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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정

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강의에 할애된 시간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거꾸로 학습’은 그러한 수업 방식 중 하나로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

은 수업모형 개발에서 그치거나, 학업성취도 측정에 대한 부담이 낮은

초등 교육이나 대학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반적으

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거꾸로 학습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

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변

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수행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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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

해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는 한편,

Baek et al.(2018)의 ‘수업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척도’는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만족도’는 ‘목표’, ‘내용’, ‘방법’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두 척도 모두 구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

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D광역시의 00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대상 중 시험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

상은 194명이었다.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고등학

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고, 거꾸로 학습 실

시 기간의 2/3 시점인 9월에 ‘수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같은 해 10월초에 실시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

적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의 수행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분석의 결과 ‘거꾸로 학습의 실시 여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8.260, p<.05).

둘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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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넷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

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다섯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

정식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

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0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따라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총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즉 수업만족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만족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특히 수업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구조방정식, 매개 효과

학 번 : 2017-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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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직면하고 있다. 60년대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근대적 학교체제는 개인의 노력 여하가 사회

적 지위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지만(오욱환, 1999; 이민경 2010) 동시에 경쟁과 서열화의

심화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정연순·이민경, 2008). 오늘날에 이

르러서는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의 심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가정적

배경에 따른 학업격차 문제, 그리고 입시로 인한 경쟁적 학교문화 등에

직면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한국 교육 현황에 대해 비판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가

운데. 외부의 변화 역시 최근의 교육계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으로 단순 지식의 암기나 이해를 강조하던 시기를 지나 지식의 활용과

응용이 중요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물적, 인적 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화의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

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지식전달 중심의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사회로 분류되는 21세기

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7가지(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및

혁신, 협력·팀워크 및 리더십, 다문화적 이해, 의사소통, 정보 및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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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능력, 컴퓨터 활용 및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직업 및 자

기주도 학습 능력)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

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

동체역량을 강조한 바 있다(교육부 2015a; 2015b).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새롭게 강조되는 역량을 길

러주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토론·협력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새로

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수업의 방식 중 하나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이 있다.

거꾸로 학습이란 2007년에 미국의 Jonathan Bergmann과 Aron Sams에

의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면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

는 학습 모형으로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상반되는 수업이다. 거꾸로 학

습, 즉 flipped learning이란 ‘뒤집힌’이라는 뜻을 가진 ‘flipped’와 ‘학습’이라

는 뜻을 가진 ‘learning’의 합성어로서 교실 안에서 행해지던 수업을 교실

밖에서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고,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각자 수행했던 과

제를 교실 안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상호·협력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Bergmann & Sams, 2012). 거꾸로 학습은 사전에 제작한 영상

을 통해 내용 전달이 용이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

고 있다(Bergmann, 2015).

거꾸로 학습 방법은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 간에 교류를 강조해 서로 도

와주고 가르쳐주며 보다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학습이 가

능하게끔 한다. 학습자들에게는 그룹 과제를 조원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한편, 교사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개별 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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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거꾸로 학습은 교사 중심의 학습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호 작

용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가

능해지는 한편, 교수자는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 지도가 가능해지기에

교사 중심 강의식 학습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거꾸로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

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해준다. 또한 거꾸로 학습을 통해 교수자는 단순

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을 도와주는 촉진자, 조력자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김남익 외, 2014; 이민경, 2014a). 또한, 거꾸로 학

습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토의·토론, 문제해결, 질

의·응답, 프로젝트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환경보다 융통성이 있고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고민석, 2015). 학생들이 수업 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

해 수업 내용을 공부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능동적, 적극적인 학생 중심

수업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등의 학습문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거꾸로 학습의 긍정적 효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꾸로 학습은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꾸로 학습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한 연구 사례는 많았으나 주로 그 대

상은 유아교육이나 초등 교육 혹은 대학교 강의 현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홍기칠, 2016).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산출과 교과 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에서 거꾸로 학습 적용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거꾸로 학습을 다룬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거꾸로 학습이 학업성취도

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꾸로 학습의 의미 분석, 수업 모형 개발

위주로 연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전희옥, 2014; 이민경, 2014; 박상

준, 2015). 또한, 거꾸로 학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과학, 가정, 체육 등

의 실기 위주의 타과 연구들이 대부분이고(이민경, 2014; 박상준, 2015;

신영준 외, 2016; 전희옥, 2014; 이태구, 김주연 2017; 권민정, 2016)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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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와 같은 교과목에 대한 적용 연구(진용성, 김병수, 2015; 조용훈,

김병수, 2018, 김중수, 2017)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거꾸로

교실수업을 영어 분야에 접목시켜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거꾸로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교과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 교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학습 효과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

수자들은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영어 과목에

서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수법이 발전하

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

취도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어과 거꾸로 학습 수업을 중심으

로 살펴보아, 거꾸로 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중요도, 호감도, 자신

감 등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의 선행변인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최부기, 전주성, 2011; 주영주 외, 2009), 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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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수행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2.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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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거꾸로 학습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이란 학교 현장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

해 등장한 교수-학습 방법 중 한 예시로,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집과 교

실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을 ‘뒤집은’ 형태를 의미한다. Flipped

Instruction, Inverted Learning, Backwards Classroom, Reversed

Classroom와 같이 영문 상으로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

라에서도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역 진행 수업, 플립드 러닝 등으로

번역되어 논의되고 있다(김은정, 이상수, 2015).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 방식의 경우, 교과의 핵심내용은 교실 현장에서

교수자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거꾸로 학습은 핵

심적인 학습 내용을 전달할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서 교실에 오기 전, 미

리 학생들에게 학습하게 한다. 기존에 강의 내용을 전달하던 시간만큼

아끼게 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학습 활동을 통

해 심화·응용 학습이나 학습자 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즉, 교실 내

에서 전개되던 교사의 강의는 각종 영상 매체의 도움을 받아 교실 밖으

로 이동하고, 기존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과제 활동은 교실 내로 옮겼

다는 점에서 ‘거꾸로 뒤집은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Lage et al.,

2000). 이와 같은 거꾸로 학습은 현재,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교육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을 보다 학생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교실에서 수

행하던 기억하기(Remembering)와 이해하기(Understanding)의 과정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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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밖으로 이동하고, 과제 등으로 적용되던 적용하기(Applying), 분석하

기(Analyzing), 평가하기(Evaluating), 창조하기(Creating)의 내용을([그림

Ⅱ-1] 참조) 교실 안으로 옮겨 와서 학생 활동중심의 수업 형태로 전개한

다는 의미에서도 전통적 수업방식을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ams &

Bergmann, 2013). 정리하자면, 거꾸로 학습은 교실 밖에서의 정보통신 기

술을 이용해 지식, 이해를 돕고, 교실 안에서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수준

의 학생 활동중심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Bloom의 교육목표 분류를 적용한 거꾸로 학습의 특징

 

기존의 일반적인 교사 주도의 강의형 수업의 경우, 학습자는 수동적으

로 학습하고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수자는 진도를 나가며 학습자는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거꾸로 학습에서의 학습자들은 집에

서 먼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와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및

다양한 협동 학습을 통해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교

실에서 교사는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거꾸로 학습에서

교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전달자가 아니며 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

생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수업시간에 면대면(face-to-face)

상호 작용을 통해 배움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Bergmann,

2015).



- 8 -

거꾸로 학습에 대한 관심은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급증하여 거

꾸로 학습에 대한 이론 연구, 국내 수업에서의 거꾸로 수업 설계 및 모

형 개발, 수업 적용 연구 등으로 이어져 왔다(김남익 외, 2014).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수업 내용의 선행학습을 통해 거꾸로 학습은 기존의 전통적

인 강의식 학습 환경보다 융통적인 환경 구축이 가능한 수업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민경, 2014). 특히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

호작용에 할애할 시간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

업으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핵심역량을 강조하며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취지

에도 부합함에 따라(교육부, 2015a) 거꾸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수업 전 영상 매체를 반드시 선행 학습해야 하는 학

생과 동영상 강의 및 활동에 대한 수업 준비를 수행해야하는 교사에게

거꾸로 학습은 때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교과의 진도 완수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동시에 학생들

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기에 거꾸로 학

습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거꾸로 학습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 분석, 혹은

적용 연구 사례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꾸로 학습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 등으로 인해 연구의 방향성이 다소 제한적인 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꾸로 학습에

대한 연구의 주 대상은 학업성취도 수집에 부담감이 적은 유아나 초등

교육, 혹은 대학생 강의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목 역시도 과학,

가정, 체육 과목 등 전통적으로 실습 위주인 과목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

었다(홍기칠, 2016). 2018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거꾸로 학습에 대한 국내

연구의 종류는 아래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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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론연구
설계 및

수업적용
효과 분석 계

학위논문 2 82 67 151

학술지 논문 14 63 37 114

계 16 145 104 265

[표 Ⅱ-1] 거꾸로 학습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분석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거꾸로

학습을 ‘교사가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선행 학습 수행한 이후,

교실에서 강의 동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

는 수업’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기존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고등학교의 영어과 과목에서의 거꾸로 학습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가. 학습에 대한 태도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정의적 특성 중의 하나로 교육학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양명희, 2004; 우종옥, 이경훈, 1995). 태도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미림, 2010). 첫째, 태도란 어떠

한 대상물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도는 하나의

‘중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므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며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추리될 수 있다. 둘

째, 태도란 어떠한 대상물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김미

림, 2010). 이때 태도의 중심속성은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평가특성(evaluative quality)으로 이 역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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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요컨대, 태도란 ‘특정 대상에 대한 반응이며, 그 대상에게 갖는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를 포함한다고 여겨

진다. 이는 태도라는 개념에 대상을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반응하는 경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수학학습

태도란 ‘수학적인 대상이나 수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

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Aiken, 1970)’ 또는 ‘수학과 학

습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준비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박숙현, 201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태

도를 “거꾸로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경험을 통해 학습된 내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자 한다.

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정의적 특성 중 하나로 교육학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양명희, 2004; 우종옥, 이경훈, 1995). 요컨대, 태도란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라

볼 수 있으며(상경아, 백순근, 2005; Anastasi & Urbina, 1997), 이와 같

은 정의는 교과 과목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경아와 백순근(2005)은 고등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과외가 수학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ken(1970)이

개발한 수학 태도 검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수학 교

과에 대한 흥미(수학에 대한 선호도)와 수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수학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을 측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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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박현정과 길혜지(2013)는 EBS

수능강의 수강여부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학교의 교실 수업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3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학교수업태도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3개 문항은 ‘나는 수업 시

간에 집중하여 듣는다.’, ‘나는 수업 시간 중이나 수업 시간 전후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실험, 토론, 모둠 활동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로 구성되었다.

김경희와 신진아(2014)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

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의 현황 및 향상 지표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해 학

교의 성취도와 향상도를 결정하는 교육맥락변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였다. 이 중 학생변인으로서 수업태도, 교

과태도 등을 활용하였는데, 수업태도는 수업 준비, 예습과 복습, 수업내용

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등에의 참여 정도이고, 교과태도는 각 교과별 흥

미와 가치 변인을 포함하였다. 즉,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과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흥미와 가치를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노현종과 손원숙(2015)은 교사가 숙제에 대해 제공한 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과제가치,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 중에서도 학습태도 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수업태도와 숙제태도

로 구성한 바 있다. 수업태도의 경우,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는 한편, 숙제태도는 숙제를 성실히 수

행하는지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과 관련하여 영

향을 주고받는 한편, 변화를 겪는 요인으로 학업성취도와 함꼐 학습 태도

를 주목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교과나 학습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해당 교

과에 대해서 학생이 갖거나 느끼는 인식 내지는 경향에 집중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선행 연구의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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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뤄지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고등학

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학생의 감정 및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3.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란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와 함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의 핵심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

하여 수업에 반영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Gibbs &

Simpson, 2003). 이는 ‘학교에서의 생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

교 운영에 관한 전반’,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같이 학생이 학교 현장에

서 겪는 학교 내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특히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핵심인 ‘교사의 수업’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송인선(2009)은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서의 수업을 평가하는 기준으

로 수업만족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구인으로 학습 내용, 학습 과제, 수업

활동, 상호 작용, 흥미 영역 등 5가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김양분 외

(2007)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 연구

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 척도를 제작

하였다. 그 중에서 ‘수업만족도’에 해당하는 척도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를 ‘수업분위기’, ‘교수활동

의 적절성’, ‘학생평가의 적절성’, ‘동기 유발’이라는 하위 요소를 통해 구

성한 바 있다. ‘수업분위기’와 ‘교수활동의 적절성’, ‘학생평가의 적절성’은

교사의 수업과 평가활동이 학생의 면학 분위기 형성과 학습에 얼마나 도

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한 것이며, ‘동기 유발’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 즐거움,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백순근, 박경인(2010)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 주목하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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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에서도 ‘학교교육만족도’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만족도를 ‘학교 현장의 제반 여건이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현황과 그 결

과에 대해 교육 참여자들이 인식한 좋고 나쁨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교육만족도 척도를 학교운영, 학교교육환

경, 학교교육결과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교교육환경은 수업

분위기, 교우관계, 교사의 자질을, 학교교육결과는 평가, 능력개발, 학습

동기유발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홍미애(2012)는 학교교육만족도를 학교교육환경, 학교교

육활동, 학교교육결과로 제시하였고, 하위영역으로 학교교육활동에는 수

업분위기, 교수활동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을, 학교교육결과에는 능력

개발, 동기유발에 집중하였다. 해당 연구 역시 학교 운영 전반과 관련된

만족도에 집중한 연구였으며, 개별 교과나 교육자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아닌 보다 더 넓은 영역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신혜, 최소영, 임철일(2013)은 초등교사를 위한 교수체제설계

모형(ETISD)에서 학습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 만족도, 수업

의 구성, 인지적 효과, 정의적 효과, 기술적 효과, 상호작용을 구성요인으

로 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의 사례와는 달리 개별 수업

이나 교과 과정에 집중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상이(2015) 역시 수업만족도를 수업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의 과

정과 결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수준이라 정의하고, 수업만족도 구성요인

을 ‘수업환경’, ‘학습과정’, ‘학습결과’의 3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박숙현

(2015)은 수업만족도를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교육성취의 일부로 보고,

‘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개

발하였다.

Baek et al.(2018)은 수업만족도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

로 정의하고, 이를 ‘학생이 교실에서 수행되는 교육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한, 기대, 필요, 요구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 수업만족도 구성요인은 ‘목표’, ‘내용’, ‘방법’, ‘결과’로 분류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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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Law & Meyer(2014)는 홍콩학생들의 수업만족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

화하는 연구를 통해 수업만족도를 ‘좋은 교수-학습’, ‘명확한 목표와 규

준’, ‘적절한 학습활동’, ‘적절한 과제’, ‘자율성 인정’, ‘일반적 기술’로 구성

하였다. ‘좋은 교수-학습’은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에서 주는 피드백이 학

생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며 ‘명확한 목표와 규

준’은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를 다룬 것이다. ‘적절한 학습활동’과 ‘적절한 과제’는 수업 중에 이루어

지는 활동과 수업 후 제공되는 과제를 통해 단순한 암기가 아닌 학생의

능동적인 사고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소이며, 마지막

으로 ‘일반적 기술’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에 수

업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종합해보면, 많은 선행연구 속에서 ‘수업만족도’는 학교 전반이나 수업 환

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및 행정에 대해 학생들이 겪고 인식하는 감

정이나 판단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수업만족도를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에 따라 기대한 바가 실제로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표현되는 수업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목표’, ‘교육내용(학습경험)’,

‘교육방법 및 조직(학습경험의 조직)’과 같은 수업 관련 주요 요소를 수

업만족도 척도의 구성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등에 주목한 Baek et al.(2018)의 수업만족도 척도를

참고 및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만족

도의 구성요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 15 -

[표 Ⅱ-2] 수업만족도에 대한 구성 요인

선행연구 수업만족도의 구성요인

김양분 외(2007)

사회심리적 환경, 교수학습활동(수업 분위기, 교수활동의

적절성, 수행 평가의 적절성, 동기유발),

교과 외 활동, 학교운영, 교육결과

송인선(2009) 학습 내용, 학습 과제, 수업 활동, 상호 작용, 흥미 영역

백순근,

박경인(2010)

학교운영, 학교교육환경(수업분위기, 교우관계, 교사의 자질),

학교교육결과(평가, 능력개발, 학습동기유발)

홍미애(2012)
학교교육환경, 학교교육활동(수업분위기, 교수활동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학교교육결과(능력개발, 동기유발)

한신혜, 최소영,

임철일(2013)

전반적 만족도, 수업의 구성, 인지적 효과, 정의적 효과,

기술적 효과, 상호작용

Law

&Meyer(2014)

좋은 교수, 명확한 목표와 규준, 적절한 학습 활동, 적절한

과제, 자율성 인정, 일반적 기술

박숙현(2015) 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윤상이(2015) 수업환경, 학습과정, 학습결과

Baek et al.(2018) 목표, 내용, 방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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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성취도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안나, 2013 재인용). 첫 번째는 광의의 관점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영

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 모두를 학업성취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는 협의의 관점으로 학업성취를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로 한정하여 살

펴보는 것이다.

먼저 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

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교육학 용어사전, 1995)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학

습한 결과로서,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한다. 이때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시험을 통해 학생이 학습

한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학생

의 흥미, 학습 동기, 자아개념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협의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 학습에 의

해 얻어진 능력,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교육심

리학 용어사전, 2000)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업성취도는 이

와 같이 좁은 의미로서 지적 영역만을 다루는 학업성적을 말한다(신안

나, 2013 재인용).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보는 두 관점 중에서

협의적 관점을 택하여 학생의 인지적 성취만을 학업성취의 개념으로 규

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어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란 광의의 개념이 아닌 인지적 영

역에서의 영어 교과 학습 결과, 즉 영어 교과에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측정치로서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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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 학습이 영어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분산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서 거꾸로 학습을 실시한 학생들과 미실시한 학생들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와 2학기 중간고사 점수 역시 수집하였다.

5. 변인 간의 관계

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

기존 거꾸로 학습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태도’나 ‘영어 학

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영어과 거꾸로 학습이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이경국, 이정란, 2007; 한

신일, 이석열, 2012; 서예원, 김경숙 2012).

이경국과 이정란(2007)은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수업유형이 학습자

들의 학습태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특히, 학습자의 ICT 학습태도가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p < .0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학습자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준

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서예원, 김경숙(2012)은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교과 태도가 해당 수업 몰입과 수업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교과 태도는 수업

몰입과 수업만족도에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한신일과 이석열(2012)은 대학생의 영어능력과 수업참여 적극성이 학

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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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업참여의 적극성이 수업만족도에 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수업 적극성과 같은 태

도가 수업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즉, 태도와 같

은 정의적 요인에 의해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영어 학습에서 수업 참여의 적극성과 같은 정

의적 요인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음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영어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있을

때, 영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수

업에 대한 태도와 그 하위영역인 수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이 수업만

족도 및 학교 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았

다(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최재희, 2013; 김해란 외, 2011).

강명희와 유영란, 유지원(2014)의 연구는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태

도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강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희(2013)는 태도의 하위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흥미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성

취목표성향, 흥미, 수업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학생의 흥미가 수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이처럼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해당 학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에 대한 태도 역시도 수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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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꾸로 학습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편

이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 대한 연구나 학습에 대

한 태도 연구 등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있고,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업 방식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김용석, 2015; 김민경, 신창원

2016). 김용석(2015)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 시간에 거꾸로 학습을 활용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 학업성취도 및 수

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학 교양영

어에 적용된 거꾸로 학습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민경, 신창원(2012)은 중학교 영어과 학

습에서 거꾸로 학습의 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업에 대한 태도 및 흥미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윤미선, 김성일, 2004; 김종한, 2001). 김종한

(2001)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학습태도, 교과선호도의 관계와 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습태도와 교과선호도는 직접적으로 학업성취

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교과선호도가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학습태도와 교과선호도에 영향

을 미쳐 학업성취에 대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선과 김성일(2004)은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서 사고양식, 학습에 대

한 일반적 동기와 학습전략, 교과 특수적 흥미 간의 상호관련성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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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조 모형 내에서 변인들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의 교과 성취와 상호 상관이 가장 높은 것은

교과 흥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과 거꾸로 학습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정적인 상관을 찾아낸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

서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업성취

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교육성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인 학업성취

도와 정의적 영역인 수업만족도에 주목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업만

족도와 학업성취도는 긴밀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만족도가 학업

성취의 선행변인이라는 연구도 있었다(한신일, 이석열, 박진은, 2012; 한

신일, 이석열, 2012; 최부기, 전주성, 2011). 반면,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

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 또한 있었는데(이경희, 김지연, 2014),

이 연구에서는 수업만족도를 학업성취도 보다 일정 기간 먼저 측정함으

로써 그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한신일과 이석열(2012)은 대학의 영어수업에서 학생의 영어능력과 수

업참여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

취에 차이가 있는지와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영어능력, 학업성취도 검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영어강의에서 학생의 인지적 요소인 영어능력과 정의적 요

소인 수업참여 적극성 정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그리

고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

정에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의 상

관이 .2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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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기와 전주성(2011)은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실

재감과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

과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은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실재감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수업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의 중요한 선행변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

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835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이

버대학 학습자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상당히 큰 정적인 직접효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일과 이석열, 박진은(2012)은 전국 15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학생 총 2,296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자기결정 여

부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고, 이들 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

및 학업성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수업만족도, 학업성취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

타났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교수업만족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만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시험・평가・성과, 교사, 수업환경 요인의 영향력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

덧붙여, 이경희와 김지연(2014)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만족도는 학업성

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고 다중회

귀분석 결과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지 않지만, 수업만족도

요인을 독립변인에 함께 넣고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두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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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보다 예측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예측

하지는 않지만 다른 요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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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해서 학생들이 인지한 성향 및 인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들을 참고하여 거꾸로 학습의 구성요소인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참여중심 수업, 그리고 협동 학습에 대한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을 고

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으로 정의하고, 고등

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제작하였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나.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 ‘내용’, ‘방법’, ‘결과’를 수업만족도의 구성요인

으로 정의하고, 수업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새롭게 개발한 백순근 외

(201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시기가 해당 학년의 전체 수업 과

정이 종료하는 시점이 아니므로, 이 중 결과 척도를 제외한 ‘목표’, ‘내용’,

‘방법’ 등 총 세 항목을 토대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수업만족도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후 거꾸로 학습이 진행된 2/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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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측정하였으며, 수업만족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본다.

다.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교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 과목의 학습 후 실시되는

정기 지필고사에서 거둔 성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기에, 교과는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2학기 영어 과목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거

꾸로 학습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거꾸로 학습 실시

학급과 실시하지 않은 학급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와 2학기 중간고사 점

수도 동시에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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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과 수행

하지 않은 학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2.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5.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위 모형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

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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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으

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은 교사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수업 방식과 달리 학생을 수업의 중심

으로 보고 기존의 교수 중심의 활동은 강의 동영상 시청 활동으로 전환

한 뒤, 이후 교실 내 학생 중심의 활동을 유도하는 수업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입시위주의 수

업 대신 거꾸로 학습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수행하는데 교사와 학

생 모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로 거꾸로 학습을 현장에 적용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교육계 전반 등에서 강조되는 학생 주도적, 참여형

학습의 한 가지 예시로 거꾸로 학습은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영어 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

요 변인인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으로 학습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과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수업 방식에 따른 참여가 활발할 것이라 기대되는 영

어 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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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D광역시 소

재의 00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대상 중 시험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과 불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은 194명이었다. 이

중에서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은 세 학급으로 세 학급에 배정된 인

원은 총 102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 2학기 개학 후 중간고사

까지의 기간 동안 22차시의 ‘실용 영어’ 과목에서의 거꾸로 학습을 진행

하였다. 나머지 92명을 대상으로는 거꾸로 학습이 아닌 일반 강의식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중간고사 점수는 거꾸로 학습 수행 학급과

수행하지 않은 학급 간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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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영어과 거꾸로 학습’ 차시별 활동 계획

차

시
Section Aim

1

-

2

- Before 

You Begin

- Listen

• To talk about all kinds of lifestyles which are harmful for 

your health

• To comprehend prohibiting and advising expressions after 

listening to them in dialogue

3

-

4

- Talk  

- 

Communic

ative 

Task

• To simp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main 

functions

• To make summarization after sharing the idea about 

harmful habits for health

5

-

8

- Listen 

& Talk in 

Real Life

- Before 

You Read

• To comprehend main topic after listening to the article 

about healthy foods for eyes

• To make some questions and answers after looking 

through the graph about frequency of texting among 

teenagers

9

-

13

- Read

• To read and comprehend the problem of using high-tech 

devices among teenagers

• To solve comprehension check questions

14

-

16

- After 

You Read

- 

Language 

Focus

• To talk about reading contents using prohibiting and 

advising expressions

• To speak and write some sentences using 'present perfect'

• To have a talk based on what the students wrote

17

-

18

- Write
• To make a newspaper using main expression and main 

grammar points

19

-

20

- Project 

Work

- Culture 

Time

• To present how to stretch one’s body in proper way

• To present various kinds of exercise from many countries

21

-

22

Review • To review whole contents before mi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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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영어과 거꾸로 학습’ 수업지도안 예시

Unit 1. Woes of the Tech-Savvy Date 8. 22

Class
2-8, 9, 

10 (A)
Period 7 Section

After You 
Read

& Language 
Focus

Termina

l 

Objectiv

e

 Students will be able to share their own opinions 

about using high-tech devices with present perfect 

tense and advising expressions in speaking/writing.

Enabling 

Objectiv

es

Students will be able to ...

• distinguish the transformational rules about the past 

participle form of verb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verbs.

• explain their symptoms as a patient with using 

present perfect tense and give advice as a doctor 

with using ‘it is important that’ or ‘you’d better not’ 

in role play.

• exchange their ideas about using cellphones in 

schools.

• decide their own stance after the debate, which is 

pros or cons, and write their opinions in a logical 

sequence.

Aids
Video Lecture before the class, Worksheet, Cards, 

Groupwork Board, PowerPoint Slide and Black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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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인 문항

중요도

1. 나는 거꾸로 학습이 영어 읽기를 학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거꾸로 학습이 영어 듣기를 학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거꾸로 학습이 협동 학습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거꾸로 학습이 활동 중심 학습 학습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감도

5.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읽기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6.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듣기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7.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협동학습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8.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활동 중심 학습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자신감

9.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읽기에 보다 자신이 생길 것 같다.

10.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듣기에 보다 자신이 생길 것 같다.

11.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협동학습에 보다 자신이 생길 것 같다.

12.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활동 중심 학습에 보다 자신이 생길 것 같다.

[표 Ⅳ-3]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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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검사 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

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고등

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1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각 하위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신

뢰도가 .900-.9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신뢰

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

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로운 측

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고, 구인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이란 특정 도구가 어떤 심리적 특성을 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 주고 있는지를 어떤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타

하위요인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929 .900 .934 .917

[표 Ⅳ-4]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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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우선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 요인

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Ⅳ-5]와 같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

과 총점간의 상관은 .802-.84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각 하위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영

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하위영역 간의 상관의 경우에도 .742-.86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p<.01). 이

는 세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호감도 .756***

자신감 .742*** .867**

전체 .802*** .841** .837**

** p<.01, *** p<.001

[표 Ⅳ-5] 고등학생의영어과거꾸로학습태도척도의하위영역및전체간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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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

의 수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

석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느 정도 합치하

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

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1.342

≤왜도≤1.546, 첨도는 2.290≤첨도≤2.747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 첨도≤ )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가 각각 두 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 [그림 Ⅳ-1]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

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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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고등학생의영어과거꾸로학습태도척도에대한확인적요인분석모형

Amos 22.0으로 수행한 위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제시된 모형

적합도는 아래 [표 Ⅳ-6]과 같다.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86.577(44)*** .981 .972 .071

*** p<.001

[표 Ⅳ-6] 고등학생의영어과거꾸로학습태도요인모형의적합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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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

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

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

(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값이 1.97로 도출되

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에 비해 상

대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 이상이면 연구

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

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

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

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이하의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이상 .08이하의 값

은 양호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이상 .09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토

대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와 TLI가 각각 .981, .972로 .90 이상

이며, RMSEA가 .071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803-.935,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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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19-.99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기 때문

에,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

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중요도 → 중요도(읽기) 1.000 0.935

중요도 → 중요도(듣기) 0.1005*** 0.931

중요도 → 중요도(협동 학습) .978*** 0.883

중요도 → 중요도(활동 중심 학습) .860*** 0.823

호감도 → 호감도(읽기) 1.000 0.810

호감도 → 호감도(듣기) 1.128*** 0.846

호감도 → 호감도(협동 학습) 1.029*** 0.834

호감도 → 호감도(활동 중심 학습) 1.026*** 0.803

자신감 → 자신감(읽기) 1.000 0.891

자신감 → 자신감(듣기) 1.012*** 0.847

자신감 → 자신감(협동 학습) 1.018*** 0.859

자신감 → 자신감(활동 중심 학습) 1.002*** 0.881

2차
요인
부하량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중요도 1.000 0.819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호감도 0.992*** 0.991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059*** 0.972

[표 Ⅳ-7]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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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Baek et al.(2018)이 개발한 수업만족도 리커트 5점 척

도를 활용했다. Baek et al.의 척도는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결과에

관한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시

점이 대상인 고등학교 과정의 종료 이전 시점이므로 결과 항목을 제외한

세 가지 하위 영역만을 활용하였다.

구성요인 문항

영어

수업의
목표

학습 방향 제시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제시해주었다

중요성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적절한

목표 수준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의 수준과 잘 맞았다

수업 내용과

연계성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은 서로 잘 어울렸다

달성도 영어 수업은 학습 목표를 계획대로 잘 달성하였다

영어
수업의

내용

체계적 구성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적절한 분량 영어 수업시간의 학습 분량은 나에게 적절하였다
실생활과의

연계성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의미가 있었다.
적절한

과제 수준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학습과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흥미로운

내용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영어

수업의
방법

적절한

설명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적절한

시간배분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한 시간 배분을 잘 하셨다

편안한분위기
영어 수업시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자기주도적학습

기회

영어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개인 및 조별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적절한피드백
영어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

[표 Ⅳ-8]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대한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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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검사 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가 얼마

나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업

만족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6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

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각 하위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신

뢰도가 .803-.876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업만족도

척도는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수업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을 의미하고, 구인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이란 특정 도구가 어떤 심리적 특성을 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 주고 있는지를 어떤 이론적인 가설을

세워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구인타당도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타

난 Baek et al(2018)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Baek

하위요인 목표 내용 방법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876 .803 .827 .867

[표 Ⅳ-9] 수업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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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의 연구와는 달리, 학기 과정 중에 척도 수집을 수행했으므로, 척도

의 요인 중 ‘결과’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 ‘내용’, ‘방법’ 요인을 활

용하였다.

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수업

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Ⅳ-10]과 같다.

상관분석 목표 내용 방법

내용 .721**

방법 .626** .709**

총점 .882** .911** .874**

** p<.01

[표 Ⅳ-10] 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수업만족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은 .874-.91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를 통해 각 하위요인들이 수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하위영역 간의 상관의 경우에도

.626-.72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p<.01). 이는 세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수

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

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871≤왜도≤1.215, 첨도는
.750≤첨도≤2.524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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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  , 첨도≤ )을 충족하고 있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19-.791,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목표, 내용, 방법)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53-.99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학생

의 수업만족도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

정하고, 각 요인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

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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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목표 → 목표1 1.000 0.782

목표 → 목표2 1.138*** 0.791

목표 → 목표3 .911*** 0.724

목표 → 목표4 .806*** 0.757

목표 → 목표5 .895*** 0.794

내용 → 내용1 1.000 0.741

내용 → 내용2 1.101*** 0.751

내용 → 내용3 1.285*** 0.619

내용 → 내용4 .858*** 0.701

내용 → 내용5 1.273*** 0.726

방법 → 방법1 1.000 0.690

방법 → 방법2 1.215*** 0.624

방법 → 방법3 1.266*** 0.768

방법 → 방법4 1.238*** 0.693

방법 → 방법5 1.139*** 0.762

2차

요인

부하량

수업만족도 → 목표 1.000 0.860

수업만족도 → 내용 .877*** 0.995

수업만족도 → 방법 .603*** 0.853

[표 Ⅳ-11]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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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가.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

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인원 194명 중, 102 명을 대상으

로는 먼저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학기 시작 시점에 측정한 후, 영

어과 거꾸로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후 거꾸로 학습 수행 차시의 2/3 시

점에서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성적을 수집하였다. 나머지 92명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의 강의식 학습을 진행하였다. 거꾸로 학습 수행 학급과 마찬가지로 학

기의 2/3 시점에서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였고, 학업성취도 역시 2학기 중

간고사 영어 과목 성적으로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의

경우, 연구 기간 전에 실시된 참가자 194명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 역시

비교와 참고를 위하여 수집되었다. 이 연구의 설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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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수업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2018년 8월 중순 D광역시 소재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3학급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2차시의 ‘실용 영어’ 과목 거꾸로

학습을 실시하였고 예정된 거꾸로 학습 수행 기간의 2/3 시점인 9월에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10월

에 실시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였으며, 이후 수집

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를 정리

하면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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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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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 척도와 수업만족도 척도가

신뢰로운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

하고, 구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 척도와 수업만족도 척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

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단순상관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으

로 가설 검정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07). 또

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구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이라고도 불리며 실험 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비실험적 상황에

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구조를 밝히는 통계기법이다(이기

종, 201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서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키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을 적용하였으며

검증, CFI,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평가

하였다. 각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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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정하는 방식인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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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

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

구 결과로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거꾸로 학습

을 수행한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 간의 학업성취도를 대상으로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에 소속된 고등학생들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방

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

업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역시

실시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각 변인들에 대하여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194명의 응답이 나타내

는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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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의

관측변인 중 ‘자신감’의 평균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

요도’ 3.25, ‘호감도’ 3.2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

습에 대한 태도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218-.432, 첨도 절

대치가 .086-.683으로 나타나 왜도≤  , 첨도≤ 의 범위에 속하여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수업만족도의 경우 ‘목표’의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방법’ 3.95, ‘내용’ 3.86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모든 관측변

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532-.993, 첨도 절대치가 .045-1.065로 나타나

왜도≤  , 첨도≤ 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의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점수의 경우 평균이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중요도 1.00 5.00 3.25 .938 -.432 .086

호감도 1.00 5.00 3.25 .837 -.247 .683

자신감 1.00 5.00 3.51 .864 -.218 .306

수업만족도

목표 1.00 5.00 4.10 .858 -.993 1.065

내용 1.00 5.00 3.86 .935 -.532 -.045

방법 1.00 5.00 3.95 .882 -.719 .559

학업성취도
기말고사

점수
12.00 92.00 64.46 15.44 -.829 .741

학업성취도
중간고사

점수
12.00 94.00 66.14 15.40 -.587 .536

[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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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2학기 중간고사는 평균이 66.14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본 결과 왜도 절대치가 1학기 기말고사는 왜도 절대치가 .829, 첨도 절대

치가 .741로 나오는 한편, 2학기 중간고사는 .5874, 첨도 절대치가 .536로

왜도≤  , 첨도≤ 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나. 공변량분석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과 수행하지 않은 학급 간의 학업성

취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은 3학급에 성원은 총 102명, 거꾸

로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학급은 3학급에 성원은 총 92명이었으며, 그들의

1학기 기말고사 및 2학기 중간고사 점수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정평균

수행 학급 64.06 15.50 67.15 14.94 67.512

일반 수업 학급 64.91 15.45 65.03 15.90 64.637

[표 Ⅴ-2] 사전점수, 학업성취도 및 조정평균

거꾸로 학습 수행 학급과 일반 학습 수행 학급 간의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51 -

[표 Ⅴ-3] 분산의 동질성 검정

거꾸로 학습 수행 학급과 일반 수업 실시 학급 간의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점수인 기말점수를 통제하고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Ⅴ-4] 학업성취도에 대한 공변량 분석

a. R 제곱 = .798(수정된 R 제곱 =.796)

분석한 결과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실시여부는 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

량 분석의 결과 ‘실시여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F=8.260, p<.05). 부분 에타 제곱은 .0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 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 제곱

기말점수 36341.987 1 36341.987 .000 .791

실시여부 399.354 1 399.354 .005 .041

오차 9235.008 191 48.351

전체 894664.740 194

수정된 합계 45794.865 193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중간고사 평균 기준 1.025 1 192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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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관분석

(1)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이란 두 변인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백순근, 2004). 상관계수란 일반적으

로 피어슨(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두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인과관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

서도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204** .173** .219** .199**

목표 .155** .145** .161** .166**

내용 .226** .142** .181** .166**

방법 .180** .173** .195** .191**

* p<.05, ** p<.01

[표 Ⅴ-5]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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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

업만족도 전체 및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p<.05).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 전체와 수업만족도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204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중 ‘호감도’

가 .219로 수업만족도 전체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내용’이 .226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전체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6]과 같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

로 학습에 대한 태도 전체는 .294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중간고사 성적 .294*** .244*** .289*** .281***

** p<.001, *** p<.001

[표 Ⅴ-6]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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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

-7]과 같다. 수업만족도에 대한 태도 전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

(p<.05). 수업만족도 전체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계수는 .221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전체 목표 내용 방법

중간고사 성적 .221** .191** .226** .190**

* p<.05, ** p<.01

[표 Ⅴ-7]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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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목표 내용 방법

고등학생
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태도

중
요
도

1 　 　 　 　 　

호
감
도

.756*** 1 　 　 　 　

자
신
감

.742*** .867*** 1 　 　 　

수업
만족도

목

표
.145*** .161*** .166*** 1 　

내

용
.142*** .181*** .166*** .721*** 1

방

법
.173*** .195*** .191*** .626*** .709** 1

학업
성취도

중
간
점
수

.244*** .289*** .281*** .191*** .226** .190*

* p<.05, ** p<.01 *** p<.001

[표 Ⅴ-8]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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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

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 [그림 Ⅴ-1]과 같은 구조방

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Ⅴ-1]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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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

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거꾸로 학습을 이수한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는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사

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

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증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 기각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형 자

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표준 카이제곱()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위 모형에서 값이 1.80로 도출

되어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

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가 .045, CFI와 TLI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적합

도를 보이고 있다.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15.216(12)* .993 .988 .045

* p<.05

[표 Ⅴ-9] 모형의 적합도 지수(N=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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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수업만족도 0.156*** 0.201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학업성취도 4.860*** 0.227

수업만족도 → 학업성취도 5.698*** 0.206

요인
부하량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000 0.902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070*** 0.959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중요도 0.904*** 0.770

수업만족도 → 목표 1.000 0.817

수업만족도 → 내용 .970*** 0.889

수업만족도 → 방법 .714*** 0.769

** p<.01; *** p<.001

[표 Ⅴ-10] 모형의 모수 추정치

해당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위와 같다.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

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201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27로 이 역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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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 검증을 사용하

였다. 먼저 Sobel 검증의 경우 <표 Ⅴ-11>과 같이 영어과 거꾸로 학습

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계수(a)는 .156, 표

준오차는 .054이고,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b)는 4.860, 표준오차는 1.687로 나타났다. 따라서 Sobel 통계값은

2.0399로 계산되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붓스트래핑의 경우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

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2.477로, 표준화계수가 .1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 결

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

만족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간접효과 a  b 
Sobel test

statistic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도

.156 .054 4.860 1.687 2.039

[표 Ⅴ-11] 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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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2]

와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Ⅴ-2] 최종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때 수업만족도는 두 변인 간을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201** .201**

학업성취도 .227** .041** .268**

* p<.05, ** p<.01

[표 Ⅴ-12] 모형의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 61 -

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

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첫째,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 사이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둘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Baek et

al.(2018)의 ‘수업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척도’는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만족도’는 ‘목표’, ‘내용’, ‘방법’의 3가지 하위 영역으

로 구성되었다. 두 척도 모두 신뢰도(Cronbach’s α)와 구인타당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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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D광역시의 00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대상 중 시험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

상 인원은 전체 194명이었다. 이 중에서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3학급에

속하는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 학기가 시작될 무렵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고, 거꾸로 학습 시행 차시의 2/3 시점인 9월에 ‘수

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같은 해 10월에

실시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

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영어과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고등학생과 그

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변량 분석의 결과 ‘영어과 거꾸로 학습의 실시 여부’ 영역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8.260, p<.05). 부분 에타 제곱은

.041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

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상관은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 전체와 수업만족도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204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p<.01). 이때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의 하위 영역 중 ‘호감도’가 .219로 수업만족도 전체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내용’이 .226으로 고등학생

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전체와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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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

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294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때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중 ‘호감도’가

.289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

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27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1).

넷째, 중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은 .221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이때 수업만족도의 하위 영역 중 ‘내용’이 .226으로 다른 하

위 영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계수는 .2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다섯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

정식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

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0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또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27, 총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즉, 수업만족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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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

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영어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

만족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이경국, 이정란,

2007; 서예원, 김경숙 2012)와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영어 학업성취도

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이경국, 이정란, 2007; 한신일, 이석

열, 2012; 서예원, 김경숙 2012)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영어 교과에서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성장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험과 같은 고등학생

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

다. 특히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호감도’와 ‘자신감’이

각각 학생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 진행시 학생들에게 영어 과

목에 대한 호감도를 함양해 줄 수 있고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교과의 거꾸로 학

습에서도 학생의 흥미, 자신감, 참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학생

의 참여와 자발적 학습을 강조하는 ‘거꾸로 학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둘째,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한신일, 이석열, 2012; 한신일, 이석열, 박진은, 2012; 최부기, 전주

성, 2011)와 일관된 결과이며,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수업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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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학업성취도와 가장 상관이 높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교수업

만족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위 요인의 회귀분

석 결과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만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한신일, 이석열, 박진은, 2012)와 유

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목표, 수업 방법, 수업 결과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특히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협의회를 가지거나, 수업 내용 및 보조 도구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

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영어 수

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이종열 외, 2014; 홍기칠, 이주이, 2017)와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의 수업만족도에 따라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정 변인임을 의미한다. 즉, 학업성취도

를 높이는 데 있어 수업만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이 높

은 수업만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

꾸로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206로 그 영향이 크지 않고, 이로 인해 고

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041로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매개효과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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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다 많은 학생과 다양한 지역 및 학교급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영어

과 시험성적 획득이 가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나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남학교에 재학 중인 195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별 및,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의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거꾸로 학습에 대해서도 연

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3a)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컨대, 국어, 영어, 수학은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학생 주도의 수업을 활성화하

며, 사회, 과학 등의 경우 실험, 실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탐구

와 사고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

어 외에도 다른 교과의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이 개인 특성, 교사 특성, 학교 특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

도가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해 가지는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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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 설문지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 설문지]

안 내 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검사는 고등

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더 나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별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

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민권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써주세요.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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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거꾸로 학습이 영어로 읽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이 영어로 듣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 시간에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 시간에 하는 협동 학습

이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읽기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영어 듣기에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

에 대해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한다면 협동 학습에 

대해 보다 흥미가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통해 영어 읽기에 보

다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통해 영어 듣기에 보

다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보다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꾸로 학습을 통해 협동 학습에 대

해 보다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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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만족도 설문지]

안 내 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검사는 영어

과목 수업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 솔직한 응답은 더 나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입니다.

개별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

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민권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써주세요.

학 번 :



- 8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어 수업의 목표에 대한 만족도

학습 방향

제시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제시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중요성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목표 수준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의 수준과

잘 맞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업

내용과의

연계성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은

서로 잘 어울렸다
① ② ③ ④ ⑤

달성도
영어 수업은 학습 목표를 계획대로 잘

달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수업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체계적인

구성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분량

영어 수업시간의 학습 분량은 나에게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실생활과의

연계성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의미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과제 수준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학습과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흥미로운

내용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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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영어 수업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

적절한

설명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시간 배분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한 시간 배분을

잘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편안한

분위기

영어 수업시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

적 학습

기회

영어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개인 및

조별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피드백

영어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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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 중심 학습 자료

(1)짝활동지(Pair Work) : Information-gap Activity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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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짝활동 카드(Pair Work Cards) 내용

<Cause> <Cause> <Cause>
- Stare at a computer 

screen 
  for long periods
- Focus on the computer 

screen 
  at close range

- Expose myself to loud 
noise like personal music 
players, computer games, 
television, and movies.

- Go to concerts and listen 
to very loud music

- Spend so much time 
looking down at screens

- Hold my head and neck in 
uncomfortable positions 
while using cell phones 
and laptops

<Cause> 카드 : 환자역할 학생이 사용

<Symptom> <Symptom>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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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ar vision
- Eye twitching – 

Eyestrain
- Physical fatigue
- Decreased 

productivity
- Starting to blink less 

often than usual, 
from 16-20 blinks 
per minute to 6-8 
blinks per minute

- Experiencing tinnitus
- Having to shout so 
that the people can 
hear me

- Neck pain
- Stiffness to the 

shoulders, arms, and 
wrists

- Headaches

<Symptom> 카드 : 환자역할 학생이 사용

<Effect> <Effect> <Effect>

- Tiredness and an
 inability to focus
-Increase near
sightedness
- Aging vision

- Losing their hearing 
at much younger 
ages

- Hearing loss can last 
a lifetime

- The posture pulls 
the rest of the spine 
out of its correct 
position

- Early spinal soreness
- Disc degeneration
- Headaches

<Effect> 카드 : 의사역할 학생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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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ce> <Advice> <Advice>

- Do simple eye 
exercise

- Blink and take deep 
breaths more often

- Reduce screen light 
by changing light 
levels

- Know which noises 
can cause damage

- Turn down the 
volume on your 
music, TV, and 
especially the 
earphones on your 
portable music player

- Wear earplugs when 
taking part in a loud 
activity.

- Keep your messages 
brief to reduce using 
time of cell phone

- Hold your phone 
directly in front of 
your face while 
texting

- Take regular breaks 
from texting

<Advice> 카드 : 의사역할 학생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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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둠활동판 (Group Activi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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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둠활동 카드 (Pros & Cons Cards) 내용

<Pros Cards>

Need for study
Relieve our stress

Need for 
emergency

Effective tool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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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 Cards>

Bother the teacher’s class
Harmful for our health

Distracting factor during study

The danger of losing cell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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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nd Its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via a Mediating Effect of
the Student Satisfaction

Kim, MinKw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association of the attitud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is thoroughly examined through a mediating effect: the

student satisfaction. The below are the research questions being

investigated.

1. How does the academic achievement differs between the class

which participated in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nd the

class which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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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ffect class satisfaction?

3.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4. How does student satisfaction affect the academic achievement?

5.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when a mediating

effect is present?

To address these questions, students' attitude toward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Scale(FLECS) was developed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e FLECS is

composed of three sub-constructs: ① Importance, ② Interest, and ③

Confidence. Also, the Class Satisfaction Scale(CSS) of Baek at

el(2018) were used in this research. CSS is composed of three

sub-constructs: ① Goal(objective), ② Content, and ③ Organiz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se scales aptly measure sub-factors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lso, these two scales have

shown to be reliable when looking at their Cronbach’s α coefficient.

The total of 194 students at S high school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102 of them were those who learned from flipped

learning. The FLECS and the CSS were used throughout the

semester. The participants' mid-term exam scores of English class

were then collected and used as an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justed mean of the treatment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by 2.875 and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F=8.260, p<.05) for the treatment group abou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to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by

ANCOVA.

Second,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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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lass affected the student satisfaction. The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showed that the attitude was

predictive of the student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201, p < .01).

Third, the students' attitude affe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path analysis of SEM showed that the attitude was predictive of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ized coefficient = .227, p < .01).

Fourth, the student satisfaction affected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path analysis of SEM showed that the student satisfaction was

predictive of the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ized coefficient =

.206, p <.01).

Fifth, the students' attitude was predictive of the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student satisfaction. The indirect effect on

the attitud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by the student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041, p <.05).

Also, the direct effect on the students' attitude to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268, p <.01). Simply put, the student satisfaction mediated the two

variables (the attitude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To conclude,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ffect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being mediated by

their satisfaction. Therefore, to raise the academic achievement, it is

imperative that students fost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so they may be fully immersed in the

class and its learning activities.

Keywords : Attitude toward ‘Flipped Learning in English Class’, 

Academic Achievement, Student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7-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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