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 1)

183

알고리즘 수업에서 거꾸로 학습의 적용 사례
이수현O

O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suhyun@sarim.changwon.ac.krO  

A Case Study of Flipped Learning in Algorithm Class
Su-Hyun LeeO

ODept. of Computer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공학의 대표적인 교과목인 알고리즘 교과목에 대하여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집

에서 온라인 컨텐츠로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숙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과제는 

그룹 과제와 개인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토론을 활성화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성과 분석 결과, 거꾸로 학습이 전

통적인 수업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또는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키워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알고리즘(algorithm)

I. Introduction

최근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이라는 학습 모델의 등장으로 

교육에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거꾸로 교실 모델은 교수가 

강의보다는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증진하도록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다[1,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교수가 만든 학습 동영상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보는 것이다. 교실과 숙제 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라고 

부른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집에서 교수가 만든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숙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및 통신 기술과 학습 관리 시스템의 확산과 함께, 많은 

대학 및 교수가 거꾸로 학습에 관심이 많다[3-5].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공학의 대표적인 교과목인 알고리즘 교과목에 대하여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숙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

였다. 다양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거꾸로 학습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또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II. 알고리즘 교과목

알고리즘[6]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컴퓨터공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교과목

이다. 학습의 내용으로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실제의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는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2015년 1학기에 수강인원

은 72명이었다. 다음은 강의계획서에 포함된 교과목 개요의 내용이다.
 

컴퓨터공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풀이이며, 문제풀이의 중심에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에 있어 처리 시간이나 컴퓨터 리소스의 

사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정렬, 탐색, 스트링, 

데이터 압축, 기하, 그래프, 수치 및 암호화와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초 알고리즘과 고급 알고리즘을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알고리즘 기법과 분석에 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본 강좌의 목적은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있다.

  

강의의 주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알고리즘의 개요 8. 집합 알고리즘

2. 정렬 알고리즘 9. 그래프 알고리즘

3. 분할정복법 10. 탐욕법

4. 탐색 알고리즘 11. 동적 프로그래밍

5. 스트링 알고리즘 12. 암호화 알고리즘

6. 압축 알고리즘 13. 병렬 알고리즘

7. 기하 알고리즘 14. 어려운 문제

  거꾸로 학습을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 교과목의 경우는 2009년에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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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2014년에 다시 제작하였다. 그림 1은 e-class 시스템에서 제공되

고 있는 동영상 강의의 목차이다.

Fig. 203. 동영상 강의의 목차

III. 거꾸로 학습의 운영과 결과

1. 수업 진행

거꾸로 학습은 강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학교에서는 

과제나 토론을 수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알고리즘 강의는 1주에 75분

씩 2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75분의 수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강의요약 (15분)

그룹과제 (30분)

개인과제 (20분)

정리 (10분)

(1) 온라인 강의 수강

각 주별 강의에는 3~4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4개의 강의 내용과 학습 시간을 보여준다.

Fig. 204. 온라인 콘텐츠의 구성과 학습 시간

(2) 그룹과제

강의실에서 수행하는 그룹과제는 2~3명이 한 팀이 되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과제 해결 과정에서 토론을 권장하기 

위하여 같은 책상을 사용하는 학생들로 그룹을 구성토록 하였다. 
그룹 과제의 해답은 강의 후에 제공하였다. 그림 4의 (a)는 그룹과제의 

샘플이다.

Fig. 205. 그룹과제 수행 장면
 

(a) 그룹과제

(b) 개인과제

Fig. 4. 수업중 과제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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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제

그룹으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개인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인과제의 샘플을 그림 

4의 (b)에 보였다. 그룹과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개인과제는 

일부를 성적에 반영하였다.

2. 성과 분석

(1) 강의평가 결과

  알고리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5점 만점에 4.24점

이었다. 이는 이전 해에 비하여 점수가 상향된 것이다. 거꾸로 학습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Fig. 5.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2) 강의설문

  강의평가는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거꾸로 학습의 

효과를 진단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별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표 1과 같다.

  1번 문항은 그룹과제에 대한 설문이었다.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7.1%,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31.4%로 대부분의 학생에

게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6의 

(a)와 같다.

1. 강의실에서의 그룹 과제는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동영상 컨텐츠로 수강 후 강의실에서 

과제로서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 효과는 일반적인 강의실 

전용 수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매우 효과가 있다

②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효과가 조금 더 있다

③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비슷하다

④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효과가 더 좋다

3. 거꾸로 학습의 효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1)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2) 효과가 비슷하거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4. (온라인 강의) 동영상 컨텐츠를 평균적으로 1주일에 몇 분을 

학습하였습니까?

5. 알고리즘 강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Table 1. 학생 설문지

  2번 문항은 거꾸로 학습의 효과에 대한 설문이었다. 응답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매우 효과가 있다”가 32.9%, “효과가 조금 

더 있다”가 58.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꾸로 학습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보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효과가 더 좋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6의 (b)와 같다.

(a) 1번 문항

(b) 2번 문항

Fig. 6. 설문조사 결과

IV. 결론

컴퓨터공학에서 배우게 되는 알고리즘 교과목에 대해서 거꾸로 

학습을 적용시켜 보았다.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거꾸로 학습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l 집에서 공부하고 수업시간에 문제를 복습하므로 따로 집에서 복습

하지 않아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l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l 동영상 컨텐츠로 시청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간만 채우기만 할뿐 보지 

않게 되므로 거꾸로 학습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 시험기간이 아닐 때부터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l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의실에서 과제하다가 

교수님께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 그룹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꾸로 학습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l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고, 본 

수업의 그룹과제로 다시 상기시켜 주었기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

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다시 공부할 때 조금만 봐도 거의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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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학습은 교수들에게 약간의 강의 부담을 준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고, 매 강의 시간마다 과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교과목이 거꾸로 학습에 적합하지도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거꾸로 학습의 방법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거꾸로 학습이 가능하므로 대학 교육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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