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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G도 C대학교 대학생 27명을 2020년 9월 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0.45점 향상(p<.001), 메타인지는 0.87점 향상(p<.001), 목표지향성은 0.77점 향상
(p<.001), 창의성은 평균 0.51점(p<.001)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가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현 세대의 대학생들에게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라인 환경이 자유로운 
현 대학생들에게 플립러닝을 e-러닝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수업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창의성, 플립러닝,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셀프리더십. 

Abstract  This was a one-group pretest-protest pre-experimental study design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writing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using flipped learning for training convergence talents with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Data were collected from 27 C university students in G-do, from 
September 1st to October 30th, 2020. Analysis was done using IBM SPSS 25.0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The study showed that self leadership was 
enhanced by an average of 0.45 points (p<.001), metacognition by 0.87 points (p<.001), goal orientation 
by 0,77 points (p<.001), and creativity by 0.51 points (p<.001), s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demonstrated that writing programs using filpped learning had the effect of improving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so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raning convergence talents with problem solving skills at university-level. 
Also, for current college students that can freely access the online environment, development of various 
e-learning classes that apply flipped learning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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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도 미래를 주도할 복합

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
학은 기존의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방법으
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1,2]. 이에 온라인으로 수업
이 이루어지는 ‘미래 학교’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미국 
미네르바 스쿨은[3] 아이러니하게도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 모두가 처음 겪는 수업 환경을 맞았다. 현
재 교육 현장은 기존의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
(e-Learning),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언택트 수업에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새로운 교육 혁신을 이루
어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e-러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4].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융합인재는 의사 소통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찾아내
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학습은 암기가 아니라 팀별 협력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찾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3]. 이러한 역량함양을 위해서는 강의식 수
업이는 적합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5-7]. 

플립러닝은 학습의 주도권을 교육자에서 학생에게 넘
겨주어 학습시간을 재구성하는 모델이다. 학습자는 사전 
학습(pre-class)에서 제공되는 학습자료를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e-러닝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
능하다. 그리고 본 수업 시간, 즉, 교실수업(in-class)에
서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 토론, 팀 활동과 같
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하며, 개별화 된 피드백과 상
호작용의 기회를 높여준다[6-8]. 또한 학습자들이 적극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보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융합인재 양성에 적절한 교
수법으로 제시되고 있다[5-9].

플립러닝의 효과에 대해 국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10]에 따르면 플립러닝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높은 
학습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학업성취도 및 비판적 사
고력 향상과 학습동기 및 태도, 흥미와 자기효능감 향상
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

시된 플립러닝의 문제점도 있다. 첫째, 사전학습 자료 개
발에 대한 교수자의 부담감과 사전학습에 따른 학습자
의 부담감, 둘째, 사전학습과 수업 중 활동의 연계성을 
위한 전략, 셋째, 수업 중 학습자의 학습촉진 및 참여유
도를 위한 활동 설계 등이다. 결론적으로 플립러닝은 자
기주도 학습성향이 높은 학생에게 더 효과적인 교수학
습방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
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 사고방식, 감정 등에 책임감과 
자율성을 지닌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11-13]
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자기주도적으로 동기를 부여
하며,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내재적 탐
구과정[14]을 거치므로 플립러닝과 같이 수업 전 단계의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수업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
한 언택트 시대 학생들의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판단된
다.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고려할 수 있다. 메타
인지는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하여 전략을 
평가, 수정하는 과정[15]이고 자신의 인지과정을 이해하
고 조작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사고에 대해 생각하고 
그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16,17]하므로 자기주
도적인 능력인 셀프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21]. 메타인지는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필요한 정
보를 선별하는 글쓰기를 통해 신장되고[22,23], 이는 다
시 창의적 글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4]. 

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
전략을 결정하고, 자신의 학습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게 하므로[25] 자기조절적 행동과 학습에서 더욱 중요하
다. 목표지향성은 목표성취를 위한 선택과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인지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학습을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거나 정해진 목표에 대한 자신
의 진보를 모니터하고,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들을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절한다[26,27]. 특정 목표에 접근
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며, 이것은 학습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28]. 독서와 토론 수업은 행동
전략인 자기목표설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하기 싫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
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29].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창
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독특한 방법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15

로 아이디어를 결합 또는 연계시켜 유용한 결과물을 산
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 Nonaka [31]는 개인 
및 집단차원 별로 지식창출에는 차이가 있고, 개인수준
은 행동과 반응을 통하여, 집단수준은 구성원들 간의 상
호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창의성의 궁극
적인 주체는 개인으로 Amabile [32]이 제시하는 전문
적 지식, 창의적 사고능력, 동기수준이 공통적으로 언급
하고 있다. 집단수준의 창의성은 응집성, 리더십, 협력 
정도 및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단 구
성원 각자의 개별적인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
디어 도출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것을 중
시한다[30].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글
쓰기를 강조하는데[3], 글쓰기는 이질적인 지식들을 다
면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
도록 하는 학습이기 때문이다[2,33-35]. 또한 다양한 정
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문제를 다
각도로 보는 유연한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다[22,23,33-36]. 이에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1학년 기초 글쓰기를 시작으로 전공연계 글쓰
기 과목이 졸업 요건으로 되어 있어, 보통 1학년 교양 
과정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더 이상의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이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37]. 우리나라에
서도 글쓰기 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
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으나[38] 대부분 서술적 연구
에 머물러 글쓰기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Digital Native(디지털 원주민)’
라 불리며, 이들은 SNS를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교
육 및 학습, 여가와 취미 생활, 생산과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대로서[39] 텍스트보다 웹 미디어 콘
텐츠를 선호하며 소모하고 성장한다[3,36,40-43]. 따라
서 선행연구[37,40-42,44,45]에서 제시된 글쓰기 수업
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친숙하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미디어 콘텐츠를 교재로 개발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
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후로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인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지향성, 창의성의 변
화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

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메타
인지, 목표지향성,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셀프리더십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2.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메타인지가 높아
질 것이다.’

가설 3.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목표지향성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4.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

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메타
인지, 목표지향성,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단일
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 C대학교 재학생 중 플립러닝을 활용

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7주(14시

간)를 이수한 자

연구대상자는 G*Power 3.1.9.4 프로그램[46]에서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는 paired t-test에 필요한 효
과크기 d=0.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은 
0.8을 했을 경우 최소 표본크기는 27명으로 나와 연구
대상자 수는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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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립러닝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은 7주

차(14시간)로 플립러닝이 e-러닝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
기는 하지만,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강의실에서 이루
어지는 수업 단계도 e-러닝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의 내
용은 선행연구[47-52]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Fig. 1.

Writing program using flipped learning

Phase Contents Place of 
class

Phase before 
class

Video material learning

LMS
Writing by topic

Professor/Peer feedback

Worksheet learning

Class phase

Group discussion
Onlain : 
TeamsGroup presentation

Q & A

Phase after 
class

Writing a reflection activity sheet
LMS

Post correction

Fig. 1. Writing program using flipped learning
 
구체적인 실험 처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사전 학습을 위해 다음 수업자료를 LMS에 6일 

전에 올렸다. 동영상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동영
상과 연결되는 텍스트를 5바닥 이내로 하여 수업 전 준
비에는 3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추가 자료는 교
재 뒷부분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필요시 참고자료로 사
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LMS에 수업자료를 바
탕으로 초안 글쓰기를 하고 동료들의 글에 댓글을 적도
록 하였다. 학생들의 초고는 동료들의 댓글을 통해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교수자도 빠짐없이 피드백을 하였
으며 피드백이 답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추가 질문이
나 반대질문을 중심으로 주어졌다. 

셋째. 수업 시작 전에는 수업주제에 따라 활동지에 질
문 만들기, 찬반 주장하기, 반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
펴기, 생각(연결되는 단어) 이어가기, 질문과 대답 이어
가기, 빙고게임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 주제를 준비하도
록 하였다. 

넷째. 수업 1교시에는 4-5명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모

여 수업주제에 따라 활동지를 모아 토론을 통해 질문에
는 함께 답을 찾거나 생각 이어가기, 질문 이어가기 등
으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소수의 조원들이 모여 
모임이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학과와 학년이 섞인 언택
트 수업인지라 가능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다. 매주 제시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검색과 토론을 통해 주
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매주 제시된 질문에서 중
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결과로 도출되는 답 자체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사고를 경험하고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 주도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수업 2교시에는 활동지에 따라 조원 토론을 
통해 선정된 논제나 질문을 공개하고 최고의 질문, 최고
의 논제로 선정되거나, 조별 찬반 토론 결과 최고의 조
로 선정되거나, 가장 길게 연결된 질문이나 생각을 발표
한 팀 등은 가산점을 주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였다. 발표 중간에는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지지와 반박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진행된 수업의 의도와 결과를 5
분 이내의 시간 동안 요약 정리하였고, 다음 수업에 대
해 설명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조원평가와 조별평가를 통해 속칭 ‘무
임승차’를 방지하였으며,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인상적인 
내용, 변화된 생각 및 이유 등에 대해 성찰활동지를 작
성한 후 LMS에 평가지와 활동지를 제출하였다. 수업이 
종료되면 당일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바로 공개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였다. 또한 수업 이후 글
을 수정하여 올리면 피드백을 하였고, 학생들과 댓글을 
통해 상호피드백을 지속하였다.

프로그램은 교육학 전공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성과 
구성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효과검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대상자의 제 특성 4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 메타
인지 52문항, 목표지향성 26문항, 창의성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 [53]가 개발하고 Kim [54]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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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자기기
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
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
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53]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고, Kim [54]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4.2 메타인지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는 Schraw와 Dennison [15]

이 성인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etacognitive Awareness Inventory (MAI)을 
Jeong [2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
구는 인지 지식 17 문항. 인지조절 35 문항의 총 5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우 그렇다' 6점의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메타인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
도는 Cronbach’s α는 인지지식은 .95 인지조절은 .93
이었고 Jeong [25]의 연구에서는 인지지식은 .89, 인지
조절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지식은 .96, 인
지조절은 .97이었고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98이었다.

2.4.3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은 Park과 Lee [55]가 개발한 척도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숙달목표 9문항, 숙달회피 
5문항, 수행접근 7문항, 수행회피 5문항의 총 2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확실히 그렇
다' 6점의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목
표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
도 Cronbach’s α는 숙달목표 .83, 숙달회피 .69, 수행
접근 .87, 수행회피 .78,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94, 숙달회피 .89, 수행접근 
.92, 수행회피 .89였고,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94이었다.

2.4.4 창의성
창의성은 Han [31]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개인, 집단창의성으로 구분되며, 개인창
의성의 하위영역은 지식과 경험 4문항, 창의적 사고기술 
4문항, 과제동기 4문항의 12문항, 집단창의성은 다양성 
4문항, 응집성 4문항, 자율성 4문항, 관계성 5문항의 17
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
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창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인창의성은 
.73-.84, 집단창의성은 .71-.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창의성은 .82~.90, 집단창의성은 .93-.97이었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95이었다.

2.5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

지였으며, 연구자는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31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플립러닝을 이용
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하였고, 사후 
조사는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조사하였다. 도중에 참여
를 포기한 학생 1인과 사후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
생 3명을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한 2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

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와 권리를 보호하였다. 자유의사에 따라 도중에 언제든
지 포기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이며, 작
성된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본 연
구자 외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된 보
관파일에 따로 저장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잠금파일에 보관한 후 삭제할 것이며, 연구자는 연
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오직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대상자
에게 설명하였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유의수준 α=.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가설 
검증은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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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2.8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도, C시 C대학교에서 7주 동안 진행한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결과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으나 1~3학년이 고
루 참여하였고, 13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성
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6±3.54세이며 성별은 남

성이 15명(55.6%), 1학년이 18명(66.7%)이었고, 1년 
평균 독서량은 11.3권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20.6±3.54

Gender
Male 15(55.6)

Female 12(44.4)

Grade

1 18(66.7)

2 6(22.2)

3 3(11.1)

Average Reading (years) 11.3±0.24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

3.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지향성, 창의성

에 대해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 
하였다. Table 2. 

Variables Shapiro-Wilk p
Self-leadership .969 .565

Metacognition .967 .525

Goal Orientation .965 .487

Creativity .956 .297

Table 2. Regularity verification for dependent variables
(N=27)

3.3 플립러닝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플립러닝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후 가설을 검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설 1.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셀프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다.’

제1가설 검증을 위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셀프리더십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져(t=4.659, p<.0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하부항목
으로 자기보상(t=1.284, p=.2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기기대(t=3.991, p<.001), 리허설
(t=4.054, p<.001), 목표설정(t=3.625, p<.001), 자기비
판(t=5.535, p<.001), 건설적 사고(t=3.780, p=.001)는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2.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메타인지가 높아질 것이다.’

제2가설 검증을 위해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메타인지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t=6.684, p<.0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로 
메타인지지식(t=6.801, p<.001), 메타인지조절(t=6.147, 
p<.001)은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3.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목표지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3가설 검증을 위해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목표지향성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져(t=5.554 p<.001),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하부항목
으로 숙달접근(t=2.472, p=.001), 수행접근(t=4.472, 
p<.001), 수행회피(t=4.339, p<.001)는 사전보다 사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목표지향성은 선행연구[정유선, 2018]와 같이 숙달접
근과 숙달회피가 같은 요인 안에서 서로 부적으로 묶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달접근과 숙달회피가 서로 
같은 것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상쇄되지 않도록 숙달접
근을 사용하였다.

가설 4.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상자는 사전보다 사후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4가설 검증을 위해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창의성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t=4.025, p<.001),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로 
개인_지식과 경험(t=4.328, p<.001), 개인_창의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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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ost test-pre test (Mean±SD) Paired t-test p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0.63±0.81 3.991 <.001

 Rehearsal 0.63±0.81 4.054 <.001

 Goal setting 0.62±0.77 3.625 <.001

 Self-compensation 0.17±0.65 1.284 .211

 Self-criticism 0.76±0.72 5.535 <.001

 Constructive thinking 0.85±1.16 3.780 .001

 Self-leadership 0.45±0.50 4.659 <.001

Metacognition

metacognitive knowledge 1.06±0.81 6.801 <.001

 metacognitive regulation 0.97±0.82 6.147 <.001

 Metacognition 0.87±0.67 6.684 <.001
Goal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0.50±1.03 2.472 .001

 performance-approach 0.98±1.13 4.472 <.001

 performance-avoidance 1.21±1.45 4.339 <.001

Goal Orientation 0.77±0.72 5.554 <.001

Creativity 

Individual 
Creativity

Knowledge and experience 0.70±0.84 4.328 <.001

Creative thinking skills 0.62±0.77 4.158 <.001

Task motivation 0.63±0.89 3.625 .001

Creativity 
In Groups

Diversity 0.49±0.88 3.314 .009

Cohesiveness 0.60±0.82 3.810 .001

Autonomy 0.61±0.77 4.103 <.001

Relationship 0.59±0.79 4.659 <.001

 Creativity 0.51±0.66 4.025 <.001

Table 3. Differences in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tendency, self-leadership, and self-control
between pre test/post test           (N =27)

기술(t=4.158, p<.001),개인_과제동기(t=3.625, p=.001), 
집단_다양성(t=3.314, p=.009), 집단_응집성(t=3.810, 
p=.001),집단_자율성(t=4.103, p<.001), 집단_관계성
(t=3.794, p=.001)는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
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
지향성,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로 이루어진 원시실험연구이다. 

셀프리더십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사
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였다. 하부영역인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는 모두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는 
상승하였고, 자기보상을 제외한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셀프리더십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사

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였다. 하부영역인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비판, 자기보상, 건설적 사고는 모두 사전보다 사후
에 점수는 상승하였고, 자기보상을 제외한 항목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독서와 토론 수
업[30], 창의성 교양 글쓰기 수업[56]이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독서와 
토론 수업은 셀프리더십의 행동적 전략과 자연적 보상 
전략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30]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 피드백을 통한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
여진다. 학습자들은 글쓰기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하
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30, 56]. 
즉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갖게되
고 과제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책임지려 하
는 경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은 단기간에 형
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계속적인 훈련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독서와 토론교육의 내재화[56, 57]를 통해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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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인지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 사전

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였다. 하부영역인 메타인지지식, 메타인지조절은 
모두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는 상승하였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52]의 웹 기반 협력적 글쓰기 연구에서 팀 구성
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동료학습자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글을 쓰는 협력학습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배움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공
동 지식이 창출되어 메타인지를 향상시킨다[52]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웹 미디어 콘텐츠를 텍스트로 인식하
고 활용하는 학습과 동시에 협력학습을 통해 질문과 피
드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합 및 분석하
고 글쓰는 과정을 통해 학습방식을 구조화시켜 더욱 효
과적으로 메타인지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Sim과 
Lee [25]의 연구에서도 메타인지가 창의적 글쓰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또한 독서와 토론 수업
이 대학생의 메타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학업성취도
를 향상시켰던 선행연구[27, 30, 32, 56]들과 유사한 결
과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토의와 글쓰기는 인문
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매우 효
과적이고,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시된 문제
들을 오늘날 현실의 문제와 결합하여 생각하고 해결하
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38]고 하였으며 이는 메타인지
와 연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토론과 발표 및 글쓰
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상호간의 소통을 활
발히 유도하고, 다른 구성원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최선
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도 학습하기 때문에 ‘플립 러닝’ 
교수법은 메타인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57].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반성적 사
고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능력이 함양되고, 또한 토론의 핵심특성인 비판적 
사고와 통합능력이 사고의 정교화를 통해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은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부요인으로 숙달접근, 수행접
근, 수행회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목표지향성은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가 메타인지 전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목표는 남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목표지향을 의미한다[27]. 독
서와 토론 수업은 과제에 흥미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일

이라면 이를 수행해내는 자기관리 능력인 행동적 전략 
중 자기목표설정이 향상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32]
고 하였다. 

‘플립 러닝’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한 후 그 문제에 대한 합리
적인 해결책을 다른 학생들과의 협동작업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57] 목표지향
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Kim
과 Kim [58]의 연구에서도 독서와 토론 과정에서 도전
의식, 과제지향,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자기목적
적 경험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목표
지향성과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은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하부항목으로 개인_지식과 경험, 개인
_창의적사고기술, 개인_과제동기, 집단_다양성, 집단_
응집성, 집단_자율성, 집단_관계성은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웹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
한 글쓰기의 효과를 연구한 Kim [28]의 연구에서도 창
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이는 글쓰기에 대
한 선행연구[24,37,57]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Son[24]의 연구에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를 
연계한 글쓰기는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대상을 통찰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촉발하여 지식을 스스
로 창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
램을 통해서 준비된 자료를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조
합하여 글을 적고, 피드백과 복잡한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와 대답을 준비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 과
정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동기유발
이 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어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개요를 구체화하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전체과정에는 새로운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성까지 함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Kim [5]의 플립러닝 연구에
서 공과대학생의 창의성은 사후에 더 낮아졌고, 이에 대
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자기주
도적 학습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며 학
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사전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 [58]는 협력학습은 실제 세계의 문제를 탐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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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교육방법으로 학습자 개인보다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협력하며 수행
하므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Jeon과 Kim [27]은 창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창의성은 창의적 개인이 
중요한 근원이며 이에 대해 Amabile [36]은 집단창의
성은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며, 창의적인 
사람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창의적인 행위를 하
도록 유인하므로 집단차원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이
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집단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 내 조직 구성원들
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정보, 기능 및 정보처리 능력 
등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지식, 
문화 및 사고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다
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아이디어의 마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되기 
때문에[31] 플립러닝을 통한 글쓰기 학습은 집단창의성
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플립러닝은 교육자에 의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피
드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57] 동료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오류를 동시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창의성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성은 동료들의 지원 없이는 향상
될 수 없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
에서 과정 및 환경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현
되므로[59]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수
업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Kim과 Kim [58]의 연구에서도 독서와 토론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이용하여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창의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31]으로 설명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은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지향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플립러닝
을 활용한 글쓰기를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시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은 대

상자의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지향성, 창의성 향상
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답을 찾거나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례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활
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학습을 통해서 셀프리더십, 
메타인지, 목표지향성 및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력학습의 성공을 통해 개인과 집단창
의성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코비드
-19로 인해 e-러닝이 보편화되어가는 시점에 플립러닝
을 e-러닝으로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좋았다는 점이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온라
인 환경이 자유로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e-러닝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를 기본, 심화, 교과 연

계과정으로 적용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2) 플립러닝을 이용한 글쓰기를 보완하기 위해 
e-PBL학습의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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