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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강의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맞
춤형 학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Flipped learning은 이런 움직임에 부합하는 수업방법으로 이
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flipped learning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lipped learning의 개념을 알아보고, flipped learning이 갖는 교육적 의
의를 학생과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고찰하였다. Flipped 

learning의 도입은 완전학습을 구현하고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또한 교사의 수업준비에 대
한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에 대한 관심과 개별지도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Flipped learning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의 동의, 학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와 더불어, flipped 

learning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주제어 : 플립드 러닝, 완전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 수업방법, 교육환경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effort to convert standardized educational system to customized one 
considering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titude. Flipped learning has been regarded as a teaching 
method fitting to this movement and has gained much interest by educators. Despite its increasing interest, its 
studies fall short in the quantity above 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flipped learning and explored 
its educational value in terms of student' and teacher' perspective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requirements to 
apply flipped learning to its practice. Flipped learning was found to accomplish mastery learning and 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and also peer-to-peer interaction. It was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f teacher’s duties and secure his or her interest in students and the tutorial time for individual 
students. Essential elements in its application in practice included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and support from their school and government. In additi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was found to be important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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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 인 수업에서는 강의를 통한 지식 달이 주목

이었고,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 으로 달하느냐가 건이었다.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과 수업환경, 지식과 경험의 차이 등은 수업방식에 

있어 고려 상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은 그  수동 으로 

지식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상 없이 여

히 보편 인 교육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반해 학

습 환경은 속도로 변화되었다. 각 교실에 PC와 인터넷

이 보  된지는 이미 오래  일이고, 이제는 스마트교육 

실 을 해 태블릿 PC와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었

다. 학생 특성 한 이  세 와는  다른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새로운 세 로 불리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

(Digital Natives)1)’는 IT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

고, SNS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매우 익

숙하다. 

21세기 교육은 풍부한 학습 자료와 첨단 IT기술을 활

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 과 성에 맞는 학습방법을 

추구한다. 이런 학습방법에서 교사는 수업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에 한 흥미와 

심을 갖고 지속 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1].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환경과 학생의 특성은 몰라보

게 달라졌고, 교사의 역할 한 지속 인 변화를 거듭한 

반면, 수업방식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 여 히 통 인 수업방식 그 로 교사가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달하는데 하며, 학생들의 능동

인 수업 참여를 통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활

발한 상호작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런 상황은 학

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비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된다. 

많은 인원을 상으로 천편일률 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의 수 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1) 2001년 미국의 교육학자 Mark Prensky에 의해 주창된 용어
로 1990년대의 휴대폰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혁명
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낸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
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말함[16].

최근에 이런 통 인 수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학습 환경에 합한 교육을 구 하기 한 한 가

지 안으로 ‘flipped learning’이 미국을 심으로 두되

고 있다. Flipped learning의 핵심은 수업에서 배우게 될 

주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하고 수업

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 히 확보된 수업시간

은 교사와 학생 는 학생과 학생 간의 질의응답, 토론, 

실습을 하는데 활용되며, 학생들이 일 으로 수업진도

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학습수 과 능력

을 고려한  수 별 완 학습(Mastery learning)이 가능하

도록 한다[17].

Flipped learning은 배움의 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기는 것이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업 능

력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활기차고 극 인 수업분

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수업방법은 학생들을 주체 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다. 새

로운 IT 기술을 활용하여 동 상을 제작하고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용하기 해 비하는 과정에

서 기존 교수법에서의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목함으로써 교사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된다. 통 인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의 95%를 강의하는 

데 사용하고 5% 정도만 학생들과의 교류에 사용했다면, 

flipped learning에서는 수업시간 체를 학생들과의 상

호작용에 사용할 수 있다[4]. Flipped learning의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의 통 인 교실수업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수업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flipped learning의 개념과 교육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 장에 도입되기 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

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Flipped learning의 등장배경

Flipped learning이 완 히 새로운 개념의 학습방법은 

아니다. 이미 오래 부터 역사와 문학 같은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에 미리 책을 읽어오고 수

업시간에는 읽은 내용에 해서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어왔다[8]. 이는 flipped learning에서 추구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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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방법과 유사하다. 단지, 이러한 수업이 모든 교과목에 

용되지 않았다는 과 수업 에 학습을 지원할 수 있

는 도구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 

flipped learning이 확산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동 상 일, DVD, 팟캐스트, 학습용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학습도구의 등장은 교사의 강의를 직  듣지 않

고도 필요한 내용을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17]. 이런 온라인 학습도구의 발달과 함께 2004년에 

등장한 Khan academy는 신 인 교육방법으로 각 받

으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 시켰다. 살만 칸(salman 

khan)이 설립한 비 리단체인 칸 아카데미는  세계 수

많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 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사에 의한 일률 인 학습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학습수 과 능력에 따라 학습을 진행할 수 있

게 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동 상 강의는 교사들의 주요 

업무 던 가르치는 일을 여 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학

생을 상으로 일 일 학습지도  그룹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만들었다[2]. 이처럼 칸 아카

데미의 등장은 flipped learning이 추구하는 학습방법 구

에 핵심 인 역할을 하 다.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언제·어디서든 수많은 동 상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무한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내용에 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칸 아카데미의 등장이 flipped learning을 한 기반을 

다졌다면, 본격 으로 flipped learning이 시작된 계기는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우드랜드 크 고등학교에 근

무하는 두 명의 교사에 의해서다. 조나단 버그만

(Jonathan bergmann)과 아론 샘즈(Aaron sams)는 개인

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수업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업내용을 

녹화한 동 상 일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학생들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 다[4]. 

“우리가 해야 할 수업 내용을 모두 미리 녹화하고 학

생들에게 ‘숙제’로 그 동 상을 미리 집에서 보게 한 후 

실제 수업 시간은 온 히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쓰면 어떨까?” 라는 아론 샘

즈의 제안에서 flipped learning이 시작되었다. 이후 

flipped learning은 미국 역과 캐나다, 유럽에 소개되었

다[4]. 국내에는 아직까지 flipped learning에 한 연구가 

기 단계이며, 실제 학교 장에 용한 사례가 드문 상

황이다. 그러나 최근 KBS에서 ‘거꾸로 교실[5]’이라는 주

제로 방 된 로그램에서 부산시에 있는 동평 학교를 

상으로 flipped learning을 용한 수업사례가 소개되

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 장을 심으로 조 씩 flipped 

learning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수업에 용해 보

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flipped learning 련 논문으로는 2014년 박성열 외[18]가 

쓴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모형개발’이 있다. 이 논문

에서는 flipped learning을 수업에 용하는 단계  차

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활동들을 소개하

다. 총 8단계(8C)로 나 어진 활동들은 온라인과 오

라인을 구분하여 최 한 flipped learning의 취지와 목

에 합하도록 설계하고자 하 다[18]. 

3. 용어의 정의

Flipped learning은 어 동사인 flip(홱 뒤집다)의 수

동형인 flipped와 학습을 의미하는 learning을 합성하여 

flipped learning 는 flipped classroom으로 사용되며, 

통 인 수업방식을 뒤집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Inverted classroom[15], Reversed 

classroom 등이 있다. Flipped learning을 국내에서 번안

한 용어로는 뒤집힌 학습[4], 환학습[18], 거꾸로 교실

[5]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  는 학술  합의에 의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flipped learning을 원어 그 로 사용하고자 한다.

4. Flipped learning의 개념

Flipped learning의 개념은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조

씩 다르지만, 통 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던 활

동들이 수업 밖에서 이루어지고, 수업 밖에서 이루어졌

던 활동들이 수업시간에 진행된다는 공통 인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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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flipped learning의 다양한 

개념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해보았다[14, 12, 15, 4, 7].

Articles Authors Definition

Effect of the 

flipped 

classroom 

model on a 

secondary 

computer 

applications 

course: 

student and 

teacher 

perceptions, 

questions 

and student 

achievement

Lisa W. 

Johnson, 

Jeremy D. 

Renner

In the flipped classroom model, the 

traditional practice of spending 

class time engaged in direct 

instruction and completing content 

related activities for homework is 

“flipped”, so that students receive 

initial content instruction at home, 

and spend class time working with 

their peers in a collaborative 

setting. 

Using the 

Inverted 

Classroom to 

Teach 

Software 

Engineering

Gerald C. 

Gannod, 

Janet E. 

Burge, and 

Michael T. 

Helmick

An inverted classroom is a 

teaching environment that mixes 

the use of technology with 

hands-on activities. In an inverted 

classroom, typical in-class lecture 

time is replaced with laboratory 

and in-class activities. Outside 

class time, lectures are delivered 

over some other medium such as 

video on-demand.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Maureen J. 

Lage, 

Gienn J. 

Platt, and 

Michael 

Treglia

Inverting the classroom means 

that events that have traditionally 

taken place inside the classroom 

now take place outside the 

classroom and vice versa.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Jonathan 

Bergmann 

& Aaron 

Sams

Basically the concept of a flipped 

class is this: that which is 

traditionally done in class is now 

done at home, and that which is 

traditionally done as homework is 

now completed in class.

Interactive 

Pedagogical 

Techniques: 

Effective 

Teaching 

Tools In 

Varied 

Learning 

Modalities

Thomas M. 

Abbott

In the flipped classroom model, 

information delivery and retrieval 

is considered preparatory to the 

critical thinking and application 

stages of the learning process and 

is accomplished outside the 

classroom. The critical thinking, 

discussion, collaboration, etc. 

activities are performed in the 

classroom in the presence of 

classmates and instructors.

<Table 1> Concept of Flipped learning

여러 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이 

flipped learning의 개념을 정의하 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을 인터넷이 가능

한 집이나 개인 인 공간에서 동 상을 통해 자율 으로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는 동료 학생과 함께 

토론, 실습,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이를 토 로 통 인 수업과 flipped learning의 차이

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통 인 교실 수업에서

는 오 라인 수업이 주가 되고 숙제는 집에 가서 하는 활

동이었던 반면에 flipped learning에서는 통 인 교실 

수업에서 진행되던 오 라인 강의를 집 는 그 밖의 장

소에서 온라인 강의를 보는 것으로 체되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9].

Classification Traditional Classroom Flipped learning

School Offline Lecture Various Activities

Home Homework Online Lecture

<Table 2>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Classroom and Flipped learning

5. Flipped learning의 의의

Flipped learning을 용하면 수업 방식에 큰 변화를 

 수 있다. 통 인 수업의 핵심인 강의를 온라인 동

상 강의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Table 3>는 미국 고등학교의 통 인 90분짜리 수

업과 flipped learning을 용한 수업을 비교한 표이다[4]. 

flipped learning을 용함에 따라 숙제를 검토하고 새로

운 내용을 달하는데 사용되던 시간이 개별 학습  실

험을 한 시간으로 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별학습 

 실험과 같은 일방향  수업에서 벗어난 학습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능동 인 학습태도를 보이며 학습에 더욱 

참여하게 된다. 결과 으로 flipped learning을 용한 수

업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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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rroll’s equation for degree of 
learning

Traditional Classroom Flipped learning

Activity Time Activity Time

Warm-up activity
5 

min.
Warm-up activity

5 

min.

Go over previous 

night’s homework

20 

min.
Q&A time on video

10 

min.

Lecture new content
30-45 

min.

Guided and 

independent 

practice and/or lab 

activity

75 

min.

Guided and 

independent 

practice and/or lab 

activity

20-35 

min.

<Table 3> Comparison of Class Time in 
          Traditional versus Flipped Classrooms

5.1 학생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

5.1.1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Flipped learning의 주요한 특징  하나는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 동료 학생들끼리의 사회  상호작용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다. 사회  상호작용이

란 “둘 는 그 이상의 사람·집단·사회체제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이해하

거나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3]”으로 두 가지 측

면에서 그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지  

역의 발달과 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의  역의 

발달과 련된 것이다. 

우선 사회  상호작용이 인지  역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Vygotsky의 이론을 살펴보면 학

생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 인 실제  발달 

수 과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발달수 간의 거리인 근 발달 역에서 사회  상호작

용을 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근

발달 역에 치한 학생은 교사나 동료 학생과의 사

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실제  발달수 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 발달 역은 학생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방 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식 수업에서는 개개인에게 합한 도움(scaffolding)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 인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  상호작용을 기 하기 어렵다. 그러나 

flipped learning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동료들과 인지 발

달을 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인의 근 발달 역에 맞는 한 도

움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  상호작용은 인지  역 발달 외에 정서 인 

안정에도 도움을  수 있다. 학생들은 서로 마주앉아서 

문제를 풀고 이해한 내용에 해서 화를 나 는 과정

을 통하여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학습하는 동료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학습이라는 최종 목표를 도달

하기 하여 학생들은 자발 으로 학습을 한 모둠을 

만든다[4].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

이 이 모둠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매개체가 학습됨으로써 학습에 한 의욕도 더 높아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계도 더욱 가까워져

서 질문이나 도움 요청을 할 때 느끼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5.1.2 완전학습의 구현

완 학습은 간단히 말해서 학생들이 더 어려운 내용

을 배우기 에 주어진 개념에 해서 완 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이 게 학습을 한다면 95%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1920년 에 진보주의 교육자 던 칼턴 워시번

(Carleton Washburne)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1960년

에 벤자민 블룸(Benjamin Bloom), 제임스 블록(James 

Block)에 의해 본격 으로 연구 되었다[2]. Bloom의 이

론  배경이 되었던 롤(Carroll)의 학교학습 모형에 따

르면 학습의 정도는 개인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량이 

다르므로 필요한 시간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

습에 실제로 투입하 는가로 나타낼 수 있다[Fig. 1][3]. 

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학습시간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통 인 교육 상황에서는 완 학습

을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완 학습은 

매우 성공 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심을 끌

지 못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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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 학습자들은 동 상 

강의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자신의 능

력에 맞게 조 하며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생들

이 미리 학습 내용을 악하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을 다양한 활동으로 채우거나 새로운 교수

방법을 용할 수 있게 되었다. Bloom(1968)은 다양한 

안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업의 질이 향상되면 학습 목표 도달을 해 필요

한 학습의 시간을 일 수 있다고 하 다[Fig. 2]. 특히 

피드백이 필요한 문제 풀이 등의 활동을 수업시간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업에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

고, 학습 내용에 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교수자 

한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10].

[Fig. 2] Flipped learning’s effect to degree of 
learning

학습 목표의 달성은 학습자들의 목표 도달 여부로 

단해야 하며 수업 시간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

만 부분의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달하기만 하지 학습자들의 목표달성 여부를 

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학생들을 학습목표에 도

달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flipped learning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를 하게 활

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5.2 교사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

Flipped learning을 용하게 되면 교사의 수업 비 

련 업무가 감소할 것이다. 교사의 직무에서 가장 많은 시

간을 할애 하는 것은 수업 비이다[1]. 이런 수업을 온라

인이나 동 상 강의로 체한다면 교사들은 매 시간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고 한 번 만든 동 상을 

지속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진행에 한 부담이 

어든다. 

한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습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살아있는 수업을 통해서 반응 없는 학생들

을 상으로 일상 으로 반복되는 권태로운 수업에서 벗

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

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과 친 감

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수 있어 수업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그로인해 학생들

이 즐거워하고 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 증 로 인한 만족감 이외에도 동 상을 제작하고 공

유하는 방법이나 수업을 운 하는 다양한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실행해 으로써 자신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그

로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Flipped learning은 교사의 정서 인 만족감 외에도 결

석이나 결근 등의 행정 인 문제에도 도움을  수 있다.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교사가 그 학생에게 별도로 보충 

수업을 해주거나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이상 배

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flipped 

learning에서는 동 상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다. 학생이 아닌 교사가 결근할 경

우도 flipped learning은 큰 도움을  수 있다. 교사는 미

리 녹화해 놓은 수업 상이나 수업 자료를 수업 시간에 

재생해 주고 학생들끼리 해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과제

를 내주는 것으로 수업을 신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교사가 교실에 없더라도 학생들은 일 된 수업 

내용을 달받을 수 있고 자습을 한다거나 나 에 보충

수업을 한다는 등의 시간 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6. Flipped learning의 교육환경

Flipped learning이 성공 으로 자리매김 하기 해서

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당국과 학부모의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Flipped learning과 련된 모든 구성원

들은 flipped learning의 의의와 방법에 한 충분한 인식

을 통하여 수업 속에서 일어나는 역할 변화를 충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Flipped learning을 통해 발생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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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는 바로 교육의 주도권이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완 히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교사들

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인(誤認)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지식을 달해 주던 가르침

(teaching)에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조력(facilitating)자로 변화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이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용 방법에 따라 교실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Fig. 3]

는 flipped learning의 용으로 발생하는 교수자와 학습

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Change in teachers and students by 
Flipped learning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고 교사들은 그들이 지식을 

스스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는 주장은 구성주의에 이미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우

리는 무나 오랜 시간 동안 행동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직 실제 직면한 수업에서 그 개념을 

용시키기에 낯설고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 기 때

문에 학습과 련된 모든 계자들은 flipped learning을 

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을 정 으로 인식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flipped 

learning이 우리 교육 장에 도입되기 해 수반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4] Four Factors of successful introduction 
of Flipped learning

6.1 학생 참여

앞에서도 몇 차례 언 했지만, flipped learning에서 가

장 큰 변화는 교육의 주체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바

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해 책임을 진

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통 인 수업 방식에 익숙한 학생

들은 이러한 변화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 조용히 선생님 말 을 들으며 수동 으로 지식을 

배워온 학생들에게, 모둠 별로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질문을 하라는 선생님의 요구는 당황스럽고 귀

찮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극 인 참여는 

flipped learning을 하여 가장 요한 요소임을 인식시

켜야 한다. 

Flipped learning에서 필요한 학생 참여는 ‘동 상을 

반드시 수업 에 보고 오는 것’과 ‘수업시간에 극 으

로 참여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동 상을 반드시 수업 

에 보고 오도록 하기 해서는 동 상을 보고 오지 않으

면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는 것을 사 에 강조하여 학생들이 그 요성을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보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경

우 수업시작 이나 수업시작 반에 개별 으로 동 상

을 보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리 동

상을 보고 온 학생들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동 상의 내용을 모르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차 동 상을 보고 오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도록 만든다.

학생들을 수업에 극 으로 참여시키기 해서는 재

미있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이 요하다. 교사가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고, 쉬운 질문

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소극 인 성격의 학생은 도움을  수 있

는 친한 친구와 함께 조를 편성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

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Flipped learning에서는 학생이 지식을 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습득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flipped learning의 성공과 실패가 학생의 극 인 참여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자는 학습 주제

에 해서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동료학습자나 선생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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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하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

엇을 모르는지, 제 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만 차

지하고 앉아 있다면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기 힘들

다. 따라서 교사는 모든 학습자가 제 로 수업에 참여하

고 있는지 혹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경 써서 확인하고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 학부모 동의

우리나라와 같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환경에서

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한

다는 것에는 정 인 입장을 취하지만, 교사가 수업시

간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과 빡빡한 교육과정 안에

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 수업 진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에 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컴퓨터나 패드를 사용하는 것

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학부모는 평

소에 이러한 IT 기기의 사용을 지하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flipped learning을 용하기 에 학부모에게 

flipped learning에 한 충분한 사  설명과 동의를 구하

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flipped learning을 실시

한 이후, 실제 수업장면을 녹화하여 학부모들에게 보여

으로써 flipped learning에 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들

이 가정에서 극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를 요청

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조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flipped 

learning을 통해 학부모, 학생, 학교가 서로 만족할 수 있

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 통  수업

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과제를 일일이 확인해서 집에서 

하도록 지켜 야 하며, 때로는 과제를 도와줘야 하는 상

황도 생긴다.  학년일 때는 그나마 가능한 일이지만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가 해  수 있는 부분이 어

들고 힘에 부치기도 한다. 그러나 flipped learning에서는 

학생이 집에서 동 상 강의를 시청하는지 정도만 확인하

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학습을 도울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 상 강의를 보면서 학생이 이해

를 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거나 반 로 학부모가 어

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학생에게 물어보고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진할 수 있다.

6.3 교사 연수

Flipped learning을 실행하는데 있어 다음 네 가지에 

한 교사연수는 필수 이다. 우선, flipped learning의 개

념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지난 수 십년 간 교실 

환경은 격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교수방법에는 큰 변

화가 없었다. 이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없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첨단 IT 기술이 목된 새로운 근의 수

업에 한 교사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도 한몫 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 flipped learning의 취

지와 도입 필요성에 한 사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flipped learning을 도입해서 성공한 실제 사

례들을 소개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학습 장을 직  방문

하면 더욱 좋다.

둘째, 교사가 flipped learning의 필요성을 실히 느

다고 해도 직  실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동

상 제작에 한 부담감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에 거

부감을 느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

조차 제 로 모르고 있다. 따라서 동 상을 손쉽게 제작

할 수 있는 도구나 콘텐츠를 알려주고 이를 사용하여 실

제 제작을 해보는 과정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 상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목소리와 콘텐츠만 녹

화하는 방법과 서 수업을 그 로 촬 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자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보기 편

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 교사가 IT 기기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별도 도

구사용이나 편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IT 기기에 능숙하

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실제 수업내용을 여

과 없이 그 로 촬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

되어 강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의 특성과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만약 직  수

업 동 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교사들이 만들

어서 공유해 놓은 수업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셋째, 직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동 상을 학

생들에게 보도록 하는 방법에 한 연수가 필요하다. 한

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부분의 학생들이 집

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여 

동 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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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을 게시하는 방법과 본인의 학생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블로그, 클래스  등의 활용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학생  온라인으로 학습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다면 DVD나 USB를 통하여 동 상을 배포하

거나 학교에서 방과 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flipped learning을 용한 수업에서는 매 

시간 개인 학습이나 조별 학습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

에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면서도 꼭 필요한 수업 내용

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설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 그 활동들을 실

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질서

를 유지하도록 할지 등의 수업 운 방법에 한 연수도 

필요하다.

6.4 학교 및 정부 지원

학교  정부에서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시

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장비  교

실 환경은 재 국가에서 스마트교육 사업 등을 이유로 

첨단 IT 장비가 시범학교를 심으로 많이 보 되어 있

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런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심으로 flipped 

learning을 진행한다면 비용부분은 많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flipped learning 도입에 있어 장비나 교육환경 문

제보다 요한 것은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일이

다. 동 상을 제작하거나 새로운 수업방법을 시도하는 

일은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한 번도 

사용해 본  없는 IT 기기를 활용해서 자신이 수업할 내

용을 상으로 만드는 일은 직무 외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요한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에게는 flipped 

learning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수업 비 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도와  수 있는 문가가 필요하다. 

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며, 어려움에 착했을 때 수시로 상의하여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동 상 

제작에 한 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 밖에 교사가 학습용 동 상 강의를 제작하는데 필요

한 개별 장비(카메라, 삼각 , 스크린캐스  로그램, 테

블릿 마우스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7. 결론

Flipped learning 도입에 한 논의는 최고( 高)의 수

업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 ( 適)의 수업방

법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 까지는 최  다수

에게 양질의 지식을 달하는 것이 목 이었다면, 이제

는 시 가 변하여 다수에게 달되는 지식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더욱 요해졌다. 학습자가 주체 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창의  문제해결력,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은 이 시 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도구도 다양해졌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특성이 과 

이하게 달라졌다. 요즘 학생들은 참여하고, 활동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활동에서 

흥미를 느낀다. ‘거꾸로 교실’ 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지

의 학생들에게 강의식 수업방법은 그  졸리고 재미없

고 지루할 뿐이다[5]. 더 이상 강의식 수업방식이 21세기 

학습자에게는 최 의 수업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

다. 이러한 교육환경과 학습자 특성에 합한 수업방법

으로 flipped learning을 고려해볼 수 있다.

flipped learning은 학습자들을 수동 인 상태로 내버

려 두지 않는다. 끊임없이 참여를 요구하고 학생과 교사

가 토론, 탐구,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

면서 지식을 추구한다. 학습의 본질이 가르침에 있는 것

이 아니라 탐구하여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학습

에 한 책임을 지고, 학습에 융통성을 가지고 가장 합

한 속도로 공부할 수 있다. 한 교사와 학생의 계가 

지식 수자와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찾

아가는 동반자이자 조력자의 계가 된다. 그러므로 학

생은 교사를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을 도와  멘토로서 언제든 묻고 얘기할 수 있는 편안

한 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flipped learning은 기존의 통 인 수업과는 

확연히 다른 교수방법이다. 그 다고 flipped learning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완벽한 수업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실천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당장, 

수업에 활용할 동 상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일선 교

사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업무부

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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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지원할 뚜렷한 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flipped learning은 옹산화병(甕算畵餠)에 불과하다. 무엇

보다 flipped learning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 학습 

성과에 있어서 최소한 재의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사가 만

족하는 수업이라면 학습 성과와 상 없이 지속 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실을 감안했을 

때 수업방법이 아무리 획기 이고 학생들에게 만족을 

다고 해도 학습 성과 측면에서 효과가 없으면, 학교 장

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특히, 학부모의 지지를 얻

기는 더욱 어렵다. Flipped learning은 아직 학습 효과에 

한 검증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과 함께 효과성

에 한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flipped learning이 학교 장에 몰고 올 장은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를 논하기 에 새로운 

학습방법을 요구하는 21세기 학습자에게 합한 교수방

법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Flipped learning이 가진 

장 은 극 화하고 단 은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flipped 

learning을 학교 장에 보다 쉽게 도입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교수학습모형과 동 상 제작 가

이드 개발이 필요하며, 이 게 개발한 것들을 공유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연수나 세미나가 자주 열려야한다. 마

지막으로 학교  정부에서 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

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 하다. 향후에는 국·내

외 사례조사  수업모형개발과 같이 교사들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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