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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 은 바흐친(Bakhtin)의 화주의의 에서 립러닝의 교육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립러닝의 등장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연유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  시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수업에 

한 기존의 경직된 에 균열을 불러일으킨다. 새롭게 출 한 융합  시공간 안에서 립러닝은 수업 안과 밖의 

활동을 뒤바꾸고, 강의 심을 활동 심으로 역 시키며, 교사와 학생의 상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다. 이러한 

립러닝의 시도는 화주의의 에서 볼 때 다음의 교육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교육  화의 과정을 수업의 

면으로 부각시킨다. 둘째, 교육  화에의 참여가 확장·강화된다. 셋째, 지식에 한 기존의 권 를 해체한다. 넷

째,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에 권 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화에서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인다.

• 주제어 : 립러닝, 교육  의미, 화, 화주의, 바흐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pedagogical meaning of Flipped Learning (FL) 

through the lens of Bakhtinnian Dialogism. Flipped learning has emerged ba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enables educators to reorganize educational space and time. In the new converged time and space, teachers 

changed the activities in and out of classes, flipped lectures with students’ activity, and redefined the role 

of teachers and students. These dialogical characteristics of FL results in several educational consequences: 

first, underscoring educational dialogue, second, extending the participation in the dialogical chain, third, 

deconstructing the existing authority of knowledge, and escalating the self-directedness of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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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립러닝(flipped learning)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이와 련된 이론  해명의 작업은 아직 기 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립러닝의 

표면상 나타난 특징이 어떤 교육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론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바흐친(Bakhtin)

의 화주의를 이론  틀로 활용하 으며, 결론 으로 

립러닝의 시도가 교육의 화  특성을 복원하고, 교

육  화를 지속·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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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흐친 대화주의와 교육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흐친의 화주의는 교육 이론

과 실제에 주요한 시사 을 던지고 있지만([2]), 국내 학

계에는 아직 생소한 실정이다. 이에 바흐친 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교육에의 시사 을 서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분석단위로서의 말

바흐친은 인간과 세계를 정당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말’을 심에 놓고, 거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3]). 여기에서 말은 일반  의미에서의 언어와 구분

되며, 특별히 소쉬르 언어학의 랑그와 빠롤에 비된다. 

랑그는 구체  발화 사태에서 추출되어 이념화 된 순수

한 구조로서의 언어를 의미하며, 빠롤은 랑그가 특정 상

황 안에서 구체화 된 사례다. 

바흐친의 말은 소쉬르의 랑그와 다르다. 랑그가 구체

 발화 이면에, 혹은 이 에 존재하면서, 모든 언어 행

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나 스스로는 어떠한 육체도 지니

지 않는 존재라면, 말은 화자의 의도, 목소리, 성조, 맥락 

등으로 덧입 진 몸 그 자체다([4]). 

그 다면 말은 구체  사례로서의 빠롤에 해당하는

가? 그 지 않다. 바흐친은 말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고 하 기에, 그의 이론 내에서, 말 이 에 선행하는 보편

 구조 같은 것은 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주의의 

말을 이념  구조(랑그)의 구 태(빠롤)로서 이해하는 

것은 오해다. 말은 추상  구조로 이론화되기 – 랑그와 

빠롤로 구분되기 – 이 에, 그보다 먼  존재했던 구체

 사건, 목소리가 담긴 발화다([5]). 

2.2 대화의 의미

이론화되기 이 의 말에서 출발하기 해서는 세계에 

한 새로운 제와 방법이 요청된다. 바흐친은 이 난제

의 실마리를 화에서 찾는다([3]). 화는 사건으로서의 

말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특성이기도 하다. 바흐친이 사

용하는 화의 개념은 상식  의미에서의 그것과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의 작들에서 화는 략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5]). 

첫째, 화는 세계의 존재 방식이다. 세계는 화 으

로 존재한다. 통  에서 세계를 고립된 단자들이 

정연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해하 다면, 

바흐친은 세계의 존재방식을 경계가 모호한 주체들이 서

로 혼란스럽게 얽  있고, 우연한 계기에 따라 역동하는 

방식, 즉 화 으로 이해한다([3]). 인간의 언어, 사고, 

그리고 세계를 정당하게 설명하기 해서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 화  – 방식으로 존재하는 말에 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둘째, 화는 모든 개별 인 말들의 본질을 의미하기

도 한다. 바흐친이 보기에 모든 말은 본질상 화 이다. 

문장은 화하지 않으나, 말은 화한다([5]). 개의 말

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이상을 담고 있다. 말은 

기본 으로 과거의 어떤 말에 한 응답이며(responsivity), 미

래의 어떤 화자에 한 청이다(addressivity). 문장 – 

문법  규칙에 따른 단어의 배열 – 으로 존재하기 이

에, 말의 화  의도가 선행한다. 따라서 말을 통하여 인

간의 심리와 존재를 해명하기 해서는 말이 제하고 

있는, 혹은 그것이 참여하고 있는 화의 맥락을 우선 밝

야 한다. 

셋째, 바흐친의 작들에서 화는 어떤 말들의 특성

을 지칭하기도 한다([3]). 모든 말이 본질 상 화 이지

만, 어떤 말은 더 화 인 반면에, 다른 말은 화를 방

해하기도 한다. 이때, 화는 략 독백에 비되는 의미

로 사용된다. 독백은 상 방의 응답을 통한 화의 지속

을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철시키려는 권  

욕구를 반 한다([5]). 반면에 화는 동의와 비 , 상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화 자체를 지속시키고자 한다. 

바흐친은 말의 화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 

권  독백을 지향하는 – 이론  경향의 허구성을 폭

로하고, 화 으로 열려있는 말의 본성을 해방시키고자 

하 다([6]).

바흐친의 이론에 있어서 말이나 화는 음가(音價) 등

의 물리  속성이나 앞에 존하는 화 상 를 제

하지는 않는다. 마음 속 다양한 생각들도 모두 말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이 말들은 본질상 화다. 다만 성 를 울려 

음 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바흐친의 말과 

화에 한 이론은 두 화자가 발언을 교환하는 상황으

로 국한되지 않고, 더 근본 으로, 한 개인의 내  사고까

지 설명의 상으로 포 한다([5]). 

2.3 대화의 역동성

말은 화 안에 있다([6]). 말을 내뱉는 것은 과거로부

터 미래로 이어지는 화의 연쇄에 참여하는 것이다. 

화에 참여하기 하여, 발화자는 과거의 어떤 말에 해

서 응답하고, 그것의 부나 혹은 일부를 가져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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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appropriation)한다. 동시에, 화를 이어나갈 미래의 

화자를 고려하여 그가 응답할 수 있도록(answerability) 

재의 말을 조 한다. 이는 당 의 의미 체계(ideology)

에 배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이나 해당 분야의 언어 

통(social language)에 합해야 하며, 상황  맥락에 따

른 각종 발화 장르(speech genre)의 요구사항을 수해

야 한다([6]). 이 조건들은 화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말들을 동질화시키고, 소통과 상호 이해를 한 

기반을 마련한다([7]). 

화는 말 속에 있다([6]). 단일의 말에도 다양한 목소

리들이 공존하고 있다(다성성, polyphony). 재의 말에

는 과거에서 유된 목소리가 삽입되고, 응답가능성을 

확보하기 하여 미래 화자와의 가상  화가 개입된다. 

발화자는 복수의 목소리들을 자신의 의도에 복속시키고

자 하지만, 끊임없는 항과 갈등에 직면하고, 결국 단일

의 목소리로 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완수하지 못한다. 

과거와 미래에 속해 있고, 타인의 의도에 복무하는 복수

의 목소리들은 재의 말 속에서도 여 히 낯선 타자의 

것으로 존재하고, 상호 경쟁하며, 갈등한다(이질언어성, 

heteroglossia). 이는 화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서, 

화의 연쇄를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열린 체제로 

만들어 간다([7]).

2.4 대화와 교육

기존의 행에서 사람들은 이론에서 출발하여 정연하

고 측 가능하고 원칙 으로 종결 지향 인 세계를 구

성하고자 하 다. 이와 조 으로 바흐친의 화주의는 

구체  사건인 말에서 출발하여 혼란스럽고, 역동 이며, 

궁극 으로 열려있는 – 종결 불가능한 – 화  과정

으로 세계를 묘사한다([8]). 이는 교육을 바라보는 

에도 주요한 시사 을 던진다.

첫째, 교육의 목 은 지식을 수함으로써 무지의 상

태를 종결시키는 데에 있지 않고, 해당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발언과 응답, 즉 화의 과정을 지속시키는 데에 있

다([2]). 둘째, 화의 종결을 재 하는 – 교사나 교과서

에 의해서 강요된 권  독백인 - ‘정답’에서, 이를 해체

하고 새로운 시작의 단 를 제공하는 창의  ‘오답’과 엉

뚱한 ‘질문’으로 교육의 이 옮겨진다([5]). 셋째, 학습

은 교사의 권  발화를 수동 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

이 아니라, ‘내 으로-설득력-있는-담화(internally persuasive 

discourse)’를 학생 스스로 구성-해체-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2]). 

3. 플립러닝의 대화적 특성
립러닝이 용되는 교과와 수업, 교사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한 구 태가 존재하겠지만, 여러 학자들은 립

러닝의 특성을 략 다섯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공통

으로 기술하고 있다( 를 들어 [9], [10] 등). 첫째 립러

닝의 등장에 테크놀로지의 기여가 크며, 둘째 통 수업

과 비교하여 그 안과 밖이 역 되고, 셋째 수업 안 활동

의 성격이 변하고, 넷째 학습자의 상이 능동 으로 바

며, 다섯째 교사의 역할이 변한다는 이다. 이하에서

는 이들 특성들을 화와 련하여 기술함으로써 립러

닝의 표면  특성들이 교육의 화  측면을 강조하고 

확 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

다. 

3.1 테크놀로지를 통한 대화적 시공간의 출현

기존의 교육 장에서 교실  수업의 안과 밖은 원칙

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는 물리  이격(離隔)과 동시

에 교육  분리도 함의한다. 교실과 수업 안은 학교와 교

사의 통제 하에 있으며, 따라서 교육  시공간으로 간주

된다. 반면에 학교 바깥의 세계에 교육 으로 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었고, 결국 교육  심의 바깥에 놓인 

역으로 방치되어 왔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기존의 시공

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융

합  시공간을 출 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11]). 교육

과 학습은 학교 건물 안, 수업 시간으로 국한되지 않고, 

바깥의 역까지 확 될 수 있었으며, 그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안과 밖은 융합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

지게 되었다. 수업의 안과 밖을 엄격히 구분하는 통  

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로소 립러닝의 ‘뒤집기’가 

가능해졌다. 상호 분리되어 화하지 않던 별개의 시공

간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화  시공간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3.2 수업 안팎의 역전: 독백에서 대화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계기로 마련된 화  시공간에

서 교사들은 교육  활동의 재배치를 시도하 다. 미국 

콜로라도 주 우드랜드 크 고등학교 화학교사들이었던 

버그만(Bergmann)과 샘스(Sams)는 자신들의 수업을 동

상 강의로 촬 하고, 학생들로 하여  이를 시청하고 

오도록 하 다. 수업 에는 이들 기  개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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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화된 활동’을 하도록 하 다. 이것이 최근 유행하

는 립러닝의 시 라고 보고된 사례다([12]). 즉 통

으로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던 강의를 ‘수업 밖’으로 이

동시킨 것이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업의 

안과 밖을 뒤집은 것이 립러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다. 

수업 안 의 시공간  변화는 단순한 물리  유의 

시간과 순서를 재배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수업의 근

본 성격을 변화시킨다. 수업 안 강의에 하던 수업은 

이제 그 내용을 활용한 역동  활동에까지 나아간다. 수

업의 목 은 지식의 달을 넘어 지식의 활용, 새로운 지

식의 구성으로 진화한다. 수업에 한 기본 은 달

과 습득의 메타포에서 참여와 실천의 메타포로 변화한다

([13]). 교사의 권  독백이 주도하던 수업은 모든 참여

자의 화를 심으로 재구조화된다.

3.2 ‘수업-안’ 대화적 양상의 변화

연구자들은 립러닝에 있어서 핵심은 여 히 ‘수업-

안-’활동에 있다고 강조한다([14]). 기존의 수업 구조 역

시 ‘수업-안-’강의 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립러닝은 수업 안 의 역 보다, 수업 안에서의 역

, 즉 강의와 활동의 역 에 더 큰 심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시  이후 규모 학교의 교실 수업에는 강의식 

략이 용되어 왔다. 과도한 양의 교육과정을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소화해내기 하여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강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동일

한 종류의 많은 내용을 달하는 데에 효과 이기 때문

이다. 동시에, 강의는 자신의 장 을 극 화시키기 하

여 권 이고 일방 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강의자

의 목소리가 수업의 반을 지배해야 하며, 계획된 궤도

를 할 정도의 이탈된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립러닝에서 수업-안의 상황은 다르다. 사 에 동

상 강의를 시청한 학습자들은 질문, 의견 등 자신의 목소

리를 지닌 채 교실 문을 들어선다. 그들은 말할 태세를 

갖추고 수업에 임하며, 교사는 그들로 말하게 한다. 이

게 볼 때, 립러닝의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활동

이란 말에 비되는 신체  움직임에 강조 이 있지 않

고, 독백에 비되는 역동  화를 강조한다. 이는 발언

의 주도자가 강의자인 교사에서 참여자 모두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통  수업 안을 주도하던 강의 형태의 권

 독백은, 이제 교사와 학생, 즉 모든 수업 참여자들의 

역동  화로 ‘뒤집어’진다. 

3.3 능동적 발화자로의 학습자 위상 변화

통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된 미덕은 경

청에 있었다. 립러닝에서는 학생들이 극 으로 말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표면상 수업-안-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라는 지침으로 나타나지만, 더 근본 으

로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과 학습 활동의 성격의 변화

로 귀결된다. 

립러닝에서 수업  동 상 강의는 통 인 수업-

안-강의를 물리 으로 이동시킨 것 이상의, 아니 그것과

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강의가 교사의 목소

리를 학생들에게 재 시키는 것이 목 이었다면, 립러

닝에서의 사  강의는 학생들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

도록 하는 데에 목 이 있다. 학생들은 이후 이어질 수업

-안-활동에서 발언하기 하여 동 상 강의를 시청한다. 

강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 화에의 참여를 

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지닌다. 학생들은 자신

의 화  실천에 교사의 목소리를 가져다 쓰고, 보다 의

미있는 참여를 하여 내 으로 설득력 있는 담화를 생

성해내야 한다. 

학생들의 능동  발화자로의 상 변화는 수업-안-활

동에서 더욱 하다. 당장 교사의 강의는 최소화되며, 

학생들의 발언을 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생성해낸 목소리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동의하고, 

비 하고, 상한다. 이들은 더 이상 수동  청취자가 아

니며, 능동  발화자이며, 수업의 안과 밖을 통하는 교

육  화의 주도  참여자다.

3.4 대화적 참여자, 촉진자로의 교사역할 변화

립러닝 연구들은 교사의 역할 변화에 주목한다. 교

사의 역할은 ‘무   자’에서 ‘함께 하는 안내자’로 변

화한다([15]). 통  수업에서 교사가 일방 이고 권

인 독백자 다면, 립러닝에서 교사는 교육  화의 

참여자이자 진자가 된다. 

립러닝을 비하기 해서 교사는, 먼  기존까지 

수업-안-강의만으로 진행하던 수업 내용을 재조직하고 

활동들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16]). 50분 정도의 시간

을 할애하던 내용을 10∼15분 분량의 동 상 강의에 담

기 해서, 교과 내용의 정수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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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 학생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생성해내도록 돕

기 해서 어떻게 말을 걸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고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교과로 변되는 과거 이

론가들의 목소리와,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학생들의 목소리와 사 에 화하여야 한다. 통  수

업에서 교사는 교과의 독백을 변하는 복화술사의 상

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립러닝이 시도하는 새로

운 실제에서 교사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놓는 화  

참여자로 변화한다. 

강의식 발언을  하지 않는 극단 인 교실-안 상황

을 가정하더라도, 학교와 수업의 맥락에서 교사 역할의 

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9]). 다만 교육  화에 기

여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

를 생성하기 어려워할 때, 교사는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

한다. 권  독백이 역동  화를 가로막을 때, 교사는 

이에 도 하고 균열을 유도한다. 화  참여의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단, 동의, 질의, 비 , 상 

등의 략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화  학습의 실제를 

가르쳐야 한다([14]). 이처럼 립러닝에서 교사는 극

 화자로 참여함으로써 수업의 목 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 이며, 결코 쉽

지 않은 난제로 주어진다. 

4.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
바흐친 화주의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립러닝의 

특징들을 화의 측면에서 조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립러닝의 화  특징이 시사하는 교육  의미

를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화의 과정이 수업의 면으로 부각된

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제공하는 새로운 어포던스는 

기존에 없었던 융합  시공간을 출 시키고 기존의 통

 교육 에 균열과 변화의 틈새를 마련하 다. 수업은 

더 이상 지식의 일방  달에 이 있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생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심을 둔다. 수업의 핵심은 정답을 심으로 한 

화의 종결에 있지 않고, 이질  목소들의 경합을 매개

로 한 화의 지속에 있다. 

둘째, 교육  화에의 참여가 확장·강화된다. 교실 밖

에 한 향력이 확 되면서 교육  화의 시공간이 

확장된다. 교사는 교실 바깥, 수업 이 에 학생들에게 말

을 걸기 시작하며, 학생들은 그에 한 응답을 비한

다. 자신의 목소리를 비해 온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교

사에게 질문하고, 동료 학생들과 토론한다. 수업의 화

 성격은 강화되고, 수업 외, 학교 밖의 역까지 확장된다.

셋째, 립러닝은 지식에 한 기존의 권 를 해체시

킴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  새로운 지식의 역으로 진

입하도록 돕는다. 학습은 새로운 정보의 물리  첨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의 에서 학습은 새로운 지식

이 기존 구조와 화학 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면  

재구조화의 양상으로 이루어진다([13]). 교과서에  

있는, 교사의 입을 통해 달되는 지식은 더 이상 학생들

이 습득하여야 할 최종 목표물의 권 를 유지하지 못한

다. 이들은 화에의 참여를 한 수단  지 로 강등된

다. 학생들은 화의 과정에서 특정 지식에 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가능함을 경험하며 단일의 획일  목소리를 

해체함로써 새로운 목소리들을 하게 됨을 배운다. 

립러닝은 기존 강의식 수업에 제된 지식의 권 를 

뒤집음으로써 새로운 교육  역동을 추동한다.

넷째,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에 권 를 부여  함으로

써 교육  화에서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인다. 화는 

권  독백을 비 하지만, 동시에 극단  상 주의를 

배격한다([5]). 서로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상호 우

를 경합하지 않는 목소리들은 서로 화하지 않는다. 

화는 자신의 입장을 지니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목소리

와 교류하고자 할 때 성립된다. 즉 화의 출발 은 자기 

목소리의 생성에 있다. 립러닝은 학생들이 수업의 과

정을 통하여 내 으로 설득력 있는 담화를 생성하도록 

독려한다. 학생들은 수업 밖에서 동 상 강의를 시청하

며, 이후 수업 안에서의 화를 비한다. 수업 안에서의 

목소리들 간 경합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지기 하여 

타인의 목소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여 

학생들은 사 에, 마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과 화

해야 하며, 결과 으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담화를 생

성해내야 한다. 립러닝은 수업의 화  성격을 부각

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주도 으로 교육  화에 참여하

도록 독려한다. 

5. 결론
립러닝은 장 교사들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이들의 

주도로 확산되어 왔다([17]. 이제 이러한 상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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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립러닝 

련 논문들은 앞서 나가는 교육  실제를 따라잡기 한 

학계의 노력을 반 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존 연구를 검토한 연구([1])에 따르면, 부

분의 립러닝 련 선행 연구가 장 용 사례  효과

성 분석과 련된다. 이론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의 경

우에도 기본 개념을 소개하거나, 표면  수 에서의 교

육  용 가능성을 논하는 수 에 머무른다. 이들을 제

외하면 립러닝 련 상을 해명하기 한 이론  논

의의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흐친의 화주의를 이론  틀로 

하여 립러닝의 문제의식과 실제를 말과 화, 그리고 

그 역동성 측면에서 조망해 본 시도는 나름의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이론  해명의 과제는 엄 한 과정을 거쳐 

경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

지만, 보다 근본 으로 이들 상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개념  구조를 제안하고 정교화시켜 나가는 일 역

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진하와 이지 ([14])은 립러닝 ‘뒤집기’의 본질은 

단순한 물리  배치의 역 에 있지 않고, 수업을 변화시

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논의

는 바흐친의 을 빌어 이 마음가짐의 내용을 해명하

는 데에 일조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화주의의 에서 

볼 때, 수업 안과 밖의 물리  배치와 내용의 순서를 뒤

바꾼 의도 이면에는, 통  수업의 비 화  구조를 

화  방식의 역동  구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따라서 실제에서의 효과 인 립러닝의 구

은 말과 화 심의 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교육  화에의 참여와 지속의 측면에서 

강조할 때에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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