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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전략 효과성 검증

김수현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lipped Learning in College Education

Soo hyun, Kim

koje collage Early Childhood Education

요  약  문 학에서 립드 러닝 수업 교수학습 략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효과성 검증은 문 학생의 자기

주도학습능력(인지  역, 동기  역, 행동  역)과 인지  학습역량(고등사고력과 인지를 포함한 지식과 사고, 창의 

역령과 창의 성향을 포함한 창의성, 문제해결과정과 조작과 실천을 포함한 문제해결)으로 살펴보았으며 립드 러닝을 용

한 교수학습 략은 pre-class, in-class, post-class으로 구분하여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연구 상은 K 문 학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육평가’를 수강한 재학생 57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체 16주 수업에서 12주를 용하 으며, 매주 

화요일 2시간씩(100분) 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유의도 .05수 에서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교육  

후의 데이터를 응시켜 비교하 다. 연구결과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동기 역, 행동

역)과 인지  학습역량(고등사고, 인지, 창의성 성향, 문제해결과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립드 러닝을 용한 교수학습 략과 수업설계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al evalu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gnitive domains, motive domains, 

conductive domains) and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knowledge and thought, creation, problem solving). An 

educational evaluation class, which applied flipped learning designed on the basis of pre-class, in-class, and post-class,

was taught to 57 undergraduate students for twelve of the sixteen weeks of a semester. It was held each week on 

Thursdays for two (Ed- I don't understand 'for two').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applying the flipped learning 

educational education clas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mprove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otivation domains, 

behavior domains) and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higher order thinking, metacognition, creativity tendency, 

problem-solving process).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suggestions on exploring instructional design and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pplied to flipped learning.

Keywords : college education, flipped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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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립드 러닝의 립(flip)은 ‘뒤집다’라는 사  의미

에서 유래된 것으로, 학습순서의 환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수업 방식인 교실에서 ‘학(學)’을 하고, 교실 밖

에서 ‘습(習)’을 하는 방식에서 교실 밖에서 ‘학(學)’을 

하고, 교실에서 ‘습(習)’을 하는 방식으로의 환을 의미

한다. 즉 학습자는 수업 에 교사가 제공하는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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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학교 교실 

수업에서는 토론, 발표, 력학습 등에 참여함으로써 수

업 에 습득한 지식의 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더불

어 교수자의 역할은 기존의 강의자가 아닌 조언자  

진자로서 학습자에게 피드백,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으

로 바 고 있다. 

립드 러닝의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등학교

[1-4], 학교[5-8], 고등학교[9]에서 립드 러닝의 정

인 학습 성과를 보고하 다. 한 학교에서는 립

드 러닝 방식의 용한 설계 사례 인식[10--14], 학습 동

기[15-16], 자아효능감  학습 성과[17 -20], 교수학습

략 탐색[21],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22-23], 학습효

과 련 요인 구조  계 분석[23-24], 메타연구[25]에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립드 러닝은 , , 고, 학교에서 교육의 변

화를 주도할 안  교수학습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에서 립드 러닝이 용될 때 기 되는 교육  

유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 첫째, 강의식 수업

에서 수동 이었던 학습자를 수업의 주체로서 능동 인 

학습자로 변모시키게 된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

습자와 학습자간에 다양한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활

동이 증진된다. 셋째, 온라인과 오 라인 활동을 통해 수

업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심화 보충활동을 수행함으

로써 학습내용에 한 이해도가 향상된다. 넷째, 수업에 

한 집 도가 높아지고 동기가 향상되며, 수업에 한 

태도 역시 정 이고 능동 으로 변화한다. 다섯째, 온

라인 사 학습과 강의실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한 주체

로서 참여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들의 능력수 을 고려한 수

별 학습이나 개별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립드 러닝이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 

없이 일방 으로 진행되는 이러닝 모습이나 수동  형태

로 이루어지는 통 인 면 면 학수업의 모습을 개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육을 

한 신  교수학습 방법으로 리 활용되기 해서는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 을 갖고 진행되는 수

업사례를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립드 러닝이 

학에 리 보 ·확산 되기 해서는 면 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이 매우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블랜디드 러닝에서도 립드 러닝과 마찬가지

로 온라인-오 라인 연계시킨 교수학습방법으로 한때 

안  교수학습방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 블랜디드 러닝

과 립드 러닝을 구분할 수 있는 요한 차이는 온라인

-오 라인 활동의 유기 인 연계 여부일 것이다[26]. 온

라인과 오 라인 활동의 유기  연계성은 블랜디드 러닝

에서도 온라인과 오 라인 활동이 효과 으로 연계된다

면 교수학습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둘의 유기  

연계성이 필수 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활

동과 오 라인 활동을 별개의 활동으로 분리시켜 설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립드 러닝에서는 온

라인과 오 라인활동이 필수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17].

따라서 립드 러닝이 학 강의실에서 보다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오 라인 상에서 학습효과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어떠한 교수학습 략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지에 한 다양한 수업사례들이 탐색될 필

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 장에서 립드 러닝을 시도

하려는 교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운 할 

것인지, 수업의 설계·진행시 어떠한 들을 고려해야하

는지에 한 실질 인 도움이나 지침을 제공해  수 있

기 때문이다[21].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문

학에서 활용가능한 오 라인 교수학습 략을 개발· 용

해 보고, 해당 수업에서 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략들

이 학습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문 학교육에서 립드 러닝은 자기주도학습

력 향상에 효과 일 것인가?

둘째, 문 학교육에서 립드 러닝은 인지  학습

역량 향상에 효과 일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효과 인 립드 러닝을 한 오 라인 교

수학습 략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략이 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개별 학

습자가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요구와 동기

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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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원을 확보하고, 인지 , 행동 , 동기  학습 략

을 선택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

로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정의한다[26]. 인지  학

습역량은 성인이 개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장

에서 주어진 과제와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복합  능력으로서 학습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

지  능력과 학습양식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27].

연구를 한 상 수업은 K 문 학 2017학년도 2

학기에 개설된 ‘교육평가’를 수강한 재학생을 연구 상

으로 선정하 다. 첫째 주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 강의계

획서를 통하여 운  목   내용, 주 강사 1명과 보조 

강사 1명 총 2명의 강사로 진행되는 등에 한 강의 운

 형태를 안내하 다. 일주일 간 수강 정정기간을 거쳐 

최종 으로 본 강의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연구 상은 

총 57명으로, 최종 참여가 결정된 연구 상에게는 본 연

구의 운  목 과 내용을 재설명하 다. 교육평가는 남

학생 3명, 여학생 54명으로 평균연령은 21.74세

(SD=1.85)이었다. 실험설계는 단일 집단 후검사 설계

로서 사  자기주도학습력 검사와 인지  학습역량 검사

를 실시하고 립드 러닝을 실시한 후, 사 검사와 동일

하나 문항순서만 바꾼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2.2 측정도구

자기주도학습력 검사는 정미경(2008)이 학생 자기

조 학습 검사 도구를 타당화한 도구  3문항씩 36문

항을 선별하여 재구성하 다. 인지조  역에서 인지

략, 시연과 기억, 검, 계획 12문항, 동기조  역에서 

자기효능감, 내재  가치, 시험불안, 외  목표지향 12

문항, 행동조  역에서 노력조 , 시간과 공부조 , 조

력추구 조 , 공부환경 조  12문항으로 총 36문항 5단

계 리커트 척도로 재구성하 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인지 역 .87, 동기 역 .75, 행동 역 .79, 체 .89로 

나타났다.

인지  학습역량 측정도구는 이경화, 김은경, 고진

과 박춘성(2011)]이 개발한 학생용 학습역량 검사

(LCT-CMB)도구  인지 역 검사를 재구성하 다. 지

식과 사고 12문항, 창의성 12문항, 문제해결 10문항으로 

체 34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Cronbach's αα계수는 지

식과 사고 .91, 창의성 .93, 문제해결 .88으로 나타났다. 

2.3 플립드 러닝 수업 설계 및 진행 방법

립드 러닝 수업 과정은 수업 , 수업 , 수업 후로 

구분하여 Table 1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학습은 

매 차시별 15분 이내이며, 오 라인 학습은 매주 화요일 

2시간(100분)으로 진행되었다. 

Table 1. flipped learning class process

Sepc Instructor Learner

pre-

class

-Needs analysis

-Pre-training materials 

-development

Contents Registration of 

quiz

-Watching lecture videos

-Preparation for quiz and 

discussion materials

in-

class

-pre-learning evaluation

-mini-class linked with 

prior learning

-Havruta 

discussion/Collaborative 

learning

-Peer teaching

-Instructor feedback

-Wrap up and Preview

-Solving quizzes 

-individually

Questions and Answers

-Havruta 

discussion/Collaborative 

learning

-Peer teaching

-Writing learning notes

post-

class
Summary of main points Uploading learning notes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0.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립드 러닝을 용한 교

수학습 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유의도 .05미만의 

수 에서 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

하 다. 응표본 t-검증은 단일집단에 하여 어떠한 효

과를 비교하는 분석기법으로, 단일집단이지만 어떤 훈련

이나 교육  후의 데이터를 응시켜 비교해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기법이다[29].

3. 연구결과

3.1 플립드 러닝이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미치

는영향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동기 역에서 사 검사(M=3.08, SD=.845)보

다 사후검사(M=3.79, SD=.918)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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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1 

p<.05). 한, 행동 역에서도 사 검사(M=3.27, SD=1.002)

보다 사후검사(M=3.88, SD=.872)의 평균 수가 높았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8 p<.05). 그러나 인지 역에서는 사 검사(M=3.23, 

SD=.076)보다 사후검사(M=3.98, SD=.985)의 평균 수

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2.77 p＞.05). 체의 경우에도 사 검사(M=3.19, 

SD=1.737)보다 사후검사(M=3.88, SD=.925)의 평균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t=2.55 p＞.05).

Table 2. Pre-post test and t-tes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pc.

Pre-test 

(n=57)

Post-test

 (n=57) t

M SD M SD

cognitive domains 3.23 .076 3.98 .985 2.77

motive domains 3.08 .845 3.79 .918 1.91**

conductive domains 3.27 1.002 3.88 .872 1.58*

all 3.19 1.737 3.88 0.925 2.55

*p<.05, **p<.01

3.2 플립드 러닝이 인지적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의 인지  

학습역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Pre-post test and t-test of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Sepc.

Pre-test 

(n=57)

Post-test

 (n=57) t

M SD M SD

knowledge 

and 

thought

high order 

thinking
3.08 1.01 3.98 .922 1.76*

metacognition 3.12 1.03 3.78 .880 3.85*

creation

creative 

competency
3.08 1.12 4.06 .979 2.21

creativity 

tendency
2.92 .935 3.83 .972 .497**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process
2.85 1.04 3.79 1.06 .547*

Manipulative 

and practices
2.77 .992 3.56 1.02 .591

all 2.97 1.03 3.83 0.97 1.91*

*p<.05, **p<.01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의 인지  

학습역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체 인지  학습역량의 사 검사

(M=2.97, SD=1.03)보다 사후검사(M=3.83, SD=.97)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1, p<.05). 하 역별로 살펴보

면, 지식과 사고 역의 고등사고는 사 검사((M=3.08, 

SD=1.01)보다 사후검사(M=3.98, SD=.922)의 평균 수

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1.76, p<.05). 한 인지 역에서도 사 검

사(M=3.12, SD=1.03)보다 사후검사(M=3.78, SD=.880)

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3.85, p<.05). 창의성 역에서는 

창의  성향에서 사 검사(M=2.92, SD=.935)보다 사후

검사(M=3.83, SD=.972)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97, 

p<.01). 창의  능력에서는 사 검사((M=3.08, SD=1.12)보

다 사후검사(M=4.06, SD=.979)의 평균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1, p>.05). 문제해결 역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과

정에서 사 검사(M=2.85, SD=104)보다 사후검사(M=3.79, 

SD=1.06)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7, p<.05). 그러나 조

작과 실천에서는 사 검사((M=2.77, SD=.992)보다 사

후검사(M=3.56, SD=1.027)의 평균 수가 높았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1, 

p>.05).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문 학에서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

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  학습역량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동기 역

과 행동 역에서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 평균이 높았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들의 동기부

분과 행동 역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효과 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5호, 2018

370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연구들[15-16], 자아효능

감  학습 성과[17-20]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립드 러닝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인 참여활동

을 기본 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사 에 동 상을 

통해 습을 하고 사후에 강의실에서 학습자 심의 학

습활동인 하 루타 토론, 동료교수 활동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자발 인 능동  학습자로 활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강의실 수업에서 동료

교수 활동과 하 루타 토론 활동은 학습자가 수동 으로 

강의를 듣거나 조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수행하는 활동 심의 교수학습 략이 진행되는 동

안 학습자는 수업에 몰입하게 되고 수업태도 역시 극

이며 능동 으로 변화게 되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

상시켰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 강의실에서도 군가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용 이해와 별 활동

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향

상되고 자기주도학습능량이 증진된 것이라 해석된다. 

한 본 연구에서 용된 교수설계 략들이 동기

역의 하 역인 자기효능, 내 가치, 시험불안, 외  

목표지향등의 하 요인과 행동 역의 노력조 , 시간공

부 조 , 조력추구, 공부환경조  등의 하 요인의 활동

을 충분히 조 할 수 있는 략들임을 알 수 있는 결과

로 해석된다. 실제 문 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체

로 기 학습능력이 부진한 특성을 가지는 비율이 높아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체로 목표설정을 잘 하지 못하며, 목표의 요성을 인

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가지고 있는 문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는 문 학생들

의 학업에 한 효능감,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수설계 략임을 시사한다.

둘째,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들의 

인지  학습역량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체 인지  학습역량은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립드 러닝을 용한 수업이 문

학생들의 인지  학습역량 향상에 효과 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7-20,23-2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통해 수업과 련

된 이론을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이론과 연계된 활동

을 실제 용해보면서 확장된 심화학습을 경험하기 때문

에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인지된 학습역

량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교수자 심으로 이

루어지던 획일 이고 표 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미리 학

습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메모해 와서 수업

시간에 교수자에게 질문함으로써 개별지도가 가능하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이해수 을 기 으로 수 별로 

을 나  뒤 별 수 에 따라 향상교육 혹은 심화교육 

등을 상황에 맞춰 실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 역 별로 살펴보면 지식과 사고는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두고 가르쳐야 할 문제라기보다 일반 학습을 통해 간

, 맥락 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고등사고력은  립드 

러닝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을 분석하고 하르부타 토론 

활동을 하면서 종합하는 사고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하 루타 

토론, 력학습, peer teaching, 학습노트 작성하기 등의 

참여활동은 자신을 성찰해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가지

고 하고,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론에 근거한 실천

가능 한 지식으로 발 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

등사고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한 창의  성향의 

경우도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 라인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해보고,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유연한 사고를 수 있

는 환경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노트 작성

이 창의  성향에 정 인 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

다. 문제해결 과정의 경우에도 사 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 라인 수업에서의 력활동, 

peer teaching을 실시하고 학습내용과 련된 문제를 만

들고 해결하는 경험이 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필립드 러닝은 문 학

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  학습역량 함양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과 소수

의 연구 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써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

기 어렵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립드 러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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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살펴보기 해서는 좀 더 세 한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과목에 용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한 학기 수업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지 학습

역량의 향상에 단기 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써 이의 

효과는 이 연구에서 언 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로 

장기 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

자의 인지 , 외재  인지부하를 일 수 있는 립드 러

닝의 온라인 수업 략과 오 라인 수업 략에 한 다

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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