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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초등 사회과 수업을 설계, 현장
적용하고 플립드러닝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문
헌과 사례를 분석하여 플립드러닝의 활동 단계와 내용에 따른 초등 5학년 사회과 수업안을 개
발, B시의 한 초등학교 22명을 대상으로 19차시의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플립드러닝 사회과 수업모델은 5단계 절차로, 크게 수업
전 동영상강의 시청 및 강의노트작성, 수업 중 토의 및 토론, 역사신문만들기, 즉흥극 및 역할
극 시연 등 사전 획득한 지식의 적용, 수업 후 학생들이 개별 팀의 창의적 역할극 대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확장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활동 종료 후 실시한 인식조사 결
과, 첫째 플립드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둘째 수업 전 동영
상 강의시청과 노트정리가 학습내용이해에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학생들은 수업
중에 교사 및 동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고 다른 수업보다 다소 많
은 의사소통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수업 후 지식 적용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플립드러닝 수업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플립드러닝 수업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이 지식을 습득해 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 교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교수-학습자의 활동과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듈화 한
모델이 요청된다. 셋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별화 학습 자료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 플립드러닝 사회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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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들의 교실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
한 논의는 오랫동안 교육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
서 교수설계자들의 고뇌와 책무 중의 하나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도
록 돕는 방법을 탐색 하는 것, 즉 학습자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에 있다
(Reigeluth & Carr-Chellman, 2009). Merrill(2002)은 다수의 교수설계이론을 검토한 후 수업
의 기본원리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모두 ‘학습’ 중심의 진술로, 실세계 문제와의 접촉,
이미 배운 관련 지식의 활성화, 새로운 지식의 시범, 새로운 지식의 적용, 학습자의 실
생활과 통합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모델이나 기법과는 상관
없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이다(이정표, 이주영, 권동택, 2012). 교육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이
한 학습 능력을 보이는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언어적인 소통과 사회적 상
호작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학습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길형석, 2001; 이정표 외, 2012). 유사한 의미에서,
Lea, Stephenson 그리고 Troy(2003)는 학습자 중심 학습 원리 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교사
와 학습자간 상호의존성, 활동중심, 학습자의 증가된 자율성,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
등을 들었으며, 특히 학습자의 증가된 책임도 그 중 하나이다.
결국,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
해서는 현재와 같은 학습자 소극적 교실활동의 형태를 바꾸거나 혁신할 수 있는 대
안적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의
형태로 불리우며 일선 학교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Hamdan,
Mcknight, Mcknight, & Arfstrom, 2013)은 학습자 의사소통의 증가, 배운 지식의 활성화
활동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플립드러닝은 기존 전통적 수업의 과정과 활동내용을 ‘뒤집는(flipped)’ 형태의 학습유
형(EDUCAUSE, 2012)으로,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 한 시골 학교의 화학교사인 Jonathan
Bergmann과 Aaron Sams에 의해 처음 그 용어와 학습방식이 사용되어 이후 초등학교에
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와 과제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Hamdan et al.,
2013). 이 수업방법은 기존 교실수업의 교사 강의를 동영상 또는 읽기 자료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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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사전에 가정에서 학습해 오도록 하고, 교실수업에서는 사전에 습득한 내용
을 적용해보는 활동, 즉 토의,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Hamdan et al., 2013; Lage, Platt, & Treglia, 2000; University of Queensland Teaching and

다시 말해, 이전까지 전통적 교실에서의 ‘교사주
도 강의’가 가정 학습으로 이동을 하고, 수업 후 적용 활동의 의미를 가졌던 가정에서
의 ‘숙제’가 교실로 이동한 형태라고 하겠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감과
주도성을 부과하고, 교사들은 자신의 강의가 가정학습으로 옮겨 간 대신 수업에서 학
생들과 보다 많은 상호작용과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는 안내자가 된다. 더 나아가, 지
금까지 수동적인 학습자들이 있었던 교실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고차원
적 인지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플립드러닝의 초점이 있다(Brame, 2013).
플립드러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학생들이 협동학습과 새로운 수업방법에 보다 개
방적으로 변화(Strayer, 2012), 학생들의 학습습관의 변화와 집중력 향상(Papadopoulos &
Roman, 2010),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상승(Enfield, 2013), 학생들의 수업자료 이해도 상승
(Warter-Perez & Dong, 2012)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대학 수업에 집중되어 있고 초, 중등의 경우에는 실천위주의 교사보고서 위
주이며(Hamdan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소개 단계의 연구(이동엽, 2013)
와 일부 실험논문 및 실천사례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사 주도성
이 강한 우리나라의 교실상황, 특히 초등교실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플립드러닝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기반의 플립드러닝 수업을 초등교실에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안으로써 이 접근법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활발하고 복합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사회과 수업(박길자, 2004)을
위한 플립드러닝 수업안을 개발, 적용한 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학업성
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드러닝 기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수업의 단계별 활동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플립드러닝 수업 참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
한 인식과 학업성취는 어떠한가?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플립드러닝의 영어 표현은 ‘Flipped Learning’이나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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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nverted Learning’, ‘Inverted Classroom’, ‘Flipped Classroom’, ‘Flipping the Classroom’
등이 플립드러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접근방법의 공통점은 기존 교수
자 중심 강의식 수업이 가정학습(온라인 동영상강의 시청 등)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
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던 기존의 ‘숙제(토론, 토의,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 활동)’가 교
실상황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수업의 ‘거꾸로 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을 플립드러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에 대한 이해

개념 및 특징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은 이 접근의 개척자로 불리는 Jonathan Bergmann과 Aaron
Sam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코스에서 전형적인 강의와 가정학습의 형태인
숙제의 요소들이 역으로(거꾸로) 된 교육모델을 말한다(EDUCAUSE, 2012). 이들보다 먼
저 플립드러닝 형태의 수업에 대한 논의를 한 Lage 외(2000)는 “Inverted Classroom”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플립드러닝 형태의 수업을 지칭하였다. 이들은 대학의 경제학수업
에서 교수자의 수업양식과 대학생들의 학습양식 간 불일치에서 오는 학생들의 학습과
그 관심 저하를 막기 위해 교실수업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말한 교실수업을
바꾼다는 의미는, 전통적으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events)가 역으로 교실
밖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Hamdan 외(2013)가 제시하는 플립드러닝의 기본요소에 대한 설명
을 통해 전통적 교실활동의 ‘역으로’ 또는 ‘거꾸로’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수업 전에 교사는 배울 내용의 개념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강의내용을 비디오나
스크린캐스트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거나 웹사이트에 있는 관련 주제의 자
원을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전에 이를 필요한 만큼 자
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내용에 접근하여 학습한다. 실제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을 적용해보는 활동(토론, 토의,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에 참여하며,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그 과정을 확인하고 개별화 지원을 제공한다. 학습자 중심 패러
다임의 모든 양상에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Reigeluth와 CarrChellman(2009)의 주장처럼, 플립드러닝에서도 교육적 내용을 담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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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중 하나이다(University of Queensland Teaching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이러한 플립드러닝의 특징에 대해, Bergmann, Overmyer 그리고 Wilie(2013)는 플립드
러닝이 적용된 교실의 모습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플립드교실(flipped class)은,
첫째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과 개별화 접촉시간이 증가하고,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셋째 교사가 ‘무대의 현자(sage on the stage)’가 아닌 ‘주변
의 안내자(guide on the side)’가 되며, 넷째 직접적인 교수와 구성주의 학습의 블렌디드
가 일어나며, 다섯째 특정 이유(질병, 운동, 야외학습 등)에 의해 학습결손이 일어난 학
생들도 뒤처지지 않으며, 여섯째 학습내용이 지속적인 재검토 또는 다시 적용되기 위
해 축적되고, 일곱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참여하고, 여덟째 모든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플립드러닝은 융통성 있는 환경, 학습문화, 의도된 학습내용, 전문성을 갖춘
교육가 등 중요한 네 개의 축(pillars)을 가진 것(Hamdan et al., 2013)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융통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은 플립드러닝에 적용되는 다양한 학
습방식(개별, 팀작업, 연구, 평가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학습공간을 재배치하는 것 등
을 포함한다. 둘째, 학습문화(learning culture)는, 기존과는 달리 교실에서 교사들은 조력
자의 위치를 가지게 되고 학생들은 학습의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습자들이 개인
의 속도에 맞게 지식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의도된 학
습내용(intentional content)은, 교수자들이 수업 전 학생들이 개념 획득을 위해 어떤 내용
을 학습하고 와야 하는지, 그리고 교실 수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어떤 학습내
용을 어떤 교수방법으로 최적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것이다. 넷째,
전문성을 갖춘 교육가(professional educator)는, 플립드러닝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의 전 과정에서 잘 훈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가 더 중
요하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립드러닝은 학습자의 책임과 주도성 증가(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으로 이동), 교수자의 적극적인 안내자로서의 역할 증가, 학습자의 속도와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 상호작용의 증가, 획득한 지식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 교수매체(테크놀로지)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
다.
플립드러닝의 구조: 절차
플립드러닝은 다양한 방법들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경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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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델이 없으며, 이전에 언급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다면 하나의 내용이라도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EDUCAUSE, 2012; Hamdan et al., 2013). 이러한 상황에서, 대
부분의 연구들이 그 구조와 관련하여 수업과정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나 안내에 그치
는 데 반해, 텍사스대학(오스틴) 교수학습센터(n.d.)는 플립드러닝의 기본요소를 근간으
로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서(<표 1> 참조), 이 접근을 적용
한 수업을 설계하는데 명시적인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수업
전
수업
도입
수업
중
수업
후
일과
시간
중

<표 1> 기존 수업과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 구조 및 활동내용 비교
기존 수업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
- 학습자에게 읽어야 할 과제 배정
- 학습자는 제공된 모듈에 따라 학습을 하고
- 교수자는 강의를 준비
내용관련 질문은 기록해 둠
- 교수자는 여러 가지 학습내용을 준비
- 교수자는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 - 학습자들은 (교수자에게)그들 학습을 안내
지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함
해 줄 특별한 질문을 함
- 학습자들은 기대학습에 대한 제한 - 교수자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
된 정보를 가짐
는 곳을 예상할 수 있음
- 교수자는 모든 학습자료를 사용하 - 교수자는 피드백과 소규모 강의를 통해 학
려고 노력함
습자들의 과정을 안내함
- 학습자들은 수업을 따라가려고 함
- 학습자들은 배워야할 기능(skills)을 실습함
- 학습자들은 보통 지연된 피드백을 -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명확한 설명과 피드
받으며 숙제를 하려고 함
백에 따라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계속 활
- 교수자는 지난 과제에 대해 평가
용함
함
- 교수자는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추
가적인 설명과 리소스를 게시하고 질 높은
작업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 학습자들은 공부한 것에 대한 확 -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에
인을 원함
있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춤
- 교수자는 종종 수업시간에 있었던 - 교수자는 학생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일을 반복함
지속적으로 안내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센터에서 제시한 플립드러닝의 절차는 총 다섯 단계이
며, 크게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활동의 구조로 되어 있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n.d.).

수업 전 가정 학습(숙제)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자가 비디오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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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라인에 업로드시켜 놓은 학습모듈을 따라 가며 새로 배울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한다. 이때 학생들은 모듈에서 제시한 퀴즈 또는 간단한 평가내용을 풀면서 익힌 내
용에 대해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고(University of Queensland Teaching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학습 중 모르는 내용은 노트에 별도로 표기하여
다음 날 수업에서 교사에게 질문하기 위해 준비한다.
교실 수업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도입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전날 가정
학습에서 익혔던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개별로 질문을 하고 교사는 피드백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당 수업시간 동안 해야 할
과제를 알려 주고, 도입단계 이후부터 전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팀별로 과제를 수행
한다. 이 때 과제는 가정 학습에서 익힌 지식과 학습내용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토론 및 토의, 프로젝트 학습 등 보다 활동적인 과제가 좋으며 익힌 개념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다. 수업시간 동안 교사는 학습부진 또는
속도가 느린 학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고, 학생활동을 모니터
링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개별 또는 팀별 처치를 한다.
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고차적인 적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이 제공
되고, 교사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필요한 정보적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일과시간 중에는 학습활동 관련 교사-학생 상호작용이 지속된다.
2. 플립드러닝 관련 선행연구들

플립드러닝 관련 해외의 연구들은 그 대상이 거의 대학교 수업에 집중되어 있고 초
등부터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장 교사들의 실천 보고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교 수업 대상 연구들의 경우 과학, 컴퓨터, 통계학, 경영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
역에서 활용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해외의 학술 연구 및 교사 실
천보고,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학위 논문 및 실천사례 등을 통해 플립드러
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Papadopoulos와 Roman(2010)은 푸에르토리코의 한 대학 공학수업(Engineering Statics)에
플립드러닝을 적용하고 참여한 학생과 교수자의 이 접근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학생들
의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상승을 보여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넘어 이 수업방법
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플립드러닝 기반 공학수업 구조는, 첫째 수
업 전 활동으로 Moodle 오픈 코스웨어에 의해 전달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기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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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시청하는 것, 둘째 본 수업으로 사전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토론 및 문제
해결 활동 수행, 셋째 수업 후 학생들 스스로 맞춤식 문제해결 활동 수행 등이다.
Davies, Dean 그리고 Ball(2013)은 대학의 스프레드시트(MS Excel) 기능을 가르치는 수
업을 세 가지 유형(전통적 강의, 시뮬레이션, 플립드러닝)으로 진행 한 후, 학생들의 학
업성취와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플립드러닝 기
반 수업이 효율성과 확장성, 그리고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학생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이 수업에 대해 가치, 학습효과 등에서 긍
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Enfield(2013)는 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플립드러닝을 적용하여 이 수업의
효과성과 개선전략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봄 학기 동안 모두 40개의 수업 전
학습자료가 배포되었으며 그중에 38개는 강의 비디오였고 2개는 수업과 관련된 읽기
자료였다. 수업시간은 비디오 강의에 소개된 개념과 새로운 개념에 대한 교수자 시범,
배운 개념과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그룹활동 및 과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실시(교수
자는 학생 개별 지원)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서 학생들이 참여적 학습경험을 하였고 효과적으로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여 학생 중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디오 강의 자료가 유용했다고 답을 했고, 같이 제공된 퀴즈가 비디
오 강의를 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플립드러닝 접근에 대한 일부 우려
중의 하나가 과연 학생들이 자신의 집에서 비디오 강의를 볼 것인가 하는 점(November
& Mull, 2012)인데, 퀴즈를 비디오 자료 시청의 동인으로 활용하고 교사의 모니터링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arter-Perez와 Dong(2012)은 대학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학수업에서 플
립드러닝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수업 중 교실활동에서는 협력적 프로젝트기반 학습
(Collaborative Project-Based Learning, CPBL)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지식 활용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플립드러닝 기
반의 CPBL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자료 이해와 디자인 기능(학습내용)을 배우는데 유의
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trayer(2012)는 대학의 통계입문 수업을 플립드러닝으로 진행하고 같은 내용의 일반
강의식 수업과 학습환경 측면을 비교하였다. 그는 강의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지능형
개인교수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에서 수업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수업에서는
미리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분석 활동과 팀-교수자 상호작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7개의 학습환경(개인화, 혁신, 학생 응집력, 과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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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협동, 개별화, 공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실험-통제집단을 비교하였는데 결과
는, 플립드러닝 수업환경이 학습과제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다지 높은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 팀원간 협동작업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 마인드를 갖게 되었음을 보
고 하고 있다.
해외의 대학교 이하 학교급의 플립드러닝 적용 연구는 Hamdan 외(2013)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초등 및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실천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네소타의 한 고등학교 수학과목에 플립
드러닝 기반 수업을 실시하여 성적이 하위 30%를 차지하던 학생들이 주 주관 수학시
험을 통과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학교는 낡은 수학 교과서를 없애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
성하였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상승과정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교사들
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둘째, 미시간 주의 한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전 교실활동을 플립드러닝 기반 수업으로 바꾸고 난 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사례, 학부모 불평, 학생들 훈육 등의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 접근방법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의 긍정적 인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플립드러닝 적용 실증적 연구와 실천사례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발간된 교육청의 현장 실천사례 발표자료와 대학 석사학위 논문 등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2013)의 ‘2013 함께 만드는 스마트교육 수업사
례 콘서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역사 및 수학 수업에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사
례가 각각 보고되었다. 역사수업 사례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플립드러닝
수업에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용이, 수업에 적
극적인 참여, 활동위주의 학습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수학수업의 경우에도 수업시간
중 학생 집중력 향상, 교사와 학생 간 1대1 지도시간 확보, 강의 내용의 반복적 확인
등이 플립드러닝 수업의 효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가 상승했음을 보고했으나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플립드러닝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 연구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수업
적용 학위 논문(정민, 2014)이 있다. 이 연구는 플립드러닝 적용 실험집단과 전통적 수
업의 통제집단 간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를 비교한 결과,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에서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긍정적 차이를 보였으나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두 집
단 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민(2014)은 플립드러닝
적용기간(총 5차시)이 짧았던 점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교실활동이 적
용된 점 등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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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을 통해, 플립드러닝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배운 후, 토론, 프로젝트 수
행, 문제해결학습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능실습에
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념 적용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플립드
러닝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참여 학생들의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긍
정적이었으며, 학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였고 팀 작업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 중등 수업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플립드러닝 수업의 효과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플립드러닝 모델을 적용한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
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문헌과 사
례분석을 통해 플립드러닝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도출된 모델을 근거로 우리 초등
현장에 맞는 수업안을 개발, 적용하여 참여 학생 대상 인식조사와 학업성취 평가를 실
시하였다.
1. 초등 사회과 적용을 위한 플립드러닝 수업 설계

문헌 및 사례분석
국내에는 플립드러닝 모델이 아직 소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적용한 수업
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의 문헌자료는 물론, 실제 적용 사례를 파악하고 구조를 분석하
였다. 해외의 대학들이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사례, 특히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미
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호주 퀸즈대학교) 등에서 세부절차를 모형화한 자료와 지침을
확보하여 이 모델의 절차와 절차별 활동 내용을 분석, 유목화하였다.
1)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러닝 모델기반의 초등 사회과 수업안 개발과 수업 적용과정에
대해 협의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총 9명의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 중 8
명은 교육학 전공의 석사학위(6명)를 소지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법 박사과정(1명), 그리
고 박사과정을 수료(1명) 한 경력 15년 내외의 현직 교사들(초4, 중4)이다. 그 외 1명은
플립드러닝을 개발한 Bergmann을 인터뷰하고 실제 모델로 수업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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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를 방문 조사한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감독으로, 본 연구를 위해 구현된 수업모
델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 주었다. 주제에 따라 1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이들 구
성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수업안 개발과 적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
유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수업안 개발
플립드러닝 모델을 적용한 수업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2개의 단원을 선정하여 한
학기(9월～12월)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안은 문헌 및 사례분
석을 통해 도출된 기본적인 플립드러닝 모델의 절차에 따라, 수업 전, 수업도입, 수업
중, 수업 후, 일과시간 중 활동 등 5단계 형태로 작성되었다.
3)

온라인 강의자료 제작
학생들의 수업 전 개념학습을 위해, 해당 차시마다 1～3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
거나 EBS 등에서 무료로 제공한 수업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총 19편의 강
의 자료를 웹(스쿨로지, www.schoology.com)에 탑재하였다. 탑재된 자료 중 15개는 스크
린캐스트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였고 나머지는 i-Scream(www.i-scream.co.kr)과 EBS의 자
료를 직접 링크시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직접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에는 편당 2개 내외의 학습내용 관련 퀴즈를 포함하여 강의자료 시청 후 학생들이 스
스로 학습내용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온라인 강의자료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과 적용 방법이 결정되고 검증되었다.
4)

전문가 검토
개발된 수업안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교수설계전문가 1
인과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5인(교사4, 다큐멘터리 제작감독)의 검토를 받았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수업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의 동영상강의 이해정도 확인, 이해부족 학생
은 바로 동영상강의 재 시청 처치 등이다. 검토 중 나온 이들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
정 후 최종 수업안을 확정하였다.
5)

2. 플립드러닝 수업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러닝 기반의 수업안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수업 적용 후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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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 및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2개 반이며, 총 44명의 학생이다.
이들 중 22명은 실험집단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두 집단의
학생들은 평소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 있으며 그 외에 모둠(팀) 활동을 통해 소규모 프
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직전 학기(2013
년 1학기)말 사회과 성적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이 통계
적으로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t=.853, p=.398).
1)

수업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플립드러닝 기반 사회과 수업은 2013년 9월 6일부터 12월 20일
까지 2학기 전체 수업시간 동안 적용되었다. 특별히 학교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일주일에 2～3회(월, 수, 금요일)씩 총 19회 수업 처치를 하였다. 실험 및 통제집단
의 수업은 동일한 한 명의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실험집단의 경우, 첫 수업에서 학생
들에게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해 충분히 소개를 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최종 과제 발표 및 평가 관련 차시를 제외한 플립드러닝 적용 모든 수업에서 사
전에 1～3개의 비디오 수업자료를 가정학습 하도록 하였고, 수업시간에는 사전 수업
내용에 대한 확인, 학생질문에 대한 피드백, 활동중심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활
동 중심의 수업과제의 유형은 팀별 토론 및 발표, 신문만들기, 즉흥극 및 역할극 등이
었다.
2)

측정도구
(1)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지
플립드러닝 수업의 전 차시를 완료한 후(2013.12.20.자) 실험집단 학생 총 22명을 대
상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Papadopoulos와 Roman(2010)이 사용한 검사
문항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했던 수업활동과 학습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해당사항
이 없는 문항은 제외한 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의 구성은 선택형 10문항, 리커르트 5점 척도(1-부정, 5-가장 긍정) 29문항, 개방형
9문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리커르트 5점 척도 및 선택형문항
(예/아니오 문항 제외)의 신뢰도는 Cronbach’s a=.928로 측정되었다. 하위 요소별 신뢰도
는,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922에서 .938, 수업 전 활동 인식은 .9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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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31, 수업 중 활동 인식 .924에서 .932, 수업 후 활동인식 .923에서 .924로 분포하
고 있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구분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인식

<표 2>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 문항 개요
문항 개요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 수준
수업참여 시간 비교(다른 수업과 비교)
사전 및 사후 과제 해결을 위한 소요시간(주 단위)
수업에 사용한 시간의 가치
교사 제공 과제, 학습자료의 유용성
성공적 학습을 위해 각 요소별 중요도
- 동영상 강의, 수업시간 활동(토의, 토론, 역할극, 발표), 수업 후 과제, 강의노
트, 숙제, 교과서, 시험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기 위해 각 단계의 중요도
- 동영상 강의, 수업시간 활동, 수업 후 과제(역할극 대본 만들기, 역사신문 만
들기)
플립드러닝에 지속적인 참여의지
이전에 했던 사회과의 다른 수업과 비교했을 때 플립드러닝 수업의 다른 점에
대한 생각
학습내용 이해를 위한 동영상 강의의 유용성
수업 전 동영상 강의를 학습한 이유별 중요도
수업 수업 전 학습준비를 위한 노력 정도
전 수업 전 동영상 강의에 대한 이해도
강의노트 사용 빈도
수업 전 활동의 장점과 단점
새로운 수업에 의한 교실 활동이 본인 학습에 유용성 정도
사전 동영상 강의가 실제 수업 활동 도움을 주는 정도
수업 중 팀원 간 활동이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
수업 수업 전 질문사항에 대해 수업 활동 중 해결 여부
중
다른 수업(선생님 중심 강의)과 비교했을 때 팀원, 교사와 상호작용
의 정도
수업시간 활동(토의/토론, 역할극 등)의 장, 단점
수업 후 과제활동의 학습내용 이해를 위한 유용성
과제활동의 확장성 정도
수업 - 배운 내용활용 도전과제, 학습내용 성찰 등
후 수업 후 과제활동 중 질문사항에 대한 해결여부
수업 후 과제 해결활동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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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유형
선택형
〃
〃
〃

점척도

5

〃

〃

선택형
개방 서술형
5점척도
〃
〃
〃

선택형
개방 서술형
5점척도
〃
〃

선택 및
개방 서술형
선택
개방 서술형
5점척도
〃

선택 및
개방 서술형
개방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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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2013년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사회과 점수를 사용하였
다. 1학기 기말고사 점수는 플립드러닝 수업을 적용하기 전 집단 간 동질성 검사점수
로 활용하였고, 이 수업을 적용한 2학기의 중간 및 기말고사 점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
업성취 변화를 비교하였다.
(2)

자료분석
플립드러닝 수업과 일반수업 적용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
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참여학생들의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총 22부를 배포 전체 회수 후, 항목에 따라 평균 및 빈도분석, 그리고 내
용분석(개방형 실문)을 실시하였다.
4)

Ⅳ. 연구결과
1. 플립드러닝 모델 적용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단원 1.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단원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을 주제로 플립드러닝 기반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해
당 단원은 우리 역사 속 개화기에서 독립에 이르기까지 개화파와 그 반대의 입장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 및 발표 등 표현력 학습이 강조되는 단원이다.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플립드러닝 모델을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낸, 수업 전,
수업도입, 수입 중, 수입 후, 일과시간 중의 다섯 단계에 따라 수업의 절차를 구현하였
으며 세부 활동을 조직함에 있어서 <표 3>과 같은 설계 원칙을 적용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업 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 하나(5분 내외)에
핵심주제 하나만 포함되도록 제작 또는 선정하여 학생들의 집중과 이해도를 높이고,
퀴즈와 강의노트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그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홈페이지(스쿨로지: LMS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웹과 모바일 연동)는 최소한의 기
능만을 구현하여 자료의 접근과 활용의 용이성에 중점을 두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별도로 개설하여 실시간 상호작용 지원도구로 활용하였다. 수업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준비도를 확인하여 결손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수업 중 단계에서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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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플립드러닝 수업을 위한 단계별 활동내용 설계 주요 원칙

세부활동

동영상
자료 시청
수업
전

강의 노트
작성
교사-학생
상호작용
홈페이지
운영
수업 준비도
확인
수업
도입 적용과제
안내

수업
중

팀구성
적용과제
수행
교사-학생
상호작용

교실 환경
구성
고차적 지식
수업 적용과제
수행
후
활동 평가
일과
중

교사-학생
상호작용

주요 원칙
중점: 수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식과 원리로 구성
방법(제작): 주제당 5분 단위의 섹터로 나눠 1차시 수업에 3개 내외의 비디오 강의
자료를 웹을 통해 제공하고 수시로 재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함
방법(시청 활동): 동영상을 본 뒤 퀴즈를 풀도록 하여 스스로 학습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중점: 학생 스스로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토록 하여 수업 기초자료로 활용
방법: 학생은 노트정리법에 따라 알게 된 내용, 궁금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으
로 구분하여 작성함
중점: 교사-학생 간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학습이해도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 온라인 페이스북, 모바일 트위터 및 클래스팅, 직접 통화 등 활용
중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 용이한 웹 및 모바일 기반으로 제작
방법: 동영상 강의 게시판, 질문게시판, 퀴즈게시판, 과제방 구성
중점: 수업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교정 수행
방법: 교사는 동영상 강의 관련 학생 질문에 피드백하고, 교사가 준비한 질문 또는
퀴즈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다시 동영상 강의를 듣도록 안내함
중점: 수업에 몰입하도록 관련된 동기유발 자료를 제공
방법: 교사는 수업과 관련된 실물(구체적 조작물) 또는 PPT 자료 등을 보여주고 학
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참여 유도
중점: 동료교수, 활발한 의사소통, 창의적 문제해결에 상호 협력하도록 팀원 배정
방법: 이전 사회과 성적을 기준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
중점: 비디오 강의를 통해 배운 핵심주제 및 내용 적용 활동
방법: 협동학습(Jigsaw)모형, 역사 신문제작(NIE), 즉흥극 등을 활용 동료교수 수행
중점: 학생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학습 동기 유지 지원
방법: 교사는 개별 학생의 이해도, 팀 과제진도와 명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개입이 필요한 개인 또는 팀에게 소규모강의, 피드백, 질의-응답을 수행함
중점: 모둠내, 모둠간 의사소통 및 이동의 용이성 고려, 개별화 학습보조 환경 구성
방법: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실 내 별도의 공
간에 디바이스 구축, 모둠내, 모둠간 협동학습활동이 용이한 책, 걸상 배열
중점: 수업을 통해 익힌 체험적 지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에 기반 한 심화
활동 중심
방법: 해당 단원을 팀별 선호에 따라 창의적인 역할극과 역사신문을 제작하도록 함
중점: 학생의 단편적 지식 암기보다 창의적인 활동 산출물,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방법: 교사 및 학생(동료) 평가 수행, 실기평가 등
중점: 핵심 주제를 확인하거나 습득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감
방법: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찾거나 교사(또는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온-오프라인 툴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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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선별하고, 또래간 코칭, 교사
의 학생 개별 및 팀별 활동 모니터링 등으로 학생들의 진전을 세심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수업 후 단계에서는 이전까지 배운 학습내용과 팀별 창의성에 기반 하
여 학생들 스스로 전 과정을 기획하는 보다 심화된 과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결과(물)
평가는 교사와 또래가 함께 그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업안 전반
에 있어서, 학습자 주도성, 학습이해도 및 속도에 따른 교사의 개별화 처치, 교사-학생
적극적 상호작용, 습득한 지식 적용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 전 과정에서 온-오
프라인 교수매체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단계별 활동 설계 원칙에 따라 총 19차시의 수업안이 개발되었으며, [그림
1]은 그 중 5차시 수업안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교과
단원
학습
주제
학습
목표
단계

지도
11월 22일
일시
3교시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사회

대상

학년
1반

차시
수업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과정 알아보기
모형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있다.

교사중심 수업(통제)

지도
교사
교과서

김OO
사회 60～62쪽
5/19
사탐 42쪽
지식탐구학습모형(플립드러닝수업)
5

교수․학습 활동내용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실험)
활동

도구

상호작용
주체 온/오프

• 학생은 사전 학습과제로 임오군 • 학생은 웹(스쿨로지)에서 동영상
란과 갑신정변의 과정에 대해
강의를 시청하고 핵심단어, 궁 웹
자료를
조사한다
.
금한 점을 강의노트에 작성하고, (동영상 개인
수업 • 교사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과
퀴즈를 푼다.
강의, (학생- 온라인
전
정에 대한 강의식 수업을 준비 • 교사는 학습과 관련된 동영상, 퀴 퀴즈), 자료)
한다.
즈를 웹에 올리고 학습환경을 조 강의노트
직한다
• 교사는 이미 배운 내용 중 본 • 학생은 질문을 통해 동영상과 관
차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회상
련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다음
시키거나 동영상(아이스크림)을
학습활동을 교사로부터 안내받는
보고
본
차시
수업과
관련된
다.
전체
수업
몇
가지
질문을
하거나
학습목
•
교사는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적절
강의노트
(학생- 오프라인
도입
표를 알려준다.
한 피드백과 함께 다음 학습활동
교사)
•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해 주는
을 안내한다.
동영상(아이스크림)을 보고 학
습할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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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사중심 수업(통제)

교수․학습 활동내용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실험)
활동

도구

계속)

(

상호작용
주체 온/오프

• 교사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 학생들은 팀원 간 협력을 통해 임
인과 경과에 대해 정보를 전달
오군란과 갑신정변 두 사건이 일
하고 필요한 내용(시험에 출제
어난 원인과 경과에 대해 알아본
될 내용)을 칠판에 기록한다.
다.
• 학생은 책과 교사의 강의내용에 •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피 적용 과제, 개인/팀
따라가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드백과 개별 및 팀별 미니강의(동 동영상 (학생수업
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듣고 교
영상 다시 듣기)를 통해 학습과정 강의, 학생, 오프라인
중
사가 강조하는 내용을 노트에
을 안내한다(팀별 순회).
학생작성하는 활동을 번복한다.
• 학생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두 스마트
패드
교사)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해 발표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습득한 지
식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하
고 조력한다.
• 학생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 • 학생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원
개인/팀
과 관련해 교사로부터 부여 받
인과 경과를 나타내는 역할극 대
학생은 숙제(조사학습, 보고서 작성)
본을 작성(온/오프라인)하고 연습 심화 과제, (학생
,
수업
를 한다.
한다.
웹
온/
학생
후 • 교사는 학생들이 이전에 제출한 • 교사는 학생들의 역할극 대본 및 (게시판) 교사, 오프라인
과제에 대해 평가한다.
역할극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등
학생부가적인 설명(온/오프라인)과 필
자료)
요한 자원을 안내해 준다.
• 학생은 배운 내용을 재차 확인 • 학생은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알고
한다.
싶은 내용에 대해 교사 또는 팀원 웹
일과 • 교사는
수업시간에
설명한
내용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온/
시간
(게시판)
개인/팀 오프라인
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반복
확
•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더
중
인한다.
심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 등
로 안내를 준다.

[그림 1] 플립드러닝 적용 사회과 수업안(기존 교사중심 수업과 비교)

2. 플립드러닝 수업 적용 결과

학생들의 플립드러닝 수업에 대한 인식
(1) 플립드러닝 수업 전반에 대한 인식
플립드러닝 기반 사회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총 22명)의 수업 전반에 대한 인식조
사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학습수준과 비교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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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이 학습방법의 수준에 대해 18명(82%)의 학생이 ‘보통(적정 수준)’이라고 답했으
며, 3명(14%)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았다고 답했다. 또한 플립드러닝 수업을 사회과의
이전 다른 수업방법과 비교했을 때 수업 준비 및 과제 활동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 어
떠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15명(68%)의 학생이 ‘보통(비슷했다)’이라고 했으며 7명(32%)
은 다른 수업형태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수업 중 활동을
제외하고 이 학습방법을 위해 본인이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미만(주당)이라고
답한 학생이 14명(64%), 2-4시간이 7명(32%), 4-6시간이 1명(4%)이었다. 이렇게 사용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었다와 적절한 시간을 사용했
다라고 답한 학생이 각 10명(46%), 많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가치있다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라고 답한 학생이 각 1명(4%)이었다. 전반
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플립드러닝 수업을 위한 준비나 과제활동에 대해 기존의
수업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플립드러닝 단계별 활동의 전반적인 유용성과 세부 활동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5점 척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플립드러닝 수업 세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평균(5점 만점)
성공적 학습수행을 위한 동영상 강의, 수업활동, 수업 후 과제의 전반적인 유용성 4.09
수업 전 동영상 강의
4.41
수업시간 활동(토의, 토론, 역할극, 발표)
4.50
4.45
성공적 학습을 위한 수업 후 과제(역할극 대본만들기, 역사 신문만들기)
각 활동 요소별 강의 노트
4.45
중요도
숙제(발표자료 만들기)
4.36
교과서
4.45
시험
4.32
수업 전 동영상 강의
4.41
수업시간 활동(토의, 토론, 역할극, 발표)
4.36
학업성취 평가를 위한 수업 후 과제(역할극 대본만들기, 신문만들기)
4.41
각 활동 요소별 강의 노트
4.36
중요도
숙제(발표자료 만들기)
4.23
교과서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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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2학기 수업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데 플립드러닝 수업의 단계별 활동
이 전반적으로 유용했음을 알 수 있고, 세부 활동요소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역시 세부
활동들이 높은 중요도를 갖고 있었으며 수업 전 동영상 강의 시청과 수업 후 과제 활
동에 좀 더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과목도 이 수업방법으로 한다면 다시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15명
(68%)이 예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플립드러닝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과의 다른 수업과 플립드러닝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개방형 문항
에 대한 답변(총 18명 응답)에서, ‘동영상’ 수업, ‘친구한테 배우는 방법(동료교수)’이 내
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내용이 더 기억에 남았다, 재미있다, (내용
이)쉬워졌다, 활동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길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 반응(11
명)과 다른 수업과 비슷하다, 그저 그렇다,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등의 중립적 혹
은 부정적 반응(7명)이 있었다. 그중 ‘아이패드로 해서 그런지 그냥 할 때랑 다르고 이
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교사의 강의에 따른 노트필기 형
태의 수업 대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활동에 익숙치 않았고 이것이 학습내용이해
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플립드러닝에 대해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
이었으며 이 모델의 구성요소별 활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유의미한 활동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플립드러닝의 수업 전 활동에 대한 인식
플립드러닝 수업에서 수업 전 활동에 대한 학생(총 22명) 인식 12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영상 강의가 학습내용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4.09점(5점 만점)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동영상강의 자료를 보는 이유에 대해, 실제 수업시간 활동을 위해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평균 3.82점(5점 만점), 처음해보는 방법이라 신기해
서가 3.77점, 온라인을 통한 학습방법 선호에 3.68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적 반영
때문에(3.55)와 숙제이기 때문에(3.50점)가 그 뒤를 이어 다소 타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4.14점(5점 만점)으로 학생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답을 하였다. 동영상
강의 시청 빈도와 관련해서는, 수업 전에 1～2회 정도가 17명(77%), 수시로 본다(4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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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혀 안 본다(1명, 4%)가 그 다음을 이었다. 수업 전 강의노트 활용에 대한 질
문에는 21명(95%)의 학생이 1～4회(주 당) 정도 동영상 강의내용을 요약할 때마다 강의
노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7명(32%)은 선생님께 질문할 내용을 정리할 때도
활용하며, 전체 중 1명(4%)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업 전 활동 중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좋
았던 점으로는 ‘노트정리’, ‘역할극’, ‘동영상’의 활용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기억에 남
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었다 등
의 답변(총19명)이 있었다. 나빴던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아닌 ‘동영상’으
로 보니 머릿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노트정리’가 귀찮았다 등의 반응(총11명)이 있었다.
수업 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영상 강의, 노트정리 등이 실제 수업을 위
해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교과서’ 친밀형 학생들에게
는 ‘동영상 강의’로 내용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었음을 알 수 있었다.
18%)

플립드러닝의 수업 중 활동에 대한 인식
플립드러닝 수업에서 수업 중 활동에 대한 학생(총 22명) 인식 8문항에 대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실 수업활동의 유용성, 동영상강의의 본 수업활동을 위한
유용성, 학습내용이해를 위한 팀 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표 5> 플립드러닝의 수업을 통한 학습내용 이해도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평균(5점 만점)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진행한 사회과목의 교실 수업 활동이 자신의 학습에
4.05
도움이 되었는가?
수업 전 동영상 강의가 실제 수업시간 활동(팀 활동)을 어려움 없이 진행할
4.00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는가?
선생님이 학습내용을 직접 알려주는 다른 수업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회고
목 수업처럼 팀원 간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그 내용을 이
4.18
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했나?

다음으로, 수업 전 동영상 강의 시청 시 궁금했던 사항을 수업시간에 알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실험집단 학생 중 18명(82%) 그렇다라고 답했고, 4명(18%)은 그렇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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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교사 또는 팀원인 학생에게 질문 후 바로
알게 되었거나 교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했으며, 그렇지 못했다
라고 답한 학생들은 강의노트를 작성하지 않아 질문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결과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사전 동영상강의나 노트작성 등
의 활동이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 교사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으
로 해결해 나아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시간 교사 또는 팀원과 학습
내용에 대해 의견의 나누는 시간의 양에 대해 10명(45%)의 학생이 다른 수업보다 훨씬
많다라고 답했으나, 12명(55%)은 비슷했다라고 답했다.
수업시간 중 활동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좋았던 점으로는 ‘역할극’, ‘팀활동’, ‘선생님의 도움’으로 내용 이해가 잘 되고 많이
알았다, 머리에 잘 들어왔다, 협동하고 말이 많아졌다, 친구 또는 팀원과 단합하고 재
미있었다,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다 등의 반응(총 18명)이 있었다. 나빴던 점으
로는, ‘역할극’ 연습시간이 짧았다, 부끄럼 때문에 잘 못했다, 과제해결에 애들이 참가
하지 않아 힘들었고, 친구와 의견이 달랐다 등의 응답(총 7명)이 있었고, 모둠끼리 하
는 과제를 많이 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선 의견(1명)도 나왔다.
수업 중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들은 플립드러닝의 교실 활동이 해당 학습내용
을 배우는 데 유용했으며 교사-학생, 동료 간 교육적 소통의 증가, 동료 간 친밀감을
강화시켰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팀 활동 시 의견 조율의 문제나 활동
에 무성의한 팀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플립드러닝의 수업 후 과제활동에 대한 인식
플립드러닝 수업에서 수업 후 과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8문항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 후 과제의 성격, 학습내용이해를 위한 유용성 등과 관련하
여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수업 후 과제활동이 본인의 학습을
위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의문점 해결과 관련하여, 19명(86%)의 학생들
이 반드시 의문점을 해결했다라고 답했고, 3명(14%)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의
문점을 해결한 학생 중 16명은, 웹 게시판 또는 전화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에게 질문
을 해서 답을 찾거나 스스로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찾았다라고 하였
다. 해결하지 못한 학생은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의문점을 가지지 못했
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수업 후 과제활동 중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또는 개선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과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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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플립드러닝의 수업 후 과제활동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평균(5점 만점)
수업 후 과제활동이 사회과 해당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4.23
과제활동내용은 수업 전 동영상 강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4.32
활용할 수 있는 과제였는가?
수업 후 과제활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
4.36
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는가?
수업 후 과제를 하면서 이 사회과목 수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4.36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는가?

하여, 좋았던 점으로는 ‘역할극’, ‘친구들과 협동’, ‘선생님께 질문’하여 모르는 것을 알
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재미있었다, ‘직접’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사회실력이
향상되었다, 많은 것을 했고 알았다 등의 반응(총15명)이 나타났다. 나빴던 점 또는 힘
들었던 점으로, ‘숙제’ 또는 ‘과제’가 많았다, 과제 활동 중에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
기도 했다, 말이 너무 많아 수업시간 낭비, 연습시간이 짧았다, 모르는 게 많았다, 많
이 해보지 못했다, 좀 귀찮았다 등의 응답(총9명)이 있었다.
플립드러닝의 수업 후 과제활동에서, 학생들에 의해 기획 수행된 과제활동이 스스로
에게 도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제해결에 있어서 웹자료, 동료, 교사 안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플립드러닝 수업에
부정적이거나 팀 활동에 어려움을 보인 학생의 경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학생들의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 후 학업성취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및 통제집단의 2013년도 2학기 사회과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플립드러닝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교사 중심의 일반수업 적용 통제집단 간 2학
기 중간고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623, p=.536). 또한, 두 집단 간의 2학기말 사회과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26, p=.746).
따라서, 플립드러닝의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는 영향을 가지
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플립드러닝 수업이 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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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에 의한 수행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단순 지필 시험에 의한 학업성취 측정보다는
수행평가 등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플립드러닝
기반의 수업을 실행하여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플립드러닝 모델의 활용가능성을 탐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도출된 플립드러닝 모델에 근거
하여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수업안을 개발, 적용하여 참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
식과 학업성취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플립드러닝 수업안의 활동단계는 크게, 수업 전, 수업
도입, 수업 중, 수업 후, 일과 시간 중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플립
드러닝 기반 수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전
단계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활동이 교사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작업이었다.
Enfield(2013)도 플립드러닝 수업의 초기에 부딪힐 수 있는 하나의 도전으로써 비디오
강의 제작과 학생들의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성의 이슈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
업을 진행한 교사가 19편 중 15편의 강의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할 정도로 동영상 제
작에 별 무리가 없었지만, 주제 선정과 기 제작된 동영상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전문가협의
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2013)의 교사 실천사례처럼, 서로 다
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플립드러닝은 반드시 매 시간 새로운 동영상 강의
제공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전달해야할 핵심 개념이나 주제를 포함한 다
양한 형태의 자료를 차시마다 달리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교실 수업 활동에서
는 학생들이 사전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 주요 개념 등을 적용해보는 활동이 이
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현’에 초점을 둔 수행 중심의 과제를 도출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팀 활동(토론 및 동료교수)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과 해당 단원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
하고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표현력 학습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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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협의를 통해 역할극과 역사신문 만들기 수행활동 과제를 도출하고 내용 구성
에 관해서는 모두 학생들 각 팀의 창의성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결국 교과 내용에 대
한 분석을 토대로, 수업 중 과제 해결활동은 참여 학생 주도로 문제해결과정을 기획하
고 결과를 도출하는 팀별 프로젝트 해결활동 형태(이광우, 김수동, 2004)가 되었다. 플
립드러닝 수업을 기획하기 위해 이와 같이 수업 내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수업 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강의 비디오, 수업 중
활동을 통해 배웠던 개념과 지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 활동
의 유형은 수업 중 활동과 같은 역사신문 만들기와 역할극으로 하였다. 이는 플립드러
닝의 ‘거꾸로’된 학습법을 처음 만난 참여 학생들의 수업 적응 부담을 고려하여 수업
중, 수업 후 활동 과제 유형을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개발된 플립드러닝 수업안은 5학년 1개 반(22명)에 적용되었고 이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 학업성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같
은 학년 1개 반(22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플립드러닝 수업을 적용한 해당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하였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에서,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이 대부분 학생 본인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조사되었다. 첫째,
수업 전 활동에 대해, 대부분 동영상 강의는 수업 전 1-2회 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동영상 강의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활동을 위해 필요(3.82/5점 만
점)하거나 처음하는 방법이라 신기(3.77점)해서, 그리고 온라인 학습방법을 선호(3.68점)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의노트 활용과 관련해서는 거
의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내용 요약 또는 교사에게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수업
전 1-4회 정도 활용한다고 답했다. 수업 중 활동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본
인의 학습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고 다른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많
이 유용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수업시간 중 또래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
용에 있어서도 다른 수업에 비해 훨씬 많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수업 후 과
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과제 활동이 새롭고 도전
적인 과제였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
회였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교수자와 학생이 일대 다수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 과정 중에 가지게 된 의문을 거의 대부분 해결했다고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과정 참여의 ‘적극성’은 플립드러
닝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교사와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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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동영상 강의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것과 수업 중 노트를 대신한
테크놀로지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팀 활동에서 동료와 의견 조율에서도 갈등
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플립드러닝 적용 수업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해당 학기(2013년 2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민(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나, 학업성취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들(Davies et al., 2013; Hamdan
et al., 2013; Papadopoulos & Roman, 2010)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한 하나의 해석은 플립드러닝 수업이 학습자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
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의 암기 정도를 확인하는 지필식 검사로
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방형 설문 결과, 처음 접해보는 플립드러
닝 수업에서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양식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적응시키는데 다소의 시
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립드러닝 수업을 적용하여 학업성취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학생 수행에 대한 평가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 수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일환으로 플립드러닝 수업안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사
회과 수업에 적용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플립드
러닝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주도과정에 대한 교사의 다
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초등 교실 적용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전략을 포함한 모듈,
학습자 특성에 따른 개별화 학습자료, 학습자들의 유연한 팀 활동을 위한 협력 기법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모델을 정교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발견되었다.
2.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향후 플립드러닝 수업의 효과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식을 습득해 가는 모든 과정에서 교사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모니
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플립드러닝 수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많은 부분 학생
의 책임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의 진전 과정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질의 및 응답, 피드백 활
동)을 위한 전략을 세웠음에도 학업성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제해결을 위한 교사학생 피드백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전 과정에 걸쳐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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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그 성장과정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학습결손을 개별 처치 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나타난 플립드러닝 모델은 대부분 학습자 과제수행과
지원전략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생 진전과정에 대한 교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을 포함하여 교수자-학습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듈화 한 개선된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학교 내의 교수-학습 상황 또는 교수-학습자 상호작용 양상이 국
내와 다르고,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과
전략을 가시적으로 제시하여 국내 교실 상황 적용 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양식 및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학습자료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 학생대상 인식 조사 결과, 수업 전 동영상 강의와 수업 중
노트를 대신한 테크놀로지(아이패드)의 활용이 일부 학생에게는 유용하지 못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읽기자료, 음성파일, 그림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테크놀로지의 활용
이 학생 특성에 맞게 개별화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팀 학습 활동 시 원만한
의사소통과 적극적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들에게 협동학습 기법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플립드러닝 수업이 또래 간 의사소통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플립드러닝 수업 초기에 수업안내와 함께 이에 대한 훈련을
미리 기획한다면 또래 간 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본 연구는 플립드러닝 적용 대상과 주제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사회과에 적용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대해 이 접근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 188 -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참고문헌
길형석 (2001). 학습자중심교육에서의 교수원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1-30.
박길자 (2004). 사회과 교수-학습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모형 설정과 실제. 사회과교육, 43(3),
35-6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2013 함께 만드는 스마트교육 수업사례 콘서트. 서울: 서울시교육청.
이광우, 김수동 (2004).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험학습의 활성화 조건 탐색. 교
육방법연구, 16(1), 134-161.

이동엽 (2013).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정책연구, 11(12),
83-92.

이정표, 이주영, 권동택 (2012). 교육적 소통을 위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본질 논의.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2(4), 643-661.
정 민 (2014). Flipped classroom 학습이 초등학생의 수학과 학업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영
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Bergmann, J., Overmyer, J., & Wilie, B. (2013, July 9). The flipped class: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Retrieved December 6, 2013 from http://www.thedailyriff.com/articles/the-flipped-classconversation-689.php.
Brame, C. J. (2013). Flipping the classroom. Retrieved January 13, 2014 from http://cft.vanderbilt.
edu/guides-sub-pages/ flipping-the-classroom/.
Davies, R. S., Dean, D. L, & Ball, N. (2013). Flipping the classroom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integration in a college-level information systems spreadsheet course.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1, 563-583. Retrieved December 31, 2013 from http://dx.doi.org/10.1007/
s11423-013-9305-6.
EDUCAUSE. (2012). 7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Flipped Classrooms. EDUCUASE Learning
Initiative February 2012. Retrived December 6, 2013 from http://net.educause.edu/ir/library/pdf/
eli7081.pdf.
Enfield, J. (2013).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flipped classroom model of instruction on
undergraduate multimedia students at CSUN. TechTrends, 57(6), 14-27. Retrieved December 31,
2013 from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1528-013-0698-1.
Hamdan, N., Mcknight, P., Mcknight, K., & Arfstrom, K. M. (2013). The flipped learning model: A
white paper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itled a review of flipped learning. Retrieved December 12,
2013 from http://researchnetwork.pearson.com/wp-content/uploads/WhitePaper_FlippedLearning.pdf.
Lage, M. J., Platt, G. J., & Treglia, M. (2000).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1(1), 30-43. Retrieved December
12, 2013 from http://dx.doi.org/ 10.1080/00220480009596759.

- 189 -

이지연․김영환․김영배(2014)
Lea, S. J., Stephenson, D., & Troy, J. (2003). Higher education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centred
learning: Beyond ‘educational bulimia’?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8(3), 321-334. Retrieved
March 19, 2014 from http:// dx.doi.org/10.1080/03075070309293.
Merrill, M. D. (2002). 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0(3), 43-59.
November A., & Mull, B. (2012, March 29). Flipped learning: A response to five common criticisms.
Retrieved March 13, 2014 from http://novemberlearning.com/educational-resources-for-educators/
teaching-and-learning-articles/flipped-learning-a-response-to-five-common-criticisms-article/
Papadopoulos, C., & Roman, A. S. (2010). Implementing an inverted classroom model in
engineering statics: Initial results.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2010
Annual Conference and Exposition, USA. Retrieved from http://search.asee.org/search/fetch?url=
file%3A%2F%2Flocalhost%2FE%3A%2Fsearch%2Fconference%2F32%2FAC%25202010Full1868.pdf
&index=conference_papers&space=129746797203605791716676178&type=application%2F.
Reigeluth, C. M., & Carr-Chellman, A. A. (2009). Understanding instructional theory. In C. M.
Reigeluth & A. A. Carr-Chellman (Ed.),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pp. 3-26). New
York, NY: Routledge.
Strayer, J. F. (2012). How learning in an inverted classroom influences cooperation, innovation and
task orientation. Learning Environment Research, 15, 171-193. Retrieved December 31, 2013
http://dx.doi.org/10.1007/ s10984-012-9108-4.
University of Queensland Teaching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d.). About the flipped
classroom. Retrieved January 11, 2014 from http://www.uq.edu.au/tediteach/flipped-classroom/
about.html.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n.d.). What is the Flipped Classroom?
Retrieved December 6, 2013 from http://ctl.utexas.edu/teaching/flipping_a_class/what_is_flipped.
Warter-Perez, N., & Dong, J. (2012). Flipping the classroom: How to embed inquiry and design
projects into a digital engineering lecture. Proceedings of the 2012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Pacific South West Section Conference, USA. Retrieved from http://aseepsw2012.calpoly.edu/
site_media/uploads/proceedings/papers/10B_35_ASEE_ PSW_2012_Warter-Perez.pdf.

◎ 논문접수: 2014. 04. 29 / 1차 수정본 접수: 2014. 06. 16 / 게재승인: 2014. 06. 23
- 190 -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Learner-Centered Flipped
Learning Model

Jiyo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Younghwa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Youngbae Kim†(Seo Myeo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learner-centered flipped learning lesson plans to a
social studies clas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e flipped learning model in Korean situ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lesson plans were constructed based upon steps and elements of the flipped learning model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case analyses applied to various academic fields. The developed plans were
implemented in a fifth-grade social studies class of 22 students. The each plan consisted of five steps: Before
Class, Beginning of Class, During Class, After Class, and Office Hours. First, in before class, participating
students watched video lectures provided by their teachers and took notes on lectures to summarize them and
questions. Second, in beginning of class, the teacher checked whether students earned right concepts and
knowledge from video lectures and gave students feedback. Third, in during class, students implemented
discussion, making historical newspapers, and role-play to apply concepts and knowledge they learned. Fourth,
in after class, students conducted other creative activities like developing individual team’s ingenious script for
role-play to expand their knowledge. Fifth, in office hours, the teacher and students continuously communicated
through on- and off-line tools to solve each team’s project. In the result of students’ awareness investigation,
they were generally positive on the flipped learning model class. The students in the flipped learning model
class were more actively involved in communication among teacher and students, compared with other
classroom activities. Furthermore, in the step of after class, the students could more deeply understand concepts
and knowledge they had to learn through application activity of them to more challengeable tasks. Meanwhile,
regarding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in flipped
model and ordinary classes.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were drawn and discussed to apply more effectively
the flipped learning model to elementary school classes in Korea.
Key words : Learner-Centered, Flipped Learning, Flipped Learning Social Studie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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