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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이 수학 학습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오혜진(원주버들초등학교, 교사)

박성선(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거꾸로 수업’으로 번역되는 플립드 러닝은 여러 연구와

매체들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활용 시

교사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수업 준비 부담의 한계를 지니

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러닝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교육

방송공사(EBS)가 제공하는 플랫폼(EBSmath)을 활용하면,

거꾸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수업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수업 모델로 EBSmath를 활용하여

‘비와 비율’의 학습하였을 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

학 학습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 중 수학 학습 성취도는 ‘개념 이해’와 ‘문제해결력’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BSmath를 활용

한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의 비와 비율 문제 해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학적 성향 중 ‘의지’ 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Ⅰ. 서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

육방법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하고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지난 2012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우드랜

드 파크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인 ‘Bergmann’과 ‘Sams’

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고안했다(최욱, 2017). 플립드 러닝은 학생

들이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이다(Bergmann & Sams, 2012).

거꾸로 수업은 역동적인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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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감성

적, 행동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eve

& Tseng, 2011). Bergmann & Sams(2012)에 의하면,

거꾸로 수업은 학습자에게 동료들과 활발하게 상호작

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의미 있게 구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식을 내면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2014)는

거꾸로 수업의 적용 결과 학생들이 기존의 강의식 수

업 방법보다 학습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교

실 수업에서 교사나 또래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는 점을 확인했다. 임정훈, 김상홍(2016)은 거꾸로 수

업이 학생들의 협력적 활동과 과제의 수행 등을 활발

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학습자들의 인지적 변화에도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

려가 학교 현장에 도래했다. 사회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촉발된 교육 환경의 변화는 그 간 오랫동안 주

장되어온 온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의 테두

리 안에서 수용해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충

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제적인 원격수업의

도입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사회 각층의 비

판을 이끌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의 부재(김예람, 2021),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

한 교사의 디지털 문해 능력 부족(김미란, 2021) 등을

지적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비판 중에서도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 것은 교사들의 디지털 문해 능력과 원격

수업 구성 전문성의 부재였다(박세미, 2021; 김소라,

2021; 이준범, 2021; 김태규, 2020; 고민서, 문광민, 신

혜림, 2020). 교사들의 콘텐츠 활용에 대한 비판의 대

다수는 교사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비전

문적인 온라인 영상물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에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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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역시 원격수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신

영준, 하지훈, 2016; 이동엽, 박주현, 2016; 박상준,

2015; 박태정, 차현진, 2015). 거꾸로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은 매 차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위한 자료를

각각 준비한다는 점과 온라인 학습 자료를 신뢰도 있

게 제작해야 한다는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동엽, 박주현, 2016; 홍기칠, 2016; 신영준, 하지훈,

2016; 박에스더, 박지현, 2015; 유상미, 2015;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유상미(2015)는 거꾸로 수업과 같은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수업의 자료를 교

사가 고품질의 영상으로 매번 직접 제작하기는 어렵다

고 말하며, 저품질의 영상은 학생의 학습 동기를 낮춰

거꾸로 수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2014)은 거꾸로 수업 시 학

습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으로 ‘강의 동영상’의 길이, 업

로드의 시기, 화질, 음향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거꾸로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료 제작에 대

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전 자료의 ‘질’ 보장에 대한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에 의해 내용이 구성・편집되어 표
준화되고, 지속해서 관리・보완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자료의 사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EBS의 영상 콘텐츠를 거꾸로 수업의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수업 준비에 대한 교사의 부담

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측면에서도 검증된 내용 구성

과 생동감 있는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수업 참여의 동

기와 학습 의지를 높일 수 있다(지영춘, 2006; 김민주,

2018; 유상미, 2015).

이에 본 연구는 원격수업의 한 유형인 거꾸로 수업

에 EBSmath 콘텐츠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고

검증된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특히, 비와 비율 학습에 초점을 두어-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과 병행하여 수학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과 대면수

업이 어우러져야만 하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에서 교사

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에게 양질의 수학교육을

제공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

의 학습 ‘개념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

의 학습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수학적 성

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거꾸로 수업

가. 거꾸로 수업의 의미와 특성

거꾸로 수업은 일반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다루어지

던 핵심적 개념 지식을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수업 전

에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 학생 중

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하는 형

태의 교수 설계를 말한다(최지현, 2017; 진용성, 박태

호;2018). Bergland(2020)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가속화된 테크놀로지 기반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방식을 비교·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꾸로 학

습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하이브리

드 러닝(Hybrid Learning)’과 같은 원격수업과 활용의

목적이 상이하나 각각의 학습 방법 모두 테크놀로지

활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업의 구성 양식 운영 및 진

행의 맥락에 따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거꾸로

수업의 사전 온라인 학습은 대면수업을 대신하는 역할

이 아닌,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다양하

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원격수업들과

차이점을 가진다(Siegelman, 2021).

교실-안 교실-밖

전통적 수업 강의 → 숙제

거꾸로 수업 활동 ← 온라인 사전학습

[그림 1] 거꾸로 수업과 전통적 수업의 흐름 비교

(진용성, 박태호, 2018)

[그림 1]과 같이 전통적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실 수

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통해 지식을 구성한 후, 집에서

는 관련된 과제를 한다. 반면에 거꾸로 수업은 전통적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이 수학 학습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219

전통적 수업 패러다임 ➡ 거꾸로 교실 패러다임

・교사 중심 수업
(교사 주도 강의→학생의 수동적 학습)

・학생 중심 수업
(교사 학습 지원→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교사의 역할: 수업의 전달자, 통제자
・학생의 역할: 수동적 학습자

・교사의 역할: 수업의 촉진자, 조력자
・학생의 역할: 능동적 학습자

・지식의 전달 및 이해 ・지식의 활용 및 고차적 사고력 신장
・강의식 수업
・중간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수업

・학습자 참여형 수업
・탐구, 보충학습 등 여러 활동의 비동시적 수행

・개인별 학습 속도 조절 어려움 ・개인별 학습 속도 조절의 가능성
・대집단학습 ・소집단학습, 개별학습

[표 1] 전통적 수업 패러다임과 거꾸로 수업의 패러다임 비교(박상준, 2015)

수업의 흐름을 뒤집은 방식으로 사전에 학생은 동영상

을 통해 수업의 핵심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교실 수

업에서 학생 스스로 다루기 어려운 실제적이고 응용・
심화된 학습 문제를 교사의 도움과 동료 학생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경험

을 갖는다(Bergmann & Sams, 2012). Bergmann(2014)

은 거꾸로 학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

적이지만 많은 현장 교사들은 거꾸로 학습을 단순히

수업 전 예습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거

꾸로 수업의 정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민경(2014)은 전통적 수업과 거꾸로 수업을 비교

함으로써 거꾸로 수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전통적 수

업과 거꾸로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 수업에

서 교사의 일방적 교수로 지도되던 핵심 개념이 거꾸

로 수업에서는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이

다. 사전에 본 수업과 관련된 핵심 지식을 학습한 학

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 교사, 동료 집단

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의 주체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

적으로 활동한다(박상준, 2015; 방진하, 이지현, 2014;

이동엽, 2013; 최욱, 2017; Bates & Galloway, 2012;

Bergmann & Sams, 2012; Strayer, 2007).

박상준(2015)은 다음과 같이 전통적 수업 패러다임

과 거꾸로 수업 패러다임의 특성을 [표 1]과 같이 비

교했다.

거꾸로 학습에 대한 세부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동엽(2013)은 거꾸로 수업이란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선행한 다음 교실 수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라 말했으며, Milman(2012)은 거꾸로

수업은 수업 전 학습자가 온라인 비디오로 관련 개념

을 미리 학습하고, 본 수업에서 협력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했다. Ash(2012)는 학습

자가 동영상 강의를 미리 시청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체험 중심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거꾸로 수업이라고

말했다. Strayer(2007)은 테크놀로지와 활동을 통한 학

습을 거꾸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교실

수업 전에 학습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초적 지

식을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말했다.

이처럼 거꾸로 수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르고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지만 공통적 개념은 거꾸

로 수업은 교실 밖 사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미리 학습하고,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개

인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며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협력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실 수업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나. 거꾸로 수업의 교육적 효과

1)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업 능력을 증진시키며, 학습

에서 학생들의 주체성을 향상시켜주는 수업 방식이다

(이희숙, 김창석, 허서정, 2015). 학생들은 사전학습에

서 필요에 따라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거나 영상을 멈

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이해한다. 사전학습에서

형성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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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 형태로 운영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다(장은주, 2015).

2) 고차원적 사고 활동의 수업 운영

기존의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에 의하면 전통적

교실에서 교사들은 주로 개념 이해를 위한 강의식 수

업을 했으며 교육 목표의 상위 부분인 적용, 분석, 평

가, 창의 부분은 주로 다루지 못하고 지나가거나 과제

로 제시해 왔다(Bergmann & Sam, 2012). 그러나 거

꾸로 수업에서는 [그림 2]와 같이 Bloom의 이러한 교

육 목표를 뒤집어 바라본다(Bergmann & Sams, 2012).

거꾸로 수업에서 학습자는 적용, 분석, 평가 등 [그림

2]의 고차원적 사고 활동의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림 2] 전통적 수업과 거꾸로 수업의 차이

(Bergmann & Sam, 2012, p.66-71)

3) 개별화 수업

거꾸로 수업의 교실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

가 사전학습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파악한다. 이

후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상호 협력

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때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

습자 개별적 지도가 가능하다(이민경, 2014).

4)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완전학습 이론은 학습자의 약 90% 이상이 부여받은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해 내는 학습이다. 학습자는

활동 과정에 대한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에 대한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충학습 과정

과 심화학습 과정의 개별화된 2차 학습의 기회가 주어

지며, 수준별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완전학습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은 학습자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장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임송미, 2015).

2. EBSmath의 특징과 교육적 효과

EBSmath(http://www.ebsmath.co.kr)는 정부의 ‘제2

차 수학교육 종합 계획(교육부, 2015)’을 배경으로 교

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EBS가 함께 구축한 수학교

육 사이트이다. EBSmath는 2012년 중학 수학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초등 수학 콘텐츠를 개

발・보급하고 있다. EBSmath는 기존 우리나라 수학교
육의 문제점인 입시를 위한 수학교육, 문제 풀이 중심

교육, 사교육 의존 수학교육 등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을 향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수학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이 수학과 관련된 성공 경험

을 고양시키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사,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교육방

송공사, 2018).

정순모, 박혜연, 김응환(2014)은 EBSmath를 활용하

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 농촌 지역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성취동기, 주의 집중, 수학 학습에 대한

유용성, 흥미, 학습 동기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은, 이상구(2015)는 저소득층 지역 아동센

터학생을 대상으로 EBSmath 동영상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수학 학습을 시행하였고, 이는 학습자가 수학

개념과 수학적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함에 도

움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력 신장에도 영향

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인성 함양,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 태도

를 신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EBSmath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의 활용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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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의미

수학적 자신감 수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때의 자신감

수학적 융통성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는 융통성

수학적 의지 수학적 과제를 꾸준히 해내려는 의지

수학적 호기심 수학 학습을 하는 것에 관한 관심, 호기심, 창의력

수학적 반성 자신의 생각과 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모니터하고 반성하는 경향

수학적 가치 타 교과와 실생활 경험에서 수학을 적용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

[표 2] 수학적 성향 평가의 구성 요소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향상시킨다(마상렬, 2016).

학급의 학생들은 EBSmath의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EBSmath 동

영상을 통해 수학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의 효과가 증진되었다.

EBS는 증가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요에 대처

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EBSmath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개선 사업

을 실시하였다. 기존 정보은행(Data Bank) 형태로 운

영하던 EBSmath는 본 사업을 통하여 교실 수업과 자

기 주도적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학습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 4

인의 수학교육전문가(박사 이상)와 경력 10년 이상의

수학 교사 3인으로 구성된 ‘EBSmath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학 교사들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전수조

사하고 현장 교사들의 수업 보조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EBSmath는 그동안 외부 사설 학습 플랫폼에

의존하던 교사들의 수업 보조자료 수요를 보다 풍부하

게 지원하며, 원격수업을 보조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

도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돕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한국방송공사, 2018).

3. 수학적 성향

수학적 성향이란 수학을 학습하는 태도와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수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뜻한다(NCTM, 1989). 즉 문제를 추론하고 해

결할 때 수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대안적 방

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통성, 수학적 과제 해

결에 대한 의지, 수학에 대한 호기심, 창의성, 흥미, 자

신의 사고와 활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반성, 일

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수학을 적용하는 가치 인식,

문화로서의 수학의 역할 및 언어와 도구로서의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을 의미한다. 수학적 성향은 학생

의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고,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신장시키며, 수학의 가치

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양현수, 김

민경, 2018). 한국교육개발원(1992)은 수학적 성향을 수

학적 자신감, 수학적 융통성, 수학적 의지, 수학적 호기

심, 수학적 반성, 수학적 가치로 구분하고, 각 요소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각 구성 요소의 의미는 [표 2]와

같다.

4. 비와 비율

가. 비와 비율의 개념

비는 한 양이 다른 양의 몇 배가 되는지의 관계를

의미하는 두 양의 곱셈적 비교로 정의된다. 즉 a와 b

가 두 수이거나 같은 종류의 양일 때 a가 b의 몇 배인

가의 관계를 ‘b에 대한 a의 비’ 또는 ‘a와 b의 비’라고

하며 ‘:’의 기호를 사용하여 ‘a:b’로 표현한다(최창우,

2019).

비율은 비를 수로 집계하여 나타낸 것으로 한 양이

다른 양에 대해 몇 배인지를 나타낸 값이다. 즉 b에

대한 a의 비율은 b를 단위로 하였을 때 a가 얼마인지

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라고 할 때 c를 a:b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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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박희옥, 박만구, 2012).

나. 비와 비율 학습의 어려움

NCTM(2000)은 수학 문제 해결과 추론 과정에서

비와 비율 개념을 토대로 한 비례적 사고는 필수적이

며, 여러 수학적 주제를 연결하고, 다른 교과 영역과

실생활 상황을 수학과 연결 짓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

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른

수학 학습 주제보다 비와 비율의 학습을 어렵게 인식

하며, 비와 비율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오류

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박희옥, 박만구, 2012; Son,

2018). 김선희, 김경희(2008)에 따르면 TIMSS 2007의

결과 우리나라는 수학 성취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

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비, 비율 영역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비와 비율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김수현, 나귀수, 2008; 박희옥, 박만구, 2012).

비와 비율 수업은 주제의 특성상 교사의 설명식 수업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교과서의 활동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교

과서의 비와 비율과 관련된 활동을 재구성하고, 각 활

동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박슬

아, 오영열, 2017).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K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P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49명이다. P 초

등학교 1개 반은 실험집단으로, B 초등학교 1개 반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교는 서로 인근에 있

고, 모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으며, 학력 수준과 가

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소도시 중상위 수준에 해
당한다. 각 학급은 평균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

고, 남녀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내에 설치된 무선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학생 가정

의 인터넷 및 무선통신장비 보급률은 100%로 학생 모

두 스마트폰 또는 PC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구분 학년 인원(명) 수업형태

실험

집단 6

학년

남 13 거꾸로

수업여 14

비교

집단

남 11 전통적

수업여 11

[표 3] 연구 대상의 구성

2. 연구 설계

실험 연구의 실험 설계는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이 적용되었으며, 그 모형은 [표 4]와 같

다.

[표 4] 실험 설계*

집단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실험

집단
 , 


 , 비교

집단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P 초등학교 6학년 1개 반과

B 초등학교 6학년 1개 반에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동

질성을 확인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각 집단의 수업은 담임교사가 운영하였으며, 수업 운

영 방법은 연구자와 사전에 협의하였다.

본 연구는 6학년 1학기 ‘4. 비와 비율’ 단원의 내용

을 9차시로 재구성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서로

다른 유형의 학습을 각각 시행하였다.

실험집단은 재구성한 학습 내용을 거꾸로 수업 형

태로 실시했다. 사전학습을 위한 영상은 EBSmath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였고, 학생들의 사전학습 수행

여부는 EBSmath의 ‘학습커뮤니티’에서 확인했다. 학

습자는 교실 수업 전 각 가정에서 학습커뮤니티에 탑

재된 EBSmath 영상을 시청하고(Watch), 영상의 내용

을 요약한다(Summary). 영상을 시청하며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나 교실 수업에서 함께 논의하고 싶은

*  : 수학 학습 성취도 검사(사전);  : 수학적 성향 검사(사

전);  :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 검사(사후);  : 수학적

성향 검사(사후);  :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비와 비율 학

습;  : 전통적 수업을 적용한 비와 비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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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수업

・EBSmath영상시청
・거꾸로 수업 일지 작성
- 영상 내용 요약

- 영상 관련 질문 만들기

・없음

교실수업

・사전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토의 활

동

・학습자 중심 활동
- 모둠별 문제 해결 수업

- 개념 적용 활동

-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의 개별 지도

・교사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
- 핵심 개념과 문제 해결 방법을 교사가

직접 제시

사후과제 ・없음 ・EBSmath 영상 시청

[표 5] 집단별 학습 방법 비교

내용으로 질문을 만들었다(Question). 영상의 요약 내

용과 질문 내용은 거꾸로 수업 일지에 작성하고, 교사

는 모든 학생의 거꾸로 수업 일지를 교실 수업 전에

확인하여 학생의 사전학습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학

생들이 일지에 작성한 질문을 교실 수업에서 활용했다.

비교집단은 교사가 핵심 개념이나 문제 해결 방법

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고, 수업 대부분이 교사의

설명과 문제 해결 위주로 진행되는 전통적 강의식 수

업을 시행했다. 매 차시 수업 후, 실험집단에서 거꾸로

수업 사전학습에 사용한 영상과 동일한 EBSmath 콘

텐츠 시청을 사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교사는 수업

시간 외에 사후 과제에 대한 개별 질문을 받고 피드백

을 제공했다. 교사는 EBSmath의 ‘학습커뮤니티’ 기능

을 통해 학생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수업

중에는 이전 차시 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았

다. 집단별 학습 방법의 비교는 [표 5]와 같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모든 수

업이 종료된 이후, 수업자인 교사들과 면담(30분)을 진

행하였다. 교사들에게는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

업과 전통적 수업에서 교사들인 느낀 점, 수업 방식의

장단점 등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3. 검사 도구

가. 수학 학습 성취도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 학습 성취도의 동질성

을 확인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 5학년 수학과

내용을 기반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성취도 사전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문항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에

서 개발된 문제 중 단원별로 고르게 문제를 추출해 구

성하였다.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 검사는 실험 처치 후,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비와 비율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검사

문항은 비와 비율 개념 이해도 확인을 위한 10개 문항,

비와 비율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한 10개 문항,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검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

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넷의 ‘비와 비율’ 관련 평가

문항을 기반으로 검사지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검사 도구는 수학교육 전문가(박사 이상) 2인의 검

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문항 구성에 있

어 비와 비율 학습에서 필수적인 개념을 재생하는 문

항들은 ‘개념이해’ 평가 문항으로, 개념을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문항들은 ‘문제해결’ 평가 문항으로 연

구자가 임의로 구분하였으며, 예비 검사 결과를 활용

하여 구분된 문항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a)를

확인했다. Cronbach a 값이 0.60을 초과하는 경우 내

적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and

Bernstein, 1994). 확인 결과 개념이해는 0.495, 문제해

결은 0.645로 문제해결은 내적 신뢰도가 확보되었으나

개념이해는 신뢰도 값 기준(.60)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검사 문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평가 문항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연구자의

임의적 구분이 수학교육 전문가의 검수에서 용인되었



오 혜 진․박 성 선224

변수 하위요인
실험집단 비교집단

t p
M(SD) M(SD)

수학적

성향

호기심 12.40(3.478) 12.40(3.737) -.002 .999

자신감 11.55(4.116) 12.77(4.196) -1.020 .313

융통성 11.0 (2.557) 10.9 (2.561) .124 .902

의지 11.7 (2.958) 12.9 (3.544) -1.298 .201

반성 12.29(3.110) 12.54(3.173) -.276 .783

가치 14.7 (3.326) 15.09(4.607) -.341 .734

전체평균 73.66(15.120) 76.63(17.92) -.629 .532

[표 7] 수학적 성향 t-검정 결과(사전)

집 단 N M SD df t p

실험집단 27 20.67 3.53
47 1.452 .153

비교집단 22 18.73 5.74

[표 6] 성취도 검사 t-검정 결과(사전)

기에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나. 수학적 성향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성향이 동질한지를

확인하고, 실험 처치 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교

육개발원(1992)이 개발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사전・사
후에 수학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지는 22

개의 긍정적 문항, 2개의 부정적 문항, 총 24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구성 요인별로 각각 4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별로 ‘항상 그렇다’(5점), ‘대체

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

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단계 평정 척도로

표시했으며, 역 척도 문항(3번, 11번)은 역으로 채점하

였다.

Ⅳ. 연구 결과

1. 사전검사 결과 분석

사전검사는 실험 처치 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인 집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5학년 수학 학업 성취도에 관한 지필 검사와

수학적 성향에 대한 설문지 검사로 이루어졌다.

두 집단의 성취도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수학 학습 성취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에서 유

의 확률이 0.15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왔으므

로 영가설인 “H0 :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를 기각하지 못한다. 즉 유의수준 5%에서 두 반의 사

전검사 점수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표 6]

참조).

집단 간 수학적 성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t-검정의 결과 [표 7]과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 간에 사전의 수학적 성향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두 집단 사이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의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2. 사후검사 결과 분석

사후검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처치 종료 직후에 실시하였다.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 검사와 수학적 성향 검사의 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실험 처치를 모수 요인으로 하

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의 독립표

본 t-검정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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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 단 N M SD t p

성취도
실험 27 16.96 2.848 2.408 .022⁕

비교 22 14.18 4.767

개념

이해

실험 27 8.59 1.278 1.498 .145

비교 22 7.68 2.607

문제

해결력

실험 27 8.37 1.800 2.972 .005⁕⁕

비교 22 6.50 2.464
⁕⁕p<.01 ⁕p<.05

[표 8] 성취도 검사 t-검정 결과(사후)

변수
하위

요인

실험집단 비교집단
t p

M(SD) M(SD)

수학적

성향

호기심 13.25(3.918) 12.90(3.293) .334 .740

자신감 12.18(3.419) 12.59(4.170) -.374 .710

융통성 11.33(3.269) 11.36(3.388) -.032 .975

의지 15.03(2.503) 13.27(3.042) 2.228 .031⁕

반성 13.22(3.423) 13.72(3.507) -.508 .614

가치 15.88(3.117) 15.63(3.723) .258 .797

전체

평균
80.92(15.777) 79.50(18.340) .293 .771

⁕p<.05

[표 9] 수학적 성향 t-검정 결과(사후)

가.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의

학습 ‘개념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의 결과

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이

0.022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왔으므로 영가설인

“H0 :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를 기각할 수

있다. 즉 유의수준 5%에서 두 반의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실험 처치의 효과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습 성취도를 비와 비율 학습의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력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사 문항을 제작하였고, 각 영역에 따라 세부 분석하

였다. 먼저,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 검사 문항 중 비와

비율 개념 이해도 검사 문항만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실험 처치를 모수 요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

정을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표 8]과 같이 집단 간 비

와 비율 개념 이해도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145). 이는 거꾸로 수업을 적용

한 수학 수업이 비와 비율 개념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의

학습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찬가지로 연구 문제인 ‘거꾸로 수업이 비와 비율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비와 비

율 학습 성취도 검사 문항 중 비와 비율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만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실험 처치를

모수 요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비와 비율 문제해

결력 검사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유의 확률이 0.005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95%에(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비와 비율과 관련한 문제해결력을 향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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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와 비율 학습 성취도를 비와 비율 개념 이해와

비와 비율 문제해결력으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를 알아

본 결과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의

비와 비율 개념 이해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비와 비율 문제해결력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와 비율 개념의 핵심 내용을

거꾸로 수업에서 영상으로 사전에 다루는 것과 전통적

강의 수업의 본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 사이에 큰 차

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와 비율의 문제해결

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거꾸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사전학습에서 핵심 개념을 자기 주도적

으로 충분히 학습하여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는 개념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탐

구・해결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

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수학적 성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성향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평가하였으며,

검사 결과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호기심, 자신

감, 융통성, 반성, 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반면 거꾸로 수업을 활용한 수학 수업은

수학적 성향의 영역 중 의지(p=.031)를 변화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이 판단되었다([표 9] 참조).

이처럼 수학적 의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이유는 거꾸로 수업의 사전학습과 교실 수업의 특

성에서 기인함을 예상할 수 있다. 수학적 의지란 수학

적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말한다(한국교육

개발원, 1992). 거꾸로 수업의 사전학습에서 학생은 학

습 시기, 장소, 학습 속도 등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적인 수학

학습에 대한 만족감이 학생들의 수학적 의지를 향상하

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탐구 활동과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학적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려는 수학적

의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거꾸로 수업 형태의 수학 수업과

전통적 학습 형태의 수학 수업을 비교하여 보고, 거꾸

로 수업이 학습자의 비와 비율 학습 성취 및 수학적 성

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많은 선

행 연구에서 온라인과 교실 수업 자료를 각각 제작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고품질의 영상 자료 제작에 대한

어려움을 거꾸로 수업 현장 적용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BSmath라는 플랫폼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거꾸로 수업의 사전학습 자료 제작에 대한 교

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모델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성

플랫폼의 영상 자료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에서도 학생

들의 수학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거꾸로 수업’을 제안하고 그 효과성과 그

영향을 확인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

의 학습 ‘개념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비와 비율

의 학습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은 수학적 성

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

하였다. 실험 처치로 두 집단에 서로 다른 형태의 수

업을 시행하였다. 실험집단에는 EBSmath를 활용한 거

꾸로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에는 전통적 강의

식 수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비와 비율 학습은 학생

들의 비와 비율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게 하는 데 긍정

적이다. 거꾸로 수업은 사전학습을 통해 핵심 개념을

학습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는 문제를 탐구・해결
하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교실 수업에서 토의・문제 해결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실험집단 학생들의

비와 비율과 관련된 문제해결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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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둘째, 거꾸로 수업을 활용한 비와 비율 학습은 학생

들이 꾸준히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학적

의지를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수업 이후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사

를 실시하였다. 수학적 의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영

역(수학적 호기심, 수학적 자신감, 수학적 반성, 수학적

융통성, 수학적 가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수학적 의지 영역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p=.031<.05). 거꾸로 수업의 사전

학습에서 학생은 학습 시기, 장소, 학습 속도 등 자신

의 학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자율적인 수학 학

습에 대한 만족감은 학생들의 수학적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실제적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수학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학적 과제를 꾸준히 수행

하려는 수학적 의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거꾸로 수업의 사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전

문가에 의해 제작 및 검증된 신뢰도 높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 개발과 자료 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이 아닌

EBSmath 영상 콘텐츠를 거꾸로 수업 사전학습 영상

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학습 성취도와 수학적 의지

향상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꾸로

수업과 같은 원격수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성의 영

상 자료를 교사의 교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획적

으로 사용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활용한다면, 교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학생들이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제작된 좋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의 수

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측면에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

적인 사전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EBSmath 콘텐츠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
관리되는 영상 콘텐츠를 쉽게 찾기 어렵다. 전 학년의

여러 수학 개념 지도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뢰

도 있는 고품질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에 적합한 영상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공유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거꾸로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사전학습

여부를 충실히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전학습 참여 여

부를 ‘EBSmath 사이트의 학습커뮤니티’를 이용해 관

리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단순히 학생들의 사전학습

수행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거꾸로

수업을 운영한 교사는 일과 중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

이 사전학습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추가로 확

인해야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기존에 제작된 영

상을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줄일 수 있었으나 수업 전에 모

든 학생의 거꾸로 수업 일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

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업 전에 추가로 지

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

었다. 사전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실 수

업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경우 수업 중에 교사가 개별적으로 해당 학생을 보충

지도 해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

다고 말했다. 거꾸로 수업에서 사전학습이 충실히 수

행되지 않으면 학습자가 교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영배, 2015). 거꾸로 수업에서 학

습자의 사전학습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

적이기에(김상홍, 2015; 하지훈, 2017; 한석희; 2016),

단순히 사전학습 수행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교사가

온라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학습자의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망과 디지털 기기 등의 디지털 인

프라가 교실뿐 아니라 각 가정에도 확보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교육방

식이 교육계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

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공간은 교실에서 학생의 방까

지 자연스레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하여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쉽게 완성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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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코로나19 이후 그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교육적 공정(Equity)을 실

현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의 보급은 시급하다. 이

와 더불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 교육 역시 함께 지도

되어야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의 결실을 모든 학생이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꾸로 수업을 비롯한 원격수업들이 유의미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가 거꾸로 수업의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거

꾸로 학습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

에 맞추어 교사들의 수업이 근본적으로 발전하고 개선

하게 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심층적으로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원격수업 중 거

꾸로 수업에 초점을 두었고, 비와 비율 단원의 성취와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향후, 초등 수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거꾸로 학습을 포

함한 다양한 원격수업의 방법, 의미, 그리고 그 효과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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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Flipped Learning through EBSmath on Mathematics Learning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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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through EBSmath on 
Students’ ‘rate and ratio’ learning. By increasing demands for change in education, an 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paradigm, ‘Flipped Learning’, has been presented and drawing attentions. In South 
Korea, Flipped Learning is also highly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by many scholars and various 
media. However, this innovative learning model has limitations in application and expansion due to the 
excessive burden of class preparation of teachers.

As remote learning becomes more active, it would be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illiped 
learning by using the platform provided by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EBSmath 
is an online learning module that is designed to assist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hus, EBSmath 
would reduce teachers’ burden to prepare mathematics classes for the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and led to students’ bette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and problem solving.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through EBSmath on learning ‘rate and ratio’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crutinize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students’ achievement and 
mathematical disposition were examined and analyzed. Students’ achievement, specifically, was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concept understanding and problem solving. 

As a result, Flipped learning through EBSmath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rate and ratio’ 
problem solving.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was identified in the ‘willingness’, which 
is subdomain of students’ mathematical disposition.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97D10

* Key Words : flipped learning, EBSmath, rate and ratio,

mathematic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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