별 학급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발표에서 학생들

이 발표 내용을 써오거나 연습해 오는 것만으로도 ‘만점’을 주며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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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도 저도 아닌’ 반

김예은 교사 : 아무래도 B반은 격차가 너무 크고, 이도 저도 아니

에요. 어떤 애들은 잘 알고, 어떤 애들은 너무 잘 못 하고.

김예은 교사 : B반은 초콜릿 줘야 좀 따라오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연구자 : 선생님, 애들 주려고 늘 이렇게 초콜릿이며 사탕이며 챙

겨 다니시는 거예요?

김아름 교사 : (웃음) 그래야 애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확실히 초

콜릿 주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김예은 교사 : 중반(B반) 자체의 스펙트럼이 너무 커서 수준별 수

업 자체가 된다고 하기가 좀……. 

김아름 교사 : 격차가 너무 커서요. A반에서 아깝게 떨어진 애들부

터 영어 단어 읽기도 힘든 애들이 한 반에 있으니까요. 교과서, 내

신 준비를 잘 하게 하려고 하죠.

김예은 선생님 : B반에도 외국 갔다 온 애들이 있긴 있어요, 다 유

학 실패한 애들이죠.

교사들 사이에서 B반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B반은 정규고사 10점대 후반부터

70점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32명에서 34명씩 배정되어 있고, 여자B반도 20

점대 후반부터 80점대 후반 혹은 90점대 초반 학생들이 32명에서 34명씩

배정돼 있기 때문이다. B반에는 외국을 갔다 온 아이들도 가끔 있지만, B

반에 가는 유학파 학생들은 ‘유학 실패’한 학생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을 줘

야 따라오는’ 학생들로,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떨어진다.

이러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사실에 대한 파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된다. 교사들이 B반 수업시간에 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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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과 사탕류를 챙겨 입실하고, 심도 있는 수업보다 학생들의 지루함과 졸

림을 해결해주는 수업 준비에 애를 쓰는 것, 재밌고 흥미 있는 수업을 만

들고자 동영상이나 게임, 단어를 그림으로 외우기 등의 활동으로 수업 시

간 중 상당 시간을 사용하는 것, 교과서 본문의 독해와 주요문법이해를 수

업의 목표로 삼는 것은 교사들의 B반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와 상응한다.

여자B반의 1/3 가량은 남자A반에 속하는 성적을 갖고 있으나, A반에

배정되느냐 B반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큰 수업을 받

는다. 이는 수준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 실력 차이

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A반’ 혹은 ‘B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사들에게 주는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어차피 다 모르는’ 반

이나영 교사: 아이들이 단어 하나라도 더 알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칠판에 한 명씩 나와 단어 뜻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으

로) 해요. 안 그러면 아무 흥미도 없고 안하려고 하니까 계속 반복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해요. c반 같은 경우는 ADHD 판정을 받은 아

이들이 3명 정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ADHD에 우울증 판정 받았

는데 돈이 들어서 치료는 안 받았다고 막 그래요. 너무 심하게 제

지하면 아예 안 듣고 엎드려 버리니까 좀 자유롭게 수업하려고 애

써요. 막 정색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또 바로 활짝 웃으면서 밝게 

해 주고, 소리도 질렀다가, 그러죠. 

김예은 교사 : 진짜 한 시간에 몇 단어만 알아도…….

김예은 교사 : C반은 즐거운 수업. 즐겁게, 즐겁게 하려고 하죠. 

어차피 다 모르니까. 

김예은 교사 : C반은, 아, 좀, 뭐랄까, 포기, 무기력, 이런 말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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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유인물은 일부러 따로 걷으시는 거예요?

이나영 교사 : 네, 주면 다 잃어버리니까 제가 갖고 있다가 단원을 

마치면 줘요.

교사들이 C반을 ‘아무 흥미도 없고 안하려고 하’는 반, ‘어차피 다 모르’

는 반, 학생들 스스로 ‘포기’한 반, ‘무기력’한 반이라고 여긴다. 교사들의 C

반 수업 목표는 ‘단어 하나라도 더 아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다. 교사들은

‘ADHD’ 판정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반의 1/5이나 차지

하고 있기에, 학업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재미’있고, ‘자유

롭’고, ‘즐겁’게 느껴 참여라도 하도록 노력한다.

교사는 C반의 경우 교과서 본문이 포함된 자체적으로 만든 수업 자료

를 항상 나눠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걷는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과

서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경험적인 지식에

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기대에서 기인했다

고도 볼 수 있다.

수준별로 학생들이 분반되면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도 차등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N. Keddie(1970)에 따르면 교사는 학급이나 계열

이라는 조직적 장치에 따라 학생을 ‘지각’하며, 분반이나 계열 구분은 학생

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범주가 된다고 하였다. C계열 학생들이 A계

열 학생들보다 더 떠들고 공부를 훨씬 못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교사는 C계열 학생들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그

러한 행동을 기대한다. 또, 교사는 C계열 학생들이 교사의 기대를 무너뜨

리고 교사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지적으로 학생다운 행동의 규

범을 벗어나리라고 가정한다. 반면, 계열 구분이나 다른 장치를 통해 우수

반에 확정되면, 교사들은 우수반에 있는 학생들의 질문, 언어 등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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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학습에 실제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Lambert &

McCombs, 1998; Stipek, 2002; Weinstein, 1998; Wharton-McDonald,

Pressley, & Hampston, 1998). 해담고등학교 교사들은 A반에 대해 ‘리더로

커야할’ 반이라 기대하였으나 B반은 ‘이도 저도 아’니며, C반은 ‘어차피 다

모르는’ 반이라 여겼다. 이러한 차등적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자존감, 자

아효능감 등의 정의적 측면과 학업성취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Oakes(1985)에 따르면, 교사들은 상반 학생들에게는 자율성, 비판적인

생각, 독립적인 수행, 참여적인 활동, 자기 지시, 창의성 등을 원한다. 이는

사회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하반 학생들에게 교사는 순응을

원한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것과 조용히 할 일을 수행할 것, 학습 습관

을 기를 것, 시간을 잘 맞출 것, 교실 규칙과 기대에 잘 따를 것 등을 바란

다. 그러나 하반 학생들이 요구받고 습득하게 되는 행동양식과 태도는 낮

은 지위의 직업과 연결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에 대

한 기대는 수업의 내용과 방법, 수업시간을 통해 나타났다.

N. Keddie(1970)는 일단 우수반에 배치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성취가 보

장되고 장기적인 직업 전망도 밝다고 하였다. Oakes(1985)가 밝힌 바와 같

이, 상반의 학생들은 수업 중에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식과 행동 패턴

을 요구받고, 또 배우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들은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적인 미래와 연결되며,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과 연결된다. 또한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동 패

턴, 즉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인 면모는 사회의 리더이

자 의견결정권자로서의 태도이며, 사회에서 상위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요

구하는 자질이다. 한편, 하반의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신을 가진 지

식을 배우며,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학습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거부된다.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는 기대되지 않으나 낮은 지위의 직업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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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질, 태도, 행동들을 요구받고 배운다. 수준별로 다른 학교경험을

통해 각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대

목이다.

2. 수업 분위기의 차이

1) 경쟁적이고 적극적인 반

A반은 소위 ‘수업 분위기가 좋은 반’이다. ‘수업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다는 말로,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61)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A반 학생들은 더 나아

가 수업에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가 수업 중 시시때

때로 던지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고, 역으로 교사에게 질문하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들 간에 쉴 새 없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핑퐁식’의 대

화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여자A반은 수업관찰기간 내내 학생 전원이 수업

에 매우 몰입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학구적인 수업 분위기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듣는 시간 뿐 아

니라 수행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원어민 프로젝트’를 할 때나, 개별적으로

듣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어민 프로젝트’의 경우, 크게 조별로 각자 역할을 맡아 발표를 준비하는

기간과 각 조가 발표를 하는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발표를 준비하는 기

간에 학생들은 자신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는가, 외향적인 성향을 가졌는

가, 혹은 영어나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가 그렇지 않은가, 친한 친구들과 같

은 조에 속하였는가 아닌가 등에 따라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학생이나 빠지거나 딴 짓하지 않고 그 시간을 충실히 임하

61) 이인효(1990)는 학급의 성격을 ‘떠드는 아이들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반’과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

로 구성된 학급, 즉,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들으려는 자세’를 갖춘 학급으로 구분하였다(이

인효(1990),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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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가끔 지적 받을 행동을 하는 학생은 여자 반에 1명,

남자 반에 2명 있었다.

A반 학생들은 그간의 준비내용을 발표하는 시기에도 높은 참여도를 보

여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조의 발표를 준비한 정도에 따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조가 하는 발표까지도 졸거나 딴 짓을 하지 않고 성

실히 듣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타의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이 딴

짓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수업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

적이었다.

듣기 수업에서 교사는 영어 대본이나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은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각자 개별화된 듣기 시스템을 통해 원어민

의 육성으로 녹음된 것을 듣고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시간을 준다.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의 시간이다. 개별학습시간이 주어지자 학생들은

또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활동에 집중하였다. 교사가 개별학습활동을 중

단하라고 할 때까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실을 순회하지만 특별히 교사가 학생들

을 지적하거나 독려할 필요는 없으며, 교사의 표정은 만족스럽다.

김예은 교사 : 아시잖아요, A반 애들, 특히 여자애들이요. 앞에서

는 웃어도 뒤에서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까지 들어와요, 워낙 민감해요. A반 애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트러

블은 얼마 없는데 속에서는, 실제로는, 아우…….

연구자 : 난 사실 너희들이 프로젝트 발표, PPT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 사실 그거 점수에도 안 들어가잖아. 대게는 그

러면 안 하려고 하고, 대충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진짜 열심히 하

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웃음)애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한

다고 생각해? 

강소라 학생 : (약간 웃으며) 경쟁심?

박정현 학생 : 경쟁……. 그러니까, 자기네 조가 더, 음, 뽐내고 싶고 그런?

연구자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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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진 학생 : 그런 거? 칭찬 받고 싶고…….

이지혜 학생 : 또, 뭐, 보여줘야 되니까.

 

강소라 학생 : 애들이 기가 차 있으니까 경쟁의식? 그런 걸 너무 

갖고 있으니까, 전 그냥 즐겁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애

들이 다 너무 그러니까.

그런 A반의 수업 분위기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좋다’고 만은 평가하

지 않는다. A반 교사는 겉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 없이 활발하게 수업이 이

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학생들 간의 험

담과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다. A반 학생들은 점수와 등수에 지나치게 민

감하게 굴어 학생들 간의 문제 뿐 아니라 선생님과의 갈등도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A반에서 더 심한데, 남자 A반이라고해서 예

외는 아니다.

A반 학생들은 A반을 ‘경쟁’적이라고 표현한다. 학생들은 ‘뽐내고 싶고’,

‘뭔가 보여주’려는 생각과 교사에게 ‘칭찬 받고 싶’은 마음 등으로 표현되는

서로간의 ‘경쟁의식’이 직접적으로 수행평가나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활동

이라도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A반 학생들 간에 팽배한

경쟁의식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마냥 즐겁게 공부하지만은 못하게 한다.

긴장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어색하고 무기력한 반

여자 B반은 남자 B반처럼 소란하지는 않다. 여자 A반에 비해 떠드는

학생들이 간혹 있지만 대게 짝과 작은 소리로 소근 거려서 선생님이 알아

채기 힘들거나 전체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이다. 듣기 수업

이나 시험기간에 주어지는 자습시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교사의 강의식 수

업 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

다. 고정적으로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2명 정도 있다지만, 대게는 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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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경우는 있어도 어떻게든 잠을 깨고 수업을 들으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행

동은 아니다. 다만 수업이 A반이나 B반이나 주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인데,

A반 학생들은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교사와 답과 질문을 주고받지만, B반

학생들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교사가 쓰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쓰고, 교과서

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는 하나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순종적이라

는 표현에 더 가깝다. B반 학생들은 ‘얌전히 잘 따라오(려)는’ 학생들이다.

김수지 학생 : 수준별로 나눠서 맞는 애들끼리 가르치는 취지는 좋

은데, 옮기는 것도 번거롭고, 교실에 익숙해 졌는데, 다른 교실에 

가서 하면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지혜 학생 : 그냥 교실에서 수업하면 좋겠어요. 안 움직이고, 자

리도 그대로잖아요. 다른 수업 시간이랑 똑같이 집중할 수 있고. 

저는 그 뭐지? 그, 교실도 바뀌고, 옆에 있는 애들도 바뀌니까, 저

는 그게 어색해서 그게 너무 싫어요.

이지연 학생 : 맞아, 낯설어. 막, 제가요, 마지막 그 그거(마지막 수

준별 수업 분기) 때 친구 없이 혼자였는데, 되게 막, 뭐라 해야 되

지? 아! 이방인! 진짜 우리 반인데 이방인 느낌. 그래서 괜히 막 그

냥 계속 교과서만 보고 있고(웃음), 발표도 안 하고, 막 자고(웃음).

이지혜 학생 : 같은 반이 아닌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좀…….

여자 B반의 학생들은 수업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느낀다. A반 학생들이

가는 ‘좋은 데’, 즉 영어교과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고 여러 시스템이 구축

된 ‘G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다른 교실에 가서 서로 다른 4개의

반에서 모인 잘 모르는 학생들과 섞여 수업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여자 B반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른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

로 더 낯선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시험을 볼 때마다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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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여자 B반의 경우 매번 담당 교사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영어 수업을 듣는 교실이 바뀔 확률이 훨씬

높다. 남자 B반이 3개 반을 한 그룹으로 하여 2개의 B반으로 나누는 것과

는 달리 여자 B반은 4개의 반, 즉 여학생 전체의 B반 학생들을 한 그룹으

로 하여 다시 3개의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똑같이 B반에 배정된다 하더라

도 거의 매번 다른 반에 배치된다. 모든 B반에 속하는 여학생들이 마찬가

지인 상황이다 보니 교실과 교사 외에도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계속

해서 바뀌는 것이다. A반과 C반은 교사와 교실이 고정되어 있고, 같이 수

업을 듣는 학생들도 거의 매번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영어시간이 편할 리만은 없

다. 운 좋게 자신이 배정된 반이 자기 교실이더라도 친한 친구들이 딴 반

에 배정되어 혼자 있게 될 때 학생들은 스스로를 ‘이방인’과 같다고 느끼기

도 한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은 수업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더욱 수동

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하거나, 엎드려 자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여자 C반에 대해 아이들은 C반을 ‘집중 안 하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모인 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A반이나 여자 B반에 비하면

여자 C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학구적이지는 않다. 짝이나 앞뒤에 앉은 친구

와 조용히 잡담을 나누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턱을 괴고 졸거나 엎드려있거

나 멍하니 있거나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매번 5∼7명 정도는 있다. 전체

15명 중 30%에서 50%에 이르는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소란스럽거나 수업 분위기를 헤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여자 C반 또한 여자 B반과 마찬가지로 서로 어색하고 무기력하다.

교사도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하는 데에 거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며

수업을 진행하며, 항상 일정 명 수가 수업에 참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교사는 통제를 하기보다는 간간히 아이

들이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수업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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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간혹 아이들이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교사의 목소리와 비슷한 정도로 커질 때는 호명을

하거나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일어나.”

등의 말을 해 통제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통제에 상당히 즉각적으로 행동

이나 태도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지는 A반은 물론 B반에 비해서도

낮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질

문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에너지가 방전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순종적,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데에서 B반의 수업 분위기

와 상당히 비슷한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는 활동을

조용히 이행하고 필기를 하라고 하면 필기를 한다. 교사가 지목하면 작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면서도 지문을 읽는다.

3) ‘엉망진창’ ‘개판’ ‘동물원’ 같은 반

B반의 수업 분위기는 A반과는 확연히 다르나, 남자 B반은 남자 C반과,

여자 B반은 여자 C반과 상당히 비슷하다. 한편, 남자 B반과 C반, 그리고

여자 B반과 C반은 서로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평균 통제

횟수’에서 드러난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남자 B반은 수업 중 평균 63.75회의 통제가 발생하였고, 시간으로 보자

면 평균 0.68분 간격이다. 남자 C반 또한 평균 0.99분 간격으로, 두 학급

모두 채 1분도 지나지 않을 때마다 통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자 B반과 남

자 C반의 수업 분위기와 유사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지연 학생 : 진짜 완전 개판이라고, 시험기간에도 집중 하나도 

안하고, 수업 분위기 장난 아니라고…….

B반 학생 : 솔직히 다 똑같이 쟤도 핸드폰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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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니까 나만 안하리라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반에 오면 쟤

는 집중하고 있고, 쟤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더 

(딴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영어 점수 보면 20점 밑인 애들인

데, 시험기간에 공부 조금만 해도 B반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기간

에도 공부 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업시간에도 집중 

안 하는 애들인데 모아두면 더 집중 안 하죠.

김예은 선생님 : 어떤 선생님들은 ‘동물원’ 같다고들 하세요.

남자 B반은 성취도 점수가 평균 10점대 후반부터 70점대 초중반에 이

르는 학생들이 32에서 34명씩 배정되어 있다. 교사들은 ‘각반에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을 30명 넘게 모아놓으니 수업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교사들은 B반은 ‘동물원 같다’고 표현한다. 통제 불능이

라는 것이다. 수업시간 내내 쉴 틈 없는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학생

들은 통제되지 않는다. 교사의 통제로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가라앉힐 수는 있을지언정 수업에 집중시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수업관찰을 하며 3분 정도 간격으로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명수를 기록

하였다. 남자 B반은 수업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생과 수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으로 철저히 이분화 되어 있었다. 남자 B반에서 수업에 집

중하는 학생들은 전체 32∼34명 중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6명, 8명 정도

가 평균적으로 수업을 들으려는 태도를 갖추고, 교사의 말을 듣고, 필기하

거나, 교과서를 보거나, 교사의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

였으며, 많을 때는 11명, 적을 때는 2명 정도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교실 중앙 맨 앞자리부터 3번 째 줄 정도

까지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이 착석한 자리는 주로 교사가 교

탁과 칠판 주변에서 수업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교사와 소통하기 좋은 자

리이다. 지정좌석제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수업을 들을 의지가 있는 학생

들이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았다고 볼 수 있겠다.

나머지 2/3이상이 주로 보이는 행동은 잡담, 멍한 상태로 있기,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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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학용품, 쓰레기 등으로 장난치기, 핸드폰으로 게임하기, 메시지

보내기, 소지품 만지기, 뒤돌아보고 눈짓으로 신호 주고 받기, 팔짱끼고 사

색에 잠겨 있기, 창밖 구경하기, 엎드려 있기, 엎드리진 않았으나 졸기, 음

악듣기 등이다. 간혹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옆 분단으로 옮

기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사물함에 나가서 장난을 치고 오는 경우도 있

다. 여자 B반이나 여자 C반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잡담을 할 때는 2명,

많아야 3명의 학생들이 조용한 소리로 소곤소곤 대는 것과는 달리, 남자 B

반 학생들은 종종 3∼4명에서 많게는 6명, 때로는 2명 단위로 무리를 지어

다소 큰 소리로 떠든다. 남자 B반 교사는 수업 시간의 대부분에 교실 곳곳

으로 움직이며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옆에 있는 잠깐 동안만 떠드는 것을 멈추고, 잠시 책을 보는 시늉

을 할 뿐이다.

수업이 시작되고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지나면 원어민 수업이 아닌 경

우에는 대게 비교적 조용해진다.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업

초반에 2∼3명 정도가 졸거나 엎드려 잤던 것에서 수업시간이 30분에서 40

분 정도 지나고 나면 7명에서 9명 정도의 학생들이 엎드려 잠을 자거나 잠

을 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그 전까지 큰 소리로

웅성거리고 잡담을 하던 학생들이 비교적 조용하게 잡담을 하거나 멍하니

있기 시작하고, 음악을 듣거나 각자 핸드폰을 하는 등에 개별적이고 조용

한 딴 짓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수업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발표와

활동을 요구하는 원어민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 소란스러

워져서 끝나기 전에는 거의 전원이 시장통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

남자 C반은 에너지가 넘치고 상당히 격동적이나 그 에너지가 수업과는

거의 무관한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남

자 C반의 수업 분위기는 남자 B반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B반은 학생수

가 32∼34명에 이르나 C반은 그 반에 해당하는 15명으로, 교사에 의한 교

실 통제는 C반이 B반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C반 학생들은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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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행동을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한다.

남자 C반의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하고 10분이 되어도 채 교실에 착석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찰한 C반의 수업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인 5교시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학생들 중 6명 정도씩은 항상 아이스크림

을 먹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종이 치고 교사가 들어

온 후 10분이 지날 때까지도 으레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뒤돌거나 모여

앉아 떠들었다. 수업 종이 치고 7분 쯤 지나면 교사가 칠판을 지우고 아이

들을 정돈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학생들은 그 때서야

교과서를 찾아 사물함에 가거나 자기 원래 교실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B

반 학생이 교실에 교과서 등을 찾으러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빈번히 있었

다.

남자 C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곤 하였다. B반

은 32∼34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여 옆 교실에서 책걸상 한 두 개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발

생했지만, C반은 15명 기준으로 교실 자리가 반 정도는 남아있고, 지정좌

석이 없으며 교사가 엄격하게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체벌을 가하지 않기 때

문에 학생들이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거의 수업 시간 내내 장난을 치는데

그러다가 옆 자리나 뒷자리 등 근접한 자리로는 물론, 옆 분단으로 옮기거

나 1분단 앞에서 4분단 끝으로 옮겨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반 정도는 교사에게 양해를 구했

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자유롭게 오가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3명 정도의

아이들이 갑자기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분단을 넘어 먹거리

나 물건을 던지고 주고 받기도 하였다.

담당교사는 이러한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한다. 거의 교과서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매 시간 유인물을 따로 만들어 나눠

주고, 다시 걷어 보관한다. 영어교과서의 본문은 구연동화 하듯이 재밌게

연기를 가미해서 읽는다. A반이나 여자 B반에서 교사가 주로 교탁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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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남자 B반과 남자 C반에서 교사는 칠판에 판

서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내 교실을 앞뒤 좌우로 돌아다니면

서 아이들을 깨우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또, C반 교사는 학생들

의 자세를 바로하게 하고, 학생들이 활동시간에 딴 짓을 할 때는 개별적으

로 지도하며,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진도가 나가는 부분을 일일이 알려준

다. 같은 말은 3번에서 7번씩 반복한다. 아이들에게 윽박을 질렀다가 농담

을 했다가 설명을 했다가 통제를 했다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

기를 하다가 다시 수업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장난

을 치고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는 늘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목소리를 활용한다.

수업이 시작되고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수업 분위기가 그나마

안정되고 교사가 설명 반복 횟수를 줄이게 된다.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잦아드는 때는 엎드려 자는 학생의 수가 늘어날 때다. 3∼4명 정도 학생들

이 엎드려서 자면 전체적으로 시끄러움이 잦아들면서 적극적으로 떠들던

학생들이 각자 핸드폰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개별적으로 딴 짓을 하기 시

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계속해서 떠드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소 소

리를 낮추고 잡담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3∼4명의 학생들은 조용히 수업을 듣는

다. 물론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조는 것 외에 문제행동을 하

지 않고, 교사의 수업을 따라가며 필기를 하고 활동을 성실히 하는 학생들

이 있다. 15명 중 30%로 속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학생들이

통제되지 않는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도 10명 정도이고, 그

래도 30%의 학생들이 중간 중간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참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들은 ‘B반보다는 C반이 훨씬 (가르치기) 낫다’고 입

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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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

1)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수준별 수업이 만족스러운 반

연구자 : 만약에 영어 수업을 다 합쳐서 하면 어떨 것 같아?

최여진 학생 : 선생님이 김예은 선생님이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강소라 학생 : 전,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중략) A반인데도 못하

는 애들도 있고, B반, C반인데도 열심히 하려는 애들도 있고, 그

냥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하는 데 진짜 심한 애들…….

박정현 학생 : D반. (C반은 없다. C반보다 낮다는 의미로.)

강소라 학생 : 진짜 D반. 

최여진 학생 : 공부를 안 해. 안 해요.

박정현 학생 : D반, D반. 아예 기본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으니까 집중 안하고. 듣기 하는데 집중 안하고 듣기 안 할 

때도 집중 안하고, 아무튼…….

(중략)

박정현 학생 : 저는 분반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래? 왜?

박정현 학생 : 음, 일단 C반 애들이 그렇고, B반, A반,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쨌든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 PPT 할 때도 수행

평가, 수행평가 안 들어가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중략)

최여진 학생 : 한 반에서 공부해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분반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분위기나 선생님이나…….

강소라 학생 : 저도 분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막 경쟁심

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모르는 거 막 내신 때 물어

보면 다 알려주고, 그냥 서로 도움을 주고 막 그래요. C반 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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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 뭐라 해야 하지?

강소라 학생 : (웃으며) C반은 되게 나대(까분다는 말의 비속어).

A반 학생들은 대체로 수준별로 반을 나눠 수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이다. A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좋은 반 분위기이며 두 번째는 교사이다. A반의 반 분위기가 좋은

것은 ‘공부를 안’ 하며 ‘기본도 없는’ ‘나대’는 ‘C반 애들’이 ‘분반’되었기 때

문이다. ‘C반’도 아까운 ‘D반’ 같은 아이들은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집중력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것이 썩 좋지 않다.

A반 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은 ‘분반’ 이상으로, 선발의 의미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B반, C반 아이들과 분반되었을 뿐 아니라 잘 하는 아이들로

만 선발되어 있다는 생각에, A반에 속한 자체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일종의 긴장감과 ‘경쟁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A반 학생들은 굳이 수행

평가나 내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수업의 과정에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 또,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

로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A반이 유익하다고 느낀다.

A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사’로, A반이

되면 학생들이 가장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김예은 선생님’의 수업을 계

속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담고등학교에서는 수준

별로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는데, A반은 남녀를 불문하고

김예은 교사의 수업을 듣는다. 김예은 교사의 수업을 계속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분반이 아니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만큼 선생님은 중요한 요

소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제일 잘 가르’친다고 정평 나 있으며, 학생들

에게도 친절하고 매사 적극적이고 젊은 김예은 교사의 수업을 계속 듣는다

는 것 자체가 A반 학생들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특권으로 다가오며, 수준별

수업이 만족스러운 주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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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별 수업이 불쾌한 반

  

연구자 : 중학교 때도 수준별 수업 했나?

김수지 학생 : 네, 했어요.

연구자 : 응, 계속 다 했구나. 수준별 수업 계속 하잖아.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지연 학생 : 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나쁜 면

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떤 면에서?

이지연 학생 : 그 뭐지? 뭔가 쟤랑 나랑의 너무 차이점을 두는 느낌?

연구자 : 아, 상위반 하위반 차이를 두는 느낌? 어떤 식으로 차이

점이 느껴져?

이지연 학생 : 쟤네 수업은 뭔가 더 알려줄 것 같고, 쟤네 수업은 

더 나중에 더 유익한 걸 알려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쫌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알려주니까 더 알려주지 않는 느낌?

연구자 :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

이지연 학생 : 그 때 듣기 할 때 아름샘(B반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듣기 했을 때는 그냥 이건 이런 답 알려주고 다시 듣고 했는데, 예

은샘(A반 선생님)은 하나 하나 짚어주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

는 느낌. 아, 그냥 저거 배우고 싶은데,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지혜 학생 : 저…,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달라요.

연구자 : 어…, 어떻게?

이지혜 학생 : 그냥, 좀, 음, 덜… 가르쳐 주신다고 해야 하나……. 

연구자 : 음, 그래…, 아….

이지혜 학생 : 확 잡는 게 없어요.

연구자 :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수업하시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는 건가?

이지혜 학생 : 네, 그냥 수업 하시다가 완전 소란해 지면 그때 좀 

잡고, 초반에는 계속 시끄럽고…….

연구자 : 아……. 좀 답답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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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학생 : 네……. 선생님이 제어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긴 해

요. (중략) 선생님도 힘들어 해서 막…….

연구자 : 아……. 가르쳐 주시는 양도 적다는 느낌이 들어?

이지혜 학생 : 네…….

최여진 학생 : 전에 분반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 때 

‘야, 분반, 나는 완전 반대야.’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좀 C반 애들이었어요.

연구자 : 그래? 왜 반대라고 했어?

최여진 학생 : 그건 그냥 ‘반대! 반대!’ 이렇게 밖에 못 들었어요.

B반 학생들과 C반 학생들은 대체로 수준별 수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는 실제적으로는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쟤

랑 나랑의 너무 차이점을 두는 느낌’은 A반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

업을 받는다는 생각과 이어져있다.

‘열반’에 배치된 학생들은 분반을 통해 ‘공부 잘 하는 애들’로 구성된 A

반과 ‘(공부) 못 하는 애들’로 구성된 B반, 혹은 C반으로 나뉜다고 인식한

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A반에 속한 학생들은, A반에 속하지 못한 학생들

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쟤네 수업’을 받는다. 그 수업은 B반이나 C반 학생

들이 받는 수업과는 다른 ‘뭔가 더 알려줄 것 같고’, ‘더 유익한 걸 알려줄

것 같’은 수업이며, 그에 비하면 자신들이 속한 B반이나 C반의 수업은 ‘한

단계 아래’의 수업이다. ‘열반’에 속한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 자체가 ‘단계’

와 ‘차이’를 두고 수업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느낀다.

B반 학생들은 B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파서 임시적으로 분반된 학생

들을 합쳐서 같이 수업하던 날, 분반을 통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이라 확신했다. B반 학생들은 A반 ‘김예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

이 ‘더 좋아’보였다. A반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주고’, 더 다양한 어휘를

가르쳐 주는 등 B반 선생님보다 훨씬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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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됐다. 하위반 아이들이 태도가 좋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B반 교사가 아이들을 ‘확 잡지 못하고’ 끌려가고, 가르치

는 양도 적다고 생각했다.

 

저는 솔직히 사람이 상황에 따라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애들이랑 못 하는 애들이랑 수업을 해도, 쟤네들(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러고 또 솔직히 C반이랑 B반이랑 A반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같이 수업해서 C반 애들도 그 순간에 집중

해서 더 좋은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A반한테 수업할 내용을, 근

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솔직히 수학이나 국어나 이

런 것도 다 같이 수업하는데, 그러면 뭐 A반한테만 가르쳐 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A반)가 더 공부 잘하니까 얘네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건 별로……. 그리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이랑 있으면 

걔네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더……. 

이지연 학생 : C반에서 올라온 애들은 처음에는 집중 안하는데, 

점점 가면서 적응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읽어보게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안하

는데 읽고 해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는다

고 생각해요.

연구자 : (발언에 놀라며) 진짜 선생님처럼 관찰을 했어? 교사입장

에서 말을 하네?

이지연 학생 : (웃으며) 제 꿈이 교사거든요. ‘어’, 보면 ‘쟤 C반 아

니었나?’ 보면, ‘어? 늘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

히 할 수 있고, 따라 잡을 수 있고, 굳이 뭐 나눠가지고, 솔직히 못 

하는 애들끼리 있으면 더 노력도 안하고……. 그 때 한 번 섞은 적 

있거든요. C반 애들이랑 B반이랑도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 수업 조

금이라도 더 듣고 선생님이 좀 이끌어 오면 더 따라가고 하니까 



- 123 -

굳이 그렇게 못하는 애들끼리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B반 학생들은 분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굳이 나눌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A반 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내용이 B반이나 C반

학생들이 이해 못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A반과의 합반

수업 때 그 내용이 특별히 어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유익하고 좋아보였

다. 다른 과목들은 분반을 하지 않는데, 그 때 느끼는 불편함도 없다.

또 반분위기에 있어서도 분반을 하지 않을 때가 분반을 할 때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A반에 속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공부할 때

는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도 보다 잘 되었

기 때문이다. C반에서 B반으로 올라온 친구가 집중 하지 않고 수업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C반 아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B반에 적응한

후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수업에 참여하며, 나중에는 본문을 읽고 해석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분반을 해서 B반이나 C반처럼 ‘못 하는 애들’끼리

만 있게 되면, 오히려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지혜 학생 : 움직이기가 귀찮아요. 그냥 다 같이 수업하고 싶은 

맘? 반 친구들이랑.

좋은 교실로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반을 옮기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잘 모

르는 아이들과 수업 듣는 것은 어색하다. 친하고 익숙한 반 친구들과 다른 과

목들처럼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 모로 더 낫다고 여긴다. B반 학생들에게

있어 영어 수준별 수업은 ‘굳이’ 학생들을 ‘나눠’ ‘못 하는 애들끼리 놔’ 두고 차

별에 가까운 ‘차이’를 두어 좋은 ‘한 단계 아래’로 배우게 되는 수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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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인식의 차이

(1)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반

김예은 교사 : 근데 A반 애들은 확실히 자기들은 special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을 면담하면서, 학생들이 속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자의식

이 차별적인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예은 교사는 A반 학생들이 스

스로를 ‘special’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A반 학생들은 원체 ‘성적이

우수’하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A반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것으로 보

인다.

먼저, 학교와 교사는 A반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건다. A반 학생들은 학

교의 입시 성적을 내 줄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명문대’와 ‘인서울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A반에 속해 있다. ‘공부를 잘 하

는’ A반 학생들에게 학교는 B반, C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해 준

다.

일단, A반에 속하면 외관상 보아도 확연히 좋은 교실인 새로 증축된 ‘G

룸’에서 ‘신세계’와 같은 첨단 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다. 또, A반 학

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며 학벌이 좋은 ‘김예은 선생님’의 수

업을 듣는다. 학교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김예은 교사를 A반 전담

교사로 배치한 까닭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른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이 A

반 학생들을 부러워하는 점임과 동시에 A반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교사도 수업 시간에 직간접적인 언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를 표현한

다.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원어민 프로젝트’를 할 때, 대학 입시에 도

움이 될 만한 교내외 행사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때, ‘너희는 A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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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특별히’ 라는 등의 말을 한다.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리더에게 요구되는 항목들을 가르치려 노력한다.

A반 학생들 중 상당수는 또래 친구들을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

는 애’로 구분한다. 자신들은 ‘공부 잘 하는 애’에 속하고, 그 집단에 속하

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자랑스럽다. 98%의 A반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서 ‘영어 중점 과정’에 신청하였다. 영어 중점 과정 여자아이들이 경쟁심이

심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영중’에 있어야 ‘공부 못 하는’ 아이들과 섞이

지 않고, ‘좋은 교실’에서 ‘좋은 애들’끼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반

학생들이 말하는 ‘좋은 애들’은 자신을 포함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다.

전 교사하고 싶어요. 교대 가거나 영어 선생님 하거나......

저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범대 가면 되죠? 

점수가 높아서 지금 성적으로 그렇긴 한데, 열심히 할 거예요.

아, 쑥스러운데, 외교관?

남자애들 중에는 경영학과 가려는 애들이 대부분일 걸요? 저도 경

영학과 가고 싶어요. 취직도 잘 되고. (웃음)

꿈이요? 저야 뭐, CEO? 뽀대 나잖아요(멋지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딱 뭐를 해야겠다, 이렇

게 정하는 게 좀. 뮤지컬도 하고 싶고, 생물 계통 연구도 하고 싶

고, 다 잘 할 거 같긴 한데, 뮤지컬이 더 잘 맞는 거 같긴 한데, 아

빠가 돈 벌기 힘들다고 그러셔갖고 일단 분자생물이나 이런 거 전

공하고 취미로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러자니 또 그냥 뮤지컬하

고 싶고, 암튼 고민이 많아요. 

A반 학생들은 포부 수준 또한 높았다. 일단, 대학 진학에 있어서 성적

이 높아야 갈 수 있는 스카이62)’나 ‘서성한63)’,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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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이며, 실제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보다 훨

씬 높은 점수대의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

A반 학생들 중에는 ‘교사’, ‘외교관’, ‘CEO’ 등을 포부로 여기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 중에서도 자신의 성적이나 능력이 부족

해서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정하는 것 자체가 혼

란스러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였다. 교사들은 A반에

있던 학생들을 진학지도 할 때에 실제 점수와 기대 진로의 차이 때문에 어

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A반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적어도 웬만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아효능감도 높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와 교사의 기대, ‘G룸’ 사용과 같은 우수한 물

적 자용의 독점적 활용, ‘서울대 나온 선생님’의 심화 수업 경험 등을 통해

A반 학생들의 ‘칭찬받는’ ‘special'하며 ‘좋은’ 학생이라는 자기 인식은 강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자기인식은 A반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

고 목표를 성취하며 포부수준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열등감이 있거나 자아효능감이 낮은 반

난 왜 안 되고, 쟤는 A 반이지? 약간, 뭐, 열등감 같은 게 생겨요. 

이지혜 학생 :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구나…….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이 생겨?

이지혜 학생 : 그냥…….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저 

원래 긍정적으로 다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B반, C반, 이러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진짜, 아니, 막, 다 놓고 싶고……. 막 하려고 하

던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등감이 생겼어요.

62) ‘스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앞 글자인 ‘S’, ‘K’, ‘Y’를 따서 부르는 말로, 대표적인

명문대를 지칭한다.

63) ‘서성한’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뜻하는 말로, ‘스카이’에 이은 명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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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반 학생들의 자의식은 수준별 수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B반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갖게 된 감정은

‘열등감’이다. 열등감은 ‘G반’ 혹은 ‘A반’으로 구별되는 학생들이 생김에 따

라 강화되었다. 상대적으로 A반과 ‘차이를 두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차

별로 느껴졌다. A반 학생들만 ‘G룸’에 가서 공부하고, ‘김예은 선생님’의 수

업을 들으며, 더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겼다.

그러한 경험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성

적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자기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노력을 해도 생각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그 결과로

서 ‘B반’, ‘C반’으로 명명 되는 것이 학업의욕을 상실시키고, A반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B반’, ‘C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B반 혹은 C반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종의 낙인처럼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은 자기인

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공부 못하는 애’라는 말로 치환되

곤 하는 ‘B반’, ‘C반’의 꼬리표는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가끔 (A반 애들이) 재수 없어요. ‘나 A반이야!’ 이러면 ‘아아, 쟤, 

이씨∼(웃음)’. 장난으로 ‘A반으로 꺼져’ 이러면서, 영어 시간 되

면, ‘아, 빨리 지금 가라고!’ 이러고.

굳이 뭐 저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짜증나게(웃음). 짜증나요. 다

른 애들도 다 비슷하게 느껴요. 장난으로 A반 애들이 무슨 말 하

면, ‘아, 얘 A반 됐어! 아, 너 왜 너랑 나랑 차이도 안 나는데 니가 

왜 G룸이야?’아니면 ‘얘 A반이잖아! G룸으로 꺼져!’ 이런 얘기 많

이 하니까. 

B반 학생들 A반 학생들이 ‘재수 없’고, 수준별 수업은 ‘짜증’난다. ‘재수

없’는 감정과 ‘짜증’나는 감정은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에 대



- 128 -

한 부러움과 질투에서 비롯된다. 이는 ‘G룸’에 갈 수 없고, ‘A반’이 아니며,

노력해도 A반이 쉽게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연결된다.

제 꿈이 교사거든요. 국어교육과 이런데 가고 싶은데, 근데, 성적

이 안 나와서……. 

저는 경찰이 되고 싶긴 한데, 경찰대 가려면 점수가 높아야 된다

고, 제 점수 갖고는 택도 없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어서……. 

저도 선생님,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가고는 싶

은데, 아직은, 좀 망설이고 있어요. 전문대만 나와도 된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자 : 그럼 대학원도 가고 싶고 그런 거야?

학생 : 대학원이요? 대학원은 대학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일단 대학부터? (웃음) 대학도 어떻

게 될지 몰라요.

 

상당수의 B반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적이 꿈을 포기하게 하거나 조정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성적은

일종에 좌절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성적으로 인해 경험했던 일련의

경험들이 학생들의 포부 수준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자신의 성적이 낮다는 인식은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하고, A반과 ‘차이’

를 둔 학교 경험을 통해 열등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자

기인식과 포부 수준을 낮추고, 자기 효능감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으로 보인다.

 

김우진 학생 : 대학은,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없죠.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해?

박주형 학생 : 머리가 안 따라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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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니네 머리가 왜 안 따라줘.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김우진 학생 : 좀 늦은 거 같이 느껴져요.

C반 학생들도 ‘공부 못 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것이 자아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A반 학생들은 물론, B반

학생들도 ‘스카이’나 ‘서성한’ 등의 명문대를 혹은 ‘in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C반 학생들은 대학 자체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여긴다.

C반 학생들은 자신들을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때를

놓치고 ‘늦은’ 사람으로 여겼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

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딴 짓을 하거나, 아예 엎드려 수업에

자신을 열외 시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뭐 하고 싶어? 꿈 이런 거?

박주형 학생 :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김우진 학생 : 왜, 너 장동건 같이 된다며? 니가 더 잘 생겼다며?

박주형 학생 : 아, 그냥 해 본 소리지. 연기자? 아, 몰라요,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 해도 대학 나와야 되는 거지, 대

학도 못 가서 안 된대요. 엄마가 그냥 고등학교나 퇴학 당하지 말

고 잘 다니래요.

저는 요리 자격증 딸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횟집 하시거든요? 

일식 자격증 따서 안 되면 그거라도 (이어 받을 거예요.) (웃음).

꿈이요? 그런 거 없는데?

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런 게 다 뭐야? (친구들을 

쳐다보고 장난조로 말하며, 웃음)

C반 학생들은 A반은 물론, B반에 비해서도 포부 수준이 낮고, 아예 진

로 계획이 없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지레 포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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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는 것이 앞으로 진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

면서도 ‘머리가 안 따라줘서’, 혹은 이미 ‘늦어서’ 안 될 것이라 여기고 있

었다. 또 그러한 생각의 경향은 대학 뿐 아니라 어떤 진로와 꿈도 ‘하고 싶

어도 안 될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쉽고 ‘그나마

할 만한 것’을 ‘앞으로 할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였다.

C반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은 ‘아무 흥미도 없고 안하려고’하며 ‘어차피

다 모르’는, 스스로 ‘포기’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이라 평가한다. 학생들 사

이에서 C반은 ‘기본도 없’을 뿐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나대는’ 아이들이

모여 ‘개판’인 반이라 여겨진다. C반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C반 학생들이

교내에서 겪은 일련의 경험은 C반 학생들의 자의식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Oakes(1985)는 학생들이 분류되면 이러한 그룹들은 교사와 다른 사람들

에 의해 공개적으로 명명되고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타인에 의해 특정

집단에 속한 학생 개개인이 규정되는 것이다. 상반에 있는 학생들은 똑똑

하고, 영민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반면, 하반의 학생들은 느리고, 평균 이하

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로 보여진다. 교사가 그룹내 학생들을 판단

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학교를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상반은 부풀려진 자기 개념을 갖게 되는 반면,

하반의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거

나 부정적인 태도를 얻는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이 실제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자기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을 볼 수 있었다. A

반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게 된 것 또한 긍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으나, 그것이 상대적 우월감에

서 비롯된 것이며,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결과적으

로 이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B반이나 C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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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교 안에서의 차별적 경험을 통해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아효능감 자체가 낮아졌다. 이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3) 또래 문화 인식의 차이

(1) ‘공부’하는 반

다음은 B반 학생들과의 인터뷰 녹취의 일부이다.

연구자 :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니?

김수지 학생 : 학원은 거의 다

이지연 학생 : 네, 다 다녀요.

연구자 : 거의 다 다니는구나.

김수지 학생 : 영어, 수학은 거의 다.

연구자 : 영, 수는 애들이 다 다녀? 

김지수 학생 : 영수는 기본적으로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명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든가 아니면 자기 혼

자 공부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얼마 안돼요. 

(중략)

연구자 : 친구들 중에 알바 하는 애들 있니?

이지연 학생 : 알바요? 알바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A반 애들은, 

학원이랑 학교에서 살걸요?

김수지 학생 : B반은 있을 걸?

이지연 학생 : B반은 몇 명 좀 했던 애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A반

은 없어요. 고등학생인데, 다 공부하죠.

학생들이 속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학생들은 구별되는 문화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크게 A반과 B반, 그리고 C반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A반 학생들과 B반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부’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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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다닌다. 간혹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

거나 독서실 등에 다니면서 자습을 하는데, 그런 수는 얼마 없다. B반 학

생들만 해도 ‘고등학생’은 ‘다’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학에 가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특별히 일부 A반 학생들의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굳이 같은 반 학생이 아

니어도 수준별 수업을 하며 마음이 맞게 된 학생들이 3∼5명 정도씩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같이 공부 모임을 갖고 있었으며, 한 학기 내내 진행되었

다. 이는 먼저 4명의 A반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어 점심시간마

다 ‘G룸’에 모여 모임을 갖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스터디 그룹이 나름대

로 규칙과 공부계획을 만들어 가며 활발하게 진행되자, 다른 학생들도 스

터디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참여관찰을 하던 학기에 4개의 스터디 그

룹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

해서 운영되었다.

스터디 그룹의 학생들은 같이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집을 정해 풀고,

어려운 것을 같이 체크하기도 하였다. 영어단어집을 정해 외우고, 돌아가며

시험지를 만들어와 자체 단어 시험을 보는 그룹도 있었다.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오답노트를 만든 후, 모르는 문제를 서로 물으며 해결하였다. 또,

내신 시험 기간에는 각 반 별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시험 정보를 공유

하였다.

스터디 그룹이 잘 이루어지자 다른 수준별 학급의 학생들이 와서 그룹

에 끼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 학생들이 돌아간 후 기존 집단의 학생들끼리

“야, 쟤 엄청 뺀질대.”, “쟤, 수학 못해.”, “영어 B반이야.”,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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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하는 반

다음은 C반 학생들과의 인터뷰 녹취 중 일부이다.

(학기말부터 두 학생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터뷰 날짜를 잡

기 어려웠다.)

연구자 : 음, 학원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일부러 돈 모으는 

거니? 혹시, 집안 형편이 안 좋니?

김우진 학생 :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했는데, 쓸모도 없고, 

애들 다 알바하니까 저도 알바하고…….

연구자 : 오, 애들 다 알바해? 알바하는 애들 많아?

김우진 학생 : 네, 주위 친구들.

박주형 학생 : 대부분 다해요. 

연구자 : 그래? 어떤 걸 해? 

박주형 학생 : 서빙도 하고, 뭐, 햄버거 집에서 버거 같은 거 만들

고, 배달도 하고……. 

C반 학생들은 A반, B반의 ‘공부’ 문화와는 상당히 구별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 학생들과 심화인터뷰를 시도했던 방학 기간 동안, A반과 B반 학생

들은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으로 일정이 빠듯했지만, C반 학생들은 아르바

이트로 바빠 인터뷰를 잡기가 힘들었다. C반 학생들은 학기말부터 방학이

끝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홀

서빙, 맥도날드, KFC 등에서 버거 만들기, 피자가게, 치킨가게, 중국음식점

등에서 배달하기 등이다.

C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정 경제가 어려워 학비를 벌

어야 한다’ 등의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C반 학생들은 특별히 할 일

이 없고, 주변 친구들이 ‘다’하기 때문에 덩달아 아르바이트에 동참한다. 아

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자유롭게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소비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번 돈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의 옷, 신발, 가방 등을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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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P3, 핸드폰 등의 기기를 바꾸는 데 쓴다고 하였다. 또 이성 친구를

만나 노래방, 멀티방 등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맛있는 것을 사먹기도 하였

다. 돈이 있을 때는 버스, 지하철은 타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속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또래 집단의 문화를 상이하고 인식하

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이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A

반이나 B반에 속한 학생들은 또래 집단이 ‘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였지

만, C반에 속한 학생들은 또래 집단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담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학교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지식과 태도, 행동을 요구받고 배우면서 수준별 학급에 따라 서로 다

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차등적인 수업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

식, 그리고 또래 집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반 분위기를 보자면, A반은 경쟁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학생들 간

의 팽배한 ‘경쟁의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긴장감과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반면, 여자 B반과 C반은 바

뀐 환경과 구성원을 어색하게 여겨 수업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내 무기력하게 수업에 임하였다. 남자 B반과 남자 C반은 통제

횟수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 ‘엉망진창’의 ‘개판’, ‘동물원’ 같은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받으며 속한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다르

게 인식하게 되었다. A반 학생들은 ‘나대는’ 여타 수준의 학급 아이들과 분

리돼 G룸에서 수업 받고, 김예은 교사 전담 수업을 받는 것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에 만족한다. B반과 C반은 ‘굳이’ 나누어 ‘한

단계 아래’를 경험함이 불쾌하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생

의 자기 인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A반은 자신을 'special'하게 여기고 포부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B반은

수준별 수업을 통해 ‘열등감’이 강화되었고, 포부수준이나 자아효능감 또한

위축되었다. 특별히 C반은 자아효능감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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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수업 자체가 A반의 자의식을 높게 형성하고, ‘B반’ 혹은 ‘C반’의

자의식을 낮게 형성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이 학생

들의 자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받는 선택과 배치 시스템, 그리고 차별적인 교육적

대응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인식(self-concepts)과 열망을 강화하거

나 수정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현재 사회적 계급과 쉽게 예측 가능한 사회

적 계급의 역할을 적합하다고 여기게 된다.64) 학생들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포부 수준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A반’, ‘B반’, ‘C반’이라는 수준 자체가 갖는 집단 내의 사회적 의미가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의 정체성을 일면 규정한다. A반에 속하면 ‘공부 잘하는

애’로서, 능력이 있고, 대학도 잘 갈 것이며,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이라 인식된다. A반 학생들이 경험하는 특권에 가까운 학교의 지원과 차등

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 학습기회, 교사의 기대와 수업 분위기 등은 자신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과 높은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을 강화했다. 포부 수

준 또한 여타의 수준에 속한 학생들보다 높음을 볼 수 있었다. A반 학생들

이 졸업 후에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은 계급에 속하게 되리라 예상하게

되는 대목이다.

B반 학생들과 C반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애’로 여겨진다. B반 학생들

이나 C반 학생들은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거는 기

대 또한 낮다.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A반에 비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

한다.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잘 해 보려고 하는 B반 학생들은 A반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린다. 학업을 포기한 C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자체가 낮고, 무기력하거나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있어 부

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B반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C반 학생들이 받아들

인 무기력함은 앞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긴다. 그러고 이러한 자기 인식에 학교에서의 차별적인 경험이 상당한

64) Oakes(1985),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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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인다.

학생들은 속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경험한 바가 다르고, 이러한 경험에

따라 자신의 포부와 자아 효능감, 자존감의 ‘수준’도 수정 혹은 강화하고

있었다. 더 낮은 수준별 학급에 속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수

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이 형성한 또래집단의 문화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A반과 B반의 지배적인 문화는 ‘공부’로 집약되었다. 자신을 ‘special’하게

여기는 A반 학생들은 B반 학생들을 진입시키지 않는 스터디 그룹이 수 개

만들어 활동하였다. 열등감과 무기력함,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게된 C반은

‘아르바이트’로 상징되는 공부와 무관하고, A반, B반 학생들과는 구별된 문

화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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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수준별 이동수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형태이다. 수준별 이동수

업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과교실

제의 전면확대안을 계기로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면

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2011년 기준 80% 이상의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러한 대표성을 갖기까지 충분

한 이론적,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거스를 수 없는

국가차원의 정책으로서 대두되고, 이를 교육현장에 도입하기에 급급했다.

실제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

며,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등장한 맥락이 무엇이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을 둘

러싼 국내외의 논의들을 조사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떠한 이론을 배경

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확대, 강화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

보았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과 영향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해담고등학교에서 1학기동안 집중적

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참여관찰하였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형태로 적용된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65)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기초·

기본 교육 충실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66)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67) 교육을 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차가 심한 학생들로 구성된

과밀학급에서 획일적인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현실로 인해 교육이

적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지 못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서 해

65) 교육개혁위원회(1996), p49.

66) 이경환 외(2001),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정 자료 84 (2001.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지원센터, p7.

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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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68)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 ‘개인의 적성과 능력’, ‘학습자의 발

달 단계 또는 성취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자 학생들의 ‘개인차’에 주

목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차’를 가늠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합일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들이나 교육입안자들은 학생

들의 ‘수준’을 정의할 때 학생들의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하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의하고 교육과정에 적용

하는 방법과는 괴리가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수준’은 학생들의 ‘성적’으로 풀이되었으며, 과목별 석차

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반하였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의 가장 기본적

이고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분반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영어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영어성적이라는

가장 정당한 기준으로 분반하며 학생들의 의견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였으

나, 사실 이 분반의 원리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었다. 행정처리와 교사의

편의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성별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남학생 혹은 여학생

을 3반 혹은 4반씩 묶은 집단별로 성적순 반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0점 이상이 높아야만 상위반에 배정될

수 있어 양성간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또, 남자 B반의 학생수는 여자 B반

학생수에 비해 4-6명이 많아 교사가 수업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

렀으며, 남자 B반은 학생수가 많은 만큼 성적 차이가 너무 커서 실제적으

로 동질집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여학생들은 4반이 모두 한 집단으로

편성됨에 따라 B반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B반에

속하는 학생들은 분반을 할 때마다 담당교사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친구들

까지 모두 바뀌었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심리

적인 거리감을 갖게 하는데 기인하였다.

문제는 학교의 시스템이나 교사의 수준별 학급에 대한 대응이 각 학급

68) 김재춘(200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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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의 ‘실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어느 수준에 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다. 일단 분반이 되고나면, 그 학급을 이루는 학생들

의 실제 수준과는 무관하게 분반의 결과 자체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원

과 수업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변인이 되었다.

교사로 대표되는 인적자원과 새로 지어진 교과교실를 비롯한 제반의 물

적 자원의 분배는 상당히 차별적이었다. 먼저 학교가 인정하고 선호하는

인적자원일수록 상반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교사는 상반에 배치하

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하반에 배치하는 식이였다. 이러한 차별은 학생

들의 시선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었으며, 하반 학생들에게 박탈감과 A반에

대한 동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해담고등학교는 각 수준별 학급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정시켜 놨다. 즉,

상반교사와 중반, 하반 교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A반과 C반은 집단별로

교사가 정해져 있으나, B반의 경우는 담당 교사가 2명∼3명씩이었다. 반배

치를 새로 할 때마다 B반 학생들은 계속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되었

다. 이로 인해 B반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였으

며, 수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

물적 자원의 분배도 차별적이었다.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통해 투자된

예산은 학교의 물적인 자원을 확연히 개선하였으나, 향상된 학교 환경은 A

반 학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해담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의 과

목중점형(B형) 예산 5억을 지원받아 학교 건물 3층을 ‘English Zone’으로

만들고, ‘Global room’이라 명명한 교과교실 3개를 만들었다. 멀티기자재가

완비된 ‘Global room’은 ‘G룸’이라 부르며, 교실환경이 확연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G룸은 A반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A학교 학생들은 A반을 ‘G

룸’이라고 통칭할 정도로 G룸은 A반 전용이며, 우수함과 좋은 것의 상징이

되었다. A반 학생들은 G룸을 ‘신세계’라 부르며, 그곳에서 수업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B반과 C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 교실의 시설은 노후하고 낙

후하여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기자재를 손보다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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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간만 보내고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건 상 듣기 수업이나

문화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정돈이 안 되고 산만한 교실 환경 또한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 분배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었고, 학업성취도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생이 속하게 된 수준에 따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물론, 수업의 내

용과 방법, 학습시간 및 기회까지도 계층화되어 차별적으로 공급되었다. 이

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내 경험 차이는 교사의 기대, 수업 분위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학생 문화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하반 학생들은 수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부

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문화 또한 학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N. Keddie(1970)가 밝힌 바와 같이 교사는 ‘그들이 지각한 학생의 능력’

에 따라 내용을 달리 선택하고 달리 가르쳤다. 교사는 학생이 속한 사회적

계급이나 수준과 관련하여 학생의 사회적, 도덕적, 지적 행동을 판단하고

그로부터 학생의 능력을 추측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교사는 A반을 가르칠

때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통한 ‘심화수업’을 지향하였다. 심화수업의 일환

으로 G룸 시설을 이용한 개별 듣기 수업, 독해수업, 어휘 심화 수업, 문화

수업, ‘원어민 프로젝트’를 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이자 교과교실

제의 목표를 충분히 이루어 내는 수업을 하였다. A반 학생들은 비판적인

생각, 문제 해결력, 결론 도출, 일반화하기, 지식을 평가하고 종합하는 활동

들을 한다. 문법과 어휘는 맥락 속에 제시되는 등 귀납적 추론을 통한 수

업을 하였으며, 과업기반지도와 모둠활동도 빈번히 일어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도 활발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사들이 상정하는 ‘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수 상황의 주

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A반 교사가 지향하는 ‘심화수업’의 핵심이 되었다.

A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Oakes(1985)의 주장에 따르면 높이 평가되는

지식이며, 대학을 가는데 요구됨과 동시에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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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식이기도 하다. N.Keddie(1970)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

교가 지식으로 간주하였으며, A반에서 다루는 지식은 학교와 연관된 다른

사회에서도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해담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B반과 C반의 수업은 A반의 수업에 비하

면 단편화되어 있었고, 질문의 여지가 닫혀 있었다. B반보다는 C반이 더욱

그러하였으며, 하반으로 갈수록 ‘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

로 옮아가고, 보다 단편화되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감을 볼 수 있었다. B반은 교과서 지문을 해석하는 수업을 하고, C반은 교

과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한 수업을 한다. 두 반 모두 연역적인 추론이 강

조된 수업을 한다. 내신시험을 위해 교과서 지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정리

해 외우도록 한다. 회화수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회화수업

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수법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B반과 C반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수법은 전형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나 교과교실제에서는 지

양하는 교수법이자 비판하는 교수법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제2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제2언어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귀

납적 접근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연역적 접근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다.69) 또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지나치게 연역적인 추론을 강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으며, 학습자들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지루해 하고 거부한다.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나 목록화된 단어를 외우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

한 일련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전형적인 방식이 모두 B반과 C반 등의 하

반에 적용되고 있다. B반, C반의 교사들은 L. McNeil(1983)이 말한 ‘방어적

수업’의 단편화, 신비화, 생략, 방어적 단순화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과 지식

을 통제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략이 문법번역식 교수법과도

맞닿아 있었다. L. McNeil(1983)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와 효율성을 유지하지만, 학생들은 점차 교육 내용에서 소외되고 고립

69) Brown(2007),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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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고, 결국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학생의 성취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학생의

학습시간 및 기회도 수준별 학급간의 차이가 컸다. A반은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수업하였으나 여자 B반과 여자 C반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

았고, 남자 B반과 C반은 통제하다 끝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학

습시간의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발견되었다. 주어진 모든 시간

을 수업하는 A반과 자습시간, 학습과 무관한 비디오 시청 시간 등으로 수

업을 하지 않은 B반, C반과는 많게는 12회까지 수업시간의 차이가 났다.

학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하반 학생들은 오히려 더 적은 학습시

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학습시간의 차이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차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상반과 하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간극을 더욱 크게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

이다.

해담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학교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지식과 태도, 행동을 요구받고 배우면서 수준별 학급에 따라 서로 다

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수업과 자기 자신, 그리고 또래 집단에 대하여 차등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로 학생들이 분반되면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도 차등적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실제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해담고등학교 교사들

은 A반에 대해 ‘리더로 커야할’ 반이라 기대하였으나 B반은 ‘이도 저도 아’

니며, C반은 ‘어차피 다 모르는’ 반이라 여겼다. 이러한 차등적 교사의 기

대가 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효능감 등의 정의적 측면과 학업성취도에 차별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 분위기 또한 수준별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A반은 경쟁적이고

적극적이었다. 학생들 간의 팽배한 ‘경쟁의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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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긴장감과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반

면, 여자 B반과 C반은 바뀐 환경과 구성원을 어색하게 여겨 수업에 오히

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내 무기력하게 수업에 임하였다.

남자 B반과 남자 C반은 통제횟수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 ‘엉망진창’의 ‘개

판’, ‘동물원’ 같은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받으며 속한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다르

게 인식하게 되었다. A반 학생들은 ‘나대는’ 여타 수준의 학급 아이들과 분

리돼 G룸에서 수업 받고, 김예은 교사 전담 수업을 받는 것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에 만족한다. B반과 C반은 ‘굳이’ 나누어 ‘한

단계 아래’를 경험함이 불쾌하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생

의 자기 인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학교내 경험이 학

생들의 자기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을 볼 수 있었다. Oakes(1985)는

학생들이 분류되면 이러한 그룹들은 교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개적으

로 명명되고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타인에 의해 특정 집단에 속한 학생

개개인이 규정되는 것이다. A반 학생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은 것은 긍정적이나, 그것이 상대적 우월감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B반이나 C반의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교 안에서의

차별적 경험을 통해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아효능감 자체가 낮아졌다. 이

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생들이 형성한 또래집단의 문화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A반과 B반의 지배적인 문화는 ‘공부’로 집약되었다. 자신을 ‘special’하게

여기는 A반 학생들은 B반 학생들을 진입시키지 않는 스터디 그룹을 수 개

만들어 활동하였다. 열등감과 무기력함,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게된 C반은

‘아르바이트’로 상징되는 공부와 무관하고, A반, B반 학생들과는 구별된 문

화를 형성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주목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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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학교내 경험을 차별화하는 기

재가 되고 있었다. 분반의 원리는 공정하지 않았으나, 일단 분반이 되고나

면, 그 학급을 이루는 학생들의 실제 수준과는 무관하게 분반의 결과 자체

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수업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변인이 되었

다.

N.Keddie(1970)는 일단 우수반에 배치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성취가 보

장되고 장기적인 직업 전망도 밝다고 하였다. 한편, Oakes(1985)는 하반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하반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의 주장은 특정 수준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우수반에 ‘똑똑한’ 학생들이 배치되고 하

반에 ‘태도가 나쁘고’ ‘대책 없는’ 학생들이 배치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

다.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의 특성을 수

준별 학급이라는 장치에 따라 ‘지각’하면서 ‘분화되지 않은 교육 과정’조차

‘분화’시켜 수준별로 상이한 학습시간과 기회, 인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수준의 차이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차별의 기재가 되어 그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겪는 학교내 경험은 학생들의 성취도나 자기인식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

제적 위치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반의 학생들에게는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모르겠으나, 하반의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해담고등학교의 사례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담고등학교가 2009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된 이후 주변 3개

교 또한 이를 벤치마킹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되었다. 2014년까지 교과

교실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의 해담고등학교는 계속

벤치마킹 될 것이다. 또한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이 80%에 이르는 실정상

제2, 제3의 해담고등학교의 사례가 계속 반복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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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차별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과교실제나 수

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과 평가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한 분반,

상반과 하반에 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분배의 공정성, 하반을 위한

지원, 하반의 성취도 향상 등이 교육 정책의 적용과 평가에 반영되어 수준

별 교육과정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매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 관리자의 자원 분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상반 학생들에게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히려 하반에 우선

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개선된 교실 환경을 제공한다면, 수준별

이동수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교사의 각성이 있어야한다. 교사들은 학생이 속한 수준에 따라

학생을 ‘지각’하여 ‘방어적 수업’을 하거나 ‘지식’을 ‘통제’하지 않아야한다.

상반 뿐 아니라 중반, 하반 학생들에게도 영어교과에서의 의사소통중심 교

수법과 같은 지적, 추상적, 귀납적 접근을 시도하고, 지식을 단순화, 생략,

신비화, 전략적 단편화 하는 식의 전략을 쓰지 않아야 한다. 또,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교과의 내

용과 방법을 연구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해야겠다. 하반의 학생일 지라도 가

능성을 믿고 지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반일수록 학습시간과 기회를

확보해 주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모든 정책의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도입되어 비판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확산되는 정책들은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교실제, 이를 통해 확대, 강화된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해서도 다시금 활발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막고, 보다 교

육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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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Regard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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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case study regard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xt of the instruction and investigated how it

works in actual field. For in-depth analysis, I had participated in the

actual differentiated class of a high school and observed it intensively

for one semest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The aim of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is to implement excellence in Education based on the level

of students. In actual field, however, it differentiated the within-school

experience.

First, the principle of dividing the students into the differentiated

class was not fair. The dividing procedure depended on the convenience

of the school and teachers. The grade criterion was different by 10

points depending on the sex of the students. It failed to group

equal-level students and brought over-crowd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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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once the differentiation was implemented, the resource for

classes was distributed by the division, regardless of actual level of

each class. Through the adoption of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education environment of the school was enhanced. But, the resources

was supported for class 'A' intensively. It reinforced the side-effects of

differentiated instruction. The coverage of the differentiation included

not only capital and human resources but also the contents,

environment and opportunity actually.

The difference of within-school experience caused by differentiated

instruction even had impact on the expectation of teachers, environment

of class, recognition of students for class and themselves and student

culture. Especially, the students of lower-level class gained negative

self-awareness and their culture was far from studying.

If the initial difference of students level is originated from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an

discrimination instrument to facilitate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of

within-school experience is highly likely to affect future socio-economic

status as well as achievement and self-awareness of students.

To prevent differentiated instruction from sowing the seeds of

discrimination, policy makers, administrators of school and teachers have

to awaken. Establishing fair procedure for 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procedure and concerning for lower level class may reduce the side effects.

*Keywords : differentiated instruction,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7th curriculum, level-based instruction, tracking,

ability-grouping

*Student number : 2009-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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