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813/kmr.2016.17.3.010

플립드 러닝 적용을 위한 트리즈 분석과 공학수업에서
적용사례 연구1
TRIZ Analysis for Implementing Flipped Learning and a Case Study on
Engineering Class
송 창 용 (Chang Yong Song) 한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2

ABSTRACT

Recently, flipped learning is being highlighted especially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because of its selfdirected learning which direction matches that of the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Although many
engineering professors have tended to apply the flipped learning to their classes, they experienced a
number of significant problems and challenges in practical implementing.
By using TRIZ method as a tool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that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many fields ranging from engineering as well a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solve the education
dilemma between learning efficiency and learning effectiveness, create a new concept of the flipped
learning based on the solutions, and then explore its educational feasibility for successfully adopting
it to engineering courses. This study suggests an instructional design for implementing the flipped
learn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classes and then designs a new model of the
flipped learning according to that procedure. Also,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in applying a new
flipped learning model to the applied mathematic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guideline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in the future.
Keywords: TRIZ, Flipped Learning, Instructional Design, Case Study, Applied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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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방안이 학생중심학
습이다. 학생중심학습의 핵심은 교실을 교사가 지식을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은 지식을 전달하고 훈련하는

전달하는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배움

단편적인 교육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지식을 융합

터, 즉 자기주도 학습의 장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다

하고 응용하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

(Christensen, Horn, and Johnson, 2009).

해 최근 우리나라 공과대학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학생중심학습의 교수법 중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도입·운영하여 공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의 자질

Learning)이 공학교육의 방향과 맞물려 공과대학내에

을 보증하려 노력하고 있다(강소연 외, 2015). 공학인증

서 최근 부각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은 학생이 집에서는

관련 교과목에서는 공학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자

수업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문제 상

질, 즉 설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팀 프로

황을 제공받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

젝트, 공학윤리 등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러

의 수업방식이다(Bergman and Sams, 2014). 복습보

가지 수업 방법이 적용되는 중이다.

다는 예습 위주의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맞춤형 교육을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하자는 전략이다. 수업 전 선행학습은 보통 동영상으로

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도 여전히 공교육의 틀 안에서

제작하여 IT기반으로 지원하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개별수업은 거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온

의 불가능하다. 개별수업은 전적으로 교사의 많은 시간

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과 결

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합되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학인증제도에 맞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수업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춰 많은 공과대학 교수들이 플립드 러닝을 수업에 적용

욕구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

하려 시도하고 있으며(김은경, 2016; 임경화 외, 2014;

수준에 맞춘 맞춤형 수업을 요구하는 압력이 자주 충

최정빈 외, 2015; 최정빈 외, 2016), 과학과 공학 기초교

돌한다.

과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유상미,

이러한 현장문제를 타파하고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

2015).

한 노력이 최근에도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크게

플립드 러닝을 전통적인 교수법과 비교하면 몇 가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컴퓨터 기반 학습

지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된다(Bergman and Sams,

(Computer Based Learning)이고, 둘째는 학생중심

2014). 첫째, 학생이 수동적인 수강자에서 능동적이며

학습(Student Centric Learning)이다. 컴퓨터 기반 학

활발한 학습자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수업

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

시간에 단순히 수업을 듣는 청취자였다면, 플립드 러닝

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와 같은 기술 중심의 접근

에서는 학생 스스로 강의 자료를 찾아 선행학습을 수

방식은 단순히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형

행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한다. 둘째, 수업시간과

태만 바뀌었을 뿐 학생의 내적 동기를 높이지는 못했

과제를 하는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수업 시간에

다. 그 원인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 과제를 수행하며

론을 주창한 하버드대학의 크리스텐센 교수는 ‘하드웨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형태라면,

어는 바뀌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즉 전통적

플립드 러닝은 배울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선

인 교육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다.

행되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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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바탕으로 개별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셋째,

Ⅱ. 트리즈(TRIZ)

수업시간은 학생에게 도전적인 개념에 접근하거나, 혹
은 더욱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된

2.1 트리즈 란?

다. 다시 말해 학생의 학습수준에 따라 학생 개개인을

트리즈는 발명문제 해결이론(Theory of Inventive

달리 교육하는데, 학습내용이 부족할 경우 수업 시간

Problem Solving)을 의미하는 러시아 알파벳의 머리

에 보충학습을 수행하고, 반대로 뛰어날 경우 수업 시

글자를 딴 용어이다. 러시아(구 소련)의 겐리히 알트슐

간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심화학습을 수행한다.

러(Genrich Altshuller) 박사가 구소련의 특허 4만건을

이러한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우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후 자신의

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크다(신영준 외, 2016; 홍기칠,

동료 및 제자와 함께 세계 200만건 이상의 특허를 분

2016). 학생의 사전학습에 대한 거부감, 교사의 사전 준

석하여 발명의 공통원리, 즉40가지 발명원리와 분리원

비 및 수업 내 활동에 대한 부담감, 플립드 러닝을 위한

리, 76표준해결책, 아리즈(ARIZ), 물질장 등 구체적이

교사의 자질 향상, 수업 전 활동과 수업 내 활동의 명확

며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김효준, 2015).

한 차별성, 충분한 수업시간, 적합한 환경, 공정한 평가

트리즈는 특허분석을 통해 정립된 이론인 만큼 논리

등 수업운영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

적인 과학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특히 딜레마처럼 난

다(박태정 외, 2015; 오정숙, 2015).

해한 문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강력한 도

그 외에도 과목의 난이도와 학생의 학력 격차로부터

구이다. 1996년도 한국에 처음 소개되어 기업의 공학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드러난다. 특히 수학교과목

문제 해결은 물론 창의성 교육이라는 현재의 교육패러

처럼 학력 편차가 큰 경우, 플립드 러닝으로 사전학습

다임과 맞물려 교육계의 창의력 계발 및 연구에 활발

을 진행하더라도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에

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활용된 분야를 살펴보면,

는 수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지원할 교육

탄생 배경의 특성상 공학문제 해결에 많이 편중되어 있

시스템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학습하고

다(한지영, 2016). 최근 들어 디자인, 경영, 교육 분야에

자 하는 동기 또한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과 노

도 적용되어 그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지만(이경원 외,

력의 부담이 덜한 교육방식의 욕구와 학생 개인별 학

2007; 이용규 외, 2003; 송창용 외, 2010), 본 연구의

습효과를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가 수

주제인 교수법처럼 교육공학에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

업현장에서 서로 충돌하여 매번 교사는 딜레마에 빠진

물다(송창용, 2014).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인 트리즈

2.2 트리즈를 활용한 문제해결 절차

(TRIZ)를 이용하여 교육현장의 딜레마와 플립드 러닝

트리즈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문제 속에 모순

의 수업방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과목의

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모순 극복 여부에 따라 문제해

특성과 학생의 학력격차를 감안한 수업운영 모델을 설

결 수준이 혁신적인지 아닌지가 판명된다는 점을 발견

계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모순을 찾고 이를 극복하는 다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한 원리와 절차를 제시하였다.
트리즈는 모순을 2가지 개념으로 분류한다. 시스템
의 서로 다른 특성이 충돌하여 어떤 한 특성이 개선되

2016. 9

209

송창용

면 다른 한 특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기술적 모순이라고

2012)를 가미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문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가

해결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나빠지고 반대로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지면 출력이 떨

첫 단계는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의

어지는 경우이다. 자동차의 출력과 연비의 2가지 특성

기능 관점에서 상충관계를 일으키는 유익한 기능과 유

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만약 자동

해한 기능을 파악한다(Fey and Rivin, 2005). 이는 기

차의 출력을 높이려면 배기량이 큰 엔진을 장착하면 되

술적 모순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물리적 모순을 파악

고, 연비를 좋게 하려면 배기량이 작은 엔진을 써야 한

하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다고 가정하자. 이 때 배기량이 큰 엔진과 배기량이 작

파악한 기술적 모순에서 유해한 기능을 해결하기 위

은 엔진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선택이

한 방안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어쩔 수 없이 대

곤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관계를 트리즈는

립상황으로 몰리는 시스템의 상황을 나비 다이어그램

물리적 모순이라고 정의한다.

(Butterfly Diagram)으로 표현하여 물리적 모순을 분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석한다(현정석, 2012).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한

계에서 도출한 물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다음, 체계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해결아이디어를 도출한다(송창용 외, 2010). 이때 트리

하다(김익철, 2012; 이경원, 2010; 장명훈 외, 2015; 한

즈의 분리원리와 발명원리를 적용한다. 네 번째 단계는

아름 외, 2014, 현정석 외, 2013; 현정석 외 2014). 본 연

세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해결안으로부터 구

구에서는 (송창용 외, 2010)에서 제시한 문제해결절차

체적이며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개발한다.

를 기초로 유효성이 검증된 모순해결 나비모형(현정석,

<그림 1> 문제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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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플립드 러닝에 대한 트리즈 분석

업 중에 이루어지던 교사의 강의를 수업 전으로 이동
하고, 수업 후 집에서 이루어지던 과제 활동을 수업 중

3.1 플립드 러닝의 특징과 한계점

으로 옮긴 수업방식이다. 플립드(Flipped) 러닝이란 수

교육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에게 배움이 잘 일어나도

업(Class)을 뒤집다(Flip)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거꾸로

록 교사가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학업성취

교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도 면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지만 학생간 학

플립드 러닝의 특성을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비교

업격차는 매우 큰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 교육이

하면 <표 1>과 같다. 수업 중에 교사에 의해 주입되던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배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교과의 핵심 내용을 교사가 미리 제작한 동영상이나 수

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우리와 달리 핀란드는 학업 성

업자료 등을 통해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수업시간에

취도는 매우 높은데 학생간 격차는 매우 작은 국가이

는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관련 학습 활동을 통한

다(이민경, 2015). 핀란드 교육처럼 효과성과 수월성을

심화학습이나 응용학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강의와 숙

고루 갖추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제를 바꾼다는 단순한 개념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의

과 교사가 만나는 수업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수업

강의가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바뀌게 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더 나아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도록 하는

활용되는 교수법이 플립드 러닝이다. 플립드 러닝은 수

긍정적인 결과도 낳았다.

그러나 학생주도학습의 가장 큰 요소인 학습자료를

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은영

교사가 사전에 제작해야 하고, 학생은 사전에 학습을

외, 2015; 박태정 외, 2015; 신영준 외, 2016). 그렇지만

해야 되는 부담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비해 상대적

플립드 러닝은 강의식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으로 많이 커졌다. 보통 강의 내용을 교실 밖으로 옮기

개별 학생과 최대한 많은 학습 시간이 가능하도록 도

는 학습자료로 동영상을 추천하는데 이는 특히 동영상

와준다고 주장한다(Bergman and Sams, 2014; 임경

제작기술이나 학습내용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에

화 외, 2014; 최정빈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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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대다수 교육자들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과 개별 학생에게 맞춘 맞춤형 교육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실의 현장은 성적향
상은커녕 많은 학생을 상대로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전
달하기에도 수업시간은 빠듯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3.2 트리즈 문제해결절차를 통한 플립드 러닝의
분석
본 절에서는 교육 현장의 딜레마 해결부터 시작하여
플립드 러닝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설계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2장에서 설명한 트
리즈의 문제해결절차를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핀란드와 같은 국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학

(1) 단계 1: 기능분석에 의한 문제상황 파악

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학업

간과 노력, 많은 경제적 비용 등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성취도는 높지만 학생간 학력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벌

데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을 늘리기에는 교육의 경제적

어진 학력격차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할수록 학습된 무

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효과성

기력으로 나타나 학교 수업은 포기자들을 양산하는 현

과 수업의 효율성은 상충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장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이러한 상충관계로 인해 드러나는 한계점은 플립드

개개인의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러닝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세하게 파악된다(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

태정 외, 2015). 예상대로 교사의 부담이 일차적으로 크

육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교

게 나타났다. 수업 전의 사전활동 준비에 대한 부담은

육을 하기에는 현재 교육여건상 교사에게 엄청난 시간

물론 수업 내 활동 준비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

과 노력,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이는 교육의 수월성

났다. 더구나 초·중·고 현직 교사들은 플립드 러닝의 적

측면,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

용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더 적합하

이런 상황을 기능의 관점으로 파악하면, <그림 2>

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플립드 러닝의 학습

와 같다.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도구

효과에 비해 교사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Tool)에 해당하고, 학생은 교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알 수 있다.

에서 대상(Object)에 해당한다.

또한, 플립드 러닝의 최대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면 교사는 큰

도 개선해야 될 내용도 세세하게 밝혀지고 있다(오정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관점을 고려하면 역으로

숙, 2015). 수업 전 내용으로는 동영상 이외의 다양한

학생은 도구이고 교사는 대상이 된다. 이 때 교사가 학

형태의 활동, 보고 듣는 수동적인 학습 이외의 활동, 강

생에게 맞춤형 교육의 좋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익한

의와는 차별화된 활동, 수업 전 활동 참여에 대한 강제

기능(w)이라 정의하고, 반대로 맞춤형 교육은 교사에

성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동기부여 여부 등이

게 부담을 주는 좋지 않은 기능을 유발하므로 유해한

다. 수업 중 내용으로는 집중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 및

기능(u)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교사(도구)는 맞춤형

환경 조성, 전체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 마련, 팀

교육을 통해 학생(대상)에게 학습효과를 높이는 유익한

활동에 대한 조원 평가, 튜터 및 피드백 필요 등으로 나

기능(w)을 수행하지만, 학생(도구)을 위한 맞춤형 교육

타났다.

은 역으로 교사(대상)에게 큰 부담을 유발하는 부작용
(u)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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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맞춤형 교육의 기능분석

(2) 단계 2: 나비 다이어그램에 의한 모순 정의

(s). 하지만 학생수가 많다면(~s)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맞춤형 교육은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유익한

맞춤형 교육은 교사에게 부담이 커지면서 수업의 효율

기능(w)을 수행하지만, 수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수업

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u).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의 효율성을 낮추는 유해한 기능(u)도 유발한다. 유익

(~u) 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한 기능과 유해한 기능이 상충되어 발생하는데 이는 기

수는 적어야 하고(s) 많아야 하는(~s) 물리적 모순에 봉

술적 모순에 해당한다.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나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

는(w)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정해진 수업시간 동안

면 <그림3>과 같다.

맞춤형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적어야 한다

<그림 3> 나비 다이어그램에 의한 모순 정의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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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3: 해결아이디어 도출

을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향은 ②번과 같이 학생

나비 다이어그램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해결방향은

수가 많으면서 학생의 학습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표 2>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은 ③번과 같이 학생수가 많으면서 적은

은 ①번과 같이 학생수가 적으면서 교사의 수업 효율성

방안이다.

<표 2> 맞춤형 교육 문제의 3가지 해결 방향

여기서 트리즈에서 제안하는 분리원리와 발명원리를

하여 중간이나 기말 때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아이디어

적용하는데, 이때 도출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표 3>

를 생각해볼 수 있다. 표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원리

과 같다. 예를 들어, (5)통합은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기

를 적용하여도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능을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원리로서, 개별

있다. (분리원리와 발명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합

문헌 (김효준, 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트리즈 원리에 의한 일반적인 해결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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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4: 실행방안 개발

들을 실제로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개발한다. 플립드 러

4단계는 구체적인 수업운영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이

닝의 수업운영 방식을 트리즈 관점으로 분석하면 <표

다. 3단계에서 탐색한 3가지 방향의 일반적인 아이디어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플립드 러닝에 대한 트리즈 분석

플립드 러닝은 3단계의 3가지 해결방향 중에 ②번

도에 따라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에 해당된다. 학생수가 많으면서 개별 학생의 학습효과

므로 트리즈 원리상 (13)반대로 보다는 (10)사전조치에

를 높이는 수업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플립드 러닝은 수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4>와

업을 ‘뒤집다’라는 의미로 설명하지만, 트리즈의 관점으

같다. 여기서 수업 전과 수업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결

로 해석하면 전후를 뒤집다의 의미보다는 시간상 사전

합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업운영 방안이 도

조치의 의미에 더 가깝다. 예습을 통해 수업 전에 자기

출될 것이다.

주도 선행학습을 시키고 수업 중에는 선행학습의 이해

<그림 4> 플립드 러닝의 수업 운영 방식

3.3 플립드 러닝을 위한 수업운영전략 탐색
수업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수

반해 플립드 러닝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주도 학

업의 주도권과 수업 대상자의 수에 따라 분류하면 <그

습법을 진행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제 4사분면에 해

림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학

당한다(Bergman and Sams, 2014).

생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사분면에 위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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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업 운영 방식의 분류

<그림 5>에서 분류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생의 학

설계할 수 있다.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립드 러닝

습상황, 학력수준, 적용 교과목의 특성이나 학습 목표

관련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임정훈,

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면, 다양한 수업내용과 방식을

2016).

< 표 5 > 플립드 러닝 관련 교수학습 방법들
구분

방법
동영상 제공

• 수업 전에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자료
• 학생의 집중도에 따라 보통 7-10분 내외

질문지 작성

• 선행학습의 효과를 위해 학습자료를 요약하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내용을 작성해서 수업시간 중에 질문을 하거나 팀별 토론에서 해답을 함께 찾는다.

수업전

수업중

퀴즈 풀기

• 선행학습의 점검이나 수업활동결과를 확인하는 용도
• 스마트앱 도구 활용

미니강의

• 선행학습의 종합정리, 부가적인 내용 설명, 핵심내용 안내

동료교수법
기존의 팀활동
활용

수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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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모니터링

•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를 돕고 가르치는 방법
•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및 협력활동 촉진
• 최근 하브루타(havruta) 방법 사용
• 협동학습, 그룹 토론, 역할놀이 활동, 문제기반학습, 팀별 문제해결 활동, 협력적
프로젝트활동 등 활용
• 수업후 SNS을 활용한 수업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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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표 3>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

면 수업 전에 학생이 문제풀이를 선행 학습한 후, 수업

합하여도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

시간에는 학생의 이해도와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팀별

다. 예를 들어, (13)반대로 원리를 적용하면 <그림 6>처

토론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음 4장에서

럼 새로운 수업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

는 새롭게 설계한 이 방식을 실제 교과목에 적용한 사

은 강의 후 문제풀이 순으로 수업을 진행되는데, 새로

례를 소개한다.

운 수업방식은 이를 역순으로 구성한다. 풀어서 설명하

<그림 6> 새로운 수업 운영 방식

나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사례는 거의

Ⅳ. 실제 적용사례

없다(이경희 외, 2013; 최경미, 2014; 표용수 외 2010;
Hao, 2016; Hotle and Garrow, 2016; Naccarato and

4.1 적용 교과목 소개

Karakok, 2015). 게다가 3장에서 새롭게 설계한 플립

2016년 1학기 산업경영공학과 2학년 전공 교과목인

드 러닝의 수업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본 연구가 처음이

응용수학(3학점 3시간)에 적용했으며, 수강생은 총 19

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는다.

명이다. 수학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공대생임에도 불
구하고 수포자 (수학포기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4.2 수업 운영 방식

수학에 대한 학생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선수과목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수

인 대학수학을 수강한 상태여도 학생간 학력격차가 매

업을 설계하였다. 수업 전 활동을 위해 문제중심학습

우 큰 과목이기 때문이다. 수학의 기초학력 부진은 학

(Problem-Based Learning)3 방식으로 제작된 학습자

습무기력으로 나타나 타 교과목의 학습의욕에도 큰 영

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개인별로 문제풀이와 질문지를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특히 공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수업 중에는 개인별로 작성해

과대학에서는 수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온 질문을 토대로 팀별 토론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

3

참고로 문제중심학습모형은 공학교육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방안으로 최근 공과대학에서 활발하게 적용하는 접근방식이다
(김문수, 2015). 문제중심학습자료는 (장경원, 2009)에서 제시한 문제중심 학습방식을 도입하여 응용수학 분야 중에 경영과 관련된 문제
를 뽑아 새롭게 제작하였다.

2016. 9

217

송창용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문제중심학습자료를 사전에

지 않는 내용은 팀별로 작성한 질문지에 따라 맞춤형

풀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 및 지식과 앞으로 알

설명을 진행하였고, 모든 팀별 수업이 끝나면 복습문제

아야 하는 개념 및 지식을 구분하게 하고, 필요하면 질

를 개별적으로 풀이하며 개념을 정리하도록 진행하였

문지를 작성하여 팀별 토론 시에 상호 대화를 통해 해

다.

결하도록 유도하였다. 팀별 토론 후에도 아직 해결이 되

<그림 7> 플립드 러닝 운영 방식

4.3 플립드 러닝 적용 결과 분석

밀하게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⑦번 문항의 결

학기말 시험 전에 <표 6>과 같이 5점 척도의10개 객

과와 연관지어 보면, 플립드 러닝 방식의 핵심인 예습을

관식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 8>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지가 성공

과 같이 응답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적

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예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은 응답자수이지만 대체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팀토론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나 객관식 ②번 문항과 ⑧번 문항의 결과를 볼 때, 플립

없고 내용의 이해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 러닝의 목적인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동기부여

이 부분에서 강의식 수업의 한계인 주입식 습관이 아직

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플립드

학생에게 남아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해야

러닝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세

점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표 6> 설문조사 문항
① 나는 플립드 러닝 수업에 만족한다.
② 플립드 러닝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다.
③ 친구들로부터 공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④ 플립드 러닝을 통해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능력이 개발되었다.
⑤ 플립드 러닝을 통해 과목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많아졌다.
⑥ 플립드 러닝을 위한 과제물은 적절하였다.
⑦ 학습을 위해 충분한 예습을 하였다.
⑧ 플립드 러닝이 학습동기에 도움을 주었다.
⑨ 강의실에서 수업이해도가 더 증가하였다.
⑩ 강의실 수업이 더 흥미롭고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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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플립드 러닝 설문 결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플립드 러닝에 대한 개인적인

하는 수업방식이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

소감을 설문하였는데 <표 7>과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

도 나타났다. 수업 초기에 시험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학생 모두가 대체로 만족하였는데 소수이지만 처음 접

기준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표 7>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 소감
강의 방식은 마음에 들지만 성적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강의방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루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좋았다. 모르는 것을 조원들에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지루한 수업보다는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어도 조원들끼리 물어보고 답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큰 학습효과를
불러올 것 같다.
수업시간이 재미있었다. 또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뭔가 내가 무얼 배우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플립드 러닝을 통하여 조원들과 상의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고, 다른 조원들의 다른 생각들을 보며 새로웠다.
자신이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토의하고 발표하고 설명 듣고 참신하면서도 학생이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수업방식인 것 같다.
다같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지루하지 않았으나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
조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해서 수업을 편하게 했다.
팀과 함께 토의하고 내 생각을 반영하는 문제라서 흥미가 생겼다. 토의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다. 처음엔 단순 문제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했으나 점점 하다 보니 이런 유형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단순히 공식을 머리에 구겨 넣거나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한번 막히면 좀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의견과 풀이를 했고 각 팀마다 다른 의견, 다른 해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좀 더 토론이 활발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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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제들은 난이도가 쉬워서 잘 찾아서 풀이를 했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팀원끼리 토의해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좋았다. 여태까지 수학을 배울 때는 공식을 중점으로 배웠지만 이번엔 자기 생각 중심으로 공식과 관련
없는 수학을 배워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
조원들과 토론을 하며 수업한다는 것에 흥미롭지만 결국 시험을 보고 답을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수업방식을 유지하려면
시험의 유형이 중요한 것 같다.
문제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풀어오는 게 조금은 번거로웠지만 같이 토론하며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수업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조원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좋다. 시험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된다.
예전에 수학 시간과 다르게 수학문제 답을 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과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수업이고 정확한 답을 구하는
수업이 아닌 것 같다.
팀별로 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게 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들이 접목되는
문제가 있어 흥미롭게 수업을 들은 것 같다.
토의하며 수업하니 이해가 빠르고 조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졌다. 팀별로 수업을 하다 보니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 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방법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강의식 수업보다 플립드 러닝 수업에 만족한다. 조원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점이 가장 좋았고 조원과 이야기 후 또 교수님과
수업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학습자료에 수학지식이 요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영용어들이
나오다 보니 어렵다고 느껴졌다. 책으로 찾아보다가 잘 찾지 못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플립드 러닝
수업이 전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몰라도 아는 척 넘어갔는데 수업의 의도를 알고 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수업 중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었고 가장 재미있었던 같다.

또한, 학생의 학습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업내용, 교육방식, 평가의 공정성, 수업의 효과성, 수

학습유형별로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업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가 지난해에 비해 매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4.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

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 과목에 플립드

는 유형인 독립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업만족도가

러닝을 적용해도 수업효과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속 유형인 학생에 비해 큰 격차
를 보였는데 이는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종속 유형보다

4.4 문제점 분석 및 제안

는 독립 유형의 학생이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에 좀 더

3장에서 새롭게 설계한 플립드 러닝의 적용에 대해

쉽게 적응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지만 앞으로 좀

기존 강의식 학습 방법과 새로운 플립드 러닝 방식

더 나은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

을 직접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도 강

점과 차후 플립드 러닝 수업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의평가와 비교하면 <그림 10>과 같다. 5가지 주요 항목

사항을 본 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유형 검사는 Grasha & Riechmann의 Student Learning Style Scale을 한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습양식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교수자나 동료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세 가지 차원인 독립적/종속적, 협동적/경쟁적, 참여적/회피적 차원으로 구분한다(Grasha & Riechman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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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습유형별 플립드 러닝에 대한 수업 만족도

<그림 10> 강의평가 결과 비교

(1) 학생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이다.

예습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선행학습이 가장 큰 부

또한, 수업방식의 변화로 인해 성적에 대한 부담이 가

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수학처럼 기초가 부족한 데다

중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플립

가 자기주도적이지 못한 학생은 심적으로 더 큰 거부감

드 러닝 방식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성

을 가졌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

적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다는 학생의 학습유형이나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다양

보인다.

한 선택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멘토를 정

(2) 교수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하거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

플립드 러닝의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선행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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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영상을 추천한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발달하여 동

응용수학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상제작이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교수입장에서

본 연구는 교수법의 한 종류인 플립드 러닝에 대해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트리즈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트리즈 이론과 지식을

교수가 플립드 러닝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수업설계 분야까지 확장하여 활용하였고, 그 분석의 결

으로 생각된다. 만약 동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면

과를 토대로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효과적이며 적용

본 연구의 사례처럼 문제기반의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가능한 수업방식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을 처음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학생간 학력격차가 매우 심해 수

(3) 수업환경을 위한 고려사항

업의 애로점이 많은 수학 교과목에 적합한 창의적인 수

수업 내 활동은 팀을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업운영방식을 도출한 점은 플립드 러닝 방식을 획일적

이 때 팀 구성에 따라 학생의 만족도와 팀 토론 분위기

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련의 해결

가 상당히 달랐다. 팀원의 선행학습 여부도 팀활동의

절차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분위기는 물론 팀별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고 하겠다. 이후에는 트리즈 기반의 플립드 러닝 설계절

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팀 구성에 대한 학생의 불만이

차를 토대로 수업 특성에 맞춘 다양하고 세밀한 플립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을 촉발하는

드 러닝 운영방안을 설계하여 기존의 강의식 수업방식

시발점이 되므로 팀 구성을 할 때 학생의 학습성향이나

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학력수준, 기타 개인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안
하여 팀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플립드 러닝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수
업과 개별 학생에 맞춘 맞춤형교육이 양립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 효과성과 교사의 수업수월성을 동시에 추
구하는 수업 방식이다. 최근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에 대해 입증해가는 추세이다. 플립드 러닝의
성과도 구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교육
여건에 따른 적용상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
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
닝에 대한 관점과 문제점을 트리즈를 통해 분석하였고,
적용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특성, 학생의 학력수준, 수
업의 환경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업요소들을 창의적
으로 조합하여 수업맞춤형 플립드 러닝을 설계하는 절
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로 공과 대학의 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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