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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주

요 개념과 원리 제시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

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은 초등

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의 수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

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

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더 높은가?

둘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더 높은가?

셋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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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

다. 아울러 수업만족도 척도는 Baek et al(2018)이 개발한 ‘영어 수업만

족도 척도’을 사용하였다.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

도 척도’는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

업만족도 척도’는 ‘목표’, ‘내용’, ‘방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두 척

도 모두 구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C고등학교(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22

명(실험집단 69명, 통제집단 5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2018년 8월 중순

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고, 학생 참여형 영

어 수업의 2/3지점인 9월 중순에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학업성취

도’는 2018년 10월에 실시한 영어 수업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6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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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

과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섯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의 관계에서 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 간에는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수업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과목에서의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

해 학생들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효

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 환경 조성, 학

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학 번 : 2013-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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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의 교육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도 학생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 개

정 교육과정 총론에서의 미래핵심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이며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 사고역량, 심미 감성역

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으로 구성된다(백순근 외, 2018; 이광우,

2015a). 이러한 미래핵심역량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므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은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

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교

육부, 2015b).

학교 교육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고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한 학습동기 저하, 심각한 경쟁으로 인한 우울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변

화시키고자 많은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중학교에서는 교

수  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를 과정중심평가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돕는(신철균 외, 2015)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

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적 경쟁과 입시부담을 덜고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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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

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역량증진과 흥미, 동기를 높이는 행복교육으로 변화하

면서,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수업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교사주

도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지식을 일방적으

로 전달하였으나,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핵심 개념과 원리 제시로 학

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육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백순근, 2016)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배우는 수업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는 토론, 체험, 탐구 등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움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

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의 학업 흥미를 제고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

상시키며, 교우관계 및 교사-학생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 기대된다(양현

경, 2018 재인용; 교육부, 2015a; 2015b; 2015c; 2013b;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부의 학생 참여형 수업 장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용하고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문지윤 외, 2016; 박기표, 원용중, 200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분

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의 한 유형으로 수업을 설계 및 적용하고 그 효과

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효과를 통합

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 참여형 수업의 효과는 학생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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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생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차원 학교성과의 정의, 인지적 대표

지표라 할 수 있는 것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이므로 학생 참여형 수

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여러 선행연구(최부기, 전주

성, 2011; Hattei, 1993)에서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교과를 영어로 선정하였다.

언어 학습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교수환경보다 비교수환경에서 자연스럽

게 언어에 노출될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신용진, 1999; Underwood,

1996; Fillmore, 1982).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언어학습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언어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다(Griffiths, 2008). 즉 영어 수업에서는 다른 교과들에

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독립변인 t검증과 공변량분석을 사용

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더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4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더 높은가?

2.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더 높은가?

3.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

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

개하여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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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수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계획

적으로 조작하는 과정(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이며, ‘참여’란 적극적인

관여와 헌신, 주의집중(Newmann et al, 1992)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

업으로(백순근, 2016),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교수-학습 활

동에 학생들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관여하고 집중하는 수업을 말

한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학생이 수업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고, 교사는 수업에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 보다는 학생이 능동적이

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소연희, 2015)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경험하고,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창의

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등의 미래핵심역량 증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백순근, 2016)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

업은 토의 · 토론 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실험 · 실습, 융합수업

등을 각 교과의 수업 내용과 학습 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종아, 소경희, 2017; 교육부, 2015b).

영어 교과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은 토의 · 토론, 역할극, 거꾸로 학

습, 직소활동,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협동학습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토의 · 토론, 프로젝트, 직소활

동 등의 협동학습으로 간주하고, 교사-학생간,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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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하고, 영어 사용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

획하였다. 토의 · 토론은 언어 수업에서 대표적인 말하기 수업 유형으로

학생들의 언어적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내용 조직화 능력을 길러준다

(Wood & Goodnight, 1996). 협동학습은 학생간의 협동을 통해 상호작용

을 촉진하며, 수업에서 발화의 기회를 늘려 학생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

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Brown, 2007). 협동학습 중 프로젝트는 과제 해

결을 위한 학생중심의 협동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

공동체의식을 길러준다(지옥정 역, 1995). 협동학습 중 직소활동은 능동

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동료교수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이현구,

2014)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유환희, 김은주,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유형을 토의 · 토론,

프로젝트, 직소활동 등의 협동학습으로 간주하고 학생수준 및 수업환경

에 맞게 변형하여 설계 및 적용하고자 하였다.

가. 토의 ・ 토론

토의 · 토론은 언어 수업에서 대표적인 말하기 수업 유형으로, 학생간

의 의사소통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 스스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논의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구정화, 2009;

김현진, 1994). 토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적 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한 조직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Wood & Goodnight, 1996).

토의(discussion)는 어떤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

환하여 그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

이다. 따라서 토의는 한 가지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

람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하나의 정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의 수업은 도입(entry), 명료화(clarification), 탐색(investigation), 정리

(closure)의 절차로 진행(Gall & Gall, 1990)된다. 구체적으로 수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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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목표에 적합한 토의 주제 명시화, 토의 참여 독려를 위한 역할 분

담, 토의 실시, 결과 발표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토의는 자신의 의

견을 발표하는 것에 더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여 의견들을

하나로 종합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급사고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정문성, 2004).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이나

검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다(정문성, 2004). 토론수업의 유형은 찬반논쟁협동학습

(pro-con모형), 대립토론, 합의학습, 개별학습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

다(구정화, 2009). 이 중 찬반논쟁협동학습은 Johnson & Johnson(1994)

의 협동 학습 모형을 기초로 한다. 토론 과정을 정교화하여 논쟁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집단의 대립보다는 토론의 결과

로 도출되는 해결책이 강조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협동이 강조된다. 찬

반논쟁협동학습의 단계는 관점표명, 반대관점의 도전, 자신의 관점에 대

한 개념갈등과 혼란, 지적 호기심과 다른 관점 채택의 경험, 관점의 재개

념화를 통한 종합적 표명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구정화, 2009). 토론은

학생들의 구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어 말하기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의 · 토론 수업을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진행하

였다. 토의 수업은 문제 해결형 토의수업을 활용하였으며, 토론은 찬반논

쟁협동학습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문제 해결형 토의수업은 토의

주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학습한 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소그룹에서 자유롭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

그룹 토의를 통해 선정 된 최선의 해결책은 그룹의 대표의견으로 선정되

며,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의견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토론 수업은 찬반논

쟁협동학습(pro-con 모형)을 수정 및 변형하여, 수업 시간과 학생 수준

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토론 수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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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및

영어 토론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개별 활동에서는 학생

들이 먼저 찬성과 반대 주장 모두에 대해 근거를 정리한 시간을 갖게 하

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작성한 뒤, 소그룹 내에서 토론을 하였고,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소그룹 별로

대표 주장을 세워 발표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소그룹 내에서 체계를 가

지고 활동하는 것으로(서예은, 성귀복, 2015), 그룹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

호의존성을 길러준다(Slavin, 1983). 협동학습 중 심층학습을 위한 대표

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프로젝트는 실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

생중심의 협동적 프로젝트 수행이 주요활동이 되는 수업이다 (이주호,

2016).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이 주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직접적

인 관찰과 조사(inquiry)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 등을 함양하도록

하며 학습 과정의 구체적인 성과가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 결과물로 만들

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비정형의 개방적인 수업이다(최재영,

2007). 프로젝트 수업은 토론, 현장 답사, 조사, 결과물 제작, 자료 전시

및 발표의 5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사가 주제탐구를 위해 토론하고, 조사를 위해 실제 상황에서 원 자료

에 접근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제작하여 이를 전시

및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Katz & Chard, 2000). 프로젝트는 학생

들의 흥미를 고려할 수 있고 수업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

이다(지옥정 역, 1995). 또한 프로젝트는 다양한 과정과 결과를 허용하여

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연한 교육방법이며, 학생들은 프로

젝트를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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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양할 수 있다(지옥정 역, 1995).

이 연구에서는 한정된 프로젝트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배울 내용과 관

련된 프로젝트 주제를 미리 정하여 시행하였고, 학생들이 수집하는 주요

자료는 간접자료로 대체하였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 후 소그

룹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며 협동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순서로 진행

하였다.

다. 직소 활동

협동학습의 한 유형인 직소 활동(Jigsaw)은 전문가 협동 학습 혹은 소

집단 협동 학습의 하나로, 각자가 하위 주제에 대해 집중 탐구하여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서로를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다(이재승,

2005).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 모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협동학습이다. 직소 활동은 모집단 그룹이 전문가 그룹

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집단 그룹으로 돌아와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는, 조각 그림 맞추기 게임(직소퍼즐)과 비슷한 형태의 학습 방식이

다. 직소 활동은 EFL 환경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외국의 연구에서

도 그 효과가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 직소 활동의 단계는 모집단활동

(home group), 전문가 활동(expert group), 모집단의 재소집(home group

reconvene)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주제를

맡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전문가 집단 활동을 통하여 협동학습을

한 후, 다시 본래 소속된 집단으로 돌아와서 각자 학습한 내용을 가르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소 활동에서는 학습과제의 분담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서로 의존하면서 협동하여 결과물을 완

성하므로(이연화, 2016), 직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이현구, 2014), 정의적 안정감과 듣기, 읽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다(유환희, 김은주, 2006). 학생들은 직소활동의 전문

가 그룹 활동을 통해 배울 내용을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전문가 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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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이재승, 2005), 동료교수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하여(이재승, 2005), 수업 내용 이해와 배운 내용 복습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소 활동을 영어 읽기 수업에 적용하였고, 성적수준에

따른 이질집단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태도는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의 내재적 상태를 말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Baker(1988)는 태도

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지적이며 정의적이다. 둘째,

상반되는 양 극단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

져 있다. 셋째,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그러

나 태도와 행동의 관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넷째, 유전적으로 상속되

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다. 다섯째, 지속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험

에 의해 바뀔 수 있다(유은경, 1997). 즉 태도란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

하여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라 할 수 있다(상경아, 백

순근, 2005; Anastasi & Urbina, 1997).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

저 상경아와 백순근(2005)은 고등학생의 수학과외가 학업성취와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

와 수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구성된 수학 태도 검사(Aiken, 1970)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박현정과 길혜

지(2013)는 EBS 수능강의 수강이 교육격차 감소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수업태도를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

하여 듣는다.’, ‘나는 수업 시간 중이나 수업 시간 전후에 수업 내용과 관

련하여 질문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실험, 토론, 모둠 활동 등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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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양현경(2018)은 중

학생의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를 흥

미도, 자신감, 중요도, 참여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노현종, 손원숙

(2015)은 교사의 숙제 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과제가치, 학습태

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태도를 수업태

도와 숙제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수업태도는 수업에 대한 집중, 수

업에 적극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숙제태도

는 숙제에 대한 성실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병두(1996)

는 학업성취 관련 변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태도를 측정할 때, 관심,

공부애착, 집중도, 수업흥미, 노력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신동

(2002)은 구성주의 수업설계가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성취수준

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태도를 자신감, 흥미, 맥락성, 주의집중,

자율학습, 학습기술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영어 교과에서 연구된 학생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Gardner(2004)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

고 이를 AMTB(Attitude & Motivation Test Battery)라 하였다. AMTB

에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위개념을 동기, 통합성,

학습상황에 대한 태도, 불안, 도구성, 부모 격려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Girard(1977)는 학습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태

도를 교사에 대한 태도, 제2외국어에 대한 흥미,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민족주의로 구성하였다. 김은정, 최연희(2005)는 중학생의 영어 어휘 의

미 결정 전략 훈련이 어휘 학습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에서 중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 태도를 흥미도, 자신감, 만족도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김다미, 김태영(2018)은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도의 구조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에서 교실 영어수업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나 유

용성을 나타내는 수업 만족도와 수업준비 및 복습을 의미하는 수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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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으로 구성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효웅(1996)은 중, 고등학생의 태

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중,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태도를 측정하였으며, 미국인에 대한 태도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손경애, 이규진

(2002)은 교실 영어수업이 고교생의 영어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태도를 측

정하기 위해 외국어에 대한 관심,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영어수업에 대

한 태도, 영어교사에 대한 태도, 동료학생의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영어

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서세진, 박윤주(2015)는 실

제성이 포함된 교수 학습 자료가 아동의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동의 영어 학습 태도를 흥미도, 자신감, 만족도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김경훈, 임미란(2010)은 한국 대학

생들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어

학습 태도, 미국인에 대한 태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

한 태도를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의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앞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학생들이 토의 · 토론, 프로젝트, 직소 활동 등의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

들이 영어 사용 기회를 갖고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

한 태도란 ‘토의 · 토론, 프로젝트, 직소 활동 등의 협동학습을 통해 학

생들이 영어 사용 기회를 갖고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경향’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습, 수업, 영어 교과와 관련된 태

도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인을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문항 구성에 있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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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문항

유형을 ‘영어사용’, ‘토의 · 토론’, ‘협동학습’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협

동학습’ 유형에 프로젝트, 직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협동학습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표 II-1] 학생 태도 측정변인
구분 연구 척도구성요인

교과

및

수업에

대한

학생 태도

상경아,

백순근(2005)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박현정,

길혜지(2013)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듣는다.’

‘나는수업시간중이나전후에수업내용과관련하여질문한다.’

‘나는수업시간에실험, 토론, 모둠활동등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양현경(2018) 흥미도, 자신감, 중요도, 참여도
노현종,

손원숙(2015)

수업에 대한 집중,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정도,

숙제에 대한 성실성
구병두(1996) 관심, 공부애착, 집중도, 수업흥미, 노력

이신동(2002) 자신감, 태도, 맥락성, 주의집중, 자율학습

영어

교과

에서의

학생 태도

Gardner

(2004)

동기, 통합성, 학습상황에 대한 태도, 불안,

도구성, 부모의 격려
Girard

(1977)

교사에 대한 태도, 제2외국어에 대한 흥미,

외국문화에 대한 태도, 민족주의
김은정,

최연희(2005)
흥미도, 자신감, 만족도

서세진,

박윤주(2015)
흥미도, 고취감, 만족도

김다미,

김태영(2018)
수업만족도, 수업활동 적응

이효응(1996) 미국인에 대한 태도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손경애,

이규진(2002)

외국어에 대한 관심,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영어교사에 대한 태도,

동료학생의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불안
김경훈,

임미란(2010)

영어 학습 태도, 미국인에 대한 태도,

미국 문화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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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만족도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통해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존재

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직접 참여하고 학습하는 주체로서 수업에 대해 평

가하는 적극적 존재이다. 따라서 수업의 전 과정이 자신이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학

생들이 수업에 만족할수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

기 때문에(김나영, 2009, 주영주 외, 2009) 다양한 연구에서 수업만족도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의미 있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

넉함’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수업 만족도’는 ‘학생’이라는 주체가 ‘수

업’이라는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Keller(1983)

는 수업만족도를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과

달성한 학습 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이라 하였다(윤상이, 2015; 최희

숙, 전정수,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수업 평가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한신일, 이석열, 2012), 학생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에 기여한 정도(송충진,

2014)와 수업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평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이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평가의 지표라

고 할 수 있는 수업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수업만족도의 하위

구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양현경(2018)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

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중학생

의 수업만족도를 목표, 내용, 방법, 결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윤상이

(2015)는 교사의 학생평가전문성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수업만족도를 수업분위기에 해당하는 수업환경, 학

습활동, 과제수행, 학습평가로 구성된 학습과정, 동기유발, 능력개발로 구

성된 학습결과로 구성하였다. 김민성와 신택수(2011)는 학생이 지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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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결정성, 학습노력, 학업성취, 학교만족도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만족도를 수업만족, 학생 수준에 맞

는 수업 여부, 인성교육, 학교수업의 유익한 정도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Nunan(1988)은 수업만족도를 목표와 내용 선정, 교안

과의 일치 여부, 구체적인 수업목표 실행, 내용과 과업 선정의 적절성 평

가로 구성하였다.

반면 수업만족도를 학교교육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등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구인으로 포함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양분 외(2007)는 학교교육만족도 척도를 개발하였고, 전반적인

학교교육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수업만족도에 해당하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이를 수업 분위기, 교수 활동의 적절성, 수행

평가의 적절성, 동기유발의 4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하였다. 비슷한 맥락

에서 박경인(2010)은 고등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수업

만족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학교교육환경(수업분위기, 교우관계, 교사의

자질), 학교교육결과(평가, 능력개발, 학습동기 유발)를 포함하였고, 홍미

애(2013)는 초등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 측정을 위해 수업만족도에 해당

하는 영역으로 학교교육활동(수업분위기, 교수활동의 적절성, 평가의 적

절성)과 학교교육결과(능력개발, 동기유발)를 포함하였다.

영어 수업에서의 수업만족도를 살펴보면, Baek et al(2018)은 한국 중

등학생의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에서 영어 수

업만족도 척도를 목표, 내용, 방법, 결과로 구성하였다. 진성희와 신수봉

(2011)은 영어활용능력, 영어학습동기, 영어성취욕구, 영어자신감이 영어

강의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어강의만족도

를 측정하였고, 하위구인은 강좌내용만족도, 교수만족도, 동료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배성혜(2007)는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학생들의 영어학

습동기 및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영어강의의 수업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해 Dornyei(1994)가 개발한 외국어 학습 동기 요소 척도 중 학습환

경과 관련된 하위요인과 김은주(2005)의 수업만족도 관련 개방형 설문



- 16 -

을 참고하여 영어강의 수업만족도 검사를 6점 리커트척도로 재구성하였

고, 수업만족도를 수업내용, 교수자, 수업집단, 수업자료의 4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aek et al(2018)을 참고하여 수업만족도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족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만

족도를 수업과 평가가 종료된 뒤 측정할 경우 평가의 난도, 평가 결과

등이 학생의 수업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업만

족도를 수업 진행 2/3지점에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업만족도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Baek et al, 2018)으로 구성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 수업만족도 측정변인

연구 측정변인

양현경(2018) 목표, 내용, 방법, 결과

윤상이(2015)
수업환경(수업분위기), 학습환경(학습활동,과제수행,학습평가),

학습결과(동기유발, 능력개발)

김민성,

신택수(2010

‘수업만족’문항,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제공 여부’ 문항,

‘인성여부’문항, ‘학교수업의 유익함’문항

Nunan(1988)
목표와 내용선정, 교안과의 일치 여부

구체적인 수업목표 실행, 내용과 과업 선정 적절성

김양분 외

(2007)

수업 분위기, 교수 활동의 적절성, 수행 평가의 적절성,

동기유발

박경인(2010)
학교교육환경(수업분위기, 교우관계, 교사의 자질),

학교교육결과(평가, 능력개발, 학습동기 유발)

홍미애(2013)
학교교육활동(수업분위기, 교수활동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학교교육결과(능력개발, 동기유발)

Baek et

al(2018)
목표, 내용, 방법, 결과

진성희,

신수봉(2011)
강좌내용 만족도, 교수만족도, 동료만족도

배성혜(2007) 수업내용, 교수자, 수업집단,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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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성취도

‘성취’란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습득한 능력을 의미하며 학습에 의

해서 획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학교 교육을 통한 성취는 태도, 흥미, 자신감 등의 정의적인 영역

과 성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인지적인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학업

성취도를 인지적인 영역의 교육 성취로 간주하고 이를 연구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업성취도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로 간주하

여 연구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기고사 성적으로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양현경(2018), 신안나(2013), 박경인(2010)은 학업성취도를 인지

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로서,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

정된 것(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00)이라 보고,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를 활용하였다. 양현경(2018)은 중

학생의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의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로 활용하였다. 신안나(2013)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실천

적 교수 역량이 수업참여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의 1학기 국어, 영

어, 수학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박경인(2010)은 교사-학생 관계가

학교교육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학업성취도 점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 학업성취도 검사의 국, 영,

수 점수를 활용하여 측정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박혜숙(2016)은 고

등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서울교육 종단연구(SELS)

(2010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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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성취도를 ‘국, 영, 수’과목 성적의 원점수 평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다. 김민성, 신택수(2010)는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

결정성, 학습노력, 학업성취, 학교만족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교육종단연구 3차년도(2007년도)에 시행된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

취도 검사 점수를 연구에 맞게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정문주 외(2015)

는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자의 수업방식이 학업성취 향상요인 및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생 전체 표본 4,242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교

육종단연구 1차년도(2012년도)과 2차년도(2013년도) 자료 중 학업성취도

평가 국, 영, 수 점수의 표준점수를 학업성취도 점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중 한 교과의 점수만을 활용한 연구도 있다. 정윤

경 외(2017)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수방식이 학생의 흥미, 자기효능감, 수

업태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경기도교

육연구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기종단연구(GEPS)자료 중 2차년도

(2013년도)과 3차년도(2014년도)의 영어교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

용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변인의 측정도구는 경

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경기도교육

연구원에서 개발한 학업성취도평가 검사지로 측정되었으며, 원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T점수로 변형된 표준점수

를 활용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

을 측정하여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는 PISA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있

다. 박현정(2008)은 PISA 2006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업성취도간 관계의 집단간 동등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 성취도를

과학 문제 인식 능력, 과학 설명 능력, 과학 증거 이용능력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구성요인을 단일 점수가 아닌 다섯 개의 측정유의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해 연구에 맞게 평가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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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서예은, 성귀복(2015)은 협동학습 기반의 거꾸로 학습 모델

활용 수업과 일반 강의식 수업이 영어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개발하여 사

용하였다. 평가 문항은 객관식 23문항, 서술형 7문항의 총 30문항으로,

말하기와 듣기 문항을 제외한 읽기, 쓰기, 문법중심 측정문항들로 구성되

어있다. 손경애, 이규진(2002)는 영어로만 진행하는 교실 영어수업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 78명의 학업

성취도를 지필평가와 듣기, 말하기 평가를 포함한 형태의 평가를 개발하

여 측정하였다. 이들 평가는 문법 구조, 형태, 규칙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고 이해하는 언어적 능력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히 대

응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김

민정, 정혜영(2016)은 창의성 기법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극의 효과를 살

펴보는 연구에서, 초등학습자의 인지적 교육 성취도를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으로 간주하여 영어 말하기, 듣기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중 영어 말

하기 평가는 초등학생 3, 4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 및 평가하였

고, 의사소통 신장에 있어 정확성보다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 기준

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유환희, 김은주(2006)는 직소 듣기와 읽기 활

동의 자료 유형에 따른 효과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성취도로 간주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말하기 능력 평가는 질문에 대답하기, 상호작용 능력 평가의

2가지 과제로 실시되었다. 질문에 대답하기는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영어

전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녹음을 하는 SOPI(Stimulated Oral

Proficiency Interview)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상호작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로는 짝 활동 형식의 과제 수행 평가로 정보차 메우기

(Information gap)와 길 안내하기 과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

Baek et al(2018)은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여, 한국

의 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수업만족도와 영어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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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영어성취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의 중 · 고등학생 911명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영어성취도를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김다미, 김태영(2018)은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학습동기,

영어수업태도 및 영어성취도의 구조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 경

기도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3곳의 총 472명의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포함 된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묻는 10점 등간 척도 문항(1문항)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치른 영어 교과목 지필평가 점수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영어성취도 점수로 활용하였다. 조명희 외(2013)는

고교생의 진로발달,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한국고용 정보원 패널조사의 문항

가운데 성적수준을 측정한 문항 중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의 성적

을 사용하였으며,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의적 관점에서 학생의 인지적 성취만을 학업성취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어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란 학

교 영어 교과의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받은 점수로 한정한다. 이를 위

해,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활용

하였다.

5. 변인 간의 관계

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과 수업만족도의 관계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보다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특정 유형을 적용한 수업

이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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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2015)은 대학 교양영어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교

수법과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를 비교하였

다. 대학생의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문제해결 수월성, 수업

방법에 대한 반응 및 교과내용 이해, 수업흥미도의 세 가지 하위구인우

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거꾸로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과 전통적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의 수업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거

꾸로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희(2017)는 대학 교양수업에서 협동학습 참여도에 따른

수업만족도를 분석하였고, 협동학습 참여도가 높을수록 협동식 수업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2012)는 간호학 시뮬레이션기반 교

육에 직소 모형을 응용한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소 모형을 응용한 협동학습 수업

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박지영(2017)은 대학 신입생의 협동학습을 분석하였고, 협동학습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룹원들과 상호작용을 선호하

는 참여형과 협력형 학습자에게서 협동학습이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특정 유형을 적용한

수업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류지연(2018)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꾸로 영어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고, 거꾸로 수업을 받은 집단과 전통적 수업을 받은

집단 간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학습자를 제외하고 중, 하위 학습자에게서 독해력을 제외한 어휘,

문법 능력에서 거꾸로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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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Yoo(2014)는 블랜디드 러닝에서 모바일 SNS를 통한 협력학습

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전통적인 문법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모바일 SNS

기반 협력학습을 이용하여 문법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문법능력평가 점수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협력학습이 문법이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친다고 하였다. 김미경, 엄철주(201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적용한 영어 읽기 수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사중심 설명 강의식 일반 수업을

진행한 집단에 비해 PBL을 적용한 영어 읽기 수업을 진행한 집단의

2015년 4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와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박지영(2017)은 대학 신입생의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통해 사전점수와 사

후점수의 평균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g(2002)는 대학

생 116명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통한 영어 읽기 수업에서 영어 능숙도

평가 점수 향상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협동학습 집단에서 성적수준 상,

하위 집단 모두가 전통학습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향상

되었다. 유환희, 김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직소 듣기와 읽기 활동의 자

료 유형이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직소 활동 후 학습자들의 사전, 사후 평가 및 발화 내용을 분석해 본 결

과 듣기 직소 활동과 읽기 직소 활동을 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영

어 말하기 능력 이 향상되었고, 향상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읽기집단

이 듣기집단보다 향상도가 높았다.

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미비하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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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습 태도가 수업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위 구성요인이 수업만족도와 긍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가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측

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를 수업 시작 시 측

정하고, 수업의 2/3지점에서 수업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예

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업 및 학습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4)은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고, 학습태도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Choi(201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어 강의에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적용한 면대면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자 태도, 참여, 성취,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고, 중급

수준 학생들에게서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태도’의 하위 구성요인과 수업만족도의 관계

를 살펴 본 연구도 있다. 진성희와 신수봉(2011)은 영어활용능력, 영어학

습동기, 영어성취욕구, 영어자신감이 영어 강의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영어 강의만족도 및 효과인식과 영어자신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영어 강의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어 학습동기와 영어자

신감이 영어강의 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자신감이 영어 학습동기보다 영어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혜(2007)은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학생들

의 영어학습동기와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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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동기의 성취욕구, 미국인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도

구적 동기의 순서로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간에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선

행 연구도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

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보을과 권치순

(2014)은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과학적 태도와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

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태도’ 측정을 위해 김효남 등(1998)이 개발한 ‘국가 수준의 과학에 관련

된 정의적 특성 평가 도구’의 과학적 태도 구성요소인 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영재의 과학적 태도, 과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학

생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과학적 태도와 과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의 상관관계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선행연

구에서 ‘학습 태도’,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가 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

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수업 시

작 시점에 측정하고, 학업성취도는 수업 종료 시점에 측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습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김종한, 2001)를 보고하였

다. 강명희와 유영란, 유지원(2014)은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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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0

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

였고, 학습태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종한(2001)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학습태도, 교과선호도의 관계와 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학습태도와 교과선호도는 직접

적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교과선호도가 가장 강한 설명력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학습태도와 교과선

호도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에 대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영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존재한다(Gardner, MacIntyre, 1991; 김태한, 2012, 임유진,

주영주, 2018; 황명환, 2017). Gardner & MacIntyre(1991)의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어 원어민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어휘 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한(2012)은 청

소년들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이 영어 과목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학생들의 영어과목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잠재적 성장 곡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에 대한 학업흥미가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며,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영어에 대한 흥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진, 주영주(2018)은

경기교육종단연구 패널 데이터에서 197개 중학교에서 631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Bloom(1968)의 학교학습모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능력, 영어교과효능감, 학습전량활용 및 영어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

습자의 영어교과효능감은 영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황명환(2017)은 인천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3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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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릿, 자기효능감,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상관분석에

서 영어 능력과 모든 구인은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영

어학습자들의 모의고사 점수로 판단된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그릿과 자신감이었다. 즉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흥미를 가지고 끈기

있게 영어 학습에 전념할수록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박용한(2010)은 협동학습이 개별학습에 비하여 긍정적인 성취 목

표 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동기에 효과적이었으나 학업성

취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협동학

습은 개별학습에 비하여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

럼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상관이 없다고 보

고한 선행 연구도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업 만

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도 있다(김경희, 신진아, 2014; 이봉주, 김광

혁, 2009; 한신일, 이석열, 2012; Epstein&McPartland, 1976). 반면, 수업

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경희, 김지연, 2014). 이 연구에서는 수업만족도를 수업 진행 2/3에 측

정하고 학업성취도는 수업 종료 후 측정하여 두 변인 측정간 시간의 차

이를 두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김경희와 신진아(2014)는 2011년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성취도 및 향상도 결정 요인 분석에서, 성취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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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는 다수의 학생변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과흥미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

취도 결정요인 분석에서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와 교과흥미의 영향이 크

다고 하였다. 이봉주와 김광혁(2009)는 서울 11개 초등학교 학생 1285명

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패널을 사용한 연구에서 학교만족도가 높은 아

동은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학교가 자신을 반기는 곳이라고 느끼게 되

어 학업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의 향상

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Epstein & McPartland(1976)은 미국의 초중고

학생 4266명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을 연구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

한 만족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신일과 이석열(2012)은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영어능력,

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해 영어수업에서 학생의 영어능력과 수업참여의 적

극성 정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영어강의에서 영어능력과 수업참여 적극성 정도에 따라 학

업적 자기효능감,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

업만족도와 학업성취는 유의한 정적상관의 관계로 나타났다. 주영주 외

(2009)는 국내 S기업에서 2007년 4주간 진행된 사이버과정을 이수한 202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의 성과 변인인 학습자의 만족도, 학

업 성취도와 학습전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만족

도, 학업 성취도, 학습전이는 일정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

자의 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와 학습전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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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양현경, 2018 재인용). 이 연구에서

는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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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없었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지

는 않지만, 수업만족도 요인을 독립변인에 함께 넣고 학업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두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했을 때보다 예측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록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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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이 토의 · 토론, 프로젝

트, 직소활동 등의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사용 기회를 갖고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의 경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도’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호감도’

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정도, ‘자신감’은 학생 참여형 영

어 수업에 관련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

타낸다.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점수

가 높을수록 학생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는 것으로 본다.

나.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영어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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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법’을 수업만족도의 구성요인으로 정의하고, 수업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 Baek et al(2018)의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

당 수업만족도 척도는 수업만족도를 ‘목표’, ‘내용’, ‘방법’, ‘결과’로 구성

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업 종료 후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고,

수업 진행 중에 측정하였으므로,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의 구성요인 중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고려하지 않고, ‘목표’, ‘내

용’, ‘방법’만을 고려하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한 후 수업의 2/3 지점에서 수업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업만족도 척

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본다.

다.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 결과로 간주한

다. 따라서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영어 과목 중간

고사 점수를 학업성취도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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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은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인다.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은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3.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4.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5.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6.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

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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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

위 모형은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

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

석하고자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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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고

등학교 2학년 학생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입시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요

구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과 관련 변

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시,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학

업성취도가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3학년 학생

들은 1학기 수시모집이 끝난 이후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낮아지

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학생 참여형 수업의 교과는 ‘영어’교과를 선정하였다. 영어 수업에서는

언어 학습의 특성 상 학생들이 다른 교과들에 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수

업 참여를 유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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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어 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고

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효과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

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을 위하여 2018년 7월 경기도 소재의 S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명과 경기도 소재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157명을 합

하여 총 357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응답 결과와 전문가

검토(교육 측정 · 평가 전공 박사 3명, 박사 과정 7명)를 종합하여 문항

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척도를 완성하였다.

연구설계는 [표 Ⅳ-1]과 같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C고등학교(남녀공

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실험집단 81명에게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통제집단

79명에게는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2/3지점인

2018년 9월 중순에 수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에 실시

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로 수집하였다. 응답

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외한 실험집단 69명, 통제집단 53명을 대

상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 69명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8년 11월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 81명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

고,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한 71명을 대상으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Ⅳ-1] 연구설계

수업설계
공변량

(1학기기말고사)
태도 만족도

학업성취도

(2학기중간고사)

실험집단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 ○ ○ ○

통제집단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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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설계

수업 교재 및 내용은 능률 교과서 영어 II(이찬승 외, 2009)의 ‘Lesson

2. You Are a Blessing!’과 ‘201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평가’이며, 고등

학교 2학년 영어 교육과정의 성취수준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을 설계하고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 참여한 C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의 경우 평균 모의고사 등급이 5～6등급으로 대부분 초보수

준의 영어 학습자들이다. 따라서 토의 · 토론, 프로젝트, 직소활동을 진

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성취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

하였으며, 각각 구성원에 역할을 부여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쓰

기 전에는 먼저 기초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한국먼저 정리한 뒤 영어로 쓰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어 표

현 검색을 위한 사전 및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활동

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 초보수준인 학생들에게 영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수업구조 및 활동내용은 [표 Ⅳ-2]와 같다. 이

연구를 진행한 C고등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4시간씩 총 22시간 영어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하였

고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교재, 단원, 학습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서는 매 수업시간 모둠 좌석배치에서 토의, 토론, 프로젝트, 직소활동 등

의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영상자료 및 학습자료를 제공한 뒤, 학생들에게 수업 방법과 단계에 대

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모둠 활동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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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답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돕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는 매 수업시간 강

의식 좌석배치에서 교사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전통적 수업을 진행하였

고, 문법 설명 및 번역, 의미 해석을 위주로 하는 GTM(Grammar

Translation Method)방식의 일방적 지식 전달 수업을 진행하였다.

[표 Ⅳ-2]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수업구조 및 활동내용 비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주요 활동은 [표 Ⅳ-3]과 같다. 먼저 토의

수업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어진 토의 주제

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소그룹에서 토의를 한 뒤, 의견을 하나

로 모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수업의 경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글

을 읽고 찬, 반 입장을 모두 정리한 뒤, 자신의 주장을 정하여 주장과 근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

(통제집단)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실험집단)

도입

․ 학습지 준비

․ 주요단어 외워오기

․ 사전수업내용 확인

․ 목표제시

․ 그룹 자리배치

․ 사전 수업내용 확인

․ 목표제시

․ 참여형 수업 안내

(수업 내용 제시 및 방법 설명)

전개

․ 교사중심 강의식 수업 (GTM

․ 지문을 한 줄씩 읽고 문법 설명

및 내용 해석 진행

․ ppt 및 판서를 통한 수업 진행

․ 학생들의 주의집중 및 필기확인

․ 단어 테스트

․ 토의, 토론, 직소활동, 프로젝트 등

협동학습수업

․학생들은 소그룹 내 자신의 역

할을 수행하며 학습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거나 과제를 완성

․교사는 조력자 역할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 개인, 그룹별 완성 과제 발표

․ 학습 내용 정리

․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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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정리하고 모둠 안에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수업

의 경우 정해진 프로젝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역할을 분담

하여 활동한 뒤 그룹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고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

었다. 직소활동 수업의 경우 cloze reading으로 학습하게 될 내용을 확인

한 뒤, 과제를 분담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협동하여 과제를 해결한 후 홈

그룹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한 과제를 가르쳐주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단원 및 주제, 차시별 시간을 고려하여 주요 활동을 재구성하

고 지도안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계획은 [표

Ⅳ-4]와 같고, 지도안 예시는 [표 Ⅳ-5], [표 Ⅳ-6], [표 Ⅳ-7]과 같다.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활동 및 학습자료는 진경애 외(2010), 홍선미, 김

종남(2010), Brown(2007), Katz & Chard(2000), Feldman(1997), 박용호

(2007), 이문복 외(2011), 이지연(2008), 이진공(2009), 임병빈, 송해성

(2000), 장경숙 외(2008), Penny(2004)를 참고하여 계획하고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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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단계 주요 내용

토의

도입

· 그룹 구성

· 관련 내용 학습 및 협동하여 과제 해결

· 토의 주제 명시화

전개
· 그룹에서 각자 의견 제시

· 의견 교환 및 정리

정리 · 그룹별 발표

토론

도입

· 그룹 구성

· 관련 글을 읽고 협동하여 과제 해결·배경

지식 관련 자료 학습

전개

· 찬, 반 양쪽 모두 입장 근거 정리

· 찬, 반 중 의견 선택

· 주장, 근거 영어로 정리

정리 · 그룹별 찬, 반 의견 근거 정리 및 발표

프로젝트

도입

· 탐구 주제 제시

· 모둠 구성

· 운영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전개

· 다양한 자료 학습

· 개별 조사 활동 진행

· 주제에 대한 모둠별 탐구(과제)

·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정리 · 결과물 발표

직소 활동

도입

· 홈그룹 구성

· cloze reading으로 학습내용 파악

· 학습지 과제 분담 및 전문가 집단 선정

전개

·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활동

· 홈그룹에서 동료 교수 활동

· 학습지 해결

정리 · 교사의 수업 내용 정리 및 보충설명

[표 Ⅳ-3]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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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차시 수업활동

교과서

2단원.

You Are

a

Blessing!

1

· 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 짝 활동

충고하는 대화

2

· visual thinking

그림 단어장 만들기

· 게임

단어 빙고 게임

· 협동적 단어학습

소그룹에서 단어 학습 함께하고 테스트 점수를 합산

하여 보상

3-5

· cloze reading

· 직소 활동

전문가 활동을 통한 본문 내용 협동학습, 홈그룹

활동을 통한 동료교수 활동

6
· 게임

reading question card 활용 문답 게임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지문

7-8,

10,

13-14

18-22

· 다양한 협동학습

조원들과 함께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함

께 문제를 해결 (내용 요약, 빈칸 채우기, 순서 맞추

기, OX퀴즈, 틀린 부분 고치기 등)

9
· visual thinking

조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분사구문을 그림으로 표현

11-12

· 토론

자녀 교육에 있어 실패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과 근거를 적고 조별로 찬, 반 토론

15

· 토의

조별로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불균형한 식습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 토의

16-17

· 프로젝트

공식적 말하기의 불안감 극복을 위한 책의 목차 만

들기(배경지식 습득, 개별적 자료수집, 역할 나누

어 목차 완성, 결과물 발표)

[표 Ⅳ-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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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지도안 예시 1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1 기능 Listening, Speaking, Writing

학습

목표

· 자존감과 관련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걱정을 하는 친구에게 충고하는 말을 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에 관한 대화를 듣고 세부내용 체크

·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표현(It is important that ~) 학습.

· (GROUP WORK)토의 :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한 가지씩 포스트잇에 적기

-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견 수렴

- 조원 의견 모두 모으고, 가장 좋은 방법 이끌어 냄

- 발표 및 결과물 제출

·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에 관한 사진 함께 보기

· 걱정하기 표현(I’m worried about~)과 충고하는 표현 학습.

· (PAIR WORK)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충고하기

- 자신의 걱정 적기

- 예시문 형식에 맞추어 친구와 대화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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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지도안 예시 2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2 기능 Vocabulary

학습

목표
· 이 단원에서 다룰 어휘들을 익힐 수 있다.

활동

도입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 인도의 계급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통한 주제 유추 및 계급과

관련된 어휘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미리 학습

전개

· 이 단원의 어휘 학습

1. 그림 단어

: 그림을 보고 조별로 단어 의미를 유추, 또는 단어의 의미

를 알고, 그림으로 단어를 표현

2. 단어 빙고 및 단어 리스트

: 그림 단어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빙고 게임을 실

시하고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단어 리스트에 적는다.

3. 협동적 단어 학습

: 조별로 조원들이 모두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단어를 암기, 단어 테스트를 통해 조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조에게 보상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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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지도안 예시 3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3-5 기능 Vocabulary & Reading

학습

목표
직소 읽기 활동을 통해 본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 단어 카드 게임(Review)

: 본문에 나오는 어휘들을 단어 카드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

게 복습할 수 있다.

1. 한 쪽 면은 영어 단어, 다른 한 쪽 면은 의미가 적힌 단어

카드

2. 단어가 적힌 면이 책상 위로 보이도록 단어카드 나열

3. 모둠 내에서 순서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나열된 단어카드 중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말하고 단어카드를 취함.

전개

· Cloze reading

- Home group에서 본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빈칸(cloze)이

포함된 읽기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과 어구를 파악

- 같은 과제를 부여 받은 학생들끼리 같은 Expert group으로

이동

· Jigsaw reading - Expert group 활동

- 한 줄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기

- 해석하기

- 중요한 어휘, 구문, 문법 밑줄 치고 이해하기

- 문제 풀기

· Jigsaw reading - Home group 활동

- Expert group에서 학습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Home

group 조원들에게 가르쳐 줌

(소리 내어 읽기, 빈칸의 단어를 친구들에게 설명, 해석해 주

기, 중요한 어휘, 구문, 문법 등을 설명해 주기, 문제의 답을 친

구들에게 설명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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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에 맞는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거

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제작

하여 사용하였다.

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인 정의 문항

중요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로 직접 말해보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영어 토론이 영어로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협동학습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호감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정도

4.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즐겁다.
5.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토의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즐겁다.

6.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관련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7.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자신이 있다.

8.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있다.

9.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협동학습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

[표 Ⅳ-8]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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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검사(혹은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

수의 정확하고 일관된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

된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

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학생 참여

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각 하위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모든 영역에서 .864-.924로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신뢰로운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다.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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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

해 먼저 하위영역 간 및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이

하위요인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864 .895 .924 .947

[표 Ⅳ-9]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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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

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결과는 다음 [표 Ⅳ-10]과 같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855-.94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p<.01). 이러한 결과로 각 하위요인들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하

위영역 간의 상관도 .610-.78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세 개의 하위 영역들이 관계가

있으며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상관분석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호감도 .758***

자신감 .610*** .788***

총점 .855*** .944*** .902***

*** p<.001

[표 Ⅳ-10]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상관 분석에 이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선행연구의 분석

을 토대로 요인의 수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어

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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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서는 하위요인을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렇게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여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077≤왜도 절대값≤.837, 첨도는 .055≤첨도 절대값≤.916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절대값≦2, 첨도 절대

값≦4)을 충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가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

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1)

[그림Ⅳ-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 제약을 가하지 않고 모형을 분석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오차 d2(-0.137)에 대한
분산이 음수로 제시되어, 최종 모형에서는 이를 0에 가까운 수인 0.001로 고정시
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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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는 위의 [표 Ⅳ-11]과 같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

증의 경우 표본수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표본의 크

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져

좋은 요인모형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김주환 외, 2009). 또한 위 모형

의 경우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은,

3.83으로 도출되었다.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 이

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 중에서 더 단순한 모형에 유리한 값이

산출된다는 것으로, 그 공식 자체가 모형의 복잡성에 대한 교정을 해 준

다는 점에서 간명성 조정지수라고 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이

하의 적합도를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보고, .05이상 .08이하의 값

은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로, .08이상 .10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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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이 모형은 CFI와 TLI가 각각 .973, .949로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71.592(19) .973 .949 .088

*** p<.001

[표 Ⅳ-1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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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며, RMSEA가 .088로 나타나 보통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2]과

같다. 1차 요인들(중요도, 호감도, 자신감)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

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73-.835,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

치 범위는 .917-.99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에 대한 태도 요인 모형의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라는 하나의 공

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중요도 → 영어사용1 1.000 0.740

중요도 → 토의토론1 1.124*** 0.726

중요도 → 협동학습1 0.980*** 0.673

호감도 → 영어사용2 1.000 0.835

호감도 → 토의토론2 0.862*** 0.743

호감도 → 협동학습2 0.849*** 0.736

자신감 → 영어사용3 1.000 0.749

자신감 → 토의토론3 0.991*** 0.834

자신감 → 협동학습3 0.953*** 0.813

2차
요인
부하량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중요도 1.000 0.917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533*** 0.999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412*** 0.920

[표 Ⅳ-1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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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는 목표, 내용, 방법,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수업 진행 2/3지점에서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므로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제외하고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만

족도만 고려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업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Ⅳ-13] 수업만족도 척도의 문항

구성요인 문항

목표

1.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제시해주었다.

2.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3.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나의 수준과 잘 맞았다.

4.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은 서로 잘 어울렸다.

5. 영어 수업은 학습 목표를 계획대로 잘 달성하였다.

내용

6.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7. 영어 수업시간의 학습 분량은 나에게 적절하였다.

8.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의미가 있었다.

9.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학습과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10.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방법

11.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12.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이나 배울 내용에 대한

시간 배분을 잘 하셨다.

13. 영어 수업시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14. 영어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개인 및 조별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15. 영어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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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검사(혹은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그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

수의 정확하고 일관된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04). Baek et al(2018)에서 한 검사

에 포함된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

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살펴보면,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

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7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모든 영역에서 .892-.945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신뢰도와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므로, 영어 수업만족

도 척도는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2) 수업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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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의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척도의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살펴보면, 하위영역들과 총점간의 상관은 .919-.930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p<.001). 또한 하위영역 간

의 상관도 .783-.86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각 하위영역들이 관계가 있으며 수업만

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

형의 CFI, TLI, RMSEA 적합도지수는 CFI .951, TLI .961,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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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이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

석하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일반적으

로 .05이하의 값을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보고, .05이상 .08이하의

값은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08이상 .10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의 적합도 지수는 CFI와 TLI가 각각 .951, .961로

.90 이상이며, RMSEA가 .069이므로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척도의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1

차 요인들(목표, 내용, 방법, 결과)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

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91-.99,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수업만족도) 간

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82-.902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

타났기 때문에, 영어 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수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척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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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척도를 개발하고,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 계획을 세웠다.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

도 소재 C고등학교 2학년 81명의 실험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고, 동학교, 동학년의 79명의 통제집단 학생들

을 대상으로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토의 · 토론, 프

로젝트, 직소 활동을 포함한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설계 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은 총 22차시로 진행되었다.

2018년 8월 중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9월 중순

에는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

실시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였다. 분석은 수업에

참여하고 검사에도 참여한 실험집단 69명, 통제집단 53명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11월에는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그 동안 수집

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Ⅳ-2]과 같다.



- 53 -

구 분 연구 절차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면담

2018. 5 – 2018. 7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수업만족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4. 학업성취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5. 사전 면담 및 문항 개발

6. 사전점수 수집

[2단계]

척도 제작, 수업 및

검사 실시

2018. 7 – 2018. 10

7.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계획

8.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 제작

9. 학생 참여형 영어 22차시 수업 실시 (8월14일~9월30일)

10. 검사 실시 

 · 수업 시작 :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8월 중순), 

 · 수업 진행 2/3 지점 : 수업만족도 (9월 중순), 

 · 수업 종료 : 2학기 중간고사 (10월 초)

 

[3단계]

사후설문,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2018. 11 – 2018. 12

11. 사후 설문 실시 

12. 자료 분석과 해석

13.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4.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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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

업을 받은 집단의 수업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

업을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통제하

여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는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 확인을 위해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척도와 수업만족도 척도, 학업성취

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변인들 간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

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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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시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키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을 적용하였고, 모형평가에는 카이제곱,

표준 카이제곱, CFI,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지수와 모형의 계수 추

정치를 활용하였다. 각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

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정하는 방식인 최대우도법



- 55 -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Kline, 2005).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

적인 생각을 조사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 해석

및 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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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

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

증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및 검사를 실시

하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

가 협의회를 거쳐 개발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로 평

가되었고, 수업만족도는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Baek et al, 2018)로 평가

되었으며, 학업성취도는 2학기 중간고사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로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그리

고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을 받은 집단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

취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

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122명(실험집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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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통제집단 53명)이 각 변인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전반적인 추이와 분

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수업만족도, 사전점수, 학업성취도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집단별 수업만족도, 사전점수 및 학업성취도 기술통계치 (N=122)

[표 V-1]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수업만족도의 평균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수업만족도의 각 하위영역 평균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 모두에서 ‘방

법’(4.10점, 4.46점), ‘내용’(4.03점, 4.23점), ‘목표’(3.99점, 4.2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점수의 평균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46.13점)이 교

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45.40점)에 비해 높았다. 학업성취

도의 평균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53.81점)이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53.04점)에 비해 높았다.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업만족도

목표
참여형 69 3.99 .786 2.20 5.00

강의식 53 4.20 .730 2.80 5.00

내용
참여형 69 4.03 .828 1.80 5.00

강의식 53 4.24 .757 2.40 5.00

방법
참여형 69 4.10 .759 2.40 5.00

강의식 53 4.36 .694 2.60 5.00

사전점수

(1학기 기말고사)

참여형 69 46.13 27.202 3.07 100

강의식 53 45.40 27.168 7.00 94.50

학업성취도

(2학기 중간고사)

참여형 69 53.81 29.676 10.50 100

강의식 53 53.04 30.989 4.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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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참여형 영

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 69명의 응답이 각 변인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전

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

재변인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69)

[표 V-2]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

도의 측정변인 평균은 ‘중요도’가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 3.26

점, ‘호감도’ 3.25점 순이었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모

든 측정변인들의 왜도 절대치는 .090-.493, 첨도 절대치는 .304-.503로, 왜도

절대치≦2, 첨도절대치≦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수업만족도의 경우 ‘방법’의 평균이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용’ 4.03점, ‘목표’ 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모든 측정변

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243-.482, 첨도 절대치가 .406-1.030로 나타나 왜

도절대치≦2, 첨도절대치≦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중간고사의 평균이 53.81점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절대치가 .138, 첨도 절대치가 –1.449로 왜도

절대치≦2, 첨도절대치≦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중요도 1.00 5.00 3.41 .810 .175 .503

호감도 1.00 5.00 3.25 .851 .493 .397

자신감 1.00 5.00 3.26 .922 .090 .304

수업만족도

목표 2.20 5.00 3.99 .785 -.243 -.884

내용 1.80 5.00 4.03 .828 -.482 -.406

방법 2.40 5.00 4.10 .759 -.288 -1.030

학업성취도 중간고사 10.50 100.00 53.81 29.676 .13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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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분석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두 변인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백순

근, 2004). 상관계수란 일반적으로 피어슨(Karl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의미하며, 이는 두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인과관

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상관계수의 값은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

지며,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에 따라 정적 상관계수 혹은 부적 상관계

수라 부른다(백순근, 200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전체 .233 .236 .210 .196

목표 .245* .246* .220 .207

내용 .210 .215 .181 .181

방법 .231 .231 .216 .188

* p<.05

[표 Ⅴ-3]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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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전체 간

의 상관계수는 .233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수업만족도의 하위영역 ‘목

표’와의 상관이 .245로 유의하였고,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의 하위영역 중 ‘중요도’와 수업만족도의 하위영역 ‘목표’와의 상관이

.246으로 유의하였다(p<.05). 그 외 전체와 영역간, 영역들간 상관계수들

은 대부분 .2이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Ⅴ-4]와 같다.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

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

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p<.001).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전체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계수는 .452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

위영역 중 ‘자신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이 .53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

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전체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학업성취도 .452*** .328** .36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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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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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업만족도에

대한 태도 전체 및 하위 영역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 전체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은 .194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전체 목표 내용 방법

학업성취도 .194 .201 .196 .173

[표 Ⅴ-5]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태도

1 1 　 　 　 　 　

2 .792*** 1 　 　 　 　

3 .630*** .827*** 1 　 　 　

수업
만족도

4 .246* .220 .207 1 　

5 .215 .181 .181 .955*** 1

6 .231 .216 .188 .941*** .914*** 1

학업
성취도 7 .328** .365** .531*** .201 .196 .173

* p<.05; ** p<.01; *** p<.001

[표 Ⅴ-6]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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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영향 분석

가. 수업만족도 점수 차이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 69명

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수업을 받은 통제집단 53명을 대상으로 수업 만

족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적으로 표집 된 두 집단의 수업만족도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백순근, 2004). 2018년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실

험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을 대

상으로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여, 전체 수업의 2/3지점인 9월

중순에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수업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생 참여형 수업을 받은 집단

은 4.04점,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을 받은 집단은 4.27점으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V-7] 수업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참여형 수업 69 4.04 .774
120 1.693

강의식 수업 53 4.27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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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성취도 점수 공변량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69명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에 참여한 통제집단 53명의 2학기 중

간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의 향상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정평균의 산출 및 차이검증을 통해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 수

있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백순근, 2004). 이 때,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사전점수로 하여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공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V-8] 사전점수, 학업성취도 및 조정평균

사전점수인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조정된 각 집

단의 조정평균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실시한 집단은 53.49점, 교사

주도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집단은 53.46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성

취도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V-9]와 같다.

구분

사전점수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2학기 중간고사)
조정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형 수업 46.13 27.20 53.80 29.68 53.49 1.459

강의식 수업 45.40 27.17 53.04 30.99 53.46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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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9] 학업성취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사전점수로 하여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주도 강의

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는 모두 향상되었으며,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이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집단

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참여

형 영어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

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

만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1학기 기말고사 점수)
92344.11 1 92344.11 628.734***

주효과

(수업방식)
.028 1 .028 .989

잔차 17477.896 119 146.873

전체 109839.6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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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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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 모형은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

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는 연구

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

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다음 [표 Ⅴ-10]

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V-1]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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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

을 채택하였다. 또한 표준 카이제곱()값을 살펴보고 값이 3보다 작

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값이 1.47로 도출되어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

지만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분 적

합도 지수인 CFI와 TLI값은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

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RMSEA는 간명셩 조정지수로, 일반적으로

.05이하의 적합도를 매우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보고, .05이상 .08이하

의 값은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로, .08이상 .10이하의 값은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가 .083으로 보통 적합도를 보이지만

CFI와 TLI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각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V-11]과 같이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

값 17.631(12) .978 .987 .083

[표 Ⅴ-10] 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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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수업만족도

0.276* 0.26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학업성취도

16.816*** 0.423

수업만족도 → 학업성취도 3.380 0.089

요인
부하
량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중요도 0.914*** 0.816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호감도 1.011*** 0.888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 자신감 1.000 0.831

수업만족도 → 목표 1.000 0.992

수업만족도 → 내용 1.023*** 0.963

수업만족도 → 방법 0.925*** 0.949

* p<.05; ** p<.01; *** p<.001

[표 V-11] 모형의 모수 추정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표준화계수가 .26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

만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2]

과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 68 -

[그림 V-2] 최종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수업만족

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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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설문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81명의 학

생들 중, 응답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71명이다. 설문 내용은 윤승혜

(2011)를 참고하여,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도움이 된 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은 점,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보다 선호하는지 여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개선 및 건

의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도움이 된 점은 수업이 재미있어

졸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내용 이해 및 기억 용이, 영어 사용 기회 확

대, 영어 성적 향상 및 실력 향상을 언급하였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의 협동학습이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 참여

형 영어 수업이 도움이 된 점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재미있다’, ‘집중할 수 있고, 영어를 잠을 안잠’, ‘학생이 직접 참

여함으로써 수업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였다’, ‘내용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다. 더 많이 영어를 써서 많은 단어를 알

게 되었다’ ‘머릿속에서 내용이 더 오래남아서 좋았다’ ‘알고 있는

단어가 생겼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자

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못하는 애들도 다 참여할 수 있

음’, ‘실력 향상’,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어서’, ‘영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생각

을 정리할 수 있었고, 내가 모르던 의견(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알

고 있어 수업 이해가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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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점으로 수업 분위

기 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언급되었다. 특히 잡담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모둠원 무임승차로 인한 고충이 언급되었다. 기타 의

견으로는 친한 친구와 같은 모둠에 속하지 않아 모둠활동을 하는데 어색

하였다는 의견, 문법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

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학생들의 답

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 집중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개인이야기 할 때도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한 친구와 같이 모둠이 되면 어수선한 분

위기가 된다’, ‘떠드는 애들이 몇 있어 집중력 저하’, ‘수업에 참여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힘들다’, ‘안 친한 애들이랑 하면 매우 어

색함’, ‘영어에 대한 문법적 이해도가 떨어진다’

셋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강의식 영어 수업보다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71명 중 66.2%에 해당하는 47명이 강의식 영어 수

업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24명은 강의식 영

어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47명의 긍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재미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 수업 내용의 이해 및 기억

용이, 영어 실력 향상, 친구들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식 영어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한 24명의 학생들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협동학습의 대표적 문

제점인 무임승차, 산만한 분위기(신연진, 조정순, 2013) 문제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룹 구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방식을

좋아하지만 지필평가 대비를 위해 시험기간에는 강의식 수업을 선호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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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답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잠이 안오고 재밌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모둠원들끼리 상

의하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된다’, ‘참여식으로 진행하니까 선생님 주

도보다는 스스로 참여하여 집중도가 높아짐 ’, ‘강의식 보단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협동심도 성장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하

니까 나는 복습도 되니까 좋았다‘, ‘친구들과 토의하며 서로의 생각

을 나눌 수 있었다’, ‘질문할 수 있음’, ‘영어 성적이 올랐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보다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

들의 답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모둠수업을 하면 친구들하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

아서’, ‘한 명이 참여를 안해서 진행이 잘 안됐다’, ‘하는 사람만 열

심히 하게 된다’, ‘사이 안좋은 애들이랑 해서 불편했다’

넷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수업분위기

조성과 소그룹 구성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았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

는 수업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고, 소그룹 구성에 있어

친밀도와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

다. 평소에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고 문법, 지문분석 및 시험기간 수

업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중 일부는 다

음과 같다.

‘같이 하고 싶은 애(친한 친구)랑 모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재밌고 열정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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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히 해 주셨으

면 좋겠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모둠을 적절히 나눠야겠다’, ‘모

둠이 참여 안 하면 진행이 잘 안 된다’, ‘시험기간에는 강의식 수업

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

업 설계 외에도 수업 분위기 조성, 소그룹 구성 등 다양한 수업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학생들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

업시간에는 능동적으로 즐겁게 영어를 학습한 뒤, 학교 영어 시험 준비

는 다시 지필평가에 맞추어 암기식으로 공부 하는 문제는 수업과 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학생들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학생

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

지만 학생들은 잡담, 무임승차 학생, 소그룹 구성 방식의 문제를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점으로 언급하였다. 학생들의 66.2%

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수업이 지루

하지 않고 영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실력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반면 강의식 영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의 잡담, 균등하지 못한 참여, 시험

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강의식 영어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개

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모둠 구성 시 친밀도 및 성적 고려, 지필평가 대

비를 위한 강의식 수업과의 병행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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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첫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은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

업을 받은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업만족도를 보인다.

둘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은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

업을 받은 학생에 비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

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

쳐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9문항의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

어 수업에 대한 태도 척도’를 제작하였고, 하위영역은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수업만족도 척도는 Baek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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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영어 수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목표’, ‘내용’, ‘방법’, ‘결과’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전체 수업의 2/3지점에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 영역은 고려

하지 않고, ‘목표’, ‘내용’, ‘방법’의 세 영역의 총 15문항만 사용하였다. 두

척도 모두 신뢰도(Cronbach’s α)와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22명(실

험집단 69명, 통제집단 5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통제집

단을 대상으로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인과관계

를 확인하고자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순에 ‘고등학생의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학생 참여형 수업

의 2/3지점인 9월 중순에 ‘수업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

는 2018년 10월에 실시한 영어 과목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수집하였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쨰, 학생 참여형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주도 강의식 영어 수업

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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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233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조방정식 모

형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

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2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5).

넷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학

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은 .452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의 하

위영역 중 ‘자신감’과 학업성취도의 상관이 .53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

업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섯째,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

관은 .194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도

의 관계에서 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

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설계하여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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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 플립드러닝, 직소, 영어 연극 등 여러 참여형 영어 수업의 유

형들이 수업만족도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남

지혜, 최혜봉, 이준행, 2018; 문지윤 외, 2016; 신창옥, 정동완, 2013; 박용

한, 2010; 박기표, 원용중, 2003)의 결과와는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eicht et al, 2012; 주미진, 김은일 외, 2012;

박일수 외, 2008).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는 토론, 토의, 직소읽기,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

간고사는 모두 지필평가 형식이었다. 연구대상은 대입에 대한 관심으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민감한 고등학생이므로, 2학기 중간고

사에서도 수업에서의 참여와는 별개로 1학기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지필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암기식 시험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사후 설문 결과에서, 참여형 수업이 좋지만

시험기간이나 문법 수업,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다수 언급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와 수업의 괴리는 이 연구에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수업-평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만족도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이현구, 2014)와 학생의 영어 수업에 대한 태

도와 영어 학업성취도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김다미, 김태영,

2018; 최준열, 정충대, 2017; 김성훈, 2014; 조정순 외, 2012; 이효웅,

1998)와 일관된 결과이다. 즉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해 학생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호감을 느끼며, 잘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수

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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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서의 적극적인 영어사용에 대해서 긍

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토론, 토의, 직소활동, 프로젝트 등 다

양한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는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

행연구(이경희, 김지연, 2014; 여은정 외, 2015, 주영주 외, 2008)를 지지

하는 결과로,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김다미, 김태영; 2018, 한신일, 이석열)와는 다른 결과이

다.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특정 지역

의 특정 학교의 고2 학생들 122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

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의 경우 69명의 매우 작은 표본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정오차가 커

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교사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 교과 외의 다른 교과의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해서도 연구

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하여금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자(백순근, 2016) 다양한 과목에

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교과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태도와 수업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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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의 측정 및 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

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진행 이후 수업만족도

와 학업성취도는 한 번 측정하였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 학생 참

여형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시점에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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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설문지

( ) 학년 ( ) 반 ( ) 번 성별 (남 / 여)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묻는 총 15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학생들이 토의 및 토론, 협동학습, 직소 활동 등을 통해 영어 사용 기회를 갖고

교수-학습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요

도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로 직접 말해보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토론이 영어로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협동학습이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호

감

도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토의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

신

감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수업시간에 하는 협동학습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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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 수업만족도 설문지

( )학년 ( ) 반 ( ) 번 성별 (남 / 여)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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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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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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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사후 설문지

( )학년 ( )반 ( )번

1.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3. 강의식 영어 수업 보다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을 더 선호하십니까?

① 네 (이유 : )

② 아니오 (이유 : )

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의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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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생 참여형 영어 수업 차시별 수업 지도안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1 기능 Listening, Speaking, Writing

학습

목표

· 자존감과 관련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걱정을 하는 친구에게 충고하는 말을 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에 관한 대화를 듣고 세부내용 체크

·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표현(It is important that ~) 학습.

· (GROUP WORK)토의 :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한 가지씩 포스트잇에 적기

-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의견 수렴

- 조원 의견 모두 모으고, 가장 좋은 방법 이끌어 냄

- 발표 및 결과물 제출

·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에 관한 사진 함께 보기

· 걱정하기 표현(I’m worried about~)과 충고하는 표현 학습.

· (PAIR WORK)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충고하기

- 자신이 가진 걱정을 적기

- 예시문의 형식에 맞추어 친구와 대화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2 기능 Vocabulary
학습

목표
· 이 단원에서 다룰 어휘들을 익힐 수 있다.

활동

도입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 인도의 계급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통한 주제 유추 및 계급과

관련된 어휘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미리 학습

전개
· 이 단원의 어휘 학습

1. 그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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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조별로 단어 의미를 유추, 또는 단어의 의미

를 알고, 그림으로 단어를 표현

2. 단어 빙고 및 단어 리스트

: 그림 단어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 빙고 게임을 실

시하고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단어 리스트에 적는다.

3. 협동적 단어 학습

: 조별로 조원들이 모두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단어를 암기, 단어 테스트를 통해 조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조에게 보상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3-5 기능 Vocabulary & Reading
학습

목표
직소 읽기 활동을 통해 본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 단어 카드 게임(Review)

: 본문에 나오는 어휘들을 단어 카드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

게 복습할 수 있다.

1. 한 쪽 면은 영어 단어, 다른 한 쪽 면은 의미가 적힌 단어 카드

2. 단어가 적힌 면이 책상 위로 보이도록 단어카드 나열

3. 모둠 내에서 순서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나열된 단어카드 중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말하고 단어카드를 취함.

전개

· Cloze reading

- Home group에서 본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빈칸(cloze)이

포함된 읽기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과 어구를 파악

- 같은 과제를 부여 받은 학생들끼리 같은 Expert group으로 이동

· Jigsaw reading - Expert group 활동

- 한 줄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기

- 해석하기

- 중요한 어휘, 구문, 문법 밑줄 치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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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풀기

· Jigsaw reading - Home group 활동

- Expert group에서 학습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Home

group 조원들에게 가르쳐 줌

(소리 내어 읽기, 빈칸의 단어를 친구들에게 설명, 해석해 주

기, 중요한 어휘, 구문, 문법 등을 설명해 주기, 문제의 답을 친

구들에게 설명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단원 Lesson 2. You Are a Blessing
차시 6 기능 Reading
학습

목표
지문의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 퀴즈를 통해 지난 차시에 배운 본문 내용을 복습함

전개

· Reading Question Card 활동 1

- 학생 활동 카드(Reading Question Cards)를 낱개로 잘라 모

둠 당 하나씩 배부함

- 한명이 카드를 보며 질문을 하고 다른 모둠원은 각자 노트

에 답을 적음

- 카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면, 카드를 섞어 질문이 바

닥을 향하도록 놓음

· Reading Question Card 활동 2

- 한 명씩 카드를 뒤집고 카드에 적힌 질문에 답함. 문제를

맞히면 카드를 가짐. 만약 맞히지 못하면 손을 가장 빨리 드는

모둠원이 답할 기회를 갖게 됨. 아무도 맞히지 못하면 책을 확

인하여 답을 말하고, 답을 맞힌 모둠원은 카드를 가짐.

- 모든 카드를 뒤집어 문제를 풀고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학

생이 승자가 됨.

정리
· 카드를 모두 걷은 후 카드를 뽑아 학생들에게 질문함

· 본문 내용을 점검해보며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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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18번
차시 7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

목표

·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가주어~진주어 구문 (It ~ that)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18번 글 읽고 편지글에 대한 summary 채우기 활동

- 문장을 쪼개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여,

조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학습지 해결

· (GROUP WORK) 가주어 it 학습. (It~tov, It ~ that+s+v)

- 가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고 가주어와 진주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19번
차시 8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수동태 구문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고 글의 순서 배열하기

- 19번 지문을 모둠별에서 돌아가며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하기

-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문장 조각을 활용하여 글의 순서 맞

추기(문장 조각 카드 활동)

- 학습지의 질문에 답하기.

· (GROUP WORK) 진행 수동태 학습.

- 모둠별로 6장의 그림 카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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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밑에 키워드가 제시됨. (The mail, deliver)

- 그림과 키워드를 보고 진행 수동태(be being pp)를 활용하

여 그림을 표현하는 문장을 돌아가면서 만들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20번
차시 9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Visual thinking 활동을 통해 분사구문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20번 글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채우기 활동

- 지문에서 분사구문이 들어 가 있는 문장을 찾아 쓰기

- 분사 구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기

· (GROUP WORK) Visual thinking 활동

- 그림의 상황을 분사 구문을 활용하여 영어로 표현하기

- 그림으로 동시 상황을 표현하고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영어

문장을 작성해 보고 발표하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21번
차시 10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도치 구문을 파악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로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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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21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지문에 대한 summary 채우기 활동

· (GROUP WORK) 부정어 도치 구문 학습

- 지문에서 도치 구문을 찾아보기

- 부정어가 포함된 문장을 도치문으로 바꾸어 쓰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23번
차시 11-12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토

론 표현들을 활용하여 영어로 토론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23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빈칸 채우기)

- ‘자녀 교육에 있어 실패 경험’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의 근

거를 4가지씩 한국어로 생각하여 리스트 작성하기.

- 찬성 반대에 대한 이유 중 2가지 근거를 정하여 영어로 작문해 보기.

- 찬성, 반대 의견과 근거를 자신만의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기.

· (GROUP WORK) 토론 활동

- 그룹 안에서 찬성 의견 2명과 반대 의견 2명을 정하기

- 찬성-반대-찬성-반대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기.

( 토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참조하기-프린트)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24번, 30번
차시 13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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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24번과 30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24번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

( Read and Match activity, 단어 찾기 활동, 빈칸 채우기)

- 30번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

( 지문에서 주장하는 내용 파악하기 활동, ox 퀴즈 활동)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1번
차시 14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1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1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빈칸 채우기)

- ‘motivate‘ 의 의미를 가진 어휘를 3개 이상 찾아보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2번
차시 15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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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2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2번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

( True of False 활동-False 문장은 올바르게 고쳐 쓰기 )

· (GROUP WORK) 해결책 찾기 활동

- 중앙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양상 불균형한 식습관에 대한

해결책 찾기 ( 1. 지문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 쓰기 2. 모둠원

들와 상의하여 모둠 내에서 해결 방안 제시)

- 모둠 해결책 발표하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22번
차시 16-17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스피치 불안 탈출’ 이라는 책의 목차를 만들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22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22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빈칸 채우기 활동하

기

· Youtube 영상 감상

- 긴장감 풀기 스트레칭 동작(펭귄 동작)

- 자신감 향상을 위한 3가지 방법

· (GROUP WORK)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불안감 극복 방법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예를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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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극복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영어로 작성하기

· (GROUP WORK) Project - 책 목차 만들기

- 불안감 극복을 위한 나만의 방법을 그룹 내에서 공유하기

- 모둠원들의 스피치 불안감 극복 방안을 모아서 스피치 불안

탈출 이란 책의 목차 만들기( 각자 맡은 역할 정하기 – 글쓰

기 담당, 영어 오류 수정 담당, 꾸미기 담당, 발표 담당 등 )

- 발표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3번 34번
차시 18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3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3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빈칸 채우기)

· (Pair WORK) 협동하여 읽기

- 34번 글을 읽고 짝과 함께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4번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5번
차시 19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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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 드론 영상 감상 (영어 자막)

- 환경보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쓰이는 드론

- 우리 생활에서 드론의 쓰임에 관해 얘기해 보기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5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5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빈칸 채우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6번
차시 20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신호등 버튼 영상 감상 (영어 자막)

- 신호등 버튼이 생겨난 배경에 관한 영상 감상

-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시보 버튼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6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6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빈칸 채우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7번
차시 21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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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해마 영상 감상 (영어 자막)

- 해마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관한 영상 감상

- 해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7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7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True/ False 활동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학년 2 내용 2017년도 고2 모의고사 38번
차시 22 기능 Speaking, Reading, Grammar, Writing
학습목

표

·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지문과 관련한 모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동

도입
· 사진자료 및 간단한 영상으로 이 단원의 주제 알아보기

· 교사의 학습목표 제시

전개

· 로봇 관련 영상 감상

-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영상을 보며 감상

- 로봇이 인간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

· (GROUP WORK) 협동 단어 학습

- words in context 학습지를 통해 조별로 협동하여 의미를 유추

· (GROUP WORK) 협동하여 읽기

- 38번 글을 모둠 내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기

- 38번 글을 읽고 지문에 대한 Summary 활동 빈칸 채우기

· (GROUP WORK) 어법 활동

- 가주어 it이 들어간 문장을 모둠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기

- 가주어 it이 사용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기

· 질의응답 및 교사의 정리

정리 · 학습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수업 예고





- 107 -

Abstract

The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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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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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mediating effect of the students’ class

satisfactio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investigated and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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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es the level of students’ class satisfaction is higher in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compared to the teacher-centered lecture-

based English class?

2. Does the level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higher in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compared to the teacher-centered lecture-

based English class?

3.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by mediating class satisfaction?

1)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 class satisfaction?

2)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3) How does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ffect academic achievement?

4)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which is through a

mediating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To address these questions,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Scale(SAPECS) was developed based on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and English Class Satisfaction

Scale(ECSS), which was developed by Baek et al(2018), was used.

The SAPECS is composed of 3 subconstructs: ① Significance, ②

Favorability, and ③ Confidence. The ECSS is composed of 3

subconstructs: ① Goal(objective), ② Content, and ③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se scales appropriately measure subfactors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esides, these two scales were reliable

according to Cronbach’s α coefficient.

The total of 122 students (69 for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53 for the teacher-centered lecture-based English class) at C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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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APECS and ECSS

were examined and students’ mid-term exam scores were collected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class satisfaction between students in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nd students in the teacher-centered

lecture-based English cla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udents in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nd students in the teacher-centered

lecture-based English clas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ed class satisfa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to class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264, p<.05).

Fourth,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ffected academic achieveme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to academic achiev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coefficient = .423, p<.001).

Fifth, students’ class satisfaction did not affect class achievement.

Sixth, mediating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between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nd class achievement

did not exist.

In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students in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nd students in the teacher-centered

lecture-based English class.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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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ory English Class positively affected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the effect of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mediated by class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crucial for students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in

order to improve their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grams, teacher education, and student evaluation to

implement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effectively.

Keywords : student participatory English class,

attitude toward the participatory English class,

class satisfaction, school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3-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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