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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예비교사 교육에서의 플립드 러닝 적용 사례 연구1)

고 정 화 (춘천교육대학교)

박 문 환 (춘천교육대학교)✝

최근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수자 역시 수업 방식의 변화를 시

도하여야 하고, 그러한 새로운 수업 방식의 장단점과 효과

를 확인하면서 더 나은 수업으로의 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2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

는 초등수학교육 이론 수업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사례

를 분석하였다.

Ⅰ. 서론

‘수업(授業)’은 사전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

나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 또는 그런 일’로 정의된다.

‘강의(講義)’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

으로 설명하여 가르침’이라고 하여 교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업이든 강의

든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진행되는 방향성, 즉 교사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전달 받는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전달의 형

식을 가진 전통적 수업은 근대 산업사회의 요구에서

발생된 시스템이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표준화된 생산 방식에 따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대 학교 역시 표

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강의식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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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왔다(박상준, 2015). 전통적 수업에서는 한 명

의 교사가 몇 십 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업 목표와

내용을 똑같은 수업 방법과 속도로 획일적으로 가르치

고, 대다수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 학습을 해

왔다. 이러한 수업 형식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

고 교실을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2007년

미국 고등학교 교사인 Bergmann과 Sams은 수업의 새

로운 패러다임인 ‘거꾸로 교실’을 시작하였다

(Bergmann & Sams, 2014a). 그들의 실험은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학생 중심의 배움이라는 관점

에서 전통적 수업 패러다임을 뒤집은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세상학교’를 온라인을 통해 구

현하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Khan은 그의 저서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에서 세상은

점점 더 능동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요구하며, 완전히

수동적인 학습방식인 구식 교육모델은 이러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Khan, 2012). 칸 아카데미는

좋은 점수 이상의 의미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는 기계

적 암기와 틀에 짜 맞춘 공식처럼 교실에서 진행되는

따분한 과정들을 버리고,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스스로

의 속도에 맞춘 미래를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Bill Gates는

이런 칸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지

금 교육의 미래를 보았다’고 극찬한 바 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육부, 2015). 학생들이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시킴으로

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함이다.

수업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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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점에서 대학 교육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졸

업 후 일선 학교에 투입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교육대학 학생들은 변화되어 가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본 연구는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중등 학교 현장에

적용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수업에서도 기존

의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적

용하고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배도용, 2016). 특

히, 최근 몇 년간 각 학과 강좌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

고 적용한 사례 연구(권민정, 2016; 김나미, 2017; 김연

경, 2016; 동효령, 2017; 박상준, 2015; 박은혜, 2017; 배

도용, 2015; 이소현, 2015, 임정완, 2015; 허난, 2015)와

수업의 효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배도용, 2016; 석말숙, 2016; 송해성, 서

숙영, 2016; 시지현, 2017; 이경화, 전주성, 유기웅,

2017; 이상선, 2016; 차주애, 2016; 최유나, 2016), 새로

운 수업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및 가치에 초점을 둔 연

구(박태정, 차현진, 2015; 임상훈, 강수민, 이신우, 유영

만, 2016) 등 대학의 다양한 전공에 새로운 수업 방식

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 중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권민정(2016), 박상준(2015), 임정

완(2015) 등 몇몇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교육대학의

수학교육 관련 강좌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학교육은 점점 현장적응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졸

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점

에서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

대학에 다니면서 경험한 수업 역시 현장에서의 수업으

로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대학 수업은 그들

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플립드 러닝을 교육대학의 수학교

육 관련 강의에 적용하고, 그 사례를 통해 교육대학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활동지를 통한 학생들의 학업 수행 내용 분석과 설문

지를 통한 플립드 러닝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교

육대학에서 플립드 러닝의 실현 가능성과 잠재력을 살

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업 패러다임의 전환

강의식 수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수업은 한 명

의 교사가 앞에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고 다

수의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시스템이었다. 이

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교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이후 그 효율

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온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전달 위주의 교수 방법이 가지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이 제

안되었고,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이 플립드 러닝이다. 플립드 러닝은 한마디로 ‘거꾸로

뒤집은 학습’으로, 전통적인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

련의 교육형태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패러다

임의 전환이다.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수학습

센터에서는 전통적인 수업과 플립드 러닝의 특징을

[그림 1]과 같은 도식으로 대비하고 있다.1) [그림 2]는

수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 두 수업의 구조를 비교한 것

이다.2)

전통적 수업에서는 교실 안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교실 밖에서 실제 연습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다면,

플립드 러닝에서는 교실 밖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교

실 안에서 실제 연습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학생은 수업 전에 자료를

읽는다. 수업 중에 교수자는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가

르치고 학생은 강의를 듣는다. 수업 후에 학습자들은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플립드 러닝에서는 수업 전

에 제공된 모듈에 따라 학습을 하고 내용과 관련된 질

문을 기록한다. 수업 중에는 피드백과 소규모 강의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은 배워야 할 기능을 익힌다. 수업

후 학생들은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한 내용을 더

복잡한 과제로 확장하게 된다. 플립드 러닝 수업은 학

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개별화된 학습, 면대면의 직

1) http://www.washington.edu/teaching/teaching-

resources/engaging-students-in-learning/flipping-

the-classroom/

2) http://facultyinnovate.utexas.edu/sites/default/files/what-

is-flipped_comparison-table-120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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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업, 조력자로서의 교수자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와 같이 교수자들이 교실을 뒤집는 이유는 다음 몇 가

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

을 갖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피드백을 주고받

는 가운데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데에서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자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적 도구를 활용할 기회를 주고

자 함이다. 셋째,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사자와 학습자가 더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전통적 수업과 플립드 러닝

[Fig. 1] Traditional vs. Flipped learning

[그림 2] 수업 구조 비교

[Fig. 2] Comparison of teaching-learning structure

얼핏 보면 전통적 수업에서 수업의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교수자의 역할이 플립드 러닝에서 약화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수자는 수업 전 학생들의 개념 획득을 위해 어떻게

수업을 안내할지, 교실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어떤 학습 내용과 교수방법을 사용할지 깊이 고민

하여야 하며,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피드백 등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King(1993)이 말한바 ‘강단 위의

현인(sage on the stage)’에서 ‘객석의 안내자(guide on

the side)’로 그 역할이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플

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 러닝이 온라인에 좀더 비중을 둔다면, 블

렌디드 러닝과 그 특수한 형태로의 플립드 러닝은 책

과 노트를 가지고 하는 면대면 수업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이다.3)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 미리 학습을 하고

수업 중에 문제해결과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는 점에서 플립드 러닝으로 지칭한다.

2. 수업 모델

수업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업 활동의 순서가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업 활동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

교실 수업을 바꾸는 주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깊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하고, 교수자는 학생들을 코치하

고 안내하기 위함이다. 즉, 더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과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지식의 응용에 강조점이 있다.

플립드 러닝 수업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정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 연구자의 수업 설계가

보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마다

각자의 수업에 맞는 설계를 하고 이를 적용한다.

예컨대, 허난(2015)은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한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을 설계하였다.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시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다섯 가지 요소로

3) https://www.panopto.com/blog/blended-learning-

hybrid-learning-flipped-classroom-whats-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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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설계 → 개발 → 실행 → 평가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직무 및 과제분

석

・수행목표명세화
・평가도구 설계
・프로그램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교수매체 선정

・교수자료 개발
・파일럿테스트 및

수정

・제작
・사용 및 설치
・유지 및 관리

・교육훈련
・성과평가

[그림 3] ADDIE 모형

[Fig. 3] ADDIE model

학습자료의

제공

학습자료의

학습/학습지

제출

교실에서

질의・응답
소집단

학습/개별

학습

소집단

발표와

토론

교사의

피드백

과제의

제출
평가

・학습자료
・학습자료
올리기 및

복사자료

제공

⇨

・학습자료의
예습

・학습지의
작성 및

제출

⇨

・학습내용
관련 학생의

질문

・교사의 답변
⇨

・모둠 구성
및 학습과제

부여

・모둠활동・
교사의

순회지도/개

별 보충

학습의 지원

⇨

・모둠별 발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학습내용의
핵심 정리

・학습내용의
구조화

・차시수업
안내

⇨

・모둠 활동의
결과물 제출

・과제물의
검사 및

차시 반영

⇨

・다양한
형태의 평가

・평가의
방식과

요소의

다양화

[그림 4] 거꾸로 교실 수정 모형

[Fig. 4] Revised Model of Flipped Classroom

구성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면서 교육에 대한 체계

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 모형은 [그림 3]과 같이 도식

화할 수 있다.

박상준(2015)은 Bergmann과 Sams의 수업 모형을

참고하면서 거꾸로 교실 수정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

였다. 그의 거꾸로 교실 수정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최정빈・김은경(2015)은 PARTNER 모형을 기반으

로 한 [그림 5]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5] 플립드 러닝 PARTNER 모델

[Fig. 5] PARTNER Model of Flipped Learning

이 모형은 사전 단계(Preparation), 사전학습평가

(Assessment), 사전학습단계(Relevance), 협력(토론)학

습(Team Activity), 핵심 요약 강의(Nub Lecture), 평

가(Evaluation), 사후성찰(Reflection)의 7단계로 이루어

진다. 이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서 교수자가 학

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파트너라는 의미를 담아

구성된 것이다.

이 외에도 김보경(2014)은 교실 밖 테크놀로지 기반

개별화 교수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교실 안에서 소그룹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초점

을 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남익 외(2014)는 거

꾸로 학습 수업 과정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기술하

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처럼 수업 설계는 연구 목적

과 연구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에서 교사는 개인의 교수 과

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Bergmann & Sams, 2014b).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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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적용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A 교육대학에 재학 중

인 2학년 학생 중 초등수학교육 1 수업을 수강하는 22

명을 대상으로 한다.4) A 교육대학에서는 각 학과의

전공교육이론 수업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학생들은 2017학년도 1학기에 각기 다른 학과의

이론 수업 6과목을 수강하였고, 2017학년도 2학기에 6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교대 특성상 여학생의

비중이 높으며, 수강생은 여학생 16명, 남학생 6명이었

다. 이 중 플립드 러닝 형식의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

는 학생 비율은 7명(31.8%)이었다.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해 본 학생은 3명(13.6%), 대학교에서 경험한 학생

은 7명(31.8%)이었다. 학생 중 대다수는 플립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수업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3명

(13.6%)의 학생들은 아예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2. 분석 대상

가. 수업 전 활동 양식

수업 전 활동 양식은 수업 설계에 관해 기술하는

Ⅵ장 자세하게 설명한다. 수업 전 활동 양식은 본 연

구를 위한 수업 설계에서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

라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행 활동을 가장 직접

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양식이 항목별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나. 설문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수업에 관한 설문지는 표미정

(2009)와 박상준(2015)의 설문조사 내용을 변형하여 사

용하였다. 11주차까지 수업을 실시한 후 수강생을 대

상으로 본 연구에 적용한 플립드 러닝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 측면에서의 수업의

효과, 학습내용의 지속성에 대한 효과, 자기주도적 학

4) 처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28명의 학생이었으나, 1주차

에 강의계획서와 수업 진행 방식,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과

제 등을 소개한 후 6명의 학생들이 수강변경을 하여 최종

22명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습 능력과 태도,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수업에

대한 충성도 등을 리커트(Likert) 5단계 척도로 묻는

문항, 수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이 무엇

인지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술형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Ⅳ. 수업 설계

1. 수업 목표 및 내용 특성

초등수학교육 1은 초등학교 수학을 지도할 때 필수

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학교육적 지식 전반을 다루

는 이론적 탐구 과목이다. A 교육대학에서는 이 과목

을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강의하고 있다. 수학교육

사, 교육과정 변천 및 전개 과정,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심리학적 이론, 문제해결,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을 포함하여 총 15주 강의 중 10주는 표준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교수자의 자

율에 따른다. 연구 대상 강의는 [표 1]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차시 학습 주제

1주차 오리엔테이션

2주차 수학의 성격

3주차 수학교육 목표

4주차 수학교육사 및 초등수학교육과정 변천사

5주차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6주차 손다이크와 형태심리학

7주차 피아제와 브루너 이론

8주차 중간평가

9주차 스켐프와 디에네스 이론

10주차 반 힐레와 프로이덴탈 이론

11주차 개념과 알고리즘 지도

12주차 문제해결 지도

13주차 수학 교수학습 방법

14주차 수학 평가

15주차 기말평가

[표 1] 주별 학습 주제

[Table 1] Weekly Topic

연구자는 이 과목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몇 가

지 다른 방식의 수업을 시도해왔으며 각 수업의 장단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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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활동 수업 중 활동

수업

후

활동

학습 자료

제공

개인별

학습 및

과제 제출

사전

학습

평가

피드백

자료 준비

토론 주제

선정

교수자의

피드백

소집단

토론/개별

학습

과제의

제출
평가

・읽기 자료
안내

・수업 전
활동 양식

제공

・수업 안내
영상제공

⇨

・교재 및
학습 자료

학습

・수업 전
활동 양식

작성 및

제출

⇨

・수업
전 활동

양식

평가

⇨

・이해되지
않은 내용

확인

・교수자의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의

질문 확인

⇨

・학생들이
제안한

토론 및

탐구 주제

확인

・토론 주제
선정

⇨

・수업 전 활동
양식의

이해되지 않은

내용 설명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답변

・핵심 요약
강의

⇨

・소집단
구성 및

학습과제

부여

・소집단
활동 및

순회지도

・개별 학습

⇨

・소집단
활동

결과물

제출

・수업 중
퀴즈 제출

⇨

・수업
중

산출물

평가

[그림 6] 수업 모형

[Fig. 6] Teaching-Learning Model

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

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이 다소 지루해하거나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별 발표 수업의 경우는 학생

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미

리 질문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발표를 맡은 조만 수

업 내용을 공부해오는 단점이 있었다. 강의식 수업과

발표 수업을 혼용한 경우 각 수업 방식이 진행될 때

각각의 단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책임이 부과되기 전에는 공

부를 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시험 기간

에만 공부를 하였다.

2. 수업 설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수업 설계 모형 등을 참

고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수업의 내용과 특징에 가장

적합한 형식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주제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관련

되는 주제로서 어려운 이론의 이해보다는 학생들로 하

여금 수학교육에 관한 안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학과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주제들은 내용에 대

한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

이나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적용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수

업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는 활동 양식에서 중

점을 둘 부분에 차이를 둠으로써 학습 주제별 수업 방

식의 차이를 유도하였다.

가. 수업 모형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은 수업 전 활동에 상당한 비

중을 두고 설계하였다. 학생들의 발표 수업 경험에 따

르면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이 비교적 우수하였고, 무

엇보다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형 학습자가 되기

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을 확

인하여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자 하였

다. 또한 친구들과 나눌 토론 및 탐구 주제 항목을

넣어 수학교육적 관점에서 학습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 모형

은 [그림 6]과 같다.

수업 전 활동은 학습 자료 제공, 개인별 학습, 사전

학습평가, 피드백 자료 준비, 토론 주제 선정으로 이루

어진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읽기 자료에 관한 안내,

학습 주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 등 수업을 안내하는 영상 제공, 학생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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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수업 전 활동 양식을 통한 사전학습 평가, 학생

들의 활동 양식 중 이해되지 않은 내용과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항목을 확인하여 피드백 자료 준비하기, 학

생들이 제안한 토론 및 탐구 주제 확인 후 최종 토론

주제 선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제공된 학습

자료를 읽거나 시청한 후 수업 전 활동 양식을 작성하

여 제출하게 된다.

수업 중에는 앞서 준비한 피드백 자료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내용과 수업 중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주

차의 학습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소집단을 구성하여 토론이나 개별 학습 등 학

습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활동 시 순회 지도를 한

다. 학생들은 소집단 토론이나 개별 학습의 형태로 부

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수업 후에는 수업 중 산출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수업 전 활동 양식

수업 전 활동 양식은 매주 활용하는 학습지 형태의

양식이다. 학생들이 수업 전 동영상을 통해 학습에 대

한 안내를 받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점검하고 작성하여

야 할 내용을 [표 2]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 ) 주차 강의 학번: 이름:

구분 내용 정리

내용
정리

이해한 주요 개념

이해되지 않은 내용

내용
요약
및
구조화

핵심 내용의 요약

내용의 구조화

질문
및

토론/탐
구 주제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친구들과 나눌 토론
및 탐구 주제

주별
특수
과제

주별 수업 안내 시
작성을 요구한 내용

[표 2] 수업 전 활동 양식

[Table 2] Before class activity form

수업 전 활동 양식에서 ‘내용 정리’는 이해한 개념과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핵심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는

항목이다. ‘내용 요약 및 구조화’는 학습자료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을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정리하는 핵

심 내용의 요약과 전체 내용을 마인드맵 등을 이용하

여 정리하는 내용의 구조화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토

론/탐구 주제’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 적용이나 일반화 등 궁금한 점을 기

술하는 부분,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듣거나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주별 특수 과제’는 주제에 따라 서로 다

른 형식으로 제시되는 과제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이

해에 기초한 의견 개진, 이론의 이해에 기초하여 해결

할 수 있는 과제, 생각해볼 거리 등을 제시하였다.

다. 교수학습 자료 및 도구 개발

교수학습 자료 및 도구로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 LMS에 탑재하는 비디오, 수업 전 활동 양식, 각

차시에서 사용되는 특수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주교

재가 수업 전 활동 수행의 기본이 되었다. 수업 전 활

동을 위해 제공되는 비디오는 학습 주제에 대해 동기

를 부여할 수 있는 질문과 설명, 학생들이 교재를 읽

는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개략

적인 설명,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거리

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수업 전 활동

양식은 2주차 수업 안내 자료를 올릴 때 제공하여 매

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여부는 이 양식

을 통해 확인되었다.

비디오 제작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

하는 MS Office Mix를 PowerPoint 2016에 add-in 하

여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ppt 자료를 기본으로 활

용하면서 판서 내용과 교수자의 설명 및 얼굴을 녹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자는 수업 안내용 비디

오 제작을 위해 강의식 수업에서 사용하던 ppt 자료를

요점 중심으로 새로이 제작하였으며, 애니메이션 기능

등 일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구현함과 동시에

필요한 내용을 판서로 부연하면서 설명하였다. 학습자

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강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얼굴을 녹화하는 카메라 기능은 사용

하지 않았다. 녹화 후 mp4 형태로 전환하여 학교

LMS 시스템에 업로드 하였으며, 학생들은 pc나 핸드

폰으로 쉽게 접속하여 강의를 시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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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비디오는 대부분 10분 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소 7분 30초에서 최대 13분 30초이었다. 학생들의

강의 시청 시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표 3]과 같은

수업 안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보다 깔끔한 안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 비디오 제작 시 연구자의 스

피치상의 실수나 머뭇거림으로 인해 영상 분량이 늘어

날 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집중도가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한 후 선택한 방안이었다.

11주차 수업 안내

수학교육에서 개념이라는 말은 흔히 듣는 말이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어의 개념들을 모아놓은 사전이 필수적
인 것을 생각하면,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개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
적인 지식”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개념은 “여러 관념 속
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
인 관념”으로서 언어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지만 판단을 성립시키기도 하는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념이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로 조직하는 능력이나 과제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편, 개념은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어가 곧 
개념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아는 이런 의미
에서 용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어의 힘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그 음성, 곧 '열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상
기시켜 주는 관념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념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
니까? 어떤 용어는 듣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용어는 그 용어만 들어서는 도무지 무슨 의미인
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용어가 힘을 가지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오실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힘 있는 수학 용어들, 힘없는 용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는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에 관해 비교적 많은 분량
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의 방식을 설명하다보니 내포니 외연
이니 하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교재에 제시
된 개념의 세 가지 방식, 즉 내포적/논리적 정의, 외연적 정
의, 동의적 정의를 핵심 내용 요약에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생적 정의를 추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교재에 포함되지 않아 
생략하고 수업 시간에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포와 외연,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외연과 내포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각각 증감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
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정의하다보면 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개념과 예라는 별도 
항목을 정하여 기술하면서, 이를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를 더 선호합니다만,) 우리 교
재에 제시된 정례와 반례, 개념 정의 vs. 개념 이미지를 핵심 
내용 요약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과 관련하여서는 알고리즘의 의미, 알고리즘의 교육적 
가치,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보시기 바랍
니다.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오개념, 지도 과정의 부
족, 결함이 있는 절차 등 다양한 요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과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알고리즘을 적용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고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오히려 더 
복잡하게 푸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
인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3] 수업 안내 스크립트 예

[Table 3] Lesson guide script example

위와 같이 작성한 스크립트를 ppt 슬라이드쇼를 구

현하면서 ppt에 제시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ffice Mix 프로그램

은 ppt의 기능과 판서의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7]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서 기능을 활용하면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의 예이다.

[그림 7] 수업 안내 동영상 ppt 자료

[Fig. 7] Lesson guide video ppt material

Ⅴ. 수업 적용 사례 및 반응 분석

1. 수행 과제 분석

가. 내용 정리

첫 번째 과제를 제출할 때 ‘내용 정리’의 ‘이해한 주

요 개념’과 ‘내용 요약 및 구조화’의 ‘핵심 내용의 요약’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는지 몰라 학생들

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였

다가 나중에 이해하게 된 내용을 적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3주차 수업에서 ‘이해한 주요 개념’은 용어를 적

는 것으로 하고, ‘핵심 내용의 요약’에서는 그 주의 핵

심이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항목에 대해 학생들은 자기주

도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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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수학교육의 목표 – ‘이해되지 않는 내용’ 사례

이해되지

않은 내용

사실 세 가지 사상 전(全) 부분이 좀 띵합니

다.... ㅠ ㅠ 특히 페스탈로치 교육사상

[표 4] 3주차 ‘이해되지 않는 내용’ 사례

[Table 4] Week 3 ‘not understood’ example

직하게 기술하였다. [표 4]는 한 학생이 3주차 수업의

해당 항목에 적은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내용이 무엇

인지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쉽게 이해시킬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고 힘쓰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제출된 과제

에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적는 란에 공통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 수업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보다

탐구 주제나 친구들과 논의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4]와 같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적극적

으로 표현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모든 내

용을 활동지에 적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간략하게나

마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대체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과 연결하여 기술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는 ‘질문 및 토론/탐구 주제’에서 다루기

로 한다.

나. 내용 요약 및 구조화

이 항목은 ‘핵심 내용의 요약’과 ‘내용의 구조화’로

구성되었다. ‘핵심 내용의 요약’은 학생들마다 기술한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 안내 동영상에서 중요하

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학생

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의

구조화’ 부분에서는 [표 5]와 같이 학생마다 상이한 방

식으로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학습한 내용을

구조화하여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의

형식으로 또는 간략한 내용 정리로 구조화를 대체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맵의 형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연

결 짓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가운데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맵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한 방식이 어떠한지

잘 드러내주었다. 예컨대, [표5]의 세 번째 맵에서 손다

이크의 결합이론을 + = 으로, 형태심리학을

+ = 으로 나타낸 것은 두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차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업 전 학습 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6주차: 손다이크와 형태심리학 – ‘내용의 구조화’ 사례

[표 5] 6주차 ‘내용의 구조화’ 사례
[Table 5] Week 6 ‘content structur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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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수학교육의 목표 -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사례

이해되지

않은 내용

유클리드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기

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 답변과 “기

하학을 배워서 무엇을 얻는가?”란 물음

에 동전을 주어 내쫓았다는 일화에서 어

떻게 학문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는지 이

해가 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배워서 무엇을 얻

는가?”란 물음에 동전을 주어 내쫓았다

는 일화가 궁금합니다.

이해되지 않

은 내용
수학교육의 목표 중 도야적 가치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수학교육의 목표 중 도야적 가치에서 수

학 학습의 결과로 ‘형식’이 정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식의 정착

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표 6] 3주차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사례

[Table 6] Week 3 ‘questions to ask in class’ example

다. 질문 및 토론/탐구 주제

이 항목은 ‘질문’ 영역과 ‘토론/탐구 주제’라는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 항목은 ‘이해되지 않은 내용’ 항목과 연결하

여 기술한 사례가 많았다. [표 6]은 두 학생의 사례이다.

이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을 찾는 것은 학습을 위한 최적

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나눌 토론 및 탐구 주제’란은 단

순히 내용의 이해를 넘어 학습 주제를 교육적인 관점

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

여 연구자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항목이었다. [표 7]은

학생들이 ‘토론 및 탐구 주제’ 항목에 기술한 사례이다.

학생들이 제안한 토론 및 탐구 주제를 보면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교수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해주

고, 몇몇 주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나누었으며, 정답이 없는 주제의 경우에는 소집단으로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

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탐구 주

제로 제시한 경우에는 초등수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

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집단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발

2주차: 수학의 성격 - ‘친구들과 나눌 토론 및 탐구 주제’

사례

․각자가 생각할 때 수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연관

단어 한가지씩을 말한 뒤, 조합해서 나오는 수학의 이미

지가 궁금합니다.

․고등 수학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한가?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 초등학생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저는 한 번도 납득이 가는 답변

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교환하고 앞으로 어떤 방

향으로 수학교육을 마주하면 좋을지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과연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학이 해결방법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수학의 다양한 영역은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어 다음으로 수업시수의 비중이 높은데 과연 다른 많은

과목을 제치고 굳이 수학이 꼭 많은 시수를 차지할만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고 싶다.

․수학의 계통성으로 인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

다. 만약 진도를 놓쳐 수학에 흥미를 잃은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학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학생들이 수학을 단순히 수와 식의 연합으로 생각하지 않

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흥미로운 법칙으로

생각하거나 배운 수학을 일상생활에 넓게 활용할 수 잇게

하려면 교사는 어떤 수학 수업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의 양과 질에 때하여 실생활에서 직

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도 필수 교육과정으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꼭 배워야 하는 것일까?

․수학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기에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탐구해보

자.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의 아름다

움을 느끼고 실생활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싶다.

․책에서 제시한 수학의 특성 말고도 또 어떠한 특성이 있

을까?

․실생활과 관련 없어 보이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의 수준은 적절한가? 대체적으로

수학을 즐기지 못하고 학교마다 허다한 ‘수포자’가 발생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학에 심미적인 특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을까?

․수학을 배워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수학에 대해 내린 여러 가지 정의 중 자신이 생각하는 것

과 가장 가까운 정의에 대해 조사해보고 함께 토론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수학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의 6가지 역량 중 태도 및 실천 역

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표 7] 2주차 ‘친구들과 나눌 토론 및 탐구 주제’ 사례
[Table 7] Week 2 ‘Topic for dicussion and inquir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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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비율%)

4
(18.2%)

9
(40.9%)

5
(22.7%)

4
(18.2%)

0
(0.0%)

[표 9] 학습내용의 지속성에 대한 효과

[Table 9] Effect of persistence of contents

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수행 과제의 경우, 수업 전 활동 양식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었고 학생들 역시 과제

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수행 결과만

을 두고 볼 때에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의 우수함이 잘

드러났다.

2. 설문지 분석

여기서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플립드 러닝에 대

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 플립드 러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8]

과 같다. 평균은 3.50이었다. 학습 내용 이해와 관련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4.5%, 긍정적인 입장은

50.0%로 대체로 내용 이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이 많았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비율%)

1
(4.5%)

10
(45.5%)

10
(45.5%)

1
(4.5%)

0
(0.0%)

[표 8] 이해 측면에서 수업의 효과

[Table 8] Effect of understanding

플립드 러닝을 통한 학습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

습의 지속성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표 9]와 같이 응답하였다. 평균 3.59이었으며, 부정적

인 의견은 18.2%, 긍정적인 의견은 59.1%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 상당수는 스스로 학

습할 경우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 향상에 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3.6%, 부정적으로

반응한 비율이 13.6%로 나타났다. 응답의 평균은 3.59

이었다. 플립드 러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비율%)

3
(13.6%)

11
(50.0%)

5
(22.7%)

2
(9.1%)

1
(4.5%)

[표 1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

[Table 1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ttitude

학업에 대한 흥미는 평균 2.7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평균 3.09로 플립드 러닝이 자신감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매우
그렇
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비율%)

흥미
0
(0.0%)

4
(18.2%)

10
(45.5%)

6
(27.3%)

2
(9.1%)

자신감 0
(0.0%)

11
(50.0%)

4
(18.2%)

5
(22.7%)

2
(9.1%)

[표 11]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Table 11] Interest and confidence in study

플립드 러닝으로 계속 학습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

한 평균은 3.05로 나타났다. 긍정적 견해는 22.7%, 부

정적 견해는 18.2%이었다. 그 원인은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에서 일부 찾을 수 있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비율%)

0
(0.0%)

5
(22.7%)

13
(59.1%)

4
(18.2%)

0
(0.0%)

[표 12] 수업에 대한 충성도

[Table 12] Loyalty to the class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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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수업의 좋았던 점

1 매주 있는 과제가 어쩔 땐 부담스러움
사전 학습으로 모르는 것만 중점적으로 찾아보며 보충할 수 있
음. 강의만 들으면 거의 대부분 흘려들어 모르는데 공부하고 들
으니 이해도가 확실히 다름

2 과제 양이 부담스러웠으나 최근에는 적절함 수업 내용 이해가 잘 됨

3 모르고 어려운 내용을 혼자서 미리 예습하고 과제로 하는 것이
부담. 이것이 점수와 연결되어 힘듬.

미리 공부하니 수업이 귀에 잘 들어오고 흥미가 생기고 참여가
가능함. 이해가 쉽고 기억이 좀 더 오래간다는 점

4 매주 있는 과제 하다보니 자기주도적 공부 습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함

5 이전에 과제가 많았을 때 벅참 스스로 공부해볼 수 있어서

6 수업 전 활동에 들이는 시간과 수고가 힘듦. 30분 이내 준비할
수 있도록 가벼워야 함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됨

7 많은 양의 과제 아는 내용이 나와 더 잘 들림

8 과제 양에 따라 힘든 정도가 다름. 과제를 하기 전 설명이 조금
더 추가될 필요 기억과 지속력이 높아짐

9 과제에 치여서 흥미가 떨어짐 수업 전 예습이 됨

10 다소 어려운 질문이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주어질 때 단순암기식 시험보다 배우고 알아가는 점이 많고 스스로 공부

11 읽어가야 할 교재양이 너무 많음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수업에 참여하여 좋고, 이해도
가 높음

12 과제 부담 이해력 향상

13 방식이 익숙치 않아 과제 시작이 어려움 새로운 수업 시간을 경험한 것

14 수업 전 활동 과다. 지금처럼 과제가 적으면 좋겠음.

15
스스로 먼저 공부하다가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 주의 학습이
대체로 어려워짐. 과제를 하지 않으면 수업 듣는데 큰 어려움

16 혼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예습할 때 강의식 수업은 내가 집중 안 하면 그만인데 플립드러닝은 강제
로라도 공부를 하게 됨

17 혼자 공부할 때 개념을 처음 공부하니 너무 어렵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수업 내용이 아예 들어보지 못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

18 자기주도적 예습이 필요한데 내용 이해를 못할 경우 과제 수행
에 어려움이 있음

단순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이 없어 지루할 수 있는데
플립드 러닝은 토론 혹은 이야기 나누기 등 활동이 있어서 수
업에 대한 흥미도, 집중도가 높아서

19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익혀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
움

공부를 했다는 기분이 강해 뿌듯하고, 학습한 내용이 기억에 오
래 남음

20 매주 수행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 부담 수업 시간에 설명이 이해가 되어서 좋음

21 과제 양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점 스트레스 받음 예습할 수 있어서

22
수업 시간 외에 10분 가량의 영상을 보고 책을 읽어가야 하는
점.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읽고 알아가야 하는 것

[표 13]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Table 13] Tough points and good points in class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학습

량 과다와 그에 따른 부담감이었다. 실제로 수업 전반

부에 부여한 주별 특수 과제가 탐구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작성

해오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점이 학생들로 하

여금 수업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한 주

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의견과 반

응을 본 후 후반부 수업에서는 탐구 주제를 생각해보

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그후 부담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스로 학습하는 낯선 수업 방식

에 적응하기 어렵고 내용 이해와 정리에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이었다. 셋째, 수업 안내 영상이 정확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

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플립드 러닝은 학생들이 미리

학습을 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명쾌하게 안내하

는 것이 필요하였다.

한편,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된 수업의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스스로 공부한다는 사실로 인해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

다는 점이다. 둘째, 강의식 수업을 들을 때와 달리 미

리 공부하고 들으니 이해가 잘 되고 내용도 더 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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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고 학습 내용의 지속력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셋

째, 강의식 수업에서는 흘려들을 때가 있고 지루할 수

있는데 반해, 미리 공부하니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는

점이다.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공

부한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Ⅵ. 결론

학생들의 수업 전 활동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지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다음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대학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대단히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의 형식이나 내용의 구조화 등에서 잘 드러났다.

학생들이 주별 특수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반

응 후 학습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과제 분량을 조절하

는 것이 필요했지만, ‘내용 요약 및 구조화’ 및 ‘질문

및 토론/탐구 주제’ 등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

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자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수업 방식의 변화를 시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

한 수업을 실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육대학 학생들

은 그러한 능력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플립드 러닝

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육대학에서 플립드 러닝을 적극적

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습 주제를 실제교육에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지만 내용의 전달보다는 이론

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상당 부

분 관심이 이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자

연스럽게 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하기도 한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 전

에 미리 예습을 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습을 한

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해 상태나 수준 등을 미리 파

악하지 않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상세히 다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이나 탐구 등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

만 학생들이 수강의 필수조건으로 수업 전 활동 양식

에 따라 학습을 미리 해올 경우, 수업 운영의 융통성

이 상당히 커지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활

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러한 수업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효율적

인 교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의식 수

업에서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이 특별

히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체로 이해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

려운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할 경우 수업에서 어

느 부분에 힘써야 하는지 교수학습의 초점을 정할 수

있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플립드 러닝의 가능성을 인식하

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이러한 수업에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을 겪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

넷,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비교사들도 자신의 역할

이 더 이상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히려 예비교사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초

등교사의 역량을 기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

량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 새로운 교사의 역할을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로서 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

면서 느낀 점과 반성한 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과정은 학생들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는 과정이었다. 학생들은 수업

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 방식에 대한 견해를 수시로 제

공해주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학생들의 피드

백에 기초하여 약간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였기

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 활동 결과를 확인하면서 교육

대학 학생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대로 연구자가 교수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일에

얼마나 게으른 자였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사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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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롭고 부담스러운 일은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가 쉽지 않다. 실제로 교육대학 학생들은 12개 학과의

다양한 학문을 섭렵해야 하고, 이수학점보다 실제 이

수하는 시간이 더 많아 학습 부담감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돕지 못하고, 연구자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수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습자가 진정한 학습자가 되고, 교수자가 진정한 교

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부담을 지더라도 학생들

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의

미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플립드 러닝은 학생은 물론 교수자 스스로 많

은 부담을 짊어지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 수업을 준비

하면서 학생들을 안내할 동영상 제작 과정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였지만, 수업 전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를 읽고 정리하며 이를 수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계속 플

립드 러닝으로 학습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

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연구자 역

시 이 수업을 계속해나갈 것인가 스스로 질문한다면

주저함 없이 답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강인원이 많을

수록 부담감은 배가될 것이다. 다만, 학습자와 연구자

가 부담을 가지는 요인들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을 통

해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의식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많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미리 학습해옴에도

불구하고 2시간으로는 이론의 실제적 적용 등 학생들

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교수자가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

에 부합하는 수업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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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change traditional lecture classes such as 
flipped learning and blended learning, and their effectiveness has been verified in various fields. 
On the other h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nables students to participate in self-directed 
learning by encouraging student participation. Teachers should also try to change the teaching 
method, and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s by confirm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new teaching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applying Blended learning class to teach 
mathematics education for elementary education 1 class which is one of the required subject in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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