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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공학은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과 기술의 편의성, 효율성, 안정

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으로(박신영, 이윤소, 김

경언, 강승찬, 2018), 최근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후 

변화, 식량 부족, 인터넷 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World 

Economic Forum, 2016) 역시 공학적 문제해결을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학자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면서 공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 공학교육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공학교육은 학

습자들이 현장 중심의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량을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Received August 13, 2018; Revised January 18, 2019
Accepted January 22, 2019
† Corresponding Author: dreamer302@gmail.com

(Honken, Ralston, & Tretter, 2016; Ozaltin, Besterfield-Sacre, 

& Clark, 2015). 

특히 공학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플립러

닝이 있다(허준영, 한수민, 2016; Newman, Deyoe, Connor, 

& Lamendola, 2014). Bates와 Galloway(2012)는 플립러닝

을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 중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강의실 밖에서 인지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교수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즉, 수업 전에는 개별학습을 통해 개념

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 활동들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플립러닝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플

립러닝이 개념 이해와 실습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개

념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공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2006)

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플립러닝은 공학교육에서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학교육에서 

플립러닝이 개념 이해를 촉진시키고, 학습자 참여를 높이며 문

제해결 역량을 함양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Clar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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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a; Schrlau, Stevens, & Schley, 2016).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플립러닝이 학습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정빈, 김은경, 2015; 허준영, 한수

민, 2016). 단순히 플립러닝을 실행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보

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공학교육에서 플립러닝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의실 안과 밖 활동들이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장은정, 최명숙, 2017; 

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플립러닝에서 강의실 안과 밖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

는 방법으로 최근 Merrill(2012)의 교수 으뜸원리(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가 주목받고 있다(예: Hoffman, 

2014; Lo & Hew, 2017). Merrill(2012)은 그의 저서 ｢교수 

으뜸원리｣에서 효과적(effective)이고 효율적(efficient)이며 

매력적인(engaging) 수업을 만들기 위한 원리와 전략들을 소

개하고 있다. 교수 으뜸원리는 다른 어떤 교수 활동보다도 가

장 먼저 ‘문제(problem)’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교수 으뜸원리를 플립러닝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Hoffman 

(2014)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후 Lo와 Hew(2017)는 교수 으

뜸원리를 활용하여 플립러닝 모델을 정교화한 모델을 제안하

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수 으뜸원

리는 교수(instruction) 활동의 한 사이클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성혜, 2016), Lo와 Hew(2017) 역시 플립러닝에서 교수 으

뜸원리를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플립러닝

의 효과적 설계와 운영에 있어 교수 으뜸원리를 고려한 연구가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 공학교육 맥락에서 교수 으뜸

원리를 플립러닝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학교육 맥락에서 교수 으뜸원리를 플립러

닝에 적용한 모델과 교수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공학교육 이론

과 실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

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교육에서 교수 으뜸원

리를 적용한 플립러닝 모델은 무엇인가? 둘째, 공학교육에서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한 플립러닝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 전략

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공학교육과 플립러닝

공학교육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아이디어의 발산과 실현을 위

해 공학적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시스템을 고안·설계·실행·

운영하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Crawley, Malmqvist, Lucas, & Brodeur, 2011). 이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으로 문

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공학

교육은 대학교육과 공학 현장을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결과 및 

기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과정과 맥락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박수홍, 정주영, 류영호, 2008; 임경화, 안

정현, 2016). 이에 따라 공학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현장의 문제

를 협력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안을 제시해보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실제 문제해

결과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로 플립러닝

이 주목받고 있다(허준영, 한수민, 2016).

Dianna, Kenneth, Meghan과 Jessica(2013)는 공학 수업에

서 적용할 수 있는 플립러닝 모델로 학습자들이 사전에는 공학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플립러닝의 사전, 사후 활동을 구조화한 모델을 제

안하였다. 허준영과 한수민(2016) 역시 공학 수업에서 학습자

들이 실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실

습에 필요한 지식은 온라인 사전 학습으로 습득하고 강의실에

서는 실습 중심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플립러닝이 공학 수

업에서 대안적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학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실증 연구들(예: 김세영, 강

민정, 윤성혜, 2017; 여형석, 박영택, 2017; 임경화, 안정현, 

2016; 정성희, 곽민정, 2017; 최정빈, 강승찬, 2016; 허준영, 

한수민, 2016)은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 플립러닝 선호도, 

수업 참여도, 몰입, 문제해결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였다(임경화, 안정현, 2016; 정성희, 곽민정, 2017; 허준영, 한

수민, 2016).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최정빈, 김은경, 2015; 허준영, 한수민, 

2016). 또한, 선행연구들은 성공적인 플립러닝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온라인 사전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충실한 학습과 

강의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허준영, 한수민, 

2016),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유기적인 연결을 제안

하였다(김세영 외, 2017).

이처럼 공학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플립러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유니스트와 카이스트 등 국내 주요 공학 중심 대학들

은 정책적으로 플립러닝을 공학 수업에 적용하는 데에 앞장서

고 있다.

2. 플립러닝과 교수 으뜸원리

교수 으뜸원리는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고 적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

수 원리들로(Merrill, 2012), Table 1과 같이 다섯 가지 원리

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수업에 교수 으뜸원리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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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 만족도 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연순, 정현미, 2013; 이성혜, 2016).

Table 1 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 (Merrill, 2012)

원리 내용

문제 중심 
원리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학습이 일어난
다. 이 원리는 모든 교수 전략들이 문제에 근간하여 설계되
어야 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원리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인 원리라 할 수 있다.

활성화 
원리

새로운 지식의 기초로서 기존 지식이 활성화될 때 학습이 
촉진된다.

시연 원리 새로운 지식이 학습자에게 시연될 때 학습이 촉진된다.

적용 원리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적용해볼 때 학습이 촉진된다.

통합 원리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지식과 통합할 때 학습이 
촉진된다.

교수 으뜸원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광범위

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모든 교수 활동들이 문제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에서 플립러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교수 으뜸원리를 플립러닝 설계에 적용한 것

을 처음으로 제안한 Hoffman(2014)의 연구는 교수 으뜸원리

를 플립러닝에 적용하면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흥미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플립러닝의 흐름과 구체적인 교수 전

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김윤영과 정현미(2017)는 Merrill의 Pebble-in-the-Pond 

모델 설계 절차에 따라 플립러닝을 설계하였다. 그들은 플립러

닝을 3주 동안 운영하면서 1주차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시연 

문제, 1주차와 2주차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시연과 적용 문제, 

3주차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적용 문제, 즉 총 4개의 실제적 

문제를 설계·제시하였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문제의 복잡도와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중심 원리는 교수 활동들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플립러닝에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할 때 문제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나, 온

라인 수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원리들과 통합 원리가 적용된 

활동들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교수 으뜸원리를 플립러닝에 적용한 연구로 Lo와 

Hew(2017)가 있다. 그들은 교수 으뜸원리를 활용한 플립러닝 

모델을 Fig. 1과 같이 제안하고, 이 모델을 학습자 수준이 다른 

2개의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의 수준

과 상관없이 모든 수업에서 유의미한 학습 성과가 나타났다.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수 으뜸원리가 플립러닝을 설계하

는 데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이들

의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 모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주

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Fig. 1 The flow of a flipped classroom using 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 suggested by Lo and Hew (2017)

그러나 Lo와 Hew(2017)의 연구는 수업 후 활동들이 플립러

닝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Kong, 2014; 

Mok, 2014), 수업 후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

한 모델과 전략들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교수 으뜸원리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문제중심 원리에 대

한 구체적인 전략들도 제시되지 않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교수 으뜸원리에 기반, 공학교육에 적합한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연

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교수 으뜸원리에 기반한 플립러

닝 모델에 관한 선행연구(김윤영, 정현미, 2017; Hoffman, 

2014; Lo & Hew, 2017)를 검토하여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의 초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2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

략을 도출하였다. 

1단계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 초안 도출

↓

2단계 전문가 검토

↓

3단계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 수정안 도출

Fig. 2 Process of developing flipped learning model and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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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공학교육에서 교수 으뜸원리에 기반한 플립러닝 

모델과 교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로부터 타당

도를 검토받았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교수설계, 특히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으뜸원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교육공학 

전공 교수 1인, 공학교육 맥락에 초점을 맞춘 플립러닝 모델 

및 교수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학교육에서 실제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공과대학 교수 1인을 선

정하였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전문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expertise of the subject to examine the validity

분야 성명 소속/직위 경력 관련 전문성

교수설계 H
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16

• 교육공학 박사
• 교수설계관련 강의 및 연구

공학/

공학교육
Y

대학 공과대학 
교수

17

• 컴퓨터교육학 박사
• 공학 및 공학 교수법 관련 
강의 및 연구

IV.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한 수정된 플립러닝 1차 

모델 및 전문가 검토 결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Lo와 Hew(2017)의 모델을 수정

한 1차 모델은 Fig. 3과 같다. 또한, 1차 교수 전략은 문제중심 

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수 전략으로 보고 문

제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수업 전 학습, 본 수업, 수업 후 

학습의 활동들을 교수 으뜸원리에 따라 제안하되 공학교육에

서 강조되는 절차 지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념 지식과 절차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Fig. 3 Primary revised flipped learning model

개발된 1차 모델과 교수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Table 3과 같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모델과 

교수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모델 및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Table 3 Expert review comments and corrections on the 
primary model and teaching strategies

구분 제안사항 수정사항

모델

• 수업 전 학습으로 ‘강의영상 시청’

이 있는데, 학습자들이 꼭 동영상 
시청만 할 필요는 없고 동영상을 
제작해야 한다는 교수자의 부담
을 줄여주도록 수정할 것

• 기존에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된 
MOOC 등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학습이 가능
하도록 ‘강의 자료(영상 등) 학습’

으로 수정함

• 본 수업으로 협력학습 활동만 제
안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수
업에서 팀 활동을 적용하기는 어
려우므로 이를 포괄하는 활동을 
제시할 것

• 본 수업 활동으로 협력학습과 상
호교수 활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
는 문제해결 활동으로 수정함

• 교수 으뜸원리는 순차적이므로, 

마지막 수업 후 통합의 원리로 끝
맺음 할 것

• 수업 후 활동을 ‘통합의 원리’로 
수정함

교수 
전략

• 문제 설계 전략에서 문제의 특징
들을 설명할 것

• 문제의 특징인 비구조화, 복잡성, 

실제성을 추가함

• 수업 전 학습 시연 전략에서 예시
뿐만 아니라 비예시도 제공해줄 
수 있음

• 수업 전 학습 시연 전략에서 예시
와 비예시(반례)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

• 수업 중 절차 지식을 학습할 때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한 
문제를 제공해주는 전략을 추가함

V.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한 수정된 플립러닝 최종 

모델 및 교수 전략 도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모델은 Fig.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종 모델은 Lo와 Hew(2017)의 원 

모델에서 제안된 수업의 흐름을 따르나, 교수 으뜸원리와의 관

련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최종 모델은 교수 활동의 모든 단계가 문제 중심적이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실제적 문제가 플립러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며, 난이도와 복잡성에 있어 다양한 작은 

문제의 단위들이 각 단계에서 활용된다. 둘째, 최종 모델은 수

업 후 학습을 위한 원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수업 후 활동

Fig. 4 Final revised flipped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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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과제(homework)가 제안되기는 하나(예: Mok, 2014),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한 플립러닝에서 교육적 효과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수업 후 학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시작: 문제 설계

비록 문제의 설계는 본 연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지만, 문

제는 모든 교수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수 전략의 앞 단계에 서술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문제는 학

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rill, 2012). 

Urquiza-Fuentes와 Paredes-Velasco(2017)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에 관한 공학 수업에

서의 실험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에는 학습자들의 동기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비현실적인 활동

이 주어진 경우에는 동기가 오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결과에 관해 Urquiza-Fuentes와 Paredes-Velasco

는 학습자들이 실제상황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제 전문가들의 

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즉, 

실제 세계의 문제는 학습자들에게 더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인

식되기 때문에, 학습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예경과 윤순

경(2017)의 국내 학습자의 플립러닝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습자들의 만족

도와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Merrill(2012)은 좋은 문제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비구조

화된 문제라 설명하였다. 공학 분야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학교육에서 교수자들이 실제적 문

제를 찾는 것은 비교적 친숙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

적인 플립러닝을 위한 문제는 실제 상황에 기반한 문제 가운데

에서도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문제인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Jonassen(1997)은 비구조화된 문제란 목

표와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하나가 아닌 다양한 해

결 경로가 존재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이나 규칙, 원리

가 불분명하게 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상황에 기반한 다

양한 문제 가운데, 교수 으뜸원리에 기반한 플립러닝에서는 

‘비구조화’에 대한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 문제를 설계할 것

이 요구된다. 실제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플립러닝으로 운영하

는 데 있어 문제 중심 원리를 적용하여, 한 학기동안 해결할 문

제로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

밍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타이핑 연습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연습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라’는 과제가 주어진 

바가 있다. 

또한, 공학교육에서 교수 으뜸원리에 따른 문제는 여러 단위

의 문제가 설계되어야 한다. 김윤영과 정현미(2017)의 연구에서

는 플립러닝 설계를 위해서는 각 교수 으뜸원리의 적용을 위한 

작은 단위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공통연계기능(2018)의 프로그래밍 수

업 또한 작은 단위의 여러 문제들이 수업 전 시연 및 적용 원리, 

수업 중 통합 원리를 위해 개발된 사례로 보고되었다. 

2. 1단계: 수업 전 학습

일반적으로 플립러닝의 수업 전 학습 단계에서는 개념 지식

이 제시된다(한형종 외, 2015). 그러나 공학교육에서는 학습자

들이 과정, 즉 ‘어떻게(how-to)’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과는 다른 고려사항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실험 장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소프트웨어 개

발 툴킷(toolkit)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절

차적 지식을 수업 전 학습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

업 전 학습에서 내용 지식과 절차 지식 모두를 위한 교수 전략

이 요구된다.

Table 4 Suggestion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re-class 
in engineering education

개념 지식 절차 지식

활성화 
원리

•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은 학
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은 학
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시연
원리*

• 예시는 비예시(반례)와 함께 제
공한다.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준다.

• 실험 기구나 소프트웨어를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적용
원리*

• 퀴즈를 제공한다.

•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드
백을 제공한다.

• 절차에 관한 예제를 보여준다.

• 단순한 과제를 제공하여 수업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드
백을 제공한다.

* 사전에 설계된 문제가 필요한 교수 전략

수업 전 학습 단계에서 각 교수 원리를 적용한 교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우선 활성화를 위

한 전략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설명과 관련되는데, 이때

에는 친숙하지 않은 지식을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연

결하여 제공한다. 공학 전공기초 실습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설

계, 적용한 허준영과 한수민(2016)도 특히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신입생들을 위한 개론 수업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짓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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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개념적, 절차적 지식 모두에 해

당하는데, 다만 절차적 지식의 경우 수행의 단계나 활동 순서

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Merrill(2012)은 ‘~에 대한 방법(how-to)’으로 일

컬어지는 절차적인 스킬에 대한 교수방법을 수행에 필요한 단

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실습 과정과 유

사한 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던 다른 실습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연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 지

식의 경우, 잘 알려진 전략으로는 예시와 비예시를 함께 제공

하는 것과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

다. 이러한 전략은 공학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절차적 지식을 강화하

기 위한 교수 전략으로써 실험 기구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학습 효과 뿐 아니라 본 수업

을 위한 활동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허준영과 한수민(2016) 또한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자에게 미리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여주는 전략을 

소개한 바가 있으며,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공통연계기능

(2018)에서도 사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툴

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시연을 제공하는 전략을 소개

하였다.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전략은 퀴즈라 할 수 

있다(예: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그러나 특

히 공학교육에서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위해 서로 다

른 퀴즈 제공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개념

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다형 퀴즈가 제

공될 수 있지만, 절차적 지식의 측면에서 예제(worked 

example) 또는 학습자가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제

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새롭게 획득한 지식을 적

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예제의 경우 공학교육에서 

절차적 지식의 전달을 위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예: Moreno, Reisslein, & Ozogul, 2009). 한편, 적용을 위해

서는 개념적, 절차적 지식 모두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질의응답(Q&A)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3. 2단계: 본 수업

플립러닝의 주요한 장점으로는 본 수업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협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다(최정빈, 김

은경, 2015). 그러므로 본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은 주로 협력 

활동에 초점을 둔다(Table 5).

Table 5 Suggestion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in-class 
in engineering education

개념 지식 절차 지식

활성화 원리
• 사전 경험에 대한 동료 간 

공유 활동
• 사전 학습 온라인 강의 또

는 학습 자료에 대해 개요 
제공

적용 원리 • 사전 학습과 관련하여 학
습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
한 토론 활동

• 피드백 제공

•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한 문제를 제공하거나 
주별 과제로 제공

• 피드백 제공
통합 원리*

* 사전에 설계된 문제가 필요한 교수 전략

본 수업에서도 수업 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개념적 지식의 경우, 2-3명의 소집단을 이루어 새로운 개념과 

관련된 각자의 사전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절

차적 지식의 경우 수업 전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단계나 

행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문제 해결 활동에 보다 자연스럽게 참

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적용과 통합을 위한 교수 전략은 수업 전 학습에서 획득한 

지식을 실제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된다. 개념적 지식의 경우 학습자들이 사전에 미

리 질문을 만들도록 한 후, 해당 질문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전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난

이도가 서로 다른 3-4개의 질문을 만들도록 하거나, 이해가 어

려운 내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여 학습자간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절차적 지식의 경우, 복잡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 

전략이 제공될 수 있는데,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공통연계

기능(2018)에서는 학습자들이 매주 협력적으로 컴퓨터 프로그

램을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활동을 본 수업에서 진행한 바가 있

다. 해당 사례에서는 학습자들이 매주 새롭게 배우는 지식을 

하나의 산출물 개발에 적용해 나감으로써 한 학기에 걸쳐 자신

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정교화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

적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과 개선(refinement)은 공학

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Bhatt, Tang, Lee, & Krovi, 

2008), 주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교화 되어가는 연습의 과정은 

실제 세계와 유사할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절차적 지식 모두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4. 3단계: 수업 후 학습

수업 후 학습의 2가지 주요 기능은 먼저 본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정교화 및 강화하는 한편, 다음 수업에서 배울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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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

로는 퀴즈 또는 과제가 제공된다(예: Clark, Kaw, & 

Basterfield-Sacre, 2016).  그러나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한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수업 후 학습이 수업 전 학습 및 본 수업

의 학습 자료와 연계(align)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able 6).

Table 6 Suggestions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ost-class 
in engineering education 

개념 지식 절차 지식

통합 원리 개념도 활동을 과제로 제공 프로토타입 개선을 과제로 제공

이 단계에서는 통합 원리를 위한 교수 전략이 고려되는데, 개

념적 지식의 경우 개념도가 제공될 수 있다. 개념도란 여러 개

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써 공학교육에서 

잘 적용되는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다(Borrego, Newswander, 

McNair, McGinnis, & Paretti, 2009). 특히, 공학 설계 수업

에서 개념도 활동을 활용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을 통

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을 촉진할 수 있다(Fosmire & 

Radcliffe, 2013). 절차적 지식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는 본 수

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 주차별로 프로토타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제를 수업 후에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업 전 학습 

및 본 수업 단계에서 학습한 지식을 재활성화하고 실제적 문제

를 통해 다시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 모델과 교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

였으며, 플립러닝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Merrill(2012)의 교수 으뜸원리를 적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Lo와 Hew(2017)에 의해 제안된 플립러닝 프

레임워크를 공학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으며, 플립러

닝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교수 전략을 기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공학교육의 실천에 대한 기여에 있

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공학교육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플립러닝 모델, 그리고 교수 활동의 기

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Merrill(2012)의 교수 으뜸원리

를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새로운 모델의 수용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행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공학교육 맥

락에 본 모형과 교수 전략을 적용해보는 사례 연구, 실험 연구 

등 교수자와 학습자 대상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질적·양적 데이

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모델을 타당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2018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2016H1D6A1927414).

이 논문은 2018년 EdMedia + INNOVATE Learning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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