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공학전공수업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적용을 위한  
설계모형 탐색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Applying Flipped  
Learning in Engineering Courses

임 경 화1, 김 태 현2*

1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2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Kyung-Hwa Rim1, Tae-Hyun Kim2*

1School of Mechatronics, KOREATECH, Cheonan 330-708, Korea
2Onlin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KOREATECH, Cheonan 330-708, Korea

http://dx.doi.org/10.14702/JPEE.2014.07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288-405X   eISSN: 2288-4068

실천공학 교수법

J. Pract. Eng. Educ. 6(2), 77-84, 2014

http://JPEE.org

Received  8 October 2014;    Revised  29 October 2014
Accepted  7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E-mail: thkim@koreatech.ac.kr

[ 요       약 ]

최근 플립드 러닝에 대한 교육분야에서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플립드 러닝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공과대학 소속 교수들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플립드 러닝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설계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과대학 전

공수업에서 플립드 러닝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플립드 러닝 설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메카트로닉스공학과의 기

계진동학 교과목을 플립드 러닝으로 운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과대학 이론중심 교과목의 플립드 러닝 교수법 적용 및 수

업설계에 있어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 Abstract ]

As the interests in the flipped learning has recently been increased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number of engineering professors 
has tended to apply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o their classes. However there has been few research which guide to design engi-
neering courses applying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the flipped learn-
ing according to the case of applying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o an engineering course, “Mechanical Vibration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guidelines for engineering professors to design their theory oriented courses applying the flipped 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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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과정을 분절하여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진화된 블렌디

드 러닝(Blended-Learning)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플립드 러닝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플립

드 러닝은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동영상 위주의 멀티미디어 자료로 제작 및 제공하여 수업 전

에 사전학습을 하고 수업에서는 토론, 퀴즈풀이, 문제해결에 

적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수업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수자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

을 수행하는 선행학습이 플립드 러닝의 핵심요소로 볼 수 있

지만, 이미 교육분야에서는 예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오

래 전부터 보고 되어 왔다[8-10].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학습

자들의 예습활동도 교수자의 수업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1]. 따라서 플립드 러닝의 교수방

법 또한 사전 선행학습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

단된다. 

B. 플립드 러닝의 설계

최근 플립드 러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례 연구 중

심의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교수설계 측면에서 시사점

을 제공해 주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권오남 

외(2013)은 본인의 수업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사례를 발

표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11]. 

정주영(2014)의 연구에서도 플립드 러닝을 실행할 때, 본 

수업(In-Class) 활동을 설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CHANGE 모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교

실에서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

수자들에게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연구라 볼 수 

있다[12]. 

이외에도 이동엽(2013)의 경우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 설

계모형을 ADDIE모형에 기초하여 수업 요소 분석, 수업 설

계, 수업 개발, 수업 실행, 수업 평가 및 성찰의 다섯 단계로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은 기존 교육체제에 대

한 대안적인 교수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교육계 전반

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학습’, ‘역전

학습’, ‘역진행 학습’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실정이나, Flip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기반을 두어 해석해 보면 플

립드 러닝은 ‘뒤집어진 학습’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

고 수업 후 과제 또는 복습을 하게 되는데, 강의실 활동과 개

별 활동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플립드 러닝의 핵심이다. 즉, 

학습자가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개별적으로 강의내용에 대

한 선행학습을 하고, 이후 강의실에서 교수자와 함께 학습한 

내용을 심화·복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지식의 암기

나 이해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개별화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1].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플립드 

러닝은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해 오고 있다[2-6].

국내의 공과대학에서의 플립드 러닝 교수방법은 KAIST

의 Education 3.0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

대학교(UNIST) 등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

의 혁신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공과대

학에서는 플립드 러닝 교수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교수자

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플립드 러

닝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결과 중심의 운영 사례를 주로 보

고하고 있어 플립드 러닝의 수업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에서 플립드 러닝으로 운영한 사례를 기반으로 플

립드 러닝 설계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과대학에서 플립드 러닝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수

자들에게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II. 플립드 러닝

A. 플립드 러닝의 개념 및 배경

플립드 러닝은 교육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수

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Bergmann과 Sams에 의해 시도되었다[7]. 이는 기존

의 교수자 중심 수업방식의 패러다임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의 전환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수업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수

표 1. CHANGE 모형[12]

Table 1. The CHANGE model 

CHeck 선행학습 및 출발점행동 진단

Ask 질문의 공유 및 상호해결활동

Notice 질문을 통한 보충, 심화학습에 몰입하기

Grouping 팀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최종 발표

Evaluation Summary, 형성평가 및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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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4년에 70여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

학교의 경우, 적용 교과목 수는 적은 편이나 체계적인 교수

설계지원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양대학교 창의융합대학의 경우 대학의 전

폭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지로 인해 전체교과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커리큘럼을 재편

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많은 공과대학에서 개별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플립드 

러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III.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모형은 일반

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ADDIE 모형의 절차에 따라 분석, 설

계 및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요구분석

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플립드 러닝 교수법이 적절한지 파악해야 한다. 플립드 러닝 

교수법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이 되면, 교과목 수준과 

구분한 연구와 임철일 외(2014) 수업과정 전체(Course)에 대

한 설계와 과정단위(Lesson)로 구분하여 설계안을 제시한 연

구를 들 수 있다[13,14]. 

C. 공과대학에서의 플립드 러닝

대학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사례는 벤틀리대학의 정

보공학입문[3], 마이애미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4], 미주리

대학의 유전학과 일반 생물학[15], 그리고 미시간대학의 미

적분학[16]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4]. 국내공과대학에

서의 플립드 러닝은 초기 시범적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검

증되면서 확산적용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플립드 러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KAIST의 education 

3.0, UNIST e-Education, 서울대학교, 건양대학교(창의융합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KAIST의 경우 다양한 교양 및 전공교

과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받아 2012년 13클

래스, 2013년 64개 클래스, 2014년 120개, 2017년 800개(30%)

로 확대적용 계획에 있다[17]. UNIST의 경우는 기초교과목

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전공과목으로 확대 적용함

그림 1. 미적분학 교과목의 플립드 러닝 수업 모형[11]

Fig. 1. The teaching model for applying flipped learning to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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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활동내용은 그림 2와 같다.

플립드 러닝의 핵심은 실행단계에 있는 사전학습(Pre-

class), 본 수업(In-class), 수업 후(After-class) 활동을 효과적

으로 설계하는데 있다. 사전 선행학습에서는 교수자가 사전

에 제작한 강의자료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이때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대체적으로 동영상자료로 구성되며, 

2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강의전략이 필

요하다. 본 수업활동에서는 사전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학습자의 후속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강의유형이

나 학습내용에 따라서 토론, 퀴즈풀이, 질의응답, 팀 프로젝

트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다. 사전학습에서 미리 

강의내용을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교수자 및 학습자간

에 고차원적인 사고활동이나 지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본 

주차별 단위수업 수준별 설계 및 개발활동이 이루어진다. 교

과목 수준에서는 교과목 전반적으로 적용할 플립드 러닝 교

수전략을 수립하고 주차별 강의계획 및 튜터 활용 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MOOCs나 

OCW 중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사전 탐색하는 활동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주차별 학습단위별로 pre-/in-/after-

class 활동을 설계 및 개발해야 한다. 이후 실행단계에서는 

설계 및 개발 결과물에 기반하여 온라인 선행학습, 교실에서

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활동, 사후 정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학교육인증을 운영하는 전공의 경

우, 모든 교과목은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수업(In-Class) 활동을 설계하는데 있어 프

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후 플립드 러닝 교수법이 해당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달성

그림 2. 플립드 러닝 설계 모형

Fig. 2.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Flipp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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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가장 높은 공학교과목 중의 하나이다. 사전학습

(Pre-Class)에서 사용된 e-Learning 강의내용은 동일교과목

으로 기개발된 e-Learning 콘텐츠를 사용하였다. 기개발된 e-

Learning 콘텐츠의 경우 플립드 러닝용으로 개발된 콘텐츠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본 

강의 주차별 순서와 상이하여 수강하는 시기에 대한 재조정

이 있었다. LMS시스템에 탑재되어 학생들의 출결관리에 대

한 관리가 용이하였으며 전체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결석자

는 없었다. 구체적인 수업사례에 대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A. 사전학습(Pre-Class)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이러닝으로 개발된 강

의 콘텐츠로 선행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개별학습

을 수행하고 난 후에 교수자에게 질의할 질문을 작성하고, 

수업 전에 교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LMS시

스템에서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문의 질적 

수준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정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B. 본 학습(In-Class)

교실 본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이러닝 

수강내용을 바탕으로 한 Quiz 테스트가 짧게(10-15분) 있었

다. 수강여부를 판단하기 위함과 개념정리를 위한 활동이라

고 볼 수 있겠다. 이후 학습자가 사전에 제시한 선행질문들

에 대한 답변을 교수자가 해결해 주는 시간이 있었다. 이후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들을 제시하여 그룹별로 토의활동

을 거쳐 해결하는 활동이 있었다. 이때 수준이 낮은 학생들

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교육이나 설명

을 통해 수준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

자가 본 차시에 대한 수업정리와 함께 다음 차시의 Pre-Class 

자기주도학습 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난이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Tip)을 제공하였다.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사전수업에서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수업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

므로 교수자는 요구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학

습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수업 후의 활

동에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자율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수업 전 제공된 동영상을 

다시 보기를 한다거나 수업 중 활동에서 도출된 결과를 복습

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업 후 교수자와의 추가

적인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지원도 필

수적이다.

IV. 플립드 러닝 적용 사례

본 연구에 적용된 수업사례는 ‘기계진동학’의 메카트로

닉스공학과의 전공 계절학기 수업으로 수강인원은 3명이

다. 일반적으로 기계진동학 교과목은 관련 학사교과목에서 

그림 3. 플립드 러닝 설계 사례(기계진동학)

Fig. 3. The Case Instructional Design Case for Flipped Learning.

그림 4. 이러닝 콘텐츠 사례(기계진동학)

Fig. 4. The Case of e-Learning contents for Flipp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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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애하여 강의를 할 경우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공과계열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의 

우수한 점은 무엇보다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1:1 상호작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업 전, 수업 후의 활동

에서는 LMS시스템을 통한 상호작용과 많은 피드백이 오갔

고, 수업 도중에는 학습자가 준비해온 개별질문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또한 학습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의 경

우 동료학습자간 문제풀이 협업 활동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

발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플립드 러닝의 한계

본 연구에서 적용된 수업은 4주간의 하계 계절학기로 수

행된 ‘기계진동학’으로 3명의 수강생이 있었다. 매주 4회(월,

화,수,목) 3시간 연속 강의를 하면서, 3시간 수업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매번 사전학습(Pre-Class)에 제공하였다. 비교적 적

은 학생과 짧은 기간의 적용이기 때문에 기술통계값으로 효

과성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학습자

가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수업을 운영하였

던 교수자의 경우 20년 동안 본 수업을 강의하였는데, 플립

드 러닝으로 수업을 운영한 결과 기존 수업에 참여하였던 학

생들에 비해 학습수준, 성취도가 신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유사한 질문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약 15%이상 

성적이 올라감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수가 별도로 사전학습(pre-class)을 

위한 강의자료를 제작하는 수고가 없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만약 교수자가 강의자료 개발

에 참여하였을 경우 교수자 만족도의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적용된 계

절학기의 경우 튜터의 도움 없이 교수자 혼자서 질의응답

이나 토론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의 경우 튜터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

서 튜터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설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현재 플립드 러닝은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예상되지만, 이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양적,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술, 기능적인 지

원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심층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C. 사후 학습활동(After-Class)

본 연구에서는 사후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After-class의 활

동은 학습자가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러닝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제공된 이러닝 자료를 통해 수준

별 학습을 수행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교수자에

게 질의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점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닝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이러닝 자료원이 학습자에게 수준별 자

기주도학습이 가능케 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V. 플립드 러닝의 효과 및 한계

A. 플립드 러닝의 효과

본 연구에 적용된 ‘기계진동학’ 수업에서 교수자의 경우 

본 수업의 주요 성공요인을 질문공탁을 중심으로 한 수업

의 전개를 꼽았다. 수업 전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강의내용

을 살펴보면서 교수자에게 질문항목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

이 있었고, 수업 중에는 다른 학생들과의 질문비교 및 질문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업 몰입도가 증가하고 학

습자의 인지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도 질문은 학습자의 지식수준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질

문 자체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지식습

득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학습자의경우 본 수업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질문공탁과 

제공된 사전학습자료, 적절하게 제공된 교수자의 강의를 꼽

았다. 사전학습으로 제공된 이러닝 자료들은 사전학습에서

도 주로 활용되었지만 수업 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 부족

했던 본인의 학습수준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학습

자들은 보고하였다. 그리고 수업 중 난해한 내용에 대해 적

절하게 제공된 오프라인 강의를 본 플립드 러닝 성공요인으

로 교수자가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 플립드 러닝의 운영방법

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으나 학습자들이 사전학습 

시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학습할 때 준비했던 질문공탁에 대

한 해결강의로 제공되는 부분이었거나, 학습자 스스로 해결

하기 어려운 난이도 최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수자의 직

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기존 수업이었다면 학습

자들은 교수자의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었던 

반면 핵심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교수자가 적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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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에서도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일정부분 제공되었는데, 이는 학

습자의 요구와 내용특성에 따라 최적화하여 제공된 수업형

태로서, 비록 플립드 러닝에서 제안하는 일반적인 요건과 다

소 어긋나 있지만 성공적인 수업사례로 볼 수 있겠다. 따라

서 플립드 러닝이 대학교육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환

경, 학습유형, 전공유형 등 다양한 환경상황에 따라 적응적 

플립드 러닝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플립드 러닝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다음 수업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는 방식

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규학기에 유사한 플립드 

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탐색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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