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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교육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플립

러닝의 학습효과를 규명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8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내용이해도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의 적절성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교수자지원과 학습내용의 적절성

이, 역량향상도에 대해서는 교수자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

그래밍교육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플립러닝 설계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실시간 온라인 강의(real-time online programming course), 플립러닝(flipped-learning), 

프로그래밍 교육(programm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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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에서도 본격적인 온라인교육이 시작되

었다. 이미 사이버대학교이나 K-Mooc 등으로 보편화된 이러닝 콘텐

츠 중심의 온라인 강의는 점차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강의로 확대되고 있다.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새로

운 내용으로 예제나 실습과제를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교수자의 시의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강의보다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

이미 컴퓨터공학을 비롯한 공학교육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플립러닝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교육의 이론은 기초

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있으므로 플립러닝을 통해 사전학습과 

요약강의를 통한 반복학습으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초이론 및 원리와 문제해결 중심의 심화학습이 구분되는 편이어서 

플립러닝의 설계전략도 비교적 명확하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플립러닝의 설계전략이 학습효과

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I. Method

본 연구에서는 A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8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 “모바일프로그래밍응용” 교과목의 3개 

분반에 플립러닝을 4주간 적용하였다. 사전학습을 위한 15분여의 

동영상을 사전에 업로드하고 안내하였으며Pre-Class), 온라인퀴즈를 

통한 사전학습 여부 및 요약강의, 심화학습 과제와(In-Class) 성찰과제

(Post-Class)를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을 독려하기 위해 본학습에서 

퀴즈배틀, Q&A, 해결코드 공유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는 

Crombach α = .93의 높은 수준이었다.

III. Results

학습효과 중 학습내용이해도는 평균 3.6, 만족도는 3.5, 역량향상도

는 3.3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효과에 대한 플립러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내용이해도, 만족도, 역량향상도에 대한 각 모형의 유의성은 

각각 F = 25.101(p = .000), F = 25.562(p = .000), F = 26.142(p

= .000)로 모두 유의하였다. 총 변화량은 각각 48.2%, 48.6%, 49.2%

로서 모형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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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의 적절성만이(t = 3.424, p = .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내용

의 적절성(t = 2.047, p = .044)과 교수자지원이(t = 2.558, p = 

.012)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이 중 교수자지원이(β = .297) 학습내용

의 적절성보다(β = .263)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량향상도에 대해서는 교수자지원만이(t = 4.061, p

= .000)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Variables B SE β t p

Understandi

ng of 

Learning

Learning 

Contents
.246 .146 .217 1.680 .097

Support of 

Instructor
.200 .159 .147 1.257 .212

Learning 

Task
.320 .094 .407 3.424 .001

Satisfaction

Learning 

Contents
.310 .151 .263 2.047 .044

Support of 

Instructor
.421 .165 .297 2.558 .012

Learning 

Task
.183 .097 .224 1.887 .063

Improvement

of

Competencies

Learning 

Contents
.180 .143 .161 1.261 .211

Support of 

Instructor
.632 .156 .470 4.061 .000

Learning 

Task
.111 .092 .143 1.213 .229

Table 1. Effects of Flipped Learning(n = 85)

IV. Conclusions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학습활동의 적절성

은 학습내용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는 본 학습 외에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앱 개발에 적용하

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적절한 분량의 과제를 필수적으로 제시하여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학습내용의 

적절성이 이해도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플립러닝을 짧게 적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플립러닝을 해당 수업 전반에 적용하

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자지원은 역량향상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동기나 자기주도

적 역량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전학습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되 학습자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학습동

기를 높이고 충실히 사전학습하며 수업시간에 지각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전략으로 독려해야 한다. 본학습에서도 교수자는 전달자에서 

중자재로 역할을 전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도 수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실시간 온라인강의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힘들므로 화면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수시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사고를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습내용의 적절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 학습내용의 범위와 분량, 본 학습의 요약강의를 실시하여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플립러닝의 기본적인 설계 

전략이기도 하나, 퀴즈 풀이, 코드 리뷰 등 지속적 반복을 통해 학습내용

의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학습자의 염려를 경감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수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면

수업과 달리 제약사항이 많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는 더욱 학습자

를 배려하는 운영전략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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