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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 수업설계에의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플립드 러닝이란 교실-밖 사전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동
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실-안 수업은 학생들이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이
나 조교 및 교수자의 도움을 통하여 심화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학습을 말한다.
플립드 러닝의 교실-밖-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자신의 기존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온라인 수
업에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핵심적 이해를 확인하고 그 이해
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성찰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다. 교실-안-활동
에서 교사의 역할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별적이고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면대면’이
라는 매체를 통하여 본질적인 학습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내용 이해에서 겪는 학
생의 곤란이 교사에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수업이 목표로 삼는 사고의 시범을
보이는 역할이다.

플립드 러닝이 제안하는 수업 방식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 내용을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따라서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방법상의 원리는 교육내
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플립드 러닝은 고정된 수업 모형으로서
가 아니라 수업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마음가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극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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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플립드 러닝에서 면대면(face-to-face) 학습의
위치

이 연구는 최근 우리 교육에 반전학습 혹은 플립드 러닝(flipped

혹은

classroom

flipped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수업모형이 함의하고 있는 교육적 의

learning)

미를 고찰하고 그 의미가 교사의 수업설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특히 그간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면대면학습이 플립드
러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성찰하고, 플립드 러닝이 의도하는 ‘개별화된(personalized)’ 학
습이 가능하려면 ‘교실-밖-수업’뿐만 아니라 ‘교실-안-활동’을 설계하는 일에 있어서도 교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플립드 러닝이라
는 교육방법상의 제안이 가정하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관계는 무엇인지 추론해보고, 플
립드 러닝이 교사의 수업설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플립드 러닝이란 간략히 말해서 기존 방식을 ‘뒤집는(flip)’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
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하던 것-즉, 응용연습이나 심화학습 등-을 학교에서 하는
반면, 학교에서 하던 것-즉, 교사의 강의를 듣는 것-을 집에서 하는 방식을 말한다
(Bergmann & Sams, 2012).1)

다시 말해, 교실 수업 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

는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
한 문제를 푸는 일이나 좀 더 심화된 학습활동을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이나 조교 및 교
수자의 도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Bates
드 러닝의 시초는 공과대학 교수인

& Galloway,

2012).

가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와 같은 플립
년 우연히 강

Baker

1995

의 슬라이드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미리 학습해오게 하자 수업 내
학생들의 참여도와 질의응답이 늘어남을 발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는 두 번

Baker

에 걸쳐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한 결과, 수업 이전에 교수자가 전달할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는 형태의 수업이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Baker,

2000).

이를 정리하여

Baker

교수는 학회에서

“The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이후 플립드 러닝 교수모형 및 교수법

Classroom Flipped”

은 미국 교육계 전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권오남, 이지현, 배영곤 외,
이에 뒤이어 미국 고등학교 과학 교사인
1) “what

is

traditionally

done

in

class

is

now

와

Sams

done

at

은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을

Bergmann

home,

and

homework is now completed in class”(Bergmann & Sams,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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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hat

is

traditionally

don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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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When

라는 자

is the time students really need me?)”

문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책으로 발간하게 된다(Bergman
Sams, 2012:25).

&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보다 수업 내용을 바탕

으로 응용‧ 심화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이때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제안하는 수업모형에 따르면,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면대면 수업을 통하
여 교사나 동료학습자들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응용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후 이러한 수

·

업모형은 미국의 초 ․ 중 고,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플립드 러닝(수업)’,
반전학습’, ‘역전학습’, ‘거꾸로학습(교실)'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교육개혁을 위한 방

‘

법으로 교육의 실제와 이론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 방안을 제안한 사람이 현직 교사들
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들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르치는 일’이라
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들이 속한 교육 현장에 비추어 그러한 해석
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애썼는지를 주목하려고 한다. 사실상 그들이 제안하고 있
는 교육활동의 변화를 위한 지침이라는 것은, 교육이론가들에게서 구안되어서 현실에 적용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수행해 온 교육을 ‘더 잘’ 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창안해
낸 것이기 때문이다. 플립드 러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가르치는 일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방식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잘 가르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일을 왜 그
러한 방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설명이 가정되어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
육의 방법에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플립드 러닝은 단순히 교육방법에 관한 논의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사회학적 관점
이나 교과교육학에서 플립드 러닝을 연구한 몇몇 연구들이 이를 반증한다.

2)

그러나 통상 플립드 러닝 논의가 학교교육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개혁이 항상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듯이, 플립드 러닝 논의 역시 그 활동의 핵심적 목적이나 지향점을
나타내는 ‘플립드’ 혹은 ‘반전’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에는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기울여
지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이나 그것의 효과성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3)

가령,

플립드 러닝이라는 제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이전에 교실에서 가르쳐졌던 교과지식

2)

3)

가령, 교실사회학의 관점에서 거꾸로 교실의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한 이민경(2014a, 2014b)이나 한국의
언어문화와 관련해서 플립드 러닝이 토의수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한 김백희, 김병홍(2014)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안중 교수(1998)는 이와 동일한 현상을 ‘열린 교육(open education)’논의에서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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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동영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고, 플립드 러닝에서 가장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사전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로 간주하는 것이 그런 추세를 잘 드러내는
예이다. 말하자면 마치 다양한 공학적 아이디어나 장치를 통하여 교실 수업 이전에 동영상
으로 예습하는 일이 선행되기만 하면 교실 안에서의 활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 전제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혹은 ‘반전’이라는 말이 붙어서 제안되거나 실행되는 수업
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플립드’ 혹은 ‘반전’되지 않은 학교교육에 비추어서 얼마
나 새롭고 혁신적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플립드’ 혹
은 ‘반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는 수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간 교
육공학 분야에서 제안하는 각종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도입하는 일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수업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나 개선할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대체하
는 일로서 제안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플립드 러닝이라는 아이디어는 기존의 면대면
수업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일 뿐, 면대면
수업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플립드 러닝은 면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플립드 러닝의 개념에 내재해 있는 이와 같은 ‘플립드’ 혹은 ‘반전’
의 의미가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시사를 주는지를 각각 ‘교실-밖-수
업’과 ‘교실-안-수업’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4)

이를 통하여 플립드 러닝에 가정

되어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관련이나 플립드 러닝의 범위,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 등
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하여 플립드 러닝의 제안이 가진 교육적 의미를 탐
색하여 볼 것이다.

Ⅱ. ‘교실-밖-수업(out-class lecture)’에서 교사의 역할
거의 대부분의 플립드 러닝 논의는 전통적 수업방식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배경으로 삼
고 있다. 전통적인 수업으로 여겨졌던 교사의 강의를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이 변화에는
기존의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제안이 담고 있는 교육적 가정이 공존하고 있
4)

이상수 교수(2000:240)는 “교육공학의 미래를 위한 철학적 탐구의 당위성”이라는 토론문을 통하여 교육
공학의 기본 개념들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교육공학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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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주로

의 철학 혹은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이 사

Dewey

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수업은 교사주도적인 학습인데 반하여 플립드 러닝은 학생
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김백희, 김병홍,

이나, 기존의 수업이 교사나

2014)

교과 내용 중심의 학습인데 반하여 플립드 러닝은 학생이나 학생 활동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이민경,

등에 가정되어 있는 것은

2014a)

의

Dewey

‘learning by doing’

개념, 그리고 교

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지식 구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뜻 보기에 전통적 수업과 플립드 러닝의 구분이 근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
로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와 그 점유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수업은 교사의 가르침
에 중점을 둔 데 반하여, 플립드 러닝의 중점은 학생의 학습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전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자체를 본격적으로 논
의되어야 할 질문으로 취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령, 전통적인 강의를 교실 밖 비디오 강
의로 이동한다면, 이때 ‘가르치는 일’이나 ‘학습하는 일’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 그러한 질문에 해당한다. 교사는 주어진 할당 시간 안에 자신의 수업에서 무엇을 얼
마만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전통적 수업에서
강의식으로 가르치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대체하기로 교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정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령, 전통적 수업에서 차지하는 강의의 비중이 대
략

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면, 그것을 플립드 러닝의 제안대로

30-40

분짜리 온

7-15

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일은 교육이 가정하고 있는 ‘가르칠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을 의미하는가? 만약 두 종류의 강의에 하등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플립드 러
닝에서는

분짜리 설명으로도 가능한 것이 어째서 전통적 강의에서는

7-15

분의 시간을

30-40

들여서 설명되었는지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두 종류의 강의에
모종의 질적 차이가 있고 각각의 강의 유형에 가정된 교사의 역할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강의중심 수업은 언제나 ‘나쁜’ 교육방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강의중심
수업이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일에 취약한 교육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유는,
그 강의에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문제의 초점은 그 지적인
내용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에게 이해되는 일이 어떠한 장벽에 부딪히는가 하는 데 있다.
가령,

Bergmann

&

에서 기존의 강의중심 교수법은

Sams(2012:7)

산탄총 접근법(the

‘

에 비유되고 있다. 사격을 하는 순간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고

shotgun

approach)’

탄알이 퍼져서 터지기 때문에 주로 움직이는 사냥감을 대상으로 하는 산탄총(霰彈銃,
처럼, 교사는 개별화된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에 버거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shot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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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강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이해되기
를 바란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강의가 산탄총의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전달

‘

하는 데 치중했다면, 플립드 러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

(transmission)’

극을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문제는, 플립드 러닝에서 제안되는 교사의 온라인 수업은 학생
들에게 개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일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
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 수업은 그것이 가지고 있
는 매체의 특성에 의존하여 개별화된 수업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자
체로 플립드 러닝이 목표로 하는 개별화된 학습의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화된 학습의 의미를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학습의
진도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플립드 러닝의 의미를 온라인 수업에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별화된 학습의 의미를 교육내용이 학생에
게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최은만,

2012:33),

온라인 수업

은 단지 그러한 목표를 위한 준비단계를 갖추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와

Kerres

에 의하면, 블렌디드 러닝(blended

de Witt(2003)

이 가지고 있는 세 가

learning)

지 요소 중에서 온라인 수업에 할당된 역할은 학습자들에게 사실적 정보에 해당하는 학습
을 시키는 ‘내용 요소(a

를 제공하는 것이다.

content component)’

5)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에

서의 온라인 수업은 사실적 정보나 기본적인 교과 내용의 숙달을 위해서만 필요한가? 산술
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가령, 학습과정에서 강의 부분은 최소한
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학습 시간에서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발견과 적
용 부분이라는 주장(Stannard,

은 그러한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2013)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온라인 수업에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즉 사실적 정보나 기본적인 교과 내용을 자신의 가르치는 일에서 ‘추려내는 일’은 그다
지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중요한 성찰의 대상이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
신의 가르침을 강의법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과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내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교육

5)

블렌디드 러닝의 나머지 두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좀 더 복합적이고 토론의 여지가 있는 학습 과제를
위하여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a communication component)와 학습자
들을 좀 더 복잡한 학습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구성적 요소(a constructive
compon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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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 가령, 교실 수업에서 강의만 하는 교사가
무엇인가 중대한 결함을 가진 교사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비디오 속의 교사가 하는 강의는
왜 오프라인의 수업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를 하는 교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단지 강의의
길이 때문인가? 즉,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중요
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가?
플립드 러닝에서 ‘교실-밖-수업’을 기획하는 교사는 반드시 그 수업과 ‘교실-안-활동’과의
관련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받는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제공하는
내용 지식 역시 ‘단순한 정보’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사
실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왜 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기준은 교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원격교육이나 이러닝과 같은 온라
인 수업은 주로 기술이나 매체의 특성-가령, 매체가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과
관련되어 그 의의가 조명되었다면, 플립드 러닝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공학적 기술이나 매
체로서의 특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어 보인다. 가령, 온라인 강의에 활용되는 교육 컨텐츠
는 기존의 전자미디어가 제공하는 것도 방대한 양의 정보도 포함되지만, 해당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가 교실 수업과의 연계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Begmann

& Sams, 2012:24-25).

플립드 러닝에서의 온라인 수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오
프라인 수업에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이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비
해서 분명히 일방향적인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거나 비교적 집중력이나 도전 정신을 덜
요구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Kerres

& de Witt, 2003).

반면 온

라인 수업의 내용은 그것을 스스로 공부해 온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적극적인 활동
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숙달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단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서 전달된 기초 정보를 숙달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자신이 익
힌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집중력 있는 도전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첫째, 교사
가 자신의 수업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눌 때에 어떠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는지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재구성하게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 자체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교실 밖 온라인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수업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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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 할 내용 을 구분하면서도 그 두 가지 수업 내용이 자신이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6)

내용과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전문적 안목을 요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에서 내용 구분의 필요성은 교사가 자신
의 수업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플립드 러닝에서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 관
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 즉, 무엇을 학습해야 하며 그 학습을 위하여 자신이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Bush,
2013; Goodwin & Miller, 2013).

기존의 수업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최초로 제공되는 것, 그

자리에서 듣는 즉시 이해할 것으로 요구되는 정보였다면, 플립드 러닝에서 학생에게 제공
되는 정보는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숙달해 둘 것이 요구되는 정보, 학습해야 할 내
용이 가시화되어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사용되어야 할 이러한 학
습 내용을 숙달할 책임과 권한이 학생에게 이양된다는 것은 이후의 면대면 수업에까지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Ⅲ. ‘교실-안-활동(in-class activity)’에서 교사의 역할
플립드 러닝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기본적인 강의가 제공되는 것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가장 양질의 교육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과

Bergmann

는 이 학습의 창안과 보급에 힘쓰게 한 동인이 되어 온 질문은, “내 교

Sams

실에서 무엇이 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가르침인가?(What
라는 질문이라고 말한다(Bergmann

classroom)”

&

Sams,

is best for my students in my

2012:

forword

viii).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플립드 러닝이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나는 면대면 수업이라는 것이며, 둘째, 플립드
러닝은 모든 교육 사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 형식의 모범으로서 제안되기보다
는 무엇보다도 그 학습의 창안자들 자신의 수업에 잘 적용되는 형식이었다는 점이다. 플립
드 러닝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수
업을 해야 할 해당 교사 자신이라는 것이다.

6)

비록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조력자’의 일로서 기술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전문가적 ‘가르침’을 요구한
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장 참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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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안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더 잘 가르치는 것인지를 고민
하는 교사라면 누구든지 귀 기울여 볼 만하다. 면대면 학습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은
대부분의 플립드 러닝 논의에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 주제가 되기보다는 대개 ‘학습의 조력
자’나 ‘튜터’의 역할로서 간주되어 왔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이 교사의 강의에 할애되던
전통적 수업과는 달리, 플립드 러닝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학습자의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 주체의 변화는 플립드 러닝에서의 면대면 학습을 학생활동

·

이 중심이 되는 학습, 확인이나 응용 심화학습이 가능한 개별화된 학습, 학생 간 또는 교사
학생 간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학습 등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강의가 온라인수업으로 이전된 이후의 면대면 수업에서 교사가 하는 역할이 무
엇인지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 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교사의 강의로
점유되었던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교실-밖-강의’를 통하여 교
사의 강의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맥락에서 ‘교
실-안-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활동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활동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여, 활동의 질은 단순히 활동을 점유하는 주체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플립드 러닝이 제안된 이유 중의 하나는 수업이 주로 교수의 강의로 구성될 때,
그 수업은 학생이 지적으로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하는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
다(Lee,

Lim & Kim,

2014:1).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이 제안하는 지적 자극이란 어떤 것인

지 설명되어야 한다. 만약 플립드 러닝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off-line) 수업이 병행되
는 블렌디드 학습(blended

의 한 형태이면서도 기존의 블렌디드 학습과 구별되는

learning)

특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면대면 학습이 온라인 학습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지적인 자극을 주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학생들의 지적 자극을
돕는 수업으로 플립드 러닝이 찾은 것은 단순한 온-오프라인의 조합이 아니라 ‘올바른 블
렌딩(the

right

blend of learning online and offline)’(Halverson et

al.,

2014; Singh, 2003)

이었고, 그 블렌딩의 목적은 면대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교실-밖-수업’과 ‘교실-안-활동’으로 가르는 기준은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교사의 ‘물리적 현존(physical

이 반드시 필요

presence)’(Bergmann &Sams, 2012:96)

한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교실에서의 시간은 교사의 현존으로 강화되는 학습 활동에 할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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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히 말하면, 플립드 러닝은 오프라인 수업이 매체로서 가지고 있는 풍부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매체풍부성이론(media

(richness)
Lengel,

richness

theory,

Daft

&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래 매체풍부성이론은 조직체(organization)의 성공

1984)

적 경영을 위해서는 해당 조직체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불명확성과 애매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의 성격에 맞는 정도의 풍부성을 갖춘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와

Daft

에 의하면, 면대면 상황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개인에 초점

Lengel

을 맞추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매체들 에 비해서 가장 풍부성을 갖
7)

춘 매체이다(Lee,

Lim & Kim, 2014:4).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면대면 상황이라는 매체 혹은 이 매체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
션은 가장 많은 비용(cost)이 든다고 할 수 있다. 학습에 드는 비용은 시간과 장소에 달려
있는 만큼, 동시성을 가진(synchronous) 면대면 상황은 온라인에 비하여 훨씬 ‘비싼’ 매체
인 셈이다(Hollingshead,

1996; Kerres & de Witt, 2003).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면

대면 상황이 학습 장면으로서 받는 역할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집중적
으로(intensively)’, ‘도전적인 학습 활동(challenging
하는 점이다(Lee,

을 위해서 쓰이는가

learning activities)’

Lim & Kim, 2014:4).

만약 면대면 상황이 가지는 이와 같은 매체적 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플립드 러닝에서
교사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플립드 러닝의 면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곤란이 교사에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업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의 내용 이해가 최대한의 관심사가 된
다는 것을 뜻한다. 면대면 수업 시간이 기존 수업에서는 주로 과제로 제시되었던 활동들에
소용된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이 해당 내용 이해에서 겪는 어려움과 학생들 개개인의 학
습 스타일을 파악할 기회를 좀 더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Flumerfelt

& Green, 2013).

이때

교사에게는 학생들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학습 상황에 대처하는 실시간의 분석 능력과 유
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사의 능력은 “교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때(just-in-time)에 제공하는 존재’로서 묘사된다(Frydenberg,

2013:7).

만약 이렇듯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초청하는 일이 수업의 중심 과제가 된다
면, 비록 수업시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사의 활동이 많지 않아도 그러한 수업 진행에
7)

이때 면대면 상황과 비교되는 다른 매체들에는 전화, 편지나 메모 등 사적인 문자언어, 게시판이나 서
류 등 공식적인 문자언어, 컴퓨터로 산출된 공식적인 숫자들이 있다(나중으로 갈수록 풍부성이 낮아진
다)(Daft & Lengel, 19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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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교사의 노력이나 그러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표면상으로는 ‘조력자’나 ‘튜터’의 일로서 기술되나 상당한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일임이 틀림없다.
둘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거나 수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표면상 활발
하게 질의응답이나 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수업내용을 이해함
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할 줄 몰랐던 무엇인가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교사는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수업 현
장에서 시범보일 것을 요구받는 사람이다. 교사의 가르침을 수업에서 교사가 보이는 ‘시범’
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일은 종래의 교육철학 논의에서 이미 익숙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가
령, 교사가 가진 지식의 구성 요소는 ‘정보(information)’와 ‘판단(judgment)’으로 나뉘고, 이
중 ‘판단’의 요소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되는 것이다(Oakeshott,

1989:51,60-62).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실이나 규칙이 ‘어떻

게 나타나 보이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이러한 사고의 능력은 교
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이 배워야 할 학습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플립드 러닝에서 강
조되는 교사의 시범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꾸준히 측정하는 일, 또한 어수선한 교실 수업 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를 하는 일 등(이동엽,

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2013:90-91)

교사가 강의를 통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과는 강조점이 다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말하
자면 이때의 교사의 시범은 학생이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이라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수업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연습하고 훈련하
는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그 이해를 실행하도록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제시된
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보면, 플립드 러닝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이 기존
의 강의식 수업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과 비교하여 어떤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1 : 플립드 러닝에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관계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적 아이디어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방법’에 해당하는가? 지금까
지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플립드 러닝은 전통적인 교육내용 이외의 새로운 범주의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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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추가한다거나 전통적인 교육내용을 새로운 범주의 교육내용으로 대치해야 한다는 의
미에서 교육내용상의 급진적인 변경을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플
립드 러닝이 제안하는 교육내용상의 구분-즉, ‘교실-밖-수업’과 ‘교실-안-활동’의 구분-은 교
사가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모종의 방법상의 원리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방법상의 원리는 교육내용과 떼
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적 원리에 따르면, 플립드 러닝에서의 온라인 수업
은 단지 오프라인 수업의 시간상 이전에 학생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선행’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 교사가 ‘교실-밖-수업’과 ‘교실-안-활동’
을 통틀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플립드 러닝에서의
면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그저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점유하거나 활기차게 참여하
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시간에 교사가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것
이 그 활동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플립드 러닝에서의 수업 내용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을 선정하는 일과 교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하는 일, 또한 플립드 러닝이 효
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점은 플립드
러닝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플립드 러닝은 기존의 수업방식과 같이 수업 목표나 그것을 달성하
기 위한 수업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 수업 방법이라는 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표면상의 관찰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플립드 러닝이 제안하는 수업 방식은 교
사로 하여금 수업 내용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방안은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부단히 확인
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교사는 먼저 온라인 수업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채택
하는 과정, 혹은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사고 과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실-밖-수업’을 위한 강의를 만드는 과정
에서 교사가 강의내용을 선택하게 되는 고려사항은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핵심적 이해
이다.

(key understanding)’(Bergmann&Sams, 2012:28)

8)

8)

교사가 가르쳐야 할 핵심적 이해를 밝히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Bergmann &
Sams,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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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실-안-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핵심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를 응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도록 해야 하는지, 학
생들의 학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반응에 어떠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
는지 등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끊임없이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가 수업 설계자들과의 컨설팅 과정을 통하
여 자신의 수업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업 내용의 재구성을 위한 계기 자체가 수업 내용의 논리적 구성
이나 그 수업 내용이 요구하는 사고가 학생들에게 구현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기존의 플립드 러닝 논의에서의 강조점은 주로 ‘교실-밖-수업’에서의 강의를
토대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학습이 일어나는가에 있었
다. 그러나 플립드 러닝이 의미 그대로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은, 교육내용이 의도하는 사고과정이 일어나도록 ‘교실-밖-수업’과 ‘교실-안-활동’이 효과적
으로 구성되는 일이다. 그것은 개별화된 학습의 의미도 결국 ‘학습’의 의미에 비추어서 조
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플립드 러닝 수업모형이 교실 밖에서든 교실 안에서든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
의 ‘(관찰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면, 수업에
서 일어나는 일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은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일의 절차상
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가령 플립드
러닝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의미는 가르치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 내용과 그것을 심화하거나 응용하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활동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분법은 각각 교과서에서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본문 내용’과 이러한 본
문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거나 응용하게 하는 ‘활동 과제’의 부분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

·

그러나 본문 내용과 심화 응용 부분이라는 이 구분법이 과연 모든 교육의 단계(초등 중
등 ‧ 고등교육)나 과목(전공)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수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플립드 러닝이 제안된 것은 주로 대학의 공학이나 수학
특히 대형 강의) 등의 이과 과목들이었으며, 이러한 과목들의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습득해

(

야 할 이른바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것을 심화하거나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가
령, 활동지 풀기, 프로그래밍 실습 작업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나 그러한 정보를 활동으로 번
역하게 해주는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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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경우에는 교사가 교재를 해석하는 방식, 다시 말
해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는지 하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이홍우,

1992:288).

특히 교사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의 활동으로 ‘번역’하여 제시할지는, 그가 해당 교과의 논리적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
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9)

교사가 해당 교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통상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드
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수업 설계에

·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비단 특정 교육 단계나 과목 전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습 설계자가 일치했던
플립드 러닝 초기 제안 당시보다는, 플립드 러닝을 수업 설계 전반에 응용하려는 교육공학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Ⅴ. 논의 2 : 플립드 러닝의 범위와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
플립드 러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부각되는 교사의 역할이나 수업 내용이 이와 같은 것
이라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플립드 러닝 특유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가령, 반드시 위와 같은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플립
드 러닝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수업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교사
의 재량에 따라서는 전통적 수업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플립드 러닝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학이나 역사 과목에서 아날로그
텍스트를 사전에 읽어 오게 한 후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칠판과 분필 외에 다른 교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긴장감과
흥미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수업이고, 오히려 다른 시청각 기기나 교구가 끼어들 경우에
그 긴장감과 흥미가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 수업이라는 지적(서근원,

도 일리가

2008:162)

있다. 학생들 개개인의 이해를 추구하는 ‘좋은’ 수업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수업 방식이라 해도 ‘넓은 의미’에서는 플립드 러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9)

물론 그러한 ‘번역’에는 이러한 교과의 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 상황에서 대면하게 될 학
생들과 그 상황 전반이 작용할 것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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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플립드 러닝의 겉보기 형식에 충실
하더라도 플립드 러닝이 원래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수업도 얼마든지 있
을 수 있다. 가령 디지털 교과서나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동원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교사의 교육적 고려 하에 그 콘텐츠가 올바른 역할을 찾
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업 활동과 별다른 상관없이 제시되는 온라인 자료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0)

또한, 모든 내용이 플립드 러닝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타당성을 가진다. 어떤
주제들은 비디오로 만들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주제들은 부적합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 중 어떤 것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더
효과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통하여 가르쳐야 좋은 것도 있을 것
이다(Bergmann

& Sams, 2012:109).

위와 같은 현실 수업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플립드 러닝의 범위를 가늠
하게 하는 의미나 기준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애초에 제시된 플립드 러닝의 아
이디어에서 강조된 것도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다. 먼저, 플립드 러닝의 아이디어는
학생이 자신의 배움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실상 비
디오 동영상이라는 매체 자체는 더 이상 오늘날 학생들에게 신기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
교실-밖-수업’의 영상 이미지는 그것이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

하는 것이 아니다. 플립드 러닝에 동원되는 기술이 반드시 ‘최신’ 기술인 것도 아니다. 오
히려 ‘교실-밖-수업’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교실 수업에서의 역할 기대이
다.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단지 수업 진도를 따라
갈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을 숙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이다
(Bishop, 2012).11)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숙달은 반드시 면대면 수업에서 숙련된 코치의 조언
을 동반하는 실

(practice with an expert coach, mentored practice)(Boutell & Clifton, 2011)

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실 수업의 시간적 여유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10)

이른바 유능한 교사들의 동영상 강의

예컨대 세계 유명 대학의 OCW(Open Courseware) 혹은
등 - 를 ‘교실-밖-수업’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가령, 플립드 러닝의 창시자격인 초창기의 교사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수업을
온라인 코스로 대체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Bergmann & Sams, 2012:25) 또한, 학생들은 면대
면 수업이 줄어드는 대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자료를 강의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
을 표출하기도 했다(Bishop, 2012).
MOOCs(Massive

Open

Online

-

Courses)

11) “What the flip does particularly well is to bring about a distinctive shift in priorities-from merely
covering material to working toward mastery of it.”(Bishop, 2012)

- 313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1권 제4호
실행에 참여하도록 다소간 ‘강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Datig

& Ruswick,2013:250).

이러

한 실행 자체는 학생의 관점에서는 ‘구성적인(constructive)’ 과정인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는(교사 본인이나 조교 혹은 동료 학습자가 제공하는 적절한 스캐폴딩(scaffolding) 아래)
퍼즐처럼 짜 맞춰 져야 할 ‘구조화된 실행(structured
2011).

이다(Boutell

practice)’

&

Clifton,

교과서의 추상적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문제 풀이 시범을 보이는 데

할애되는 수업 시간을 ‘교실-밖-강의’로 돌리는 대신 교실 수업에서 얻은 시간적 여유는 바
로 배움의 본질이 되는 “논리적 사고라는 본질적 도전(the
을 실행하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Boutell

thinking)”

essential

challenge

of

logical

& Clifton, 2011).

셋째, 플립드 러닝의 아이디어는 교사 자신에게도 일종의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
로 보인다.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받는 질문은 교사가 예측하기 힘든 어려
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그것에 답하는 일은 교사 자신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내용의 이해의 측면에서 교사로 하여금
온전히 학습자의 입장이 되어 보고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Fulton,

2012:21-22).

만약 위와 같은 것들이 플립드 러닝의 주요 아이디어라면, 이러한 의미나 기준이 수업
설계에 적용되는 수업은 넓은 의미에서의 플립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의미
플립드 러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수업모형이 교사의 가르침
이 주된 내용이었던 전통적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의 활동을 통하여 구성주의적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문에서는 플립드 러닝 전반에
가정되어 있는 교사의 역할을 논의했다면, 이제 플립드 러닝이 제안하는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그러한 역할을 교사들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는 원래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해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아이디어는 교육철학적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공학 분야 에서도 그다지
12)

12)

교육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주제인 교수설계 분야에서 교육의 필요성(needs)을 분석할 때에 수행
(performance)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하겠다. 즉 어떤 지식을 모르는 것
이 교육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교육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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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지 않은 입장이다. 교과에 담기기 이전의 교과의 내용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활동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플립드 러
닝이 강조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목표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간 활
동의 ‘기준’에 초점을 두어서 활동 자체의 ‘생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활동의 ‘생
성’에 강조점을 두어서 활동의 ‘기준’에는 비교적 소홀히 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표면상으로 플립드 러닝은 활동의 ‘생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수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그 실현가능성도 다른 수업혁신안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고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교육 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정작 다양한 교육적 제안들은
그 실현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쉽사리 폐기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은 그 자체의 기제에 의
해서 단위수업에서 교사의 재량으로 개선될 여지가 그나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민
경,

2014a,

2014b).

그러나 이렇듯 활동을 ‘생성’하는 일이나 그러한 활동이 개별화된 학습

으로 연결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교육적 고민
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플립드 러닝 논의에 가정되어 있는 개별화된 학습의 개념은 면대
면 수업에서보다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성격이 더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면
대면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개별화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플
립드 러닝 논의가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론적 질문이다.
끝으로, 현재 국내외 플립드 러닝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플립드 러닝의 극적인 효과성
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간 전공을 불문하
고 교육이론가들이 제안하는 교육개선안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의 현실적 제한점을 들어서
그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새로운 교육방법의 제안
이 가져다주는 실질적 부담감은 그러한 제안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교사의 피로감을 누적
시켰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의 말을 인용하면, “교사로부터의 동의나 동참

Donald Arnstine

없이 교사에게 이런 저런 교육내용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가르치라고 요구하게 되면, 마치
외적으로 부과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보이는 것과 꼭 같은 방식의 반응을 교사가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김안중,

이다. 만약 플립드 러닝이 단지 교사의 외부에

1998)

서 주어지는 또 다른 학교교육의 개혁안으로 여겨진다면, 그러한 개혁안은 이전의 개혁안
의 전철을 밟으리라고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한 교육 필요의 분석을 수행의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수행공학(performance
technology)이 교육공학의 하위 연구 분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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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립드 러닝의 초창기 제안자들이 수업을 좀 더 잘 하는 방법을 고심했던 교사
들이었다는 점은, 교사가 교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연구하고 그러한 사고 과정에 자
신의 학생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금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플립드 러닝은 어떤 고정된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
라리 일종의 ‘마음가짐’(a

에 가깝다는 말(Bergmann

mindset)

&

Sams,

은, 교사를

2012:11)

움직이는 동인이 학생들의 학습에 있다면 그러한 동인은 교사가 스스로의 수업을 돌아보
는 의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플립드 러닝 실험연구에 참여했던 한 교사의 다음과 같은 플립드 러닝에 대한 사후평은,
플립드 러닝 논의가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좋
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교사는 플립드 러닝을 실시하기 전에는 그러
한 학습이 학생 중심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으나, 플립드 러닝을 실시한 후에는 수업 활동 준비가 어려웠다
는 소감과 함께 “수업방법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민경,

(

2014b)

만약 이 교사의 수업이 앞으로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플립

드 러닝이 원래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러한 수업방식이 이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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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Educational Significance of Flipped Classroom and
Its Implications for Instructional Design

Bhang, Jina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i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flipped learning and explore
its implications for instructional design. Flipped learning combines pre-class learning through
self-paced,

online

complicated
learning

activities

course

traditional

lectures
with

requires

learning

outside
the

the

instructor,

reflection

process.

The

and

role

of

classroom
teaching

with

assistants,

proficiency,
teacher

in-class

for

or

since

it

out-class

learning

peers.

Designing

involves
lecture

through

is

a

flipped

redesign
to

more

of

decide

the

which

component of existing lecture content should be assigned to the online or offline session; to
identify

the

key

lecture

content

that

should

be

delivered

online;

to

link

the

key

lecture

content to the coming offline activities. The role of teacher for in-class activity is to facilitate
essential

learning

interactions
difficulties
encourage

activities

between
in

teachers

to

learning

would

learners

acquisition

targeted

be

and

learning

redesign

face-to-face,

the

and

instructor;

extension

outcome.

whole

maximized

which

This

it

to

synchronous

arrange

a

comprehension

Flipped

course.
when

of

enables

learning

study

works

as

as

an

concludes
a

new

place
can

be

and
where

that

the

the

learner’s

uncovered,

instructional

flexible

individualized

method

value

mindset

of
for

and

requires

the

flipped

innovating

learning, rather than as a fixed rule of an instructional model.

Kew words : Flipped learning, inverted learning, face-to-face, out-class lecture, in-class
activity, instruc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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