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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학습 능력 향상 및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립러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신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잘 활용한 교수자의 강의 보다는 플립러닝

을 위한 참여자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을 접해야 하는 과목의 특성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접목하여 미래 사회를 이끄는 유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둔다. 유치원 교사들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매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미디어 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

하는데 있어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교과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유아교육기관(Children Education institute), 

유치원교사(Young Children‘s Teacher)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최신 기기를 활용한 유아들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멀티미디어를 유아교육에 적용하

는데 있어서 과목의 특성상 최신 트렌드와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유아교육에서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활용하므로써 디지털네이티브한 유아들을 교육해야하는 예비교사들

에게 시대에 맞는 교육 및 교수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과목

의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 지식과 기술을 소개한다. 끝으로 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한다.

II. Preliminaries

1.플립러닝

플립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으로 주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서로 다른 방식의 학습 방식을 혼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교육학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교육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적용하여 유아교사 대상 멀티미디어 교육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유아교육과 멀티미디어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 멀티미디어교육은 유아미디어 교육, 

멀티미디어 이해,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법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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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학점 ~ 6학점까지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다. 해당 교과목 

등을 통하여 유아교육에서 예비교사로서 교수매체 활용능력을 향상시

켜 유아교사로서 업무 행정 능력을 비롯한 교수매체 제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는 유아교사 대상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K대학교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유아미디어교육(3학점) 

교과목을 설계, 운영하였다. 교육목표는 유아교육에서 다양한 멀티미

디어들을 활용하여 유아 연령에 맞는 시청각적인 요소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제작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와 교수매체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교과목개요 및 특징

∙ 유아교육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 최신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

∙ 유아대상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적용한다.

∙ 멀티미디어 S/W의 사용 환경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익힌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교육을 위한 교수매체를 제작한

다.

2.교육내용

1)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의 이해

∙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의 개념 

∙ 유아 멀티미디어교육 교수 학습이론

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아교육

∙ 누리과정과 멀티미디어교육

∙ 최신 교수매체를 활용한 유아교육

3)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매체 제작

∙ 멀티미디어 S/W 사용 실습

∙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제작

3. 교수학습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이론강의, 실습, 발표, 토론,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학습자/교수자), 문제중심학습 등이 사용된다. 본 교과목

에서 적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오프라인

유형
동영상, 인터넷기사, 디지털 

컨텐츠 등

실습, 토론, 발표, 강의, 

제작 등

내용

스마트폰 중독 뉴스, 로봇의 

기술 동영상, VR& AR 기술 

소개, 유아용품 기능 동영상, 

멀티미디어컨텐츠, 인터넷 중

독 예방 동영상, 증강현실 적

용사례 등 

멀티미디어 활용 순기

능/역기능토론, 누리과

정기반 활동계획안 작성

&발표, 발명계획서 제

안, 멀티미디어교수매체 

제작&발표 

Table 1. 온·오프라인 수업 유형과 내용

IV. Conclusions

플립러닝을 통해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활용 

교과목의 개요 및 특징,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치원교사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교수매체 제작능력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향후 플립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

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 예비 교사 대상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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