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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주입식 강의로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e-러닝의 진화로 주입식 교육의 반대인 플립러닝이 이슈화되고 있다. 주

입식 교육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성을 가지며 학생의 생동감, 흥미, 능력, 필요를 전혀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룹 스터디 활동에 플립 러닝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대표 

학생은 활동 기간 동안 교사 역할과 함께 책임자가 되고, 수업  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자료마다 질문을 남길 

수 있다. 대표 학생이 질문 확인을 함으로써 학생 진도를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플립러닝(flipped-learning), e-러닝(e-learning), e-그룹 스터디(e-group study), 

교사 / 학생 역할(teacher / student role), 반응형 웹(responsive web), iframe 태그(iframe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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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주입식 강의로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e-러닝

의 진화로 주입식 교육 반대인 플립러닝이 이슈화되고 있다. 플립 

러닝은 역전 학습 또는 거꾸로 교실의 형태로 강의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수업시간을 쓰는 교수 학습 방식이다.

일반 e-러닝 수업에서는 강의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가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자가 가르쳐 준대로 학습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잃게 하는 주입식 교육의 단점이 적용되

는 문제가 있다. 

e-러닝 관련 연구로는 MOOC[1]가 있는데 온라인 공개 수업으로 

비디오 강의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DB 수업에서 플립 러닝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플립 러닝 기반의 스터디 그룹 운영 시스템을 제안한

다. 순환적으로 역할을 맡아 온라인으로 운영 및 학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장소 및 시간 공지로 만나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립 러닝에 기반한 e-그룹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4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Related Work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적, 거대 규모의 교육을 

의미하는 MOOC는 기존의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 공개 수업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조교들 사이의 커뮤니티

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1]. 

또한 데이터베이스 교과목에서 플립 러닝 적용 사례의 논문에서는 

컴퓨터공학부의 전공 선택 교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3개 

학기에 걸쳐서 플립 러닝을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7단계로 구성된 플립 러닝 모형을 제안하였다[2]. 그러나 기존 시스템

은 쌍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III. E-group study system 

학생은 주제에 맞는 스터디 그룹을 등록하여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

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관리자의 승인에 의해 스터디 그룹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사 역할은 교사 학습 기간 내에 학습을 

하고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료는 첨부파일(ppt, 한글 파일 등)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교사 역할 학생만이 학생, 자료, 스터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Fig.1은 제안 서비스 개념도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182

나타낸다. 

Fig. 1. System Concept Diagram

메인 화면에 메뉴에는 내 정보, 자료 목록, 스터디 관리, 자료 

관리가 있다. 권한에 따라 메인 페이지 메뉴가 달라지는데, 교사 

역할 학생의 화면에만 스터디 관리 및 자료 관리 메뉴가 보이고 

운영할 수 있다. 활동 중인 스터디 그룹의 자료, 학생 진도, 질문 

모아보기, 공지사항이 나타난다. 최근 교사 역할 학생이 올린 자료 

4개가 최신 순으로 나열되고 자료 상세보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 Fig.2는 스터디 활동 메인 화면을 나타낸다. 

Fig. 2. Main page for group study 

자료 화면에서는 학습 내용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대표 

학생은 반드시 진도 확인을 위해 자료 아래 댓글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iframe> 태그가 적용된 자료 상세 화면에서 동영상으로 보인다. 

대표 학생에게만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생들은 단순히 

댓글 달기(질문하기)를 통해 자료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다. Fig.3은 

자료 및 댓글 승인 화면을 나타낸다.

Fig. 3. Comment authentication page

IV. Conclusions

주입식 교육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성을 가지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떨어뜨리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터디 그룹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역할을 번갈아 경험해보고 학생들

이 오프라인에서 토론할 주제인 질문을 통해 학생 진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학생들의 활동 기간이 지난 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스터디 그룹 운영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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