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 연구:

육군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박  진  우









- i -

국문초록

급속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군(軍)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군 교

육훈련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육군 학교교육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 참여형 교육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육군 학교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증

진시키기 위해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과 같은 학습자 중심 참여형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 수업

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하고 있다.

플립러닝의 적용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법인 상황위주 토의식 수

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재설계하거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구

체적인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문헌 검토 결과 군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에 관한 구체적

인 전략이나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

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기초로 이러한 교수 전략을 육군 학교교

육 맥락에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성적 연구방법론

(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을 적용하여 크게 세 단계의 연

구절차를 거쳤다. 첫째, 플립러닝 및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선행문

헌 검토, 육군 학교교육의 현장분석,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통해 초

기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둘째, 이러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교육프로

그램을 수정하였다. 셋째,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예비

실행과 2차에 걸친 주 실행 후 이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

을 강점, 약점, 개선점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은 총 일곱 가지 교수 전략과 스무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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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침으로 구성된다. 선행학습 단계에서는 1) 학습활동 지시서

를 활용한 선행학습 및 토의의 사전 안내, 2) 선행학습 간 핵심강의

제공, 3)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각종 활동지 활용이 포함되며, 상황위

주 토의식 수업 단계에서는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의 연계 5)

토의활동을 촉진하는 전략 6) 효과적인 토의 강평 및 피드백 제공

7) 선행학습과 토의 수업의 학습을 종합 및 정리하는 기회 제공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수 전략에 대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전략의 적용 결과 주의집중, 학습 흥미, 학습 결과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행학습 단계의 강의노트 작성

과 개요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는 이후 토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학

습 효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지만 선행학습 및 토의 시간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전략

이 한 차시의 수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수 전략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

해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로 개발된 교수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 M-MOOC과 같은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연구, 과목의 특성과 학습자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플립러닝 적용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해서는 학

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플립러닝과 토의식 수업에 관한 교

수 전략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맥락의 특수성을 반

영함과 동시에 교수자,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반복적인 수정 과

정을 거쳤기 때문에 육군 학교교육 기관 교육담당자 및 교수자가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 및 안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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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은 군(軍)의 안보환경 뿐만 아니라 군

교육훈련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하였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군인들은 테크놀로지와 환경에 적응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하며(TRADOC, 2011),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 측면에서의 변화

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이상균, 2012). 이러한 군 교육훈련 방법의 패

러다임 변화를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로 미 육군의 학습 개념

(The U.S. Army Learning Concept for 2015)을 들 수 있다.

미 육군 학습 개념의 개념을 정립한 미 육군 훈련 및 교리사령부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이하 TRADOC)는

앞으로 미 육군의 경쟁적인 이점은 적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빨

리 학습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와 테크

놀로지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학습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RADOC, 2011). 특히 미 육군 학습 개념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1세기 군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적응성, 주도성, 평생학습

능력, 팀워크 및 협업능력, 의사소통 및 참여 능력,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의 9가지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맥락 기반 학습, 협력 학습, 문제 중심 학습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TRADOC,

2011).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밖에서 개념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교실 안에서는 소그룹 단위로

협력적 학습 활동, 토의 및 토론, 문제 규명 및 문제 해결활동 등에

참여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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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예견하였다(TRADOC, 2011).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육군도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학교

교육이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면서(육군 교육사령부, 2013; 이상균,

2012), 육군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군 교육훈련 방법의 패러다임 변

화를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육군 학교교육 기관

에서 적용하고 있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들 수 있다. 플립

러닝은 2014년 모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뒤

육군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부터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플립러닝이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학

습 환경이자 교육방법(Bergmann & Sams, 2012; Bishop &

Verleger, 2013; Kong, 2014)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은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김남

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방진하, 이지현,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와 동일하게 수업 전, 중, 후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교실 수업 활동으로는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동료 교수법 및 동료 피드백 기반의 Learning &

Teaching식 교육(강호택, 2014)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방법을 꼽을 수 있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학습자

에게 전투 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전장상황, 전투상황을 문제 형

태로 제공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의를 활용하여 최선의 해

결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육군본부(2013)는 이러한 토

의식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과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조하는 육군 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육군본부, 2013).

플립러닝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모두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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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플립러

닝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결합에 따라 교수설계나 수업 실행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연구를 위

한 사전조사 결과(박진우, 2015a)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대해 교수자는 플립러닝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에

강의로 전달했던 학습 내용 중 어느 부분을 사전학습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업 시간의 토의 활동 간

교수자의 촉진자 및 안내자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학습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수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

을 나타내었다. 반면, 학습자들은 수업 전에 제공되는 학습 자료 중

어디서부터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학습 과정에

서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는 수업을 설계하

고 준비하는 교수자는 물론이고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에게 보다 구

체적인 지침과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플립러닝 적용을 위해서는 수업 전 학습과 수업 중 활

동 간 교수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방진하, 이지현, 2014;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교수설계 측면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

목을 재설계해야 하는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김남익 외, 2014; 김보

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Gilboy et al., 2015). 더욱이 토의

식 수업은 토의 자체가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많은 경

험 및 훈련이 필요하며(차경수, 2000; Dilon, 1994), 교수자의 토의

안내 부족, 참고자료 제공 부족, 학습자들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토

의를 위한 준비 부족 등 문제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구정화, 2009; 김백희, 김병홍,

2014; 박지숙, 1999; Brookfield & Preskill, 2005; Vaughan, 2014).

요컨대 현재 육군 학교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플립러닝 기반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립러닝과 토

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플립러닝 도입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의 재설계, 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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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변화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안내하는 세부적

인 전략이나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토의 수업의 시간 부족 문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등을 플립러닝의 적용으로 해결

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김백희, 김병홍, 2014; 신정숙, 2014;

Jump, 2013; Kim, Kim, Khera, & Getman, 2014; Teo, Tan, Yan,

Teo, & Yeo, 2014; Toqeer, 2013; Vaughan, 2014), 특히 군 맥락에

서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설계 관련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설계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

히 교수설계의 목적이 처방적 성격의 교수전략을 구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임철일, 1996; Reigeluth, 1983), 실제 육군 학교교육 맥락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처방적인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수 전략을 실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 적용하였을 때, 교

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반응

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수 전략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교육 운영 담당자, 교

수자 및 교수설계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 및 안내

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주요 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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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은 어

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교실 수업 이전에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전 학습을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교수학습방법으

로 정의한다. 국내 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을 Inverted

classroom, Inverted learning, Flipped classroom, Flipped learning,

The classroom flipped,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반전학습, 역진행

학습, 역전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는 ‘학생주도 학습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플립러닝’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나.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육군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플립러닝 환경에

서 교실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학습을 의미한다.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교실 수업 전 이루어지는 사전학습을 ‘선수학습’, ‘강

의실 밖 수업’ ‘교실 밖 수업’, ‘수업 전 가정학습’, ‘사전학습’, ‘온라

인 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방진하 외, 2014;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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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최현미, 2014; 한형종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육군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선행학습과 플립러닝의 사

전학습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문

제와 상황을 먼저 부여하고 문제인식을 토대로 읽고 생각하여 학생

스스로 해결한 후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개발하

고 강평을 통해 심화시키는 교육방법이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여기서 ‘상황’은 전장상황 또는 전투상황을 일컫는다. 상황위주 토의

식 수업에서는 실제 있을법한 전장상황을 가정하여 문제 상황을 구

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토의’를 활용함으로써 전

장 상황에서의 최선의 의사결정,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군사지식이나 전술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상황판단-결심-대응’의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라. 육군 학교교육 및 교관/교육생

육군 학교교육은 육군 예하의 학교기관에서 장병들이 전시 또는

평시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육군본부, 2012). 교관은 학교기관에서 가르

치는 교수자를 의미하며, 교육생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교

기관에 입소한 학습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관 및 교육생이

라는 용어를 교육학 용어인 교수자 및 학습자 용어와 동일한 개념

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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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군 교육훈련 방법

가. 군 교육훈련 방법의 패러다임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은 군 안보환경

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국방부, 2014; 김원대, 2014). 이미 군의 대부

분 작전요소에는 복잡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포함되며, 첨단 무기

체계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활용되는 안보환경은 군사작전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TRADOC, 2011). 이처럼 새롭게 부각

된 안보환경은 군 교육훈련 방법의 변화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상균, 2012) 즉 교육훈련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잘 훈련된

군인, 임무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Bell & Reigeluth, 2014;

TRADOC, 2011).

미 육군 교리 및 훈련사령부(TRADOC)는 일찌감치 이러한 군 교

육훈련에 대한 급격히 변화된 요구를 인식하고 2015 미 육군 학습

개념(The U. S. Army Learning Concept for 2015, 이하 ALC 2015)

을 정립하였다(TRADOC, 2011). 여기에서는 21세기 군인 역량을 개

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적응적인 학습 모델 및 학습 환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Bell & Reigeluth, 2014). 다음 [그림 Ⅱ-1]은 미 육군

에서 제시한 미래의 학습 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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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자 중심의 미래 학습 환경(TRADOC, 2011)

위 [그림 Ⅱ-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군 교육 맥락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학습(continuous learning), 적응

적인 교수학습(adaptive instruction and learning), 역량 기반 학습자

의 개발(competency-based learner progress), 실제적 과제 기반 학

습(authentic task-based learning),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을 강조하고 있다(Bell

& Reigeluth, 2014). 그 중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렌디드 러닝이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의 테크놀로지

활용, 테크놀로지를 통한 교수자의 강의 전달 등 즉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TRADOC(2011)은 개

별 학습자의 학습 속도를 고려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강의를 전

달할 수 있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플

립러닝이 넓은 관점에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활동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한 가지 유형임을 고려할 때(김남익 외, 2014; 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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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2014; Bishop & Verleger, 2013), 군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미 육군 학습 개념(ALC 2015)에서는 교수설계자나 교

수자에게 다음과 같이 군 교육훈련 방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실천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TRADOC, 2011). 첫째, 교실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을 협력적인 문제해결 활동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학습자

들이 수행 맥락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촉진하는 교

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임무수행 맥락과 연계되는 문제

해결 활동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전 평가를 통해 개별 학

습자들의 경험과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학습 촉진을 해

야 한다. 셋째, PPT(PowerPoint, 이하 PPT) 슬라이드 제시를 통한

교수자 주도의 강의에서 벗어나, 블렌디드 러닝 접근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상의 미 육군 학습 개념(ALC 2015)에서는 교육방법 측

면에서 실제적인 임무수행 맥락이 반영된 문제 중심 학습, 개별 학

습자의 학습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군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방부, 2014). 그 일환으로 군 학교교

육 차원에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정착시키고자 교육목표, 교육내

용, 교육방법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국방부,

2014),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형 교육과 전술상

황 위주의 토의식 교육을 정착시켜 교육생들의 창의성과 전술적 이

해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국방부, 2014).

그 중에서도 육군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이러한 군 교육훈련 방법

의 패러다임 변화를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주도한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특히, 교육방법적인 측

면에서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 중심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군인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바

탕으로 학습자 중심 참여형 교육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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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료교수법 및 동료피드백 기반의

Learning & Teaching(이하 L&T) 기법(강호택, 2014), 소부대 전투

기술을 행동화 숙달하기 위한 숙달 체득식 반복학습, 상황인식 능

력, 논리적 사고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상황위주

토의식 교육방법의 적용 및 발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화된 안보환경은 새로운 역랑을 갖춘

군인 상을 요구하고 있으며(TRADOC, 2011), 학습자 중심 참여형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군 교육훈련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군 교육훈련 방법은 실제 군 교육훈련 현장에 적용될 때 지속적으

로 개선될 소지가 있다. 교육 이론이나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상황맥락적인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나일주, 김인수,

2008). 즉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 참여형 교육방법을 실

제 군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연구가 필요

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나. 육군 학교교육의 교육방법 특성

육군 학교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 참여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L&T식 교육,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반복 숙달 체

득식 훈련 등을 적용하고 있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육군 학교교

육의 교육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황맥락적인 요소로서 본 연구

의 교수 전략을 탐색하고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 학교교육의 교육방법의 특성은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및 교육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측면에서 교육방법은 군사지식이나

전술지식의 단순한 기억, 이해 차원이 아닌 분석, 종합, 평가하는 고

차적 사고 기능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복잡한 전투상황에 직



- 11 -

면한 군 학습자들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황을 분석, 종합하여 판

단하고 해결책을 결심하여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육군본부, 2013). 습득한 기술을 행동화하는 차원에서 전투기술

에 관한 단순 반복 숙달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 하지만 육군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학교교육 기

관에서는 고차적 사고 기능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Bloom(1956)과 Anderson 외(2001)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제시한

것처럼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applying), 분석(analyzing), 종합

(synthesizing), 창조(creating)하는 고차적 사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육군 교육사령부

(2013)가 학교교육 혁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목표와 교육방

법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강

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교육 내용 측면에서 교육방법은 실제 수행 맥락

(performance context)을 반영해야 한다. 즉 실제 전투상황과 같은

임무수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육군본부, 2013). 구성주의

적 접근에 따르면 교육이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했을 때 학습 및 수

행이 촉진될 수 있다(강인애,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은 전투상

황이라는 실제적 맥락을 최대한 유사하게 반영하고자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육군본부, 2013), 관련된 전술상황 등을 문

제 형태로 제공하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교육 과정 측면에서 교육방법은 제한된 교육 시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군 학교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의 특성 상 통제된 일

과를 제외하면 개인 학습을 위해 남는 시간은 극히 부족하며(장정

욱, 안치호, 20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정해져있기 때

문에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실시되는 자기 보속 학습

(Self-Paced Learning)이나 완전 학습(Mastery-based Learning) 구

현은 어려운 실정이다(Chetcuti, Pafford, & Thomas, 2015). 따라서

교육방법을 적용할 때 주어진 교육기간의 제한적인 요소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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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측면에서 교육방법은 제한된 환경적인 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환경적인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은 테크

놀로지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군에서는 보안이 중시될 뿐만

아니라 PC 등 테크놀로지가 공공 소유이기 때문이다(장정욱, 안치

호, 2012; 정영식, 오승윤, 이영준, 2009). 따라서 교육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제한된 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2. 플립러닝

가. 플립러닝의 개념 및 특징

1) 플립러닝의 기원 및 등장 배경

플립러닝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Berrett, 2012; Chen, Wang, Kinshuk, & Chen, 2014; Galway,

Corbett, Takaro, Tairyan, & Frank, 2014; Kong, 2014).

Wang(2014)은 19세기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테이어 제도(Thayer

Methods)에서 플립러닝의 기원을 찾는다. 테이어 제도 하에서의 교

육은 교실 수업 전 생도들에게 사전 학습을 하도록 하고, 교실 수업

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일일 시험(daily quiz, exam)을 본 뒤 사전

학습을 증명하는 브리핑이나 암송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반면 Vanderbilt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Brame(2013)에 의

하면, Walvoord와 Anderson(1998)에 의해 거의 최초로 플립러닝과

같은 접근이 시도되었다고 한다. Walvoord와 Anderson(1998)은 교

실 수업 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고(first-exposure),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의 과정인 종합하기, 분석하기, 문제해결활동

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하였다. 이후 Lage와 Platt, Treglia(2000)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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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와 유사한 접근인 Inverted Classroom이 경제학 개론 강좌에

적용 시도되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이 학습자의 다

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읽기, 강의

동영상 시청, 설명을 포함한 PPT 자료, 인쇄 가능한 PPT 슬라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학습 자료에

대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first-exposure) 하였다. 또한 학습자

들의 사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수집되고

채점되는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교실 수업에서는 학

습자들이 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하였다.

방진하와 이지현(2014)은 공과대학 교수인 Baker의 사례가 플립

러닝의 시초라고 하였다. 강의 슬라이드를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학

생들이 미리 학습하도록 하자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질의응답이 증

가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Baker는 학회에서 “The Classroom

Flipped"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플립러닝은 Bergmann과 Sams(2012)

에 의해 제안되어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초에 그들은 수

업 결손이 잦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실 강의를 녹화해서

온라인 비디오 형태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수자의 강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Hwang, Lai, & Wang, 2015).

이처럼 플립러닝과 같은 교육학적 접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여 왔다. 플립러닝의 기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공통적인 핵심

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보다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으로 구성된

다는 것이다(Sams & Bergmann, 2013).

2) 플립러닝의 정의 및 개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립러닝의 기원과 등장 배경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의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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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이종연 외

(2014)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을 인터넷이 가능한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서 동영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또는 동료 학생과

함께 토론, 실습,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임철일 외

(2014)

강의실 밖에서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강의를 듣고,

강의실에서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

최정빈,

김은경

(2015)

학습자가 수업 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및 동료학습자들과의 협업체제를 기반으로 문

제해결학습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수학습방법

Albeysekera &

Dawson

(2015)

대부분의 정보전달 위주의 강의를 교실 밖으로 옮기고 교실 수업 시간을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학습활동으로 사용하며 학습자가 교실 수업 시간의

활동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전, 후 학습활동을 요구하는 것

Bates &

Galloway

(2012)

수업 전에 온라인 강의 동영상으로 미리 강의를 듣고, 교실 수업에서는

동영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학습자간 토론,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학습

Bergmann &

Sams

(2012)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수행되던 것이 집에서, 집에서 숙제로 하던 것이 교

실에서 수행되는 것

Bishop &

Verleger

(2013)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적인 그룹 학습활동을 하고, 교실 밖에서는 컴퓨터

기반의 직접적인 개인 교수활동을 하는 것

Brame

(2013)

학습자들이 대게 읽기자료나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실 밖에서 새로운 학

습 자료에 대한 최초 접근을 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교실수업은 문제해결,

토의, 토론과 같은 지식을 심화시키는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

Davis

(2013)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에 녹화된 강의를 듣고 관련

된 학습활동을 완수함으로써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제적인 적용 활동, 성

찰활동을 위한 교실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

EDUCAUSE

(2012)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강의와 숙제의 요소가 뒤집힌 교육학적 모델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교수자의 직접 교수를 집단 학습 공간에서 개별 학습 공간으로 이동시키

고, 그 결과 집단 학습 공간을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개념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해주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으

로 변화시키는 교육학적 접근법

<표 Ⅱ-1> 플립러닝의 정의

극복할 수 있고,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적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임철일 외, 2014;

Galway et al., 2014). 이러한 플립러닝에 관한 주요 연구자들의 개

념적 정의를 종합해보면 다음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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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Gannod et al.

(2008)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직접 하는 학습 활동이 혼합된 교수 환경임. 플립러

닝에서 전형적인 교실 내 강의는 실험실과 교실 내 학습활동으로 대체되

고, 교실 밖에서는 강의 동영상과 같은 매체에 의해 강의가 전달됨

Lage et al.

(2000)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일어난 수업의 사태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Stone

(2012)

학습자들이 수업 전에 비디오를 시청하고 수업 시간에는 복잡한 개념을

풀거나, 질문에 답하며,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줄 뿐

만 아니라 일상 삶과 학습의 유대 관계(bond)를 만들어 내는 것

Strayer

(2007)

테크놀로지를 통해 강의를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고, 학습활동을 통해 숙

제와 개념에 관한 연습을 교실 안으로 이동시키는 혁신적인 수업 구조 중

의 하나임

<표 Ⅱ-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립러닝의 개념 및 정의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교실 밖에서의 온라인 강의 동영

상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립러닝의 개념을 규정지을 때, 교실 밖

에서의 강의 동영상과 같은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할용이 필수적임

을 강조한다(임철일 외, 2014; Bates & Galloway, 2012; Bergmann

& Sams, 2012; Davis, 2013; Stone, 2012; Strayer, 2007).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립러닝의 확산을 주

도했던 Sams와 Bergmann(2014a)는 실제 플립러닝을 적용 시도한

많은 교육 실천가들이 학습자가 강의 동영상 비디오를 시청하지 않

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ilman(2012)은 플

립러닝의 한계점으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질과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Tucker(2012) 역시 수업시간 확보를 위해 교실 밖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플립러닝에서 교실 밖에서의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통한 학습보다 교실 수업의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구현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존재한다(이동엽, 2013; Berrett, 2012;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Hamdan et al., 2013; Hu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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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Kummer, & Godoy, 2015). 미국의 대표적인 플립러닝 커뮤

니티 Flipped Learning Network(2014)와 Bergmann과 Sams(2014b)

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Bergmann과

Sams(2014b)는 기존에 집에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보고 교실에서

숙제를 하는 것은 플립러닝의 구 버전(Flipped class 101)이라고 하

면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활용 자체 보다 이로 인해 확보된 교실

수업 시간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를 Flipped Learning

Network(2014)에서는 기존 버전을 "Flipped Classroom"으로,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강조하는 것을 “Flipped Learning"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주요 연구자들의 플립러닝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수학습 순서가 뒤바뀌었다

는 점과(김보경, 2014; 방진하, 이지현, 2014; Bermann & Sams,

2014; Hung, 2015; Lage, Platt, & Treglia, 2000), 그로 인해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이 구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임철일 외,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Albeysekera & Dawson, 2015; Bates &

Galloway, 2012; Bergmann & Sams, 2012;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Stone, 2012).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육군 학교기관의 특성 상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이 제한되며, 교육과정의 특성 상 교실 수업 전 사

전학습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면대면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플립러닝은 교실 수업 이전에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

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전 학습을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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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립러닝의 특징 및 양상

이처럼 플립러닝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시각이 다양하지만

플립러닝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

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절차를 뒤집는다(김보

경, 2014; 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2014c; Hung,

2015). 플립러닝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립(flipped)’은 기존

에 수업시간에 했던 강의를 수업 시간 전에 하고, 수업시간에는 학

습자들의 학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교

수학습 절차가 뒤바뀜을 의미한다. 이렇게 뒤집힌 교수학습 절차에

따라 학습자들은 사전학습을 하게 되고, 사전학습의 결과로 수업 시

간 학습활동을 위한 선수지식을 획득하게 된다(김남익 외, 2014; 이

지연 외, 2014; Bergmann & Sams, 2012; Berrett, 2012;

Frydenberg, 2013).

둘째,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김남익 외, 2014; 주길

홍, 2015; Bishop & Verleger, 2013; Hamdan et al., 2013; Holmes,

Tracy, Painter, Oestreich, & Park, 2015; Strayer, 2007). 스마트기

기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능

하게 하였는데(Kim et al, 2014; Kim, Heo, & Lee, 2015), 이러한 대

표적인 예가 바로 플립러닝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에 교수자가 강의를 통해 전달했던 학습 내용이 온라인 강의 동영

상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달이 가능해졌다. 플립러닝과 관련

된 사례연구에서는 강의동영상은 물론, 강의노트, 퀴즈, 추가적인 읽

기자료 등을 인터넷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김은영, 이영주, 2015).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확보된

교실 수업 시간을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실행될 수 있으며(김남익

외, 2014),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플립러닝

의 성공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이지연 외, 2014; 주길홍, 2015;

Bergmann & Sams, 2012; Davies, Dean, & Bal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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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를 강조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이종연, 박상훈, 강혜진, 박성열, 2014). 플립러닝의 이론적 배

경 근저에는 구성주의의 교육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교수자의 역할로 학습자의 지

식 구성의 촉진자, 안내자 혹은 조언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학습

자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플립러닝에서는 특히

수업시간의 확보로 인해 교수자의 촉진자, 안내자 또는 조언자로서

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서동욱, 이에스더, 2015; 한형종 외, 2015).

뿐만 아니라, 수업의 주체로 학습자가 강조되며(이민경, 2014;

Bergmann & Sams, 2012; Davies, Dean & Ball, 2013), 학습에 대

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강조한다(김백희, 김병홍, 2014;

Chen et al., 2014).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전략 및 교육방법의 적용

을 가능하게 한다(전희옥, 2014; 이지연 외, 2014; Bishop &

Verleger, 2013; Brame, 2013; Holmes et al., 2015; Sams &

Bergmann, 2013). 플립러닝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기존의

교수자의 강의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수업 전에 제공함으로써 교

실 수업 시간이 확보된다(전희옥, 2014;; O'Flaherty & Phillips,

2015; Sams & Bermann, 2014). 이에 따라 플립러닝 적용 수업시간

에서는 강의내용에 대한 반복이나, 협력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

한 교육방법이 적용 가능하다(서동욱 외, 2015; 이지연 외, 2014;

Bishop & Verleger, 2013; Davis, 2013). 플립러닝 적용과 관련된 사

례연구에서는 퀴즈, 질의응답, 토론, 실험, 탐구활동, 문제해결활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으며(권오

남, 배영곤, 2014; 김백희, 김병홍, 2014; 신정숙, 2014; 주길홍, 2015;

Butt, 2014; Enfield, 2013; Kim et al., 2014), 대부분 전통적인 강의

식 수업과 비교하여 협력적이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

는 협력활동을 실시하였다(김은영, 이영주, 2015). 이러한 학습자 중

심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심화학습을 하게 되고 유의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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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Davis, 2013).

이러한 플립러닝은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

으며, 하나의 정해진 모델은 없다(이지연 외, 2014; Chen et al.,

2014; Hamdan, McKnight, McKnight, & Arfstrom, 2013). 선행연구

에서는 플립러닝의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Texas at

Austin 대학의 학습과학센터의 경우 플립러닝의 절차를 수업 전, 수

업 도입, 수업 중, 수업 후, 일과시간 중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지연 외,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일부 연구자들은 교실 수

업을 기준으로 교실 밖 수업(온라인 학습)과 교실 안 활동(오프라인

활동)으로 크게 범주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은영, 이영주,

2015; 방진하, 이지현, 2014; 한형종 외, 2015). 이를 종합하면 플립

러닝의 일반적인 수업양상 및 절차는 다음 <표 Ⅱ-2>와 같이 크게

수업 전, 중, 후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절
차

김남익 외
(2014)

방진하,
이지현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Univ. of Texas
at Austin
Learning
Science(2015)

수

업

전

수업 전

-강의동영상

시청

-질의내용준비

· 교실 밖 수업

- 내용요소

제공

· 사전학습

-사전자료제공

-사전학습확인

· 온라인 학습

-온 ·오프라인

연계하는 강의계

획서 제공

· 수업 전

-제공된모듈학습

-내용관련

질문기록/준비

수

업

중

도입

-퀴즈, 질의응답

전개

- 그룹문제해결

및 토론

마무리

- 발표, 피드백

교실 안 활동

-학생활동중심

-응용 심화학습

-개별화된 학습

강의실 수업

-협력학습 /

요약

-평가

오프라인활동

-온라인 콘텐츠

기반 오프라인

수업 연계

(사례활용, 질문

반영, 퀴즈 등)

수업 도입

-교수자 질문

수업 중

-피드백/소규모

강의 제공

-실습

수

업

후

수업 후

-수업내용정리

및 의견 수렴

교실 밖 수업

-내용요소

제공

사후학습

-사후활동

-성찰활동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수업

기반 온라인

콘텐츠 연계

(보충/심화자료

안내)

수업 후

-지식, 기술활용

-추가 설명,

학습자료제공

일과시간 중

-지속적인 안내

<표 Ⅱ-2> 플립러닝의 일반적인 수업양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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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립러닝의 의의

이러한 플립러닝은 단순하게 강의의 전달이 교실 밖에서 이루어

지는 것 즉, 수업의 절차가 뒤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alway

et al., 2014). 플립러닝을 적용함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loom(1956)이나 Anderson 외(2001) 연구자들이 제시한 저

차적 사고 기능뿐만 아니라 고차적 사고기능을 모두 다룰 수 있다

(Galway et al., 2014; Sams & Bergmann, 2013). 즉 학습자들이 교

수자의 안내와 동료 학습자들의 지원 하에 고차적 사고 기능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Hung, 2015). 이는 학

습내용의 기억(remembering), 이해(understanding) 차원의 교실 내

강의가 학습내용의 손실 없이 동영상 강의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

에 가능하다(Berrett, 2012). 이렇게 확보된 교실 수업 시간은 협력학

습이나 심화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

를 통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남익 외, 2014;

김백희, 김병홍, 2014; 이동엽, 2013; 이지현, 2013; Davis, 2013;

Galway et al., 2014; Gilboy et al., 2015; Sams & Bermann, 2014;

Tucker, 2012).

둘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촉진할 수 있다

(Galway et al., 2014; Kong, 2014).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교

수학습방법과 구분되는 플립러닝의 특징 중 하나는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단순히 교수자의 강의를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자

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연

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Kong, 2014). 이러한 맥락

에서 테크놀로지를 교육 목표에 비추어 수업 전, 중, 후 활동과 유

기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때 학습자의 학습 경험은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O'Flaherty & Phillips, 2015).

마지막으로 플립러닝 적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완전학습과 개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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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지원할 수 있다(Kim et al., 2015; O'Flaherty & Phillips, 2015;

Sams & Bergmann, 2013).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강의 동영상 제공

을 통해 확보된 수업 시간은 온전히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즉 이는 개별 학

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짐을 의미하고 이로써 교수자

는 형성평가 차원에서 개별 학습자의 이해 수준, 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Sams & Bergmann, 2013). 따라서 학습

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는 것이다(O'Flaherty & Phillips, 2015).

실제 교육현장에서 플립러닝의 설계 및 실행에 관한 표준화된 모

델이나 방법은 없다(Galway et al., 2014). 즉 여러 선행연구들은 학

습 내용의 전달 수단, 교실 수업에서의 교육방법 등이 학습자 특성,

교수자의 배경, 이용 가능한 교육 자원,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Galway et al., 2014; Hung, 2015; Sams &

Bergmann, 2013). 특히, Chapnick(2014)은 플립러닝이 적용 자체만

으로 효과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모든 교수자나 과목에 적합하다

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플립러닝의 효과는 교실 안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였

는지(김보경, 2013; Bishop & Verleger, 2013), 학습자가 사전학습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남익 외, 2014). 즉

효과적인 플립러닝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맥락에 최적화된 교수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플립러닝의 교수설계

플립러닝이 기존의 여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본질적

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립러닝을 적용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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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찾는 연구는 늘고 있다(방진하, 이지현, 2014; Hamdan et al.,

2013). 이는 플립러닝이 학습자들을 능동적이고 참여하도록 하는 학

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Bishop & Verleger,

2013; Yarbro, Arfstrom, McKnight, & McKnight, 2014).

플립러닝 중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유의미학습

(Bergmann & Sams, 2012)을 위해서는 수업 전 사전학습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남익 외, 2014; 이지연 외, 2014; Bergmann &

Sams, 2012; Berrett, 2012). 이뿐만 아니라 플립러닝의 효과는 교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남익

외, 2014). 즉 플립러닝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 사전학습과 교실 수업에서의 활동을 모두 고려하는 수업

전반에 걸친 교수설계가 중요한 것이다(김은영, 이영주, 2015; 한형

종 외, 2015; Begmann & Sams, 2012; Hung, 2015).

Reigeluth(1983)에 따르면, 교수설계는 특정 학습내용이나 학습 집단

에 대해 학습목표에 비추어 기대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

의 교수방법, 교수전략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플립러닝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특정 맥락에

서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교수방법, 교수전략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군 맥

락에서 플립러닝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처방적 성격의 교수 전략(임

철일, 1996)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플립러닝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문헌 검토는 플립러닝의 교수

전략, 교육방법 측면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문헌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교수설계는 물론이고 교수설계 모형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

다. 국내 외 선행문헌 검토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문헌을 살펴보면, Gilboy 외(2015)는 플립러닝 적용 간

수업 전, 중, 후의 활동마다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내용

을 포함한 템플릿을 교수진에게 제공하여 플립러닝 적용을 위한 강

좌를 재설계하도록 하였다. 이 템플릿에 따라 학습자들이 수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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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억하기, 이해하기 등의 저차

적 지식을 학습하고 수업 중 교실 수업에서는 적용하기, 분석하기,

종합하기 등 고차적 지식을 학습하며, 수업 후에는 형성평가, 총괄

평가 등을 통해 배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결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고,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따른 전 인지적 영역의 학습목표

가 모두 다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Albert와 Beatty(2014)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학업 성취 측면의 플

립러닝의 효과를 살펴보는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

립러닝 적용을 위한 핵심 설계 요소 6가지를 제안하였다. 설계 요소

중 각 단원의 학습 내용을 분절하여 제공하고, 강의 계획서 외에도

학습 자료들을 플립러닝 맥락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부분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학습 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

수업 초반부부터 학습자들에게 플립러닝에 대해 안내하고 학습자의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플립러닝에 참여한 교실의 학업 성취가 전통적인 강의 중심

수업의 학업 성취보다 높았음을 보고 하였다.

Kim 외(2014)는 대학 맥락의 플립러닝 적용 수업 3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플립러닝 교수 설계를 위한 9가지 설

계원리를 제안하였다. 그 중 학습자의 학습 여부, 이해 여부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전 평가의 필요성과 교실 밖 수업과 교실 내 활동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플립러닝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내 학습

활동에 대한 구조화된 안내를 제공하고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

동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설계 원리들은 국내에서 김남

익 외(2014)의 연구에서 수업 전, 중 학습습자의 참여를 위한 전략

으로 활용된 바가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구제척인 설계 원리를 제

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urup와 Hersey(2013)은 마취 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면서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약 5% 학업 성취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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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플립러닝 적용의 이점과 설계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학습

활동이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의 테

크놀로지 접근성 및 친숙성을 고려하여 선수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20분 내의 핵심 위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실 안에서의 학습

활동은 사전 학습의 내용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

호작용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hen 외(2014)는 미국의 플립러닝 커뮤니티인

Flipped Learning Network(2014)에서 제시한 플립러닝의 구성요소

인 F-L-I-P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을 주장하였다. 추가적인 요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

는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Learning by Networking), 학습자들의 참

여에 중점을 두는 효과적인 학습 경험(Engaging and Effective

Learning Experience) 설계, 다양화되고 끊김없는 학습 플랫폼

(Diversified and Seamless Learning Platforms)의 구축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성공적인 플립러닝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거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 문헌에서도 플립러닝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권오남 외(2013)는 플립러닝 수업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플립러닝의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눈다.

수업 전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를 실

시하며, 수업 중 퀴즈에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퀴즈

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자의 핵심강의가 제공된다. 수업 중

학습 활동에서는 소그룹별 문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지며 토론, 동료

수업 등이 이루어진다. 마무리 강의는 학습자들의 성찰일지 작성 등

을 통해 수업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김보경(2014)은 플립러닝의 교실 안에서의 경험과 교실 밖 경험

을 혼합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 이 두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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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목을 위한 구체적인 플립러닝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플

립러닝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교실 밖 학습과 교실 안 학습에

대한 분리 전략, 연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료 유형을

강의 비디오, 교재, 인쇄자료로 다양화하였다는 점과 학습의 연계

차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질문이나, 워크시트, 포트폴리오 양식

등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활동지를 미리 제공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

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백희, 김병홍(2014)은 교양과목인 ‘사고와 표현’ 강좌에서 플립

러닝을 적용하였다. 전희옥(2014)의 연구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플립

러닝 수업 절차를 기반으로 교실 내 수업시간에 역할 교체식 토의

수업을 적용하였다. 적용 후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사고력 증진, 의

사소통능력의 발달, 자신감 향상, 지식과 교양의 습득, 협동심 상승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하였다.

박상준(2015)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환경에 적합한 플립러닝

수정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에 대한 효과를 분석, 보고하였다. 플립

러닝 간 사전학습 자료는 교육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꼭 온라인

강의 동영상이 아니어도 문서, 텍스트, 소책자, 학습지 등 다양한 형

태로 개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수업 전 사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가 이해한 주요 개념 및 내용 요소를 도식이나 마인드

맵 등으로 표현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Bergmann과

Sams(2012)가 제시한 플립러닝 모형을 수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의 맥락에 맞게 보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진욱(2014)은 대단위 한국어 수업을 위한 플립러닝 모형을 개

발하여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고 모형을 개선시켜 언어 수업에서의

플립러닝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플립러닝 적용의 전제조

건을 플리핑(flipping) 내용 설정, 학습자료 제공 방식 설정, 교실활

동 선정으로 구분하고 한국어 수업에서 플립러닝 적용 가능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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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다. 한국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전학습 제공이 제

한되어 PPT 강의 자료나 학습지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포함하

여 총 6단계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테크놀로지를 통

한 사전학습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

러닝 환경과 맥락이 같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희옥(2014)은 플립러닝의 기반이론이 되는 학습자 중심 학습이

론에 대한 선행연구(Bishop & Verleger, 2013)를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에서의 거꾸로 교실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동료 교수법(Peer

Instruction)과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플립러닝 수업의 절차에 포함하여 초등학교 맥락에서 사회과 거꾸

로 교실 수업을 계획하여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최정빈과 김은경(2015)은 공과대학 맥락에서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로 공과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수업형태별 PARTNER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사전단계

(Preparation), 사전학습평가(Assessment), 사전학습 연계

(Relevance), 팀 활동(Team activity), 핵심요약 강의(Nub lecture),

평가(Evaluation), 사후성찰(Reflection)의 주요 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특히, 과목의 특성에 따라 PARTNER 모형의 단계 중 중요한

부분만 보다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플립러닝 적용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한형종 외(2015)는 플립러닝 적용 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활

동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온 오프라인 연계를 위해 학습자 질문을 통한 연계, 성

찰일지를 통한 학습의 종합, 다음 차시의 연계성 안내 등 다양한 전

략들이 도출되었고, 대학 맥락에서 효과적인 플립러닝을 설계, 운영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안내하였다.

이상에서 플립러닝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문헌 검토 결과 본 연

구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교수 전략 및 지침을 다음 <표 Ⅱ-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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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수 전략 연구자

수

업

전

학습자에게 플립러닝의 개념, 수업 방식에 대해 안내하라.
김백희, 김병홍(2014)

Albert & Beatty(2014)

학습목적 및 학습목표를 명확히 하라. Kurup & Hersey(2013)

사전학습에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 중 지식, 이해와 같

은 저차적 사고기능을 다루어라.

김보경(2014)

Gilboy et al.(2015)

학습활동에 대한 선수지식을 제공하라.

- 동영상 강좌, 기타 학습 자료의 형태

✳ 비디오가 예습 확률이 높음

김보경(2014)

박상준(2015)

최정빈, 김은경(2015)

Kurup & Hersey(2013)

학습내용을 분절화해서 제공하라.
Albert & Beatty(2014)

Kurup & Hersey(2013)

사전학습(동영상 시청 등)의 동기를 부여하라.

- 퀴즈 풀기, 개별적인 모임, 개별화된 수업 시간 관리, 온

라인 토론방 활용, 마인드맵 등

- 강의노트 작성(알게 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으로 구분)

박상준(2015)

이지연 외(2014)

전희옥(2014)

학습자들이 수업 준비를 해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Kim et al.(2014)

수

업

중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하라.

- 온라인 퀴즈(폐쇄형), 과제부여, 토론게시판 활용 등

권오남 외(2013)

김보경(2014)

최정빈, 김은경(2015)

사전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교수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라.
방진하, 이지현(2014)

수업 중 활동과 수업 전 사전학습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

하라.

- 이러한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최정빈, 김은경(2015)

한형종 외(2015)

Kim et al.(2014)

Kurup & Hersey(2013)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 중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적

사고기능을 다루어라.

- 문제 해결을 통한 심화학습을 하라.

최정빈, 김은경(2015)

Gilboy et al.(2015)

소그룹별 문제해결 활동, 협력학습, 토론, 동료수업 등을 실시

하라.

권오남 외(2013)

최정빈, 김은경(2015)

학습활동 지향의 수업을 하라.

- 상호작용 활동 촉진

김보경(2014)

Chen et al.(2014)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Kim et al.(2014)

개인/그룹 과제에 대한 적시적,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Kim et al.(2014)

학습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구조화된 안내(스캐폴딩)을 제공하라. Kim et al.(2014)

학습활동을 평가하라.

- 구술평가, 수행평가, 관찰평가, 개방형 문제해결능력 평가 등

김보경(2014), 전희옥(2014)

최정빈, 김은경(2015)

학습자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Albert & Beatty(2014)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유도하라. Albert & Beatty(2014)

<표 Ⅱ-3> 플립러닝의 교수 전략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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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수 전략 연구자

필요시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핵심요약강의 제공

권오남 외(2013)

김백희, 김병홍(2014)

최정빈, 김은경(2015)

수

업

후

다음 차시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을 안내하라. 한형종 외(2015)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라. Kim et al.(2014)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권오남 외(2013), 최정빈

외(2015), 한형종외(2015)

온라인 추수활동을 하라

-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라.
김보경(2014)

온라인 형태의 보충 및 심화 학습 자료를 제공 및 안내하라. 한형종 외(2015)

플립러닝은 과목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김보경, 2014; 박상준, 2015; Albeysekera &

Dawson, 2015; Galway et al., 2014; Hung, 2015; Nederveld &

Berge, 2015; Sams & Bergmann, 2013). 하지만 아직까지 육군 맥

락에서 플립러닝 교수설계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중심으로 살

펴보려고 한다. 육군 학교교육은 학습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보안문제 등으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 일반 맥락

과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장정욱, 안치호, 2012; 정영식, 오승윤, 이

영준, 2009). 이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맥락에 최적화된 교수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군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플립러닝 교수 전략을 탐색하고 이에 대

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교육 현장

에 적용 가능한 교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 육군 학교교육에서의 플립러닝

1) 군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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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모방송사의 다큐

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이민경, 2014). 이는 교육계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후 플립러닝은 여러 교육 실천가, 연구자

들에 의해 활발히 적용 시도되고 있다. 배도용(2015)에 따르면, 국내

에서의 플립러닝과 관련된 연구들은 플립러닝의 소개에 관한 연구

(이동엽 2013), 플립러닝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김남익 외, 2014; 김

백희, 김병홍, 2013; 이민경, 2014; 이지연 외, 2014), 플립러닝에 대

한 교육적 의의 탐색 연구(이종연 외, 2014)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

만 그 연구들 중 군 맥락에 적용한 연구는 박민우(2015)의 석사학위

논문과 이를 발전시킨 박민우, 김선주, 이민구(2015)의 연구가 유일

하다. 하지만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6시그마를 적용한 군 기술교육

을 플립러닝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플립러닝을 교육방법 차원에서

단순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교수설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의 왕립 군사 대학에서 조교수로 활동하는

Chapnick(2014)는 군 교육기관에서의 플립러닝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군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적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한 의견 교환 결과(박진우,

2014) 실제 플립러닝에 대한 적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실제 군 맥락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의 공학교육 강좌에서 시도된 바 있다(Chetcuti,

Thomas, & Pafford, 2013; Chetcuti, Pafford, & Thomas, 2015).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19세기부터 실시하고 있었던 테이어 제도(Thayer

Methods)는 플립러닝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Wang, 2014), 테이

어 제도는 강도 높은 개별 학습자의 선행학습과 교실수업에서의 수

업 주제에 대한 일일 평가 및 브리핑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교실

을 20명 내외의 학습자로 편성하여 수준별 분반 편성하여 운영하였

다. Chetcuti와 그의 동료들(2013)은 이러한 테이어 제도와 공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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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적용해오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플립러

닝의 발전에 기여한 Khan Academy의 교수학습 방법을 접목하여

테이어 2.0(Thayer 2.0)이라는 블렌디드 강좌를 개발, 적용하였다.

이는 플립러닝과 같은 교육학적 접근이 반영된 결과로 사전에 개별

적으로 학습 준비를 하고, 교실 밖에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교

실 안에서는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Chetcuti,

Thomas, & Pafford, 2013). 이러한 플립러닝 강좌를 공학교육에 적

용한 결과 교실 수업에서의 문제해결 활동 시간을 확보 및 증가시

킬 수 있었고, 강의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

학습이 가능했으며, 학습의 질과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Chetcuti et al., 2013; Chetcuti et al., 2015). 이 연구는 플립

러닝의 교수설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외에도 미 부사관 전문성 개발 기관에서 활동하는 Bailey와

Bankus(2014)는 부사관 교육 시스템에서의 자기보속학습(Self-Paced

Learning)을 제안하면서, 플립러닝을 적용할 때 학습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학습의 기회가 증가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미

국방대학교의 Robinson과 그의 동료들(2015)은 플립러닝을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함께 군 교육훈련의 패

러다임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최신 교수학습 방법으로 소개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실제 군 맥락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거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

출한 결과는 다음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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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시사점

플립

러닝

적용

사례

관련

연구

박민우(2015)

박민우 외(2015)
플립러닝이 6시그마를 활용한 군 기술교육에 적용 가능함

Chetcuti et al.

(2013)

Chetcuti et al.

(2015)

사전학습 단계의 교수설계 관련

- 교실수업 전 강의계획서, 교재, 상세한 학습목표를 포함한 학습가

이드, 할당된 읽기자료, 연습문제 등을 제공

- 강의 동영상은 학습목표별로 분절하여 개발 후 제공

교실수업 단계의 교수설계 관련

- 교실 수업시작 전 사전학습 내용 확인을 위해 점수에 반영되

는 개념적인 퀴즈를 실시함

- 사전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함

- 개별적인 문제풀이 활동 간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칠판을 활용하여 문제풀이를 시연함

학습자가 수업 중 강의가 제공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

하면, 강의 동영상 시청에 대한 동기(보상)가 저하됨

점수가 부여되는 선행학습 확인용 연습문제는 강의 동영상

시청 및 노트필기를 통한 학습 촉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학습자들이 강의 동영상에 실제 문제풀이에 대한 시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함

교실 내 수업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선행학습 확인용 연습문제를 제공할 수 있음

iClicker와 같은 피드백 반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

자의 응답을 신속히 확인하고 피드백 줄 수 있음

플립

러닝

적용

가능성

관련

연구

Bailey&Bankus

(2014)

플립러닝을 적용할 경우 개별학습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학습

자의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학습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음

Chapnick

(2014)

플립러닝을 통해 교수자는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확인하

면서, 즉각적인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교

수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군 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할 때 학습자의 학습

준비, 교수자의 교수 준비가 중요함

플립러닝이 모든 교수자나 모든 과목에 적합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적용 전 면밀히 검토해야 함

Robinson et al.

(2015)

플립러닝은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임.

게이밍, 3D 가상세계,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컴

퓨터 기반 테크놀로지 기술이 플립러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

<표 Ⅱ-4> 군 맥락의 플립러닝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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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적용

플립러닝이 모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후 군

에서는 육군 학교교육 기관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보였다. 육군 학

교교육 기관에서는 먼저 세미나를 통해 플립러닝에 대한 이해, 공감

대를 형성하였고(조아미, 2014), 2014년 후반기 각 학교기관별로 시

범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뒤, 2015년에는 여러 교과 영역에서

플립러닝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적용되는 플립러닝은 수업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수업 전에는 선행학습 및 학습활동 준비를 실

시하고 수업 중에는 도입, 학습활동, 수업 후 활동 안내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수업 후에는 수업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부가 과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거나 자기 성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국 내

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남익 외, 2014; 방진하 외, 2014; 배도용,

2015; 최정빈, 김은경, 2015; 최현미, 2015; 허난, 2015; Gilboy et al.,

2015).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전학습으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다양화하였다.

즉 수업 전 사전학습을 위한 학습내용 제공을 동영상 강의에 국한

하지 않는다. 기존 육군 차원에서 개발한 CBT(Computer-based

training, 이하 CBT), PPT 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서, 플립러닝 적용

을 위해 추가적인 선행학습 강의 동영상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쇄텍스트 기반의 교범, 기본교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플립러닝이 등장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학습자가 동영상

강좌를 보는 조건상의 제약(Milman, 2012)을 극복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 육군사관학교의 플립러닝 적용 결과 작은 단위로

분할된 강의 동영상에 대한 학습자의 활용도가 높았다는 점에 비추

어볼 때(Chetcuti et al., 2015), 향후 강의 동영상은 작은 소단위 주

제별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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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학습자들이 시험 전이나 과제물에 대한 마감기한이 도래했

을 때 분할된 강의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다(Chetcuti et

al., 2015). 즉 이는 제한된 여건에서 사전학습 자료를 다양화할 수

있지만(박진욱, 2014; 박상준, 2015), 분절화 된 강의 동영상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업 전 사전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학습 시간을

정과 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태정, 차현진(2015)에

따르면, 플립러닝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사전 과제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학습 시간을 정과 교육시간

에 포함하여 수업 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

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업

전 사전학습 시간에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과 교육시간에 통제된 장소에서 함께 수업 전 사

전학습을 하게 되므로, 담당 교수자에 의한 학습 촉진 활동뿐만 아

니라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셋째, 수업 중 활동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형화하였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황위주 토의식 교육’, ‘L&T 기법’을 적용하되 야외

훈련 등을 통해 행동화 숙달이 필요한 학습과제는 소규모 팀 단위

‘숙달 체득식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형화된 수

업활동은 학습자가 수업 전략이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학습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Gilboy et al., 2015; 한

형종 외, 2015). 하지만 플립러닝의 이점 중 하나인 학습 활동의 다

양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김은영, 이영주, 2015; Galway et al.,

2014)은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군 교육사령부 차원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육군 교

육사령부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플립러닝을 적용할 때 적용이

필요한 부분만 검토 후 개선,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인원 지원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과목을 재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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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준비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교수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기존 연구(이종연 외, 2014; 김백희, 김병홍, 2014; 박태정, 차

현진, 2015; Gilboy et al, 2015; McLaughlin et al, 2014; Milman,

2012)에 비추어 볼 때 기관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3. 토의식 수업

가. 토의식 수업의 개념 및 유형

1) 토의의 개념 및 기원

토의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권낙원, 2013; 차우규,

2000). <표 Ⅱ-5>와 같이, Dillon(1994)은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구

두로 의사 교환을 하는 집단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Ewen(2000)은 참여, 대화, 양방향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수기법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보았다. 차우규(2000)는 토의식 수업을 집단

성원 간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사

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정문성

(2004)은 토의를 어떤 주제나 문제 상황에 참여하는 주체자들이 정

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토의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토의를 규명하는 다양한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토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집단이 정보와 의견을 체계적

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집단이 의도된 목적 하에 대화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다(구정화, 2009).

이러한 토의의 기원은 동양의 경우 기원전 1세기경 중국 한나라

에서 시발되어 고려 시대에 도입된 경연제도를 들 수 있다(남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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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경연(經筵)은 고려, 조선시대에 왕 앞에서 경사(經史)에 대해

학문적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양의 경

우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다(차우규, 2000).

산파법이란 아이를 출산할 때, 산파가 산모를 돕듯이 학습자가 지속

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연구자 내 용

구정화

(2009)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서

로가 가진 정보와 생각을 단순하게 나누어 보는 의사소통 방식

정문성

(2004)

토의를 어떤 주제나 문제 상황에 참여하는 주체자들이 정보와 의

견을 교환하여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

차우규

(2000)

집단 성원 간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

고, 의사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Bormann

(1975)

집단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면한 상태에서 의사를 전달

하는 과정

Dillon

(1994)

공동의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의

견을 교환하면서 문제에 대한 지식, 이해, 판단, 결정, 행동 등을 증

진시키는 집단적 상호작용

Ewen

(2000)

참여, 대화, 양방향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수기법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

<표 Ⅱ-5> 토의의 정의

여러 연구자들은 토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비슷한 개념인 토론

과 구분지어 사용하기도 한다(구정화, 2009; 정문성, 2004). 토론

(debate)이 어떤 주제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이나 검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

람을 설득하려는 활동임에 반해, 토의(discussion)는 어떤 주제나 문

제 상황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그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다(구정화, 2009; 정문성,

2004). 즉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주제나 문제 상황에 대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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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가는 개념인 것이다(정문성,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토의와 토론을 포괄하여 다

룬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토의식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 참

여형 교육방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과 동시에 때

론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토의식

수업에서는 토의와 토론을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2) 토의식 수업의 개념 및 의의

이러한 토의를 활용한 토의식 수업은 토의・토론 학습이라는 이

름아래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Gall & Gall, 1976;

Brookfield & Preskill, 2005). 토의식 수업 또는 토의・토론 학습의

개념에 대해 선행문헌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Ⅱ-6>과

같다.

연구자 내 용

구정화

(2009)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학습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활용하여 집단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

정재찬 외

(1998)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토의를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여 습득하게 하는 일종의 교수법

Brookfield

& Preskill

(2005)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

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교수방법

Gall &

Gall

(1976)

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적, 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

<표 Ⅱ-6> 토의식 수업의 개념

위 <표 Ⅱ-6>을 종합할 때 토의식 수업은 토의라는 기법을 학습

의 과정에 적용하는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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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중 산파법에 비유하자면, 토의식 수업은 교수자의 계속되는 질

문과 그에 따른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의 내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러한 토의식 수업은 Parker가 제안한 회화법

(conversational method)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정재찬 외, 19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이 방법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작용과 경험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일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다. 특히 구성주의적 관점이 대두된 이후 토의식 수업은 그 중요성

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토의가 교육 현장에서 중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토의가 예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

다(차우규, 2000).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회

가 민주화되어 갈수록 토의가 강조되었고, 학교교육에서도 이를 강

조하게 되었다.

둘째, 토의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기능을 향상시

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권낙원, 2013; 정문성, 2004; Ewen, 2000;

Larson, 2000). 토의 상황에서는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에 적용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 종합, 평가하

여야 한다. 또한 토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지식들을

단순히 재설명하고 재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나 생

각들을 표현해야 한다. 토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로부터 정

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며

(Larson, 2000),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Bloom(1956)이나 Anderson 외(2001) 학자들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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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고차적 사고기능인 분석, 종합, 창조하기 외에도 고차적 사

고기능으로 분류되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은 복잡하고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박삼열,

2012; 신재한, 김현진, 윤영식, 2013; Larson, 2000).

이러한 토의식 수업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

해 숙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소통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all & Gall, 1976). 토의과정을 통해 토의자들이 주제

와 관련된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고,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만들

어낼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제

공받으면서 상호작용적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박삼열, 2012; Bridges, 1979; Larson, 2000). 정의적인 측면

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사

회적 태도를 훈련시키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낙원,

2013; 차우규, 2000; Frederick, 1994).

3) 토의식 수업의 유형

이러한 토의식 수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

다(정문성, 2004). 토의식 수업에 참여하는 집단 규모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대집단, 소집단, 대집단과 소집단의 통합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토의식 수업의 수준에 따라 안내된 토의(guided

discussion)와 반성적 토의(reflective discussion)로 나눌 수 있다

(Gall & Gall, 1990). 토의식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개발,

지식 습득, 쟁점 분석, 의사 결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 <표 Ⅱ-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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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토의식 수업 방법(예시)

아이디어 개발

브레인스토밍 토의

브레인라이팅 토의

돌아가며 발표하기 토의

지식 습득

배심토의

직소우 토의

둘 가고 둘 남기 토의

쟁점 분석

대립 토의

찬반 협동 토의

pro-con 토의

의사 결정

만장일치 토의

복수선택 및 질적 의사결정 토의

피라미드 토의

<표 Ⅱ-7> 목적에 따른 토의식 수업의 종류(정문성, 2004)

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1) 토의식 수업의 양상 및 절차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은 토의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

하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학

습에 대한 책임감, 인지적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다(Frederick, 1994). 그렇기 때문에 토의식 수업이 학습자들의 학

습을 돕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Hollander, 2002). 이러한 이점

때문에 토의 및 토론을 활용한 수업은 여러 교과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다(정재찬 외, 1998).

하지만 이러한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좋은 토의 수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Hollander, 2002), 여러 설

계 요소를 고려하여 토의식 수업이 잘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권낙원, 2013). 즉 토의식 수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의식 수

업의 교수 설계를 논하기 전에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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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와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의식 수업 절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토의

전・중・후로 살펴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8>와

같다.

구

분
정문성(2004)

정재찬 외

(1998)

Gage &

Berliner(1979)
Hill(1969)

토

의

전

준비

- 토의집단규모결정

- 토의집단구성결정

주제 부여

역할 분담

전(前) 토의 단계

- 주제 선정

- 사전 학습 활동

- 토의 방식 결정

- 역할 분담

주제선정

사전지식 제공

토의 목표 구체화

물리적 교실환경

배치

사전 준비

- 토의 절차 안내

용어와 개념 정의

내용의 일반 진술

- 학습 자료의 중심

내용 파악

토의 주제 설정

토

의

중

토의・토론모형의적용

- 토의・토론목적에따른

모형 결정 및 적용

본(本) 토의 단계

- 모둠별토의전개

- 평가 및 피드백

토의 방식 결정

집단 편성 및 역할

분담

토의진행및안내

토의 조정

토의 실시

내용의응용(통합)

토의내용을자신에게

적용하기

자료 내용의 평가

토

의

후

발표 및 평가

- 소집단 내 마무리

또는 전체 발표

- 자기 평가

후(後) 토의 단계

- 종합 정리

- 구체적인 실천

방법 논의

토의결과 기록

토의 평가

집단 및 개인 성취

의 평가

<표 Ⅱ-8> 토의식 수업의 양상 및 절차

이상의 <표 Ⅱ-8>에서처럼 토의식 수업은 공통적으로 토의를 준

비하는 사전 준비 단계와 실제 토의 활동을 하는 단계, 토의 이후

토의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 토의 과정에서 토의 목적에 따라 토의 방식 또는

방법을 결정하여 다양한 토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플립러닝과 마찬가지로 수업 전, 중, 후 활동으로 구분되며 유

의미한 토의 활동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토의 절차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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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일반적인 절차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문성, 2004; 정재찬 외, 1998). 또한 이 외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토의, 토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토의, 토론 절차에 따를

여러 종속변인들을 검증하거나 교사의 역할, 발문 형식 등 독립변인

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Bridges, 1990; Dillon, 1990; Gall & Gall, 1990). 따라서 육군 학교

교육 맥락의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토의 전, 중, 후 각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고 처

방하는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에 관한 문헌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교수자의 입장에서 토의식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하는 국

외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로 Welty(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교실 수업을 보다 활동적으로 만들고, 학습자의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토의수업 방법을 안내하

였다. 다음 <표 Ⅱ-9>는 Welty(1989)의 연구를 구조화하여 표로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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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
업
전
준
비

부여된

학습자료

사전학습

교수자는 토의에서 다룰 학습 자료에 대해 숙지하고, 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학습내용의

개념 및

개요 선정

토의에서 다룰 중요한 개념에 대해 결정하라.

질문 준비 학습내용의 주요 개념과 연계된 질문을 준비하라.

칠판 준비
토의내용을 정리하며 토의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칠판

등 준비하라.

학습자 분석 학습자들의 강약점, 선수지식 등 특성을 분석하라.

토의에

적합한

교실환경

준비

U자형 좌석배치, 세미나실 등 활용하라.

수
업
중

도입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비공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예상치 못하게 질문하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질문, 경청,

반응

학습자의 말을 경청하라.

적시 적절하게 질문하고 토의과정을 요약하라.

칠판 활용
칠판을 활용하여 토의에 집중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의

미 있는 기여를 보상하며, 토의결과를 종합, 요약하라.

시간 통제
토의의 수업에도 도입-전개-종결의 단계가 있으므로, 적

절히 시간을 통제하라.

소단위 그룹

활동
토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라.

수업 정리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라.

수
업
후

토의수업

정리

토의수업에 대한 성찰 활동을 하라.

학습자 참여 점수 부여 기준에 대해 고민하라.

<표 Ⅱ-9> 토의방법을 활용한 교수 전략(Welty, 1989)

위의 <표 Ⅱ-9>에서와 같이, Welty(1989)는 토의 수업의 전, 중,

후 각 단계별로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각각의 단계에 대한 활동을 구체

적인 지침 형태로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토의·토론 수업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는 정문성(2004)의 연구이다. 그는 토의·토론을 교실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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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의·토론 수업 적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토의나 토론을 어디까지나 수업에서 활용되는 도구로

인식하고 수업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써 토의나 토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토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역할분담

을 한 뒤 토의·토론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토의·토론 방법을 선택

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문성(2004)이 제안한 토의·토론

수업의 적용 모형은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토의·토론 수업의 적용 모형(정문성, 2004)

위 모형에서 모형의 적용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와 부합되는 토

의·토론 방법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토론 수업일 경우 만장일치 토의·토론, 복수선택 및 질적

의사결정 토의, 피라미드 토의·토론의 방법이 활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토의식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전략들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고 재 범주화하여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

는 교수 전략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Ⅱ-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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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전략 연구자

토

의

전

토의의 기대와 목적(목표)을 명확히 하라.

- 토의를 위한 중요 학습 개념 결정 및 제공

Brookfield & Preskill(2005)

Welty(1989)

토의집단을 작은 집단으로 구성하라.

- 적정인원은 5명 내외 / 초보학습자는 2～3명

Dillon(1994)

Ewen(2000)

Frederick(1981)

토의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라. Ewen(2000)

토의・토론의 교육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라.
- 토의 주제, 토의 방법 및 역할 / 토의의 기본 규칙

- 학습자 참여에 점수 부여를 안내하라.

구정화(2009)

Brookfield&Preskill(2005)

Dallimore et al.(2004)

토의 질문/문제를 사전에 제공하라.

- 교수자는 학습내용과 연계된 질문을 준비하라.

Brookfield&Preskill(2005)

E w e n ( 2 0 0 0 ) ,

Welty(1989)

학습자에게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라. Brookfield&Preskill(2005)

토의 주제에 대한 선수지식을 제공하라.

- 과제물, 매체,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수단
Smith & Smith(1994)

사전 학습에서 문제의 형성-주장 및 가설 제시- 관련

근거 확보-대안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라.
Maier(1963)

자료조사, 읽기, 쓰기 등 활동을 하도록 하라.

- 구조화된 비판적 독서를 하도록 하라.

-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짧을 글을 쓰도록 하라.

구정화(2009)

Brookfield&Preskill(2005)

토

의

중

토의를 촉진하는 교실 환경을 구성하라.

- 격려, 인내, 신뢰감을 형성하라.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Dallimore et al.(2004)

Ewen(2000)

Welty(1989)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 적절히 시간 통제를 하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Welty(1989)

토의의 목적과 가치를 점검하라.

- 토의의 목적(학습목표)에 대해 질문하라.

- 토의 주제를 도출하고 비교/대조토록 하라.

Frederick(1981)

논쟁을 유도하라.

- 의견 불일치 형성, 대안적 관점을 도입하라.

Brookfield&Preskill(2005)

Ewen(2000)

Frederick(1981)

경험, 사례, 시연, 역할놀이로부터 시작하라. Ewen(2000)

학습자에게 질문하라.

- 사전 경고 없이 학습자에게 질문(Cold Calling)

- 개방형 질문, 토의를 이끄는 질문 등

구정화(2009)

Dallimore et al.(2004)

Ewen(2000)

Frederick(1981)

Welty(1989)

참여형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 둘이 짝지어 듣기, 지정된 청자 선정하기 등

- 10초 규칙(침묵의 시간) 적용하기

Brookfield&Preskill(2005)

Ewen(2000)

Welty(1989)

적절히 응답하라.

- 교수자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서 응답하기

- 다른 학습자가 응답하도록 하기

- 학습자의 반응을 바꾸어 말하며 정리하기

Brookfield&Preskill(2005)

Dillon(1994)

Ewen(2000)

<표 Ⅱ-10> 토의 토론식 수업의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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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전략 연구자

학습자의 기여를 확인하고 구성적인 피드백을

부여하라.

- 적시적인 피드백, 코칭 및 조언, 칭찬 및 격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Dallimore et al.(2004)

Ewen(2000)

Orlich et al.(2009)

적극적으로 촉진활동을 하라.

- 학습자 상호간에 토의하도록 하라(상호작용).

- 악마의 주장법(Devil's Advocate)을 활용하라.

- 팀별 중재자(Troubleshooter)를 선정하라.

-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인용문)를 요청하라.

- 지배적인 참여자를 통제하라.

Dallimore et al.(2004)

Ewen(2000)

Frederick(1981)

토의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라.

- 토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라.

-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김백희, 김병홍(2014)

Ewen(2000)

Welty(1989)

토

의

후

토의 후 학습 내용 정리 차원의 글쓰기를 하라.

- 토의에서 배운 점, 소감 등을 작성

- 핵심사항질문지(Critical Incident Questionnaire)

김백희, 김병홍(20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Brookfield&Preskill(2005)

성찰활동 차원에서 토의에 대해 기록하라

- 토의 중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라.

- 토의의 어려움, 문제, 논리적 오류를 기록

Gage& Berliner(1979)

Welty(1989)

개인평가와 집단 평가를 하라.

- 토의 참여 점수를 부여하라.

Hill(1969)

Welty(1989)

오프라인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이상의 <표 Ⅱ-10>에서와 같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토의식 수

업과 관련된 절차, 교수설계와 관련된 교수 전략 및 모형 등을 안내

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수설계

와 관련된 전략, 모형 자체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이 다르기

때문이다(나일주, 김인수, 2008; 박기용,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교

수설계 전략이나 모형은 실제적인 맥락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토의식 수업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Dillon(1994)은 토의식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토의 자체가 어려운 활동이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교수자의 토의에 대한 전문성 부족,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에

의한 억압 등을 제시하였다. 박지숙(1999)은 토의를 위한 참고자료

의 부족,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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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적하였고, 차경수(2000)는 토의식 수업에 대한 경험, 훈련 부

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Brookfield와 Preskill(2005)은 학습자들의 토

의식 수업에 대한 준비 부족이나 토의식 수업을 위한 규칙의 부족,

토의방법에 대한 교수자의 모델링과 같은 안내의 부족 등으로 인해

토의식 수업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토의식 수업의 어려움은 플립러닝의 적용으로 극복 가능

하다(김백희, 김병홍, 2014; 신정숙, 2014; Vaughan, 2014). 플립러닝

을 적용하면 기존에 교실 수업에서 했던 교수자의 직접적인 강의가

사전학습 자료로 제공됨으로써 교실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남익 외, 2014; 김백희, 김병홍, 2014; 박상준, 2015; 이지

연 외, 2014; 전희옥, 2014; O'Flaherty & Phillips, 2015; Bergmann

& Sams, 2014c). 이러한 측면에서 토의식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그에 맞는 교수설계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수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플립러닝은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전희옥, 2014; 이지연 외, 2014;

Bishop & Verleger, 2013; Brame, 2013; Holmes et al., 2015; Sams

& Bergmann, 2013). 그 중 토의는 대표적인 플립러닝의 교실 수업

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다양한 교과에서 플립러닝 적

용 간 토의나 토론이 협력적 문제해결이나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권오남, 배영곤, 2014; 김남익 외, 2014; 이지

연 외, 2014; 이희숙, 강신천, 김창석, 2015; 정영식, 서진화, 2015; 최

정빈, 김은경, 2015; Brame, 2013; Galway et al., 2014; Hwang et

al., 2015).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문헌 탐색 결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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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업 활동으로 토의를 활용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Ⅱ-11>와 같다.

연구자 강좌명 수업 전 사전학습 수업 활동

김백희,

김병홍

(2014)

대학 사고와

표현(교양과목)

PPT 파일, 동영상, 시

청각 자료 등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

퀴즈, 확인학습(문제풀이),

역할 교체식 토의/글쓰기/

신문제작 발표, 핵심강의

(10분)

신정숙

(2014)

대학 사고와

표현1

(교양과목)

과제(조별 발표문 및

발표자료 제출, 팀별 발

표・토론 동영상 촬영)

동영상에 대한 공개강평

및 토의・토론

Jump

(2013)

대학

Academic

Preparation

(대학 학부과정)

튜토리얼(OER) 소그룹 토의

Kim et al.

(2014)
대학 인문학

그룹 토의에 대한 교수

자의 검토

교수자 없는 소그룹 토의,

토의 과정 녹화

Teo et al.

(2014)

화학실험과정

(싱가포르

교원양성기관)

실험 시연 동영상 시청

및 매뉴얼 읽기, 실험

전 주요 질문에 답하기

실험 전 토의, 실험 활동,

실험 후 발표하기

Toqeer

(2013)

대학CMI 관리

과목

강의 동영상 시청

강의노트 작성
토의・토론

Vaughan

(2014)

대학교직입문

강좌

강의비디오 시청

토의 질문 작성
토의・토론

<표 Ⅱ-11> 플립러닝 기반 토의・토론학습 수업 설계

국내 연구 중 대표적인 김백희, 김병홍(2014)의 연구에서는 교양

과목인 <사고와 표현> 강좌에서 토의를 위한 시간 부족과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적용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역할 교체식 토의식 수업을 적용하였으며, 교실 내

수업에서는 퀴즈 및 문제풀이를 통해 사전 학습에 대한 확인을 실

시하고, 토의 후에는 토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차원의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토의 발표 후에는 교수자의 정리 및 핵심강의를 실시하

여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신정숙(2014)은 발표, 토론과 같은 의사소통 교육과정이 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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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피드백으로 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학생들의 발표,

토론의 전 과정을 수업 전에 촬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수업 시간

에는 이 동영상을 시청한 뒤 토의 기반의 공개강평 시간을 확보하

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었으며, 학습자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외 사례에서 Kim과 그의 동료들(2014)은 인문학 강좌에 대해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을 운영하였다. 교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그룹별 토의과정을 녹화하거

나 요약하도록 하고, 이후 교수자는 원격으로 교실에서의 협력활동

결과를 정리한 그룹별 자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즉 교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토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교수자는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사전에 토의 지시 메시지(prompt)를 활용하였다. 이는 플립러닝 환

경에서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토의를 안내하고 촉진하지 않지만, 교

수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토의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eo와 그의 동료들(2014)은 교원양성기관의 화학실험 교육과정에

서 플립러닝 기반 토의, 토론식 수업을 적용하였다. 실험 절차를 시

연하는 동영상과 실험의 원리 및 이론을 탐색하는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실험 전 토의활동을 통

해 실험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 절차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에 제공된 실험 비디오를 통해 실험의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핵심이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복잡한 실험절차를 이해하고 실험에 대한 두려

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Teo et al., 2014).

Vaughan(2014)는 대학 교직입문 강좌에서 미국의 교육정책과 관

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들이 좀 더

심화된 지식으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길 원했다. 이

에 따라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교육정책의 설명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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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사전에 집에서 강의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수업 시간 내에

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토의·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Vaughan(2014)

의 경우 온라인 강의 동영상 내에 토론 질문을 포함하여 제공한 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하여 사전 학습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

한 온라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 기능의

적절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 학습자

가 포스팅을 한 뒤에 토론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동료 학습자의 피

드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학습자의 사전학습 여부

와 수준 등을 확인하는 형성평가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플립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주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플립러닝과 관련된 선행연구(한형

종 외, 2015)와 일맥상통하다.

이상의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선행문헌 검토 결과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

진행을 위해 사전학습이 중요하다. 토의식 수업은 주제나 문제에 관

한 개념적 이해 등 선수지식을 필요로 하는 수업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선수지식 수준이 주제나 문제를 다룰 만큼 충분하지 않

는 경우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의 진행이 어렵다(김백희, 김병홍,

2014). 사전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강의노트를 작성하게 하거나

(Toqeer, 2013),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신정숙, 2014). 둘째, 사전학

습과 토의수업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습의 연계는 학습자가 관련된

개념을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한형종 외, 2015). 이는 토의 질문을 사전학습에

서 제공하고, 이를 토의 수업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Teo et al., 2014). 또한 토의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고, 학습

자가 생성한 질문을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연계할 수 있다(Kim et

al., 2014; Vaughan, 2014).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 적용

을 위해 시간 확보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토의식 수업은 설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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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 비교했을 때, 준비와 계획단계는 물론이고 실행단계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따라 교수자의 적절한

시간분배가 요구된다(김백희, 김병홍, 2014). 즉 충분한 시간 확보는

성공적인 토의식 수업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선행조건인 것이다.

라. 육군학교교육맥락플립러닝기반의상황위주토의식수업

1)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육군 학교교육에서의 토의방법은 기본적으로 상황위주 토의식 교

육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육군본부, 2013). 상황위주 토의식 수

업의 목적은 교리를 기초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구성하여 주도적

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구비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장의 극한 상황에서도 혼자서 상황을 판단해서 결심하고,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

1～2일 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투 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전

장상황 또는 전투상황을 부여한 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 해결안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 후 수업에서는 개별 학습자의 해

결안에 대해 조별 토의를 실시하고 조별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한다.

조별 토의 이후 학급토의 단계에서는 조별 토의결과를 전체 학급에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토의를 진행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이러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구성주의 접근에서 대두된 문제

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과

맥을 같이 한다. 수업 장면에서 문제나 상황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절차를 문제중심학습 및 상황학습과 비교

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Ⅱ-12>과 같다. 송해덕(1998)에 따르

면, 상황학습이나 상황학습을 적용한 앵커드 수업(Anch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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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안내하는 선행연구는 드물

다. 이에 따라 <표 Ⅱ-12>에서는 유욱희, 오영열(2014)이 제안한 상

황학습을 적용한 수업 절차를 반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문제중심학습

(Barrow & Myers, 1993)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육군본부, 2012)

상황학습 기반 수업

(유욱희, 오영열, 2014)

문제의 제기

- 아이디어, 사실, 학습과제,

향후 계획 차원의 검토

과제/상황 부여 상황인지 및 문제파악

- 제시된 상황이해 및 문제

파악

문제의 재확인

- 문제에 대한 재평가

자율학습

- 개인안 작성

문제해결방안 탐색

-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

지식 탐색

- 의견 개진, 아이디어 공유

발표 단계

- 상대방의 대안적 아이디어

와 자신의 것을 비교

조별 토의 문제해결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활용

문제 해결 후 단계

- 학습결과 정리

- 자기 평가 등

학급토의 및 발표

강평

피드백

- 문제해결 방법 공유

- 피드백

<표Ⅱ-12> 상황위주토의식수업과문제중심학습, 상황학습기반수업의절차

위의 <표 Ⅱ-12>에서와 같이 각각의 교육방법은 공통적으로 과

제, 상황, 또는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안

을 탐색하고 동료학습자들과 함께 해결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

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교수자, 동료학

습자, 자기평가에 의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에서 과제, 상황 또는 문제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문제중심학습(PBL)에서의 ‘문제’는 내용 영역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다루며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이다(최정임, 2004). 또한 상

황학습에서의 ‘상황’은 지식이 사용될 맥락, 문화를 의미하며(강명희,

1994), 실세계의 맥락, 맥락과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 등을 뜻한다(유욱희, 오성열, 2014). 한편, 상황위주 토의식 수

업에서의 ‘상황’은 전장상황 또는 전투상황을 가정한 과제 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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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일컫는다. 학습자들은 전장 상황과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에 배운 교리 상의 원칙, 준칙을 적용하

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즉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의 ‘상황’은 지

식이 활용될 실제 맥락을 반영하는 실제적 과제(Authentic Task)를

의미하기 때문에(강명희, 1994; 최정임, 2004), 문제중심학습이나 상

황학습에서의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문제

중심학습이나 상황학습, 상황학습 기반 수업과 엄밀히 구분될 수 있

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은 전적으로 토의나 토론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문제와 상황에 대

한 스스로의 해결안을 바탕으로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게 되며, 이

를 통해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개발하도록 요구받는다. 즉 토의를 통

한 논리적 사고 능력 배양,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개발이 강조되는

것이다(육군 교육사령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을 토의식 수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육군 학교교육에서 플립러닝 적용 후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형

태가 변화하였다. [그림 Ⅱ-3]은 본 연구의 선행문헌 검토 단계에서

현장분석의 일환으로 군 교관과의 면담 결과(박진우, 2015b)를 분석

하여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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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절차

[그림 Ⅱ-3]에서와 같이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은 6-8시간의 선행학습 이후 상황조치 과제별로 1시간에서 2시간씩

총 6-10시간의 토의가 연달아 이루어진다. 플립러닝 적용에 따라 수

업 전 사전학습에서는 선행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강의 동영상, CBT, 교범, 기본교재 등을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을 작성한다. 이후 토의 수업에서는 상

황조치 과제의 개인안을 바탕으로 조별 해결안을 도출하는 조 토의

를 실시하고 이후 조별 해결안을 발표하면서 학급 토의를 한 뒤 교

관에 의한 토의 강평으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각 수업 단계별로 교수자 및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구체

적인 전략과 안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플립러닝 환경, 플립러닝의 교수설계,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 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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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형성적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에서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행문헌 검토 및 현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전략과 상세 지

침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뒤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교수 전략을 개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연구

방법론(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을 적용하였다(임철일, 1995;

Reigeluth, 1999; Reigeluth & Frick, 1999). 형성적 연구가 교수설계

이론 및 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론으로 발전

되어 왔기 때문이다(Reigeluth, 1999). 형성적 연구의 유형은 다음

<표 Ⅲ-1>와 같이 사례 구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임철일, 2012; Reigeluth, 1999).

구 분 현존하는 이론 대상 새로운 이론 개발

설계된 사례 현존하는 이론의 설계된 사례 새로운 이론의 설계된 사례

동시 자연적 사례 현존하는이론의동시자연적사례 새로운이론의동시자연적사례

사후 자연적 사례 현존하는이론의사후자연적사례 새로운이론의사후자연적사례

<표 Ⅲ-1> 형성적 연구의 유형(임철일, 2012; Reigeluth, 1999)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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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적용 사례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

에 설계된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임철일(2012)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을 위한 형성적 연

구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교수설계 전략 또는 모형을 잠정적으로 개발한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교수설계 전략 또는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 또는 일반적인 설계 원리를 확인

한 뒤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일정한 틀(framework)을 개발한다. 그

리고 각각의 틀에 포함될 수 있는 상세한 세부 설계원리를 확인한

다.

둘째, 교수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위에서 선정한 개선이 요구

되는 교수설계 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한 교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 때,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설계 전문가 집단은 물론이

고 내용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셋째, 교수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개발한 교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연구 참여자, 학습자, 내

용전문가 등으로부터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을 수렴하는 추후 검토 과정에서는 우선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상

자로부터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고, 이후 교수설계 이론의 상세 설

계 전략,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질문지를 통해 보다 직

접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Miles와 Huberman(1984)가 제안한

질적 자료의 분석 방식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분석된다. 이 분석 방

법은 각종 자료(연구참여자 반응, 관찰 등)를 축소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범주화 한 뒤,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섯째, 사례의 수정단계에서는 1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이 종료

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자료수집과 수정의 반복단계이다. 초기 형성적 연구방법

론에서는 1차적인 현장 적용 후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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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수설계 이론 또는 모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종료되었

다. 하지만 Reigeluth와 Frick(1999)은 개선된 교수설계 이론이나 모

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현장적용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적 타당도가 증가하게 되며 연구

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임철일, 2012).

마지막으로 잠정 이론의 제시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선된 교

수설계 이론 또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후 최종적인 연구의 타당화를

위해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위한 실험연구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처럼 형성적 연구방법론은 특정 교수설계 이론 및 모형이 반영

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뒤 여

러 사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설계

이론 및 모형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임철일, 1995). 따라서 어느

연구방법론보다 교수전략의 처방성과 절충성을 반영한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임철일, 2012; 임철일, 연은경, 2007; 임철일, 연은경,

2009)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절차

앞서 살펴본 형성적 연구방법론의 연구절차(임철일, 2012)를 참고

하여 본 연구는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관련된 선행문헌 탐색 결과 육군 학교교육 맥락

의 플립러닝 및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중등・고등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및 토

의식 수업 각각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문헌,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서

술적, 처방적 지식들을 종합하였다.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은 현장분석 결과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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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

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둘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설계 및 개발하였

다. 사례의 설계는 육군 ○○학교 □□ 과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과 교수자용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용 활동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에 교수

전략을 반영하였다. 이 때,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임철일, 2012),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교수 전략이 교육프로그램에 적절히 반

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이에 포함된 교수 전략을

추가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육군 학교교육 교육 현

장에 실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에 앞서 일종의 형성평가 차원에서 일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행을 하였다. 이 후 수정된 교육 프로

그램을 한 학급 한 차시에 적용한 뒤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교수 전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과 관련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수정하여 추가적으로 한 차시 수업에 반복 적용하였다.

적용 후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종합

및 분석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교수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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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단계

연구진행

절차
연구 활동

교

수

전

략

의

개

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전략

도출

선행문헌 검토

및 현장분석

선행문헌 검토

- 플립러닝 교수설계 관련 문헌 검토

- 토의식 수업 교수설계 관련 문헌 검토

-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

관련 문헌 검토

현장분석

- 교수자 및 학습자의 요구분석

- 육군 학교교육의 플립러닝 환경 분석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도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도출

전문가 타당화

위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 대상 : 교육공학 전문가 2인, 군 내용전문가 2인

(교육학 석사)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교수 전략의 수정

교

수

전

략

의

수

정

교육

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및

개발

교수 전략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및 수정

교수 전략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 및

교수자 및 학습자용 수업자료 설계/개발

개발된 사례에 교수 전략의 반영 적절성 검토

✳ 대상: 교육공학 전문가 1인, 군 내용전문가 2인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개발

수업자료(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용 활동지 등) 수정

심층면담 질문지 개발

교육

프로그램

사례의

실행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

예비실행

교육프로그램 예비실행

✳ 대상: 학습자 3명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교육프로그램

주 실행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및 평가

✳ 평가 : 담당 교관 및 학습자 6명 개별 면담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및 평가

✳ 평가 : 동일 학습자 6명 집단 면담

교수 전략의

개선

교수 전략의 강점/약점/개선점을 반영한 교수 전략

의 최종 개선

논의 및 향후 연구 제언

[그림 Ⅲ-1] 연구진행 절차 및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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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전략의 개발

가. 선행문헌 검토 및 현장분석을 통한 교수 전략 도출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초기 교수 전략은 플립러닝, 토의식 수업,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

업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교수 전략을 도출한

뒤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먼저 선행문헌은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 학술

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ERIC(http://search.ebs.cohost.com),

Web of Science(http://webofknowledge.com/WOS)를 통해서 플립

러닝과 토의식 수업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관련 기관의 보고서, 책 등이 주를 이

루었으며,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문헌이 부족한 점

을 고려하여 관련 웹 사이트, 신문기사, 육군 교육사령부의 내부문

건 등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플립러닝 및 토의식 수

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교수 전략들을 정리하

였다.

둘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육군 ○○학

교에서 현장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문헌에서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육군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관해 다루는 경

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의 교수자와 학습자 면담을

통해 교육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플립러닝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및 플립러닝 환경 분석은

교수자 1명, 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과 선행학습 및 토

의식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장분석 결

과는 선행문헌을 통해 도출된 초기 교수 전략의 수정에 반영되었다.



- 60 -

나.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 검토와 현장분석 결과를 반영한 초기 교수 전략의 타당

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타당화는

전문가 4명(교육공학 전문가 2명, 군 내용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설계 및 플립러닝 관련 연구 경험이 있거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군

내용전문가는 교육학 석사 학위 소지자를 선정함으로써 교수 전략

검토 시 교육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군 맥락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대상자의 특징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전문가 최종학력 직업 경력 전문분야

A
박사

(Ph.D)

S대학교

연구교수
8년 교수설계, 이러닝, 플립러닝

B
박사

(Ph.D)

L교육원

연구원
8년

이러닝, 어포던스, 자기조절학습, 학

습 분석, 플립러닝

C
석사

(M.A)

A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11년 교수설계, 플립러닝

D
석사

(M.A)

N학교

교관(중대장)
9년 평생교육, 플립러닝, 토의식 수업

<표 Ⅲ-2> 전문가 타당화 대상 프로필

도출된 초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검토 전 연구자가 연구 목적 및 필요

성, 교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는 나일주, 정현미(2001), 홍미영(2012), 김선희(2014)가 사용

했던 문항을 토대로 수정하여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구성하

였다. 이는 초기 개발된 교수 전략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

성, 이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각 전략들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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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형

태의 기타 의견란이 포함되었다(<표 Ⅲ-3>).

영 역 문 항

타당성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수 전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육군 학교교육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육군 학교교육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해도
육군 학교교육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교수 전략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기타의견 해당 전략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표 Ⅲ-3> 교수 전략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

또한 추가적으로 개별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설계전략 및 상세 지침마다 4점 척도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초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공통적인 의견을 범주화하여

응답 빈도에 비추어 교수 전략의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

(Inter-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산출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의 실

제적인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교수 전략의 수정에 활용되었으

며, 최종적으로 7가지 일반 교수전략과 22가지 상세 지침으로 보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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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 전략의 수정

가.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개발

1)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및 개발

앞서 도출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사례는 육군 ○○학교의 □□ 과목으로 선정

하였다. □□ 과목이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

주 토의식 수업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 때문이다.

□□ 과목의 학습 내용 및 과제는 육군 ○○학교 차원에서 선정

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는

교육방법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교육내용

에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선행학습과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거

시설계안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이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거시설계안을 바탕으로 각각의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 자료

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교수자에게 제공되는 교수학

습 지도안,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진행 PPT 자료, 토의일지이고, 다

른 하나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연습문제, 성찰일지 와 같은 활동지이다([부록 7～11] 참고).

이러한 수업 자료는 기존 선행연구와 현장분석 간 실제 수업 관

찰을 통해 확인한 학습자용 기본교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였으며, 교수 전략 및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담당 교관의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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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 실행 간 활용하였다.

2) 교육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 사

례의 설계 및 개발은 교육프로그램의 거시설계안과 교수자 및 학습

자에게 제공되는 수업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프로그램 사례

의 설계 및 개발이 적절히 되었는지, 즉 거시설계안과 각종 수업자

료가 적절히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

해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는 교육공학 전문가

1인(박사수료자), 군 내용전문가 2인(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전문가 타당화 대상자의 특징은 다음 <표 Ⅲ-4>

와 같다.

전문가 최종학력 직업 경력 전문분야

C
석사

(M.A)

A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11년 교수설계, 플립러닝

D
석사

(M.A)

N학교

교관(중대장)
9년 평생교육, 플립러닝, 토의식 수업

E 박사수료
N초등학교

교사
7년 교수설계, 이러닝, 테크놀로지 통합

<표 Ⅲ-4> 거시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대상 프로필

타당성 평가는 송영민(2010)의 타당화 질문지의 양식을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설계 및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과

각종 수업자료를 전문가 및 담당 교관에게 설명하고, 질문지를 통해

각 교수 전략 및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하

도록 하였다([부록 4]).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타당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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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구체적인 이유와 교수 전략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였다.

나.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실행 및 평가

1) 교육프로그램의 예비실행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에 교수 전략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전문가 타당

화 평가 과정을 거쳐 확인한 뒤 교육프로그램 실행 전 형성평가 차

원의 예비 실행을 실시하였다.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는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

로써 수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임철일, 연은경, 2015). 특

히, Dick, Carey와 Carey(2014)에 따르면 이러한 형성평가는 크게

세 가지 하위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형

성평가 단계는 학습자와 일대일 평가로 이루어지는 제 1국면이다.

앞서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전문가 타당화

를 통해 추가적인 교수 전략의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교육 현

장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형성평가 차원의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 프로

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측

면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임철일, 연은경, 2015).

형성평가 차원의 예비 실행 대상은 임철일, 연은경(2015)의 제안

에 따라 일반적인 능력 측면에서 평균, 평균 이상, 평균 이하를 대

표하여 담당 교관의 추천을 받아 3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활동지를 사용하는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 뒤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학습자의 반

응은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에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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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을 위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담당

교관과 실행 1주 전부터 협업하면서,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각종 활동지의 활용

방법 및 수업 진행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특히, 예비 실행 후에는

교관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토의 수업을 안내하는 수

업 진행 PPT 자료,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활

동지 등을 실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보완해 나갔다.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은 상황조치 과제#5에 대한 1일차 선행학

습 1차시, 2일차 토의식 수업 1차시, 2일차 선행학습 1차시에 적용

되었다. 학습자들이 선행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활용할

학습활동 지시서,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선행학습 연습문

제, 성찰일지와 같은 수업 자료가 제공되었으며 연구자가 이를 안내

하였다. 또한 토의식 수업에서 교수 전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누

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업 진행 PPT와 병행하여 교수학습 지

도안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 주도의 선행학습부터

교관에 의한 토의식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참여관찰을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 사진촬영, 현장노트 작성 등 추가적인 자료 수집

을 실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한 교육프로그램의 1차 실행 과정은 다

음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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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학습활동 학습활동 전략/지침

1일차

2교시

2일차 수업

선행학습

학습활동 지시서 확인
- 교육일정표
- 선행학습 및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학습활동 및

운영방식 확인
- 토의 학습목표, 토의를 위한 주요 선행학습 내용,
토의질문 사전 제공

-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성 제시

전략 1
지침 1.1
지침 1.2
지침 1.3
지침 3.1

강의노트 작성을 통한 선행학습 내용 정리
전략 3
지침 3.2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작성을 통한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 대안 평가

전략 3
지침 3.3

선행학습 연습문제 활용
전략 3
지침 3.5

2일차

3교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상황조치

과제#5)

선행학습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연계
- 강의노트를 통한 질문 확인

전략 4
지침 4.1
지침 3.5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제공
- 우수 질문에 대한 가점 제공

전략 3
지침 3.4

선행학습 점검/연계를 위한 문제풀이 활동 지침 4.2

조별 토의 간 교관의 토의 촉진 전략
-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 토의 참여 과정에 대한 평가

전략 5
지침 5.1
지침 5.2
지침 5.4

조안 발표
-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
- 개인안과의 차이점 추가 발표

지침 5.2
지침 5.5

토의강평 및 핵심강의 제공(PPT 활용)
- 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제공(강평)
- 학습자 스스로 토의내용 요약, 정리
- 공격작전에 대한 개요정리 및 과제#5의
핵심강의 / 질의응답

- 우수사례 / 실패사례 제공(KCTC 사례)

전략 7
지침 7.2
지침 5.5
지침 2.2
지침 5.3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 안내(PPT) 지침 5.6

2일차

8교시

3일차 수업

선행학습
성찰일지

전략 6
지침 6.2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의 평가 : 교수자(1명) 및 학습자(6명) 개별 면담

<표 Ⅲ-5>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절차

가) 선행학습

육군 ○○학교에서는 플립러닝 적용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 후 자율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과시간

을 편성하여 선행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선행학습 강의 동영상 및 CBT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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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교수 전략을 기초로 선행학습 간 학습자에게 학습활

동 지시서,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선행학습 연습문제 등

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에게 제공된 선행학습 수업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 지시서는 토의활동을 사전에 안내함과 동시에 선

행학습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개발하여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일일 단위의 예습지시서와 병행하여 제공되

었다. 플립러닝 기반 수업에서 강의계획서는 온 오프라인 학습의 연

계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한형종 외,

2015)를 참고하여 학습활동 지시서를 개발하였다. 특히, 예비실행 간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일 동안의 선행학습 및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 전반을 안내하는 교육일정을 포함하였으며, 학습자들에게

전반적인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였고,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학습내용과 토의 질문 들을 각각의 상황조치

과제별로 명시함으로써 플립러닝에 적합한 학습활동 지시서의 형태

를 갖추었다. 이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1일 전 선행학습 시간에

제공하고, 활용을 안내하였다.

둘째, 강의노트를 통해 선행학습 간 알게 된 학습 내용, 어려웠던

학습 내용 등을 노트필기의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현장

분석 결과 기존에 교범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활동을 시도한

결과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학습자 의견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려하여(박상준, 2015), 마인드맵이나 그림, 표 등

다양한 형태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끔 정리하도록 하였다

([부록 10]). 또한 현장분석 간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교관의 의견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한형종 외, 2015;

허난, 2015; Brookfield & Preskill, 2005) 선행학습 간 식별된 추가

적인 질문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문을 사전에 고민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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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토의식 수업 간 보다 활발한 토의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상황조치 과제#5에 대한

선행학습 간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면서, 어려웠던 학

습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셋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는 기존에 학습자에게 배부된 기본 교

재의 양식을 따르되, 상황조치 과제의 해결안에 대한 대안 및 대안

에 대한 평가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부

록 10]). 이는 초기 교수 전략 도출 당시 Maier(1963)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해보는 활동이 토의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연습문제는 선행학습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는 목적으로 교범 내용을 기초로 5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담당

교관의 최종 검토를 거쳤다. 이 중 4문제는 교범 내용에 기초한 이

론적인 내용이며, 1문제는 예비실행 간 학습자의 형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교재 상 명시된 상황조치 과제와 다른 상황으로 구성

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Ericsson &

Charness, 1994; Schön, 1983)([그림 Ⅲ-2]).

[그림 Ⅲ-2] 선행학습 학습활동 : 선행학습 연습문제 풀이

이상의 선행학습 수업 자료들은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1일 전 학

습자들에게 제공되어 수업 실행을 위해 선정된 상황조치 과제#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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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학습 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안내되었다. 하지만 플립러

닝에서 교실 수업 전에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동영상이

나 추가적인 학습 자료는 담당 교관의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되어 제공되어 있던 강의

동영상, CBT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 상황조치 과제#5

토의식 수업에서 토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

가 중요하다(Brookfield & Preskill, 2005; Ewen, 2000). 이를 위해

선행학습 단계에서는 토의 질문을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해 사전에

제공하였고, 토의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교관의 답변을 통해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을 연계

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질문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선행학습 때 제

공한 강의노트 상의 질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선행학습 연습

문제 풀이 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차원에서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퀴즈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피드백을 제공하였다([그림 Ⅲ-3]).

[그림 Ⅲ-3]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활동 : 질의응답 및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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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토의 활동 안내를 통해 조 토의 중 발표 시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토의 중 궁금한

사항은 교관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토의 과정이 교관에 의해 참여 및 태도 점수로 평가됨을 공지하였

다. 조 토의가 끝난 뒤에는 토의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게 되는데,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선행학습 때 작

성한 개인안과의 차이점도 발표하도록 하였다([그림Ⅲ-4]).

[그림 Ⅲ-4]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활동 : 조 토의 및 토의 결과 발표

이 후 토의 강평 간에는 학습자 스스로 토의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도록 하고 상황조치 과제#5를 포함하는 과목의 전체 개요정리를

해주는 핵심강의를 실시하였다([그림 Ⅲ-5]). 이 때 상황조치 과제#5

와 관련된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실제 과학화훈련 사례를 인용하

여 제공하였으며 수업의 보충학습과 다음 차시 토의식 수업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였다. 토의한 내용을 복습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성찰일지 작성은 정과교육 시간 이후 자율학습 시간이

나 정과교육 시간에 포함된 다음 선행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

도록 안내하였다([그림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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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상황위주토의식수업활동 : 핵심강의및수업후성찰일지작성

다)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 평가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교육을 직접 진행한 담

당교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담당 교관이 선정한 우수학습

자 3명과 저조학습자 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교수 전략

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1

인당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적용된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관해 면담 질문지를 통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

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Ⅲ-6>와 같다.

연구대상 계급/성별 학력 군 복무경험 임관성적

교관 A 대위 / 여 학사 6년

면담자 A 하사 / 남 전문대 재 11개월 상

면담자 B 하사 / 남 전문대 재 12개월 상

면담자 C 하사 / 남 전문대 졸 13개월 중상

면담자 D 하사 / 여 고졸 없음(여군) 중상

면담자 E 하사 / 남 전문대 재 17개월 중상

면담자 F 하사 / 남 전문대 재 20개월 상

<표 Ⅲ-6> 연구 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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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지는 형성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임철일, 연은경

(2007), 송영민(2010)의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질문지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특히, 면담 간에는 형성적 연구

방법론 적용 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

뒤 특수 목적형 질문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얻어야 한다

는 Reigeluth(1999)의 제안에 따라 개방형 질문으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질문한 뒤 개별 교수 전략에 대해 구체

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와 같다.

또한 형성 연구에서의 면담의 방법과 원칙에 관한

Reigeluth(1999)의 제안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이 약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래포 형성을 하였으며, 수업에서

활용한 활동지의 결과물 및 교관용 수업진행 PPT 자료 등을 연구

대상자에게 보여주며 기억의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개별 면담 결과 수집된 자료는 Miles & Huberman(1994)가 제안

한 질적연구 자료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

축소, 자료 전시, 결론 도출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학

습자들의 의견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나열한 후, 주요 용어를 중

심으로 단순화하여 범주화하였다(임철일, 연은경, 2007). 다음으로

축소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수 전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의 범

주를 기준으로 자료의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

의 수정에 반영하였다. 특히, 심층면담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

하여 연구 참가자에게 최종 확인하는 참가자 확인(member

checking)을 실시함으로써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

였다(Reigelut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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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및 평가

가)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결과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을 기초로 교

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교육프로그램의 적

용은 상황조치 과제#10에 대해 2일차 선행학습 1차시와 3일차 토의

식수업 1차시에 이루어졌다. 통제된 일과시간으로 선행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육군 학교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수정된 교수 전

략의 선행학습 부분은 ‘핵심강의’ 외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토의식 수업에서는 1차 실행 후 평가 간 확인된 학습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수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2

차 실행 절차는 아래의 <표 Ⅲ-7>와 같다.

교시 학습활동 학습활동 전략/지침

3일차

1교시

3일차 수업

선행학습

학습내용 전반에 대한 핵심강의 제공
✳ 내용 전반에대한개요정리위주(10분 내외)

지침 2.2

3일차

5교시

토의식

수업

(상황조치

과제#10)

퀴즈(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상황조치 과제#10에 대한 핵심강의 제공
✳ 주요 학습 개념에 대한 강의(5분 내외)

전략 4
지침 4.1, 4.2

조별 토의
- 토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지침 적용

전략 5
지침5.1, 5.2,
5.5

조별 토의 결과 발표 지침 5.2, 5.5

학습 내용과 연계한 토의 강평 지침 7.2

성찰일지 작성 지침 6.2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의 평가 : 학습자(6명) 집단 면담

<표 Ⅲ-7>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절차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은 <표 Ⅲ-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행학

습 간 학습내용 전반에 대한 개요정리 위주의 핵심강의 제공과 토

의 수업 시간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해당 학습과제에 대한 개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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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핵심강의, 조 토의, 조 토의결과 발표, 토의 강평, 성찰일지 작

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1차 실행과 차이점은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 학습자 면담 결과를 기초로 핵심강의를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

모두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그림 Ⅲ-6]).

[그림 Ⅲ-6] 선행학습 핵심강의 및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핵심강의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성찰일지를 수업

시간 내에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 학습자 면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부족한 선행학습 시간

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조 토의 활동 간 교관의 토의 촉진자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관이 각 조별 토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

동하면서 적절히 개입하도록 하였다([그림 Ⅲ-7] 참고).

[그림 Ⅲ-7] 상황위주토의식수업활동 : 교관의토의촉진활동및성찰일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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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차 수업 실행 과정에서는 선행학습

단계에서의 교관에 의한 10분 내외의 핵심강의 및 개요 정리,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핵심 교수 전략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수업

을 적용하였다. 이 후 학습자 대상 집단 면담을 통해 개별 전략과

상세 지침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나)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후 평가

Reigeluth와 Frick(1999)에 따르면 형성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때 개선된 교수설계 이론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현장적

용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외적 타

당도는 물론이고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임철일,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실행 결과 교수자와 학

습자의 반응을 참고하여 수정된 교육프로그램을 2차 실행한 뒤 평

가를 실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후 평가는 동일 학습자 6명에 대한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때, 면담 질문지는 1차 실행에서 활용

하였던 질문지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제외된 교수 전략에 대한 질문

은 생략하였다([부록 6]).

집단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였으며 위와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최종적으로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예비실행부터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및 평가까지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실행 및 평가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Ⅲ-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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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실행 및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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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1)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의 개발과 2) 이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

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

문헌 검토와 현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교수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

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 적합한 교수 전략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기 위

해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설계 및 개발하고 이를 실행 및 평가하였

다.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교수 전략이 반

영된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과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준비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예비실행과 주 실행(1차, 2차)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각각 실행 결과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교수 전략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교수 전

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교수자에 대한 개별 면담과 학

습자에 대한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교수 전략을 수정하였다.

1. 교수 전략 개발

육군 학교교육에서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

한 교수 전략의 개발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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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러닝, 토의식 수업,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에 관

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을 도출하고, 육군 학교교육의 맥락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교수자

와 학습자의 요구분석,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플립러닝 환경분석 등

현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둘째, 초

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교수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행문헌 검토 및 현장분석을 통한 교수 전략 도출

1) 현장분석 결과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환경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

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교수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분석

은 실제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교육에 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확

인을 위한 요구분석과 군 맥락의 특수성이 반영된 플립러닝 환경에

대한 학습환경 분석으로 구분된다.

가) 교수자 및 학습자 요구분석

현장분석 중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위해 교수자 1명과

학습자 2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에서는 현재

플립러닝이 적용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수행상의 문제점 위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면담자의 구체

적인 답변을 확인하였다.

먼저 교수자의 수행문제로는 학습자의 학습 상태 및 수준을 확인

하고,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토의 촉진자 및 안내자의 역할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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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

하다. 학습 동영상을 보거나, 토의를 실시할 때에도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

우고 있는지 교수자로서 확신을 갖기 어렵다.”

또한 토의 수업에서의 촉진자 및 안내자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수업 참여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1차시 수업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학습자들이

조별로 토의를 하는 시간동안 교수자의 토의 촉진자 및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활동은 관찰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촉진자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교수자와의 면담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토의 수업에서 토의를 촉진하는 구

체적인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습

자들의 수행문제로 지적되었다.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개별 학습자마다 다른데, 학습자에게 질

문을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다.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서로에 대한 확

신이 떨어지는 것 같다.”

교수자는 위와 같은 의견 진술을 통해, 플립러닝 적용 후 교수자

가 주도하는 강의가 사전학습 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질

문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학습자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사격개시선, 전단과 같은 군사용어를 잘 모르는

등 토의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이 되어있지 않다

는 점도 학습자들의 수행문제로 제기되었다.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전술 개념, 주요 화기의 사거리 등을 잘 모른다. 이

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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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자료 제공 및

구체적인 학습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 독학을 한다고 생각하면, 선행학습으로 제공되는 학습 내용이 부족

했다. (중략) 많이 몰라서 알고 싶은데, 교관님들의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의 동영상이 보다 자세히 되어있고 적절한 내용을 가르쳐준다

고 하면 강의 동영상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활하며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을 진행하기 위

해 사전학습으로 제공되는 학습내용 및 학습 자료는 충분히 제공되

어야 하며(Hung, 2015),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

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현재 제공되는 사전학습 자료가 충

분하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인 핵심강의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제

공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 과목에서 상

황조치 과제의 전체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안내

해주는 개요 정리 위주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과목의 경우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 □□ 과목의 전반적인 큰 흐

름을 잘 모르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학습 동영상이나 학습 자료에

서도 과제별 순서에 따라 다루기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가 없

다. (중략) 선행학습을 하기 전에 과목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소개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공격 작전이 순차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안내해주면 좋겠다.”

이는 Reigeluth(1983)가 정교화 이론에서 언급한 ‘개요 정리’와 맥

을 같이한다. □□ 과목의 개요 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는 각각의 상

황조치 과제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을 정리하거나, 선수학습 요소를 포함하면서 관련되는 다른

상황조치 과제를 포함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조치 과제에서 전반적인 공격작전에 관한 작전 개념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조치 과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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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요약, 정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개요 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는 사전학습에서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통해 미리 제공될 수 있지만, 토의식 수업 내에서 핵심 강의 제공

시에도 제공될 수 있다.

이 외의 추가적인 요구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교수 전략 반영

사항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Ⅳ-1>와 같다.

범

주
수행문제 교수 전략 반영 사항

교

수

자

학습자의

학습상태

확인의 어려움

핵심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 퀴즈(문제풀이) 등 전략

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확인(이민경, 2014; 정

영식, 서진화, 2015; 최현미, 2014; Chetcuti et al., 2013;

Herried, 2002)

사전학습 단계에서 사전학습 확인 전략 활용 필요(최정빈,

김은경, 2015; Chetcuti et al., 2013)

토의 촉진자/

안내자 역할의

어려움

촉진자 및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전략 제공 필요

(Frydenberg, 2013)

학

습

자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하지

않음

학습자의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전략 활용(이지연

외, 2014; 전희옥, 2014; 허난, 2015)

토의를 위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구체적인 학습 안내(한형종 외,

2015)

개념, 원리, 절차 등 기본 지식에 대한 강의 동영상 및 개요

정리 위주의 핵심강의 제공(Sams & Bergmann, 2013)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학습 지원(Kim et al., 2014)

<표 Ⅳ-1> 요구분석(수행분석) 결과 교수 전략 반영 사항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분석 결과 육

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지속적으

로 점검할 수 있는 퀴즈나 과제 부여 전략(이민경, 2014; 최정빈, 김

은경, 2015; 최현미, 2014; Herried, 2002), 강의노트 작성과 같이 학

습자의 질문을 촉진하는 전략(김남익 외, 2014), 촉진자 및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토의활동 촉진 전략 등이 제공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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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토의를 위한 기

본 개념과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핵심강

의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이나 토의식 수업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분석

현장분석 중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분석을 위해 추

가적으로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을 참여 관찰하였다. 참여 관찰은

교수자와 학습자 면담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분석에 활용되었다.

먼저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시간을 관

찰한 결과 학습자들은 사전에 개발된 선행학습 강의 동영상과 CBT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행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

전에 제공된 교범과 기본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습자들

은 상황조치 과제별로 주어진 상황조치 문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

과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선행학습 장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행학습 시간이 정과교육 시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플립러닝 적용으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량, 학습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학습자들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정과교육 시간

에도 선행학습 시간을 부여받아 자유롭게 학습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장정욱, 안치호(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공된 테크놀로

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며 군사 보안 등 문제로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 외에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행학습을 할 때에는 정보화 교육실에 있는

PC를 활용하지만 PC 수의 제한이 있어 모든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

용하기는 어렵다. 정과교육 시간에 포함된 선행학습에서도 다른 교

육과정과 강의실이 겹치는 경우에는 PC를 활용하지 못하고 선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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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제공된 교

범이나 기본교재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학 맥락과는 달리 선행학습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 면대면 상황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목적 상 모든 학습자가 통제된 일과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참여 관찰한 결과 중 특징적인 점은 교

실에서의 수업 활동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플립러닝이 학

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으

나(서동욱 외, 2015), 일괄적으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이나 동료교

수법 및 동료 피드백 기반의 L&T식 수업(강호택, 2014) 등에 한정

하여 교실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토의식 수업의 경

우에도 선행학습 때 작성한 개인안을 바탕으로 조 토의를 실시하고

조 토의 후 토의 결과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수업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1차시가 40분으로 구성되

어 있고 하루에 총 8차시를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특성 상 토의 시

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때

문에 한 차시나 한 단원의 수업 후 성찰활동이나 심화학습이 어렵

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정해져 있어 일반 대학

맥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 시간을 부

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환경분석 결과에 따른 고려

사항을 정리한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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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결과
고려사항

온라인

테크놀로지

활용 제한

강의 동영상 등 온라인 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 필요(김보경, 2014; 박진욱,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Kurup & Hersey, 2013)

면대면

상황에서의

선행학습

가능

선행학습 간 교관의 질의응답 및 핵심강의 제공 가능

(Chencuti et al., 2014)

선행학습 단계에서의 학습 상태 확인 필요

(Chen et al., 2014에서 재인용)

토의 수업

활동의

정형화

토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토의수업 전략 활용 가능

(Dallimore et al., 2004; Frederick, 1981; Welty, 1989)

선행학습 및

토의수업

시간 부족

교육목표를 고려한 필수적인 학습 내용 선별, 교육 콘텐츠 점검 필요

(Hwang et al., 2015)

선행학습 및 토의 수업의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학습시간 확보

(O'Flaherty & Phillips, 2015)

<표 Ⅳ-2> 플립러닝 환경분석 결과 고려사항

본 연구의 교수 전략에는 <표 Ⅳ-2>의 플립러닝 환경분석 결과

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는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제한되지만 선행학습이 면대면 상

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교수자에 의한 핵심강의, 질의응답,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 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외

에도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제한되며 학습 시간이 부족한 문

제도 제한 요소로서 본 연구의 교수 전략 개발 및 실행에 고려될

수 있다.

2)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도출

본 연구에서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

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도출을 위해 일차적으로 플립러

닝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김은영, 이영주, 2015; 권오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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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김백희, 김병홍, 2014; 김보경, 2014; 박진욱, 2014; 방진하, 이

지현, 2014; 이동엽, 2013; 이지연 외, 2014; 전희옥, 2014; 최정빈, 김

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Albert & Beatty, 2014; Chen et al.,

2014; Gilboy et al., 2014; Kim et al., 2014; Kurup & Hersey,

2013)와 토의식 수업의 교수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구정화, 2009;

김백희, 김병홍, 20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et al., 2004; Dillon, 1994; Ewen, 2000;

Frederick, 1981; Gage & Berliner, 1979; Hill, 1969; Maier, 1963;

Orlich et al., 2009; Welty, 1989),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에 관

한 선행문헌(김백희, 김병홍, 2014; 신정숙, 2014; Jump, 2013; Kim

et al., 2014; Teo et al., 2014; Toqueer, 2013; Vaughan, 2014)을 탐

색하였다. 선행문헌 검토와 동시에 실시된 현장분석 결과를 함께 고

려하면서 수업 전・중・후 수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적용할 수 있

는 초기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은 8가지의 일반 교수전략과 33가지의 상

세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표 Ⅳ-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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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전

1. 토의주제에 관한

선수지식을 제공

하라.

1.1. 토의를 하기 위한 객관적 지식과 원리를 구분하라.

(예.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지식, 이해와 같은 저차적 사고기능

(low-order thinking skills)을 중심으로 토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절차,

원리 등을 구분하는 것)

이동엽(2013), 이지연 외(2014)
Albert & Beatty(2014)
Bergmann & Sams(2014b, 2014c)
Bishop & Verleger(2013)
Kurup & Hersey(2013)

1.2. 학습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

(예.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경우 10～15분으로 개발하고, 텍스트 기반 학습 자

료의 학습 범위도 구분하여 학습을 통제하는 것)

김보경(2014), Albert & Beatty(2014)
Kurup & Hersey(2013)

1.3.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하라.

(예. 테크놀로지 환경,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을 제공하는 것)

Gilboy et al.(2014), Hung(2015)
Smith & Smith(1994)
✳ 현장분석 결과 반영

1.4. 학습 내용에 대한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라.

(예. 각 단원, 과제별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요정리 등을 제공하는 것)

Vogel-Walcutt et al.(2013)
✳ 현장분석 결과 반영

2. 강의계획서, 학습

활동 지시서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2.1. 토의의 학습목표 및 중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예. 토의 후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 주요 개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

Brookfield & Preskill(2005)
Kurup & Hersey(2013)
Welty(1989)
✳ 현장분석 결과 반영

2.2. 교육방법 또는 교수전략의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

(예.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개념,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

구정화(2009), 김백희, 김병홍(2014),
Albert & Beatty(2014),
Brookfield & Preskill(2005),
Dallimore et al.(2004)

2.3. 온라인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관성/연계성을 제시하라.

(예. 사전학습에서 다룬 내용이 학습활동으로 연계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한형종 외(2015), Hung(2015)
O'Flaherty, & Phillips(2015)

3. 사전학습을 촉진

하라.

3.1. 토의 질문, 문제를 사전에 제공하라.

(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 비판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도록 함)

Brookfield & Preskill(2005)
Ewen(2000)

<표 Ⅳ-3>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초기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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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자에게 사전학습 후 학습 내용과 연계된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라.

(예. 사전학습 간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

한국U러닝연합회(2014),
한형종 외(2015), 허난(2015)
Brookfield & Preskill(2005)
✳ 현장분석 결과 반영

3.3. 사전학습 간 문제/질문의 답, 개인의 안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반대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예. 상황조치 과제에서 개인 안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안

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것)

Maier(1963)

3.4. 위스키(WSQ) 전략을 활용하라.

(예. 사전학습 자료를 보고(watch), 학습내용을 요약하고(summary), 질문을

준비(question)하도록 하는 것)

배도용(2015)
한국U러닝연합회(2014)
Raths(2014)
✳ 현장분석 결과 반영

3.5. 수업 준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예. 개인 과제에 대한 평가, 학습자 생성 질문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정화(2009)
Kim et al.(2014)

3.6. 강의 노트를 작성토록 하라.

(예. 사전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으로 구분하

여 강의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구정화(2009), 전희옥(2014)
이지연 외(2014)
한국U러닝연합회(2014)
Brookfield & Preskill(2005)
✳ 현장분석 결과 반영

수

업

중

4.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계성에 대

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

구정화(2009), Ewen(2000)

4.2. 퀴즈, 문제풀이 활동을 실시하라.

(예. 사전학습의 개념, 지식을 확인하는 차원의 퀴즈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학

습 수준을 진단하는 것)

권오남 외(2013), 김남익 외(2014),
김보경(2014), 최정빈, 김은경(2015),
허난(2015), Herried(2002)
✳ 현장분석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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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진하라.

✳ 현장분석 결과
반영

5.1.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예. 토의, 발표 준비에 대한 적절한 시간 통제로 토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Welty(1989)

5.2. 의견 불일치를 조작하여 논쟁적으로 시작하라.

(예. 특정 토의 그룹에 개입하여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

도록 하는 것)

Frederick(1981), Ewen(2000)
Brookfield & Preskill(2005)

5.3.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라(Cold calling).

(예. 학습자에게 예고하지 않고 무작위로 학습자를 지목하여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것)

Dallimore et al.(2004)
Welty(1989)

5.4. 학습자의 효과적인 질문을 요청하라.

(예. 개방형 질문, 토의를 이끄는 질문 등)

Dallimore et al.(2004)
Frederick(1981)

5.5. 참여형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예. 둘이 짝지어 듣기, 발표 내용을 듣고 핵심 파악하기, 지정된 청자 선정하

기 등)

Brookfield & Preskill(2005)
Welty(1989)

5.6. 학습자의 질문에 적시적이고 적응적이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학습자들의 주요 질문을 확인하여 토의 진행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며, 학

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Dallimore et al.(2004)
Kim et al.(2014)
Orlich et al.(2009)

5.7. 정답과 위험 감수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라.

(예. 설교, 위협, 경고, 판단, 비난 등을 피할 것)
Ewen(2000)

5.8. 토의활동을 평가하라.

(예. 토의 발표자, 우수한 질문/답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토의 결과물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이지연 외(2014), 전희옥(2014)

6. 학습자의 토의활동

간 학습활동을

지원하라.

6.1. 학습자의 토의, 발표에 대해 바꾸어 말하며 학습자의 반응을 정리하라.

(예. 학습자의 의견을 교수자가 종합, 정리하여 다시 바꾸어 말하면서 학습자

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

Ewen(2000)

6.2. 토의주제나 해당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학습자료 상의 인용문을 찾도록 하

면서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라

Dallimore et al.(2004)
Ewen(2000), Frederick(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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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연구자

(예. 학습자의 질문 등에 대해 답변이 되는 내용, 근거를 학습자료 상의 인용

문을 찾도록 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것)

6.3. 토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도록 하라.

(예. 토의 후 발표 시 토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것)
Ewen(2000), Welty(1989)

6.4. 토의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사례(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를 제공하라.

(예. 사전학습 과제와 다른 상황조치 과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

Ericsson & Charness(1994)
SchÖn(1983)

6.5. 토의 발표 후 정리 및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예. 핵심강의 제공 시 요약자를 제시하여 토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

권오남 외(2013), 김백희, 김병홍
(2014), 최정빈, 김은경(2015),
Welty(1989)
✳ 현장분석 결과 반영

6.6. 보충학습을 안내하라.

(예. 온라인 강의동영상, 인쇄자료 교재 등을 활용하여 추가학습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

한형종 외(2015)

수

업

후

7. 심화학습을 촉진

하라.

7.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

(예.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추가적인 과제나 다음 차시 선행학습 간 그룹별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Holmes et al.(2015), Kim et al.(2014)
✳ 현장분석 결과 반영

7.2. 탐구지, 핵심사항질문지(CIQ), 구조화된 성찰일지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정리하

도록 하라.

(예. 성찰일지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아이

디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

김백희, 김병홍(2014), 권오남 외
(2013), 최정빈 외(2015), 한형종 외
(20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Brookfield & Preskill(2005),
Galway et al.(2014), Welty(1989)

8. 토의 수업 자체와

학습자 수행에

대해 평가하라.

8.1. 토의에 대해 기록하라.

(예. 교수자가 토의 중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 토의의 어려움, 문제점, 논리적

오류 등을 기록하여 다음 차시 토의 간 반영하는 것)

Gage & Berliner(1979)

8.2. 수행과정과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

(예.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참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표에 의해 그룹별 해결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김은영, 이영주(2015),
최정빈, 김은경(2015),
Hill(1969), Welty(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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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교수 전략의 수정

1) 전문가 타당화

전문가 타당화 단계에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대한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

인 일반 교수전략 및 상세 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초기 교

수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구 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설명력 3 2 4 4 3.25 0.83 0.75

0.4

타당성 4 2 3 3 3.00 0.71 0.75

적절성 4 3 4 4 3.75 0.43 1

보편성 3 3 4 3 3.25 0.43 1

이해도 4 3 3 2 3.00 0.71 0.75

<표 Ⅳ-4> 초기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초기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평균은 3.0 이상으

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

(IRA)가 0.4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살펴보면 교수

전략 상 군 맥락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고, 군 교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다음 <표 Ⅳ-5>는 전반적인 교수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재구조화하여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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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표현

및

용어

사용의

부적합성

군 맥락을 반영한 용어, 상황 등을

기술(전문가 A, B)

일반설계전략 2, 3의 용어를 군 맥

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군 교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

육학적 용어 및 표현을 수정 필요

(전문가 D)

상세설계지침 1.2, 1.4, 6.1, 7.1, 7.2,

8.1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

으로 수정

일반설계전략 및 상세설계지침의

주체 모호(전문가 B)

상세설계지침 5.2, 5.4, 5.5, 5.6의

문장 수정

교수

전략의

타당성

군 교수자의 입장에서 현실성과

적용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전략

위주로 재구조화 필요

(전문가 C, D)

일반설계전략 5의 상세설계지침을

일반적인 토의 교수전략으로 보고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전략 및 지

침에 대한 재구조화

일부 상세설계지침의 구체성이 부족

(전문가 B)

상세설계지침 3.6, 5.1, 5.8, 6.4, 6.6,

8.1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학습자의 학습수준 진단, 평가를

위한 전략 추가 반영(전문가 D)

상세설계지침 3.6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수렴

군 맥락에서 선행학습 결과가 토

의 수업에서 잘 드러나고 연계되

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

요함(전문가 A, B)

일반설계 전략 4, 일반설계전략 6

의 상세설계지침 상 학습의 연계

및 심화 관련된 부분을 추가

요소

추가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예시를 군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군 교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야 함(전문가 A)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기

쉽도록 별도의 열에 제시

<표 Ⅳ-5> 초기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수정사항

또한 각각의 일반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반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에 대한 평

가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평균 분포는

2.5에서 3.75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전체 평가자 간 일치도(IRA)는

0.37로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각각의 일반설계

전략과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평가자 간 일치도(IRA)가 낮은 것으로 보아 교

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음 <표 Ⅳ-6>는 평균 3.0 이하, 내용타당도 지수(CVI)가

0.8 이하인 일반설계 전략 및 상세 지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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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전략 및 지침 평균 CVI

3.4. 위스키(WSQ) 전략을 활용하라. 2.75 0.75

3.5. 수업 준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2.75 0.75

5.3.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라(Cold calling). 2.75 0.75

7. 심화학습을 촉진하라. 2.5 0.5

8.1. 토의에 대해 기록하라. 2.75 0.5

<표Ⅳ-6> 평균/내용타당도지수(CVI)에 따라 수정, 삭제해야할전략및지침

[부록 3]의 개별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

과를 살펴보면 일부 일반설계 전략(7)과 상세 지침(3.4, 3.5, 5.3, 8.1)

을 제외하고는 평균 3.0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수(n=4)를 고려할 때 내용타당도 지

수(CVI)가 0.8의 근사치인 0.75 이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가 0.4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검토된 일반설계전략은

7항 심화학습 촉진과 관련된 것이다. 플립러닝 관련 선행 연구에서

는 공통적으로 수업 후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안내하여 학습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백희, 김병홍, 2014; 방진하, 이

지현, 2014; 서동욱, 이에스더, 2015; 이동엽, 2013; 정영식, 서진화,

2015; 최정빈, 김은경, 2015; 허난, 2015; Galway et al., 2014). 하지

만 군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현실적인 육군 학교교육 맥

락 특성 상 교육기간이 정해져있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교과목 수

가 많아 수업 후에는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기보다 다음 차시 수업

에 대한 준비 위주로 교육이 운영되기 때문에 군 맥락의 플립러닝

에서는 심화학습을 촉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상세설계지침에

서는 3.4.항의 위스키(WSQ) 전략의 경우 학술적인 전략이 아닌 사

례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학습내용을 요약하고 질문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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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전략 및 지침과 통합될 수 있다는 의견과 8.1.항의 교수자

가 토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의 목적, 범위 등이 보다 명확히 표

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개별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준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Ⅳ-7>와 같이 세부적인 수정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구 분 전문가 검토 의견
의견

빈도
관련 전략 및 지침

군 맥락의

반영

․군 맥락의 용어, 상황, 예시

등 기술
2

일반설계전략 1.

상세설계지침 3.3.

교수

전략의

예시 추가

․군 맥락을 반영한 구체적인

예시 추가
2

상세설계지침 2.1. 2.2. 2.3.

2.3. 5.3. 6.4.

표현 및

용어 수정

․교육학적 용어, 군 맥락의

용어 사용

․전략 및 지침의 주어 기술

․군 교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4

일반설계전략 1. 2. 3. 8.

상세설계지침 1.1. 1.2. 1.3.

1.4. 2.2. 2.3. 3.1. 3.5. 4.2.

5.2. 5.4. 5.5. 5.6. 8.1

유사

전략의

통・폐합
․유사 전략의 중복, 통합 2 상세설계지침 3.4. 3.6. 8.2.

상세설계지침

의구체화

․상세설계지침의 명확한 안내

및 구체화

․일반설계전략과 상세설계

지침의 구체성 수준 고려

2
상세설계지침 1.2. 3.6. 4.2.

5.8. 6.6. 7.1.

단계

재설정

․토의식 수업의 절차를 고려

단계 조정
2

일반설계전략 5. 6.

상세설계지침 3.5. 6.1.

부적절한

교수 전략

․군 맥락에서 적용을 위해

재고해야할 사항
2

일반설계전략 6. 7.

상세설계지침 1.1. 1.2. 1.3

5.3. 5.6.

교수

전략의

단순화

․상세설계지침의 통・폐합 3 교수 전략 전반

<표 Ⅳ-7> 초기 교수 전략 및 지침 각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개별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의견도 전반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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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및 용어의 수정과 관련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반설계 전략

및 상세 지침 상 군 맥락이 반영되지 않아 육군 플립러닝 기반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특정화된 교수 전략이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

이 있었으며, 특히, 군 교수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육

군 학교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표현되어야 함이 강조되

었다. 또한 군 교수자가 활용하기 쉽게 핵심적인 전략 및 지침 위주

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세 지침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표

현과 예시가 병행되어 기술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가 중 군 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담을 한 결과

‘심화학습 촉진’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토의 주제에 관한 선수지식 제공’, ‘사전학습 후

토의와 연계된 질문 준비’와 같은 전략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검토 결과 평가 점수와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

수 전략 및 지침으로 볼 수 있지만,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 특정화된

교수 전략 및 지침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타당화에서 평가결과는 평균

3.0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

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교육학적 용어 등의 표현이 군 교수자가 활

용하기에 다소 어렵고, 군 맥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특히, 육군 학교교육 기관에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교

수 전략에 따른 상세 지침이 핵심사항 위주로 통합 및 정리되어 단

순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한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은 다음 <표 Ⅳ-8>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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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전문가 의견 교수 전략 수정사항

수

정

일반 교수전략 5의 상세 지침들은 토의

수업을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으로 통합될 수 있음

상세 지침 5.1～ 5.8을 일반설계

전략 5에 포함한 뒤 일반 교수전략

6과 재통합

상세 지침 3.1, 3.2, 3.4는 3.6의 강의노트

작성으로 통합될 수 있음

상세 지침 3.1, 3.2, 3.4를 3.6에

통합, 관련 예시 보완

상세 지침 1.2, 1.4, 7.1, 8.1, 8.2의 이해

가 다소 어려움

상세 지침 1.2, 1.4, 7.1, 8.1, 8.2의

용어 및 문장 수정

일반 교수전략 7, 상세 지침 6.6, 7.2은

군 맥락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군 맥락에 맞도록 수정

일반 교수전략 4와 6에서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일반 교수전략 4 수정 및 일반

교수전략 6의 상세 지침 보완

삭

제

상세 지침 1.1, 1.3은 학습자 입과 전 교

수설계 중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는 내용임

상세 지침 1.1, 1.3 삭제

상세 지침 6.1, 6.3은 일반적인 토의 수

업 전략임
상세 지침 6.1, 6.3 삭제

<표 Ⅳ-8> 전문가 타당화에 따른 교수 전략 수정사항(종합)

2)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교수 전략의 수정

이상의 <표 Ⅳ-8>과 같이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

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수정 보완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실행 전 최

종적으로 수정된 교수 전략은 총 7개의 일반 설계전략과 22개의 상

세 설계 지침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 수정된 교수 전략

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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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전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1.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의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 및 운영

방식을 안내하라.

‣학습자의 주요 활동 /실시 사항 안내

선행학습

․주요 활동 /실시 사항

- 강의 동영상 시청, 학습활동 지시서에 의한

관련 교범 및 자료 탐독

- 상황조치 과제 개인안 작성, 강의노트 작성 /

질문 준비 등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주요 활동 /실시 사항

- 상황조치 과제 그룹안 작성 및 발표간강의노트

기반 궁금점 해소

- 교관 및 동료 학습자 피드백 정리 등

1.2. 토의목표와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군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목적 상 기본적인 작전 및 전술적 개념에

대한 지식 습득이 포함되므로, 상황조치 과제별 토의목표 /주요 개념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과제#1

○○ 통과

․목표: ～을 고려하여 적절한 ○○, □□

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개념 : □□, ○○ 등

과제#2

○○ 기동

․목표: 생략

․주요개념 : 생략

⁝ ⁝

1.3. 온・오프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하라.

‣학습활동 지시서 상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상황조치과제 선행학습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과제#1

․○○

․□□

․△△

․○○, □□의 개념과

관련된 토의

․△△와 반대되는 개

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제#2 ⁝ ⁝

<표 Ⅳ-9> 전문가 타당화 결과 수정된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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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전 선행학습

내용을 제공하라.

2.1. 토의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하여 제공하라.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에서 지식(knowledge), 이해

(understanding)과 같은 저차적 사고 기능을 텍스트 기반 학습 자료의

출처와 함께 분절하여 제공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경우 소주제별로 10～15분 이내로 개발하여 제공

2.2.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

라.

‣각 단원, 상황조치 과제별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요정리를 제공하는 것

- ○○에 대한 선행학습 시 전체 학습내용의 진행 단계별 내용 대해 종

합・정리해주는 것
3. 선행학습을 촉진하라. 3.1. 토의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토의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라.

‣상황조치 과제 작성 외에 온・오프라인 상에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비판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도록 유도

- 예 : ○○으로 기동 간 예상치 못한 △△ 접촉 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가?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선행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질문)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노트 작성 통제

선행학습 결과 요약정리

어려웠던 학습 내용

질문 및 토의사항

☞ 기존 학습자용 교재 상에 포함하여 제공

3.3.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

시 개인안에 대한 관련근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

도록 하라.

‣상황조치 과제 토의 전 개인안 작성 시 개인안에 대한 교범 상 관련근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 의견이나 대안까지 작성하도록 통제

- 학습자용 교재의 개인안 작성 란

개인안(案) ・개인안에 대한 기술

관련 근거 ・교범 ○-○ 페이지

대안 ・대안에 대한 기술 및 평가

☞ 상황평가 요소 등 평가 기준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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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개인안 작성 우수, 생성한 질문의 우수성에 따른 가점 부여

3.5.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문제를 실시

하라.

‣초보학습자의 작전 및 전술적 개념 등 지식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선

행학습 촉진 및 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연습문제를 실시(온라인으로 제

공이 제한될 시 오프라인으로 제공)

- 연습문제의 예시

Q1. ○○작전 계획 시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 ),

( ), ( ) 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수

업

중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

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

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계

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

드백을 제공하라.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이해수준에

따라 핵심강의의 수준을 조절

- 강의노트 상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 공통적인 질문 또는 토의와 밀접

히 연관되는 비판적 질문에 대해 수업 도입단계에서 다룰 수 있음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실시하여 토의활동과

연계하라.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행학습 여부 및 수

준을 진단하며, 이후 토의활동과 연계

- 스마트 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Clicker 활용

- 활용 제한 시 선택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빈도를 ‘거수’하도록

하여 확인

5. 토의를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

인 토의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교수자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

주요내용

1.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2. 의견 불일치를 조작하여 논쟁하도록 하라.

3.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개방형 질문을 하라.

4. 학습자가 비판적 질문을 하도록 하라.

5. 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6. 학습자의 질문에 적시적이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7. 정답을 말하거나 위험을 감수할 경우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라.



- 99 -

구

분
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예 시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라.

‣토의 중 또는 토의 후 학급 발표 간 발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교범 등

학습자료 상 출처를 들어 발표하도록 함

- □□ 교범 ○페이지, 교육참고자료 ○페이지

5.3.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

예(non-example)를 제공하라.

‣토의를 위한 문제 상황(일반상황 및 특별상황)의 다양한 예시를 추가적

으로 제공하여 추가 토의를 촉진

- 한국전쟁사, 세계전쟁사 등 참고자료를 활용

5.4.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토의 참여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기준표 활용

5.5. 그룹안에 대한 토의발표 후 개인

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

스로 요약・정리하도록 하고, 핵

심강의를 제공하라.

‣학급 발표 후 학습자들에게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핵심강의를 제공함

- 핵심강의는 토의에 적용된 주요 개념, 지식을 포함하여 토의 과정에서

의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실시

5.6.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

하라.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학습을 안내하고, 본 차시

와 다음 차시의 수업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

- 보충학습 안내의 예 :

“○○작전 실시 간 적 행동에 대한 추가 보충학습은 교육참고 자

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 차시 수업 안내의 예 :

“이번 토의에서 상황조치 과제#1에 대해 다루었는데, 다음 시간에

는 상황조치 과제#2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토의 중점은 ○○, △△

이고, □□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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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예 시

수

업

후

6. 수업 후 예습 및

복습을 촉진하라.

6.1.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

여 보충학습 및 다음 선행학습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라.

‣생활관 편성 단위인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선행학습 시간에

상호 간 학습 지원을 하도록 함

- 보충학습이 필요한 저조 학습자에 대한 우수학습자의 학습 지도

- 다음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시 궁금증 해소 및 추가 토의활

동 권장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

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도록 하라.

‣구조화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학습에 대한 정리

- 구조화된 성찰일지의 예

과제#1 토의 결과 정리

토의 후 배운 점

질문 및 추가 토의 사항

☞ 학습자용 교재에 강의노트와 함께 양식 제공 /작성 통제

7. 토의수업자체와 학습

자 수행에 대해 평

가하라.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교수자가 토의 수업 중 학습자의 반응, 행동, 학습자의 수준 등 진단, 수업

운영 간 제한사항, 미흡사항 등을 토의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다음 차시

의 수업 개선에 반영

- 교수자의 토의일지 기록 : 양식(예)

학습내용

측면

・학습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 등

수업운영

측면

・토의 수업 간 학습자의 주요 반응

・시간분배 및 질의응답 시간의 적절성 등

기 타 ・학습자의 건의사항 수렴

7.2. 토의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토의결과물인 그룹 해결안(조별 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시간 등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제공

-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시 기존 평가기준표 활용

✳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된 부분을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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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1.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

및 운영 방식을 안내하라.

1.2. 토의 목표와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1.3. 온 오프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하라.

적용

(안)

m 학습활동 지시서에 상세 지침의 내용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1.1. 선행학습,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간 학습자의 주요 활동(역할) 안내
1.2. 토의 주제인 상황조치 과제별 토의목표, 주요 개념에 대한 제시
1.3. 학습활동 지시서 상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상황조치 과제-선행학습-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순서)

2. 토의 전 선행학습

내용을 제공하라.

2.1. 토의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하여 제

공하라.

2.2.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

적용

(안)

m 선행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온라인 강의 동영상, 교범 및 교재 등)
2.1.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경우 소주제별 10～ 15분 내로 개발하여 제공
2.2. 각 단원, 상황조치 과제별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요정리를 제공
☞ 온라인 강의 동영상 추가 개발 제한으로 연구에 적용 제한

3. 선행학습을촉진하라. 3.1. 토의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토의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라.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3.3.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시 개인안에 대한 관련근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3.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3.5.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문제를 실시하라.

적용

(안)

m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전략 반영
3.1. 토의 전 학습을 위한 비판적인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도록 유도

3.2. 선행학습을 통해 알게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노트를

<표 Ⅳ-10> 교육프로그램의 거시설계안

2.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및 개발

가. 교육프로그램 사례의 설계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교수 전략을 바탕으로 □□

과목의 상황조치 1개 과제에 해당하는 선행학습 1차시와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1차시 분량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 과목의

경우 가르쳐야 하는 학습과제는 학교 차원에서 선정이 완료된 상태

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수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방법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거시적인 설계안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 과목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거시설

계안은 다음 <표 Ⅳ-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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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도록 통제

3.3. 상황조치 과제 토의 전 개인안 작성 시 개인안에 대한 교범 상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의견이나 대안까지 작성하도록 안내

3.4. 개인안 작성 우수, 비판적 질문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표를 활용한 가점 부여
3.5. 선행학습 결과 지식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선행학습 촉진 차원에서의 간단한 연습문제 제공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

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

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실시하여 토의활동

과 연계하라.

적용

(안)

m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를 위한 세부전략 반영
4.1. 강의노트 상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 공통적인 질문이나 토의와 밀접히 연관되는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 피드백 제공

4.2.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행학습 여부 및 수준을 진단하며,
이후 토의활동 시 피드백 및 핵심강의 수준 결정

5. 토의를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라.

5.3.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라.

5.4.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5.5. 그룹안에 대한 토의 발표 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5.6.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하라.

적용

(안)

m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학습자 참여 및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을 적용
5.1. 토의식 수업의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교수자의 촉진자 역할)
5.2. 토의 중 또는 후 학급 발표 간 발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교범 등 학습자료 상 출처를
들어 발표하도록 함

5.3. 토의를 위한 문제 상황(일반상황, 특별상황)의 다양한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추가
토의를 촉진

5.4. 토의 참여과정에 대해 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5.5. 학급 발표 후 학습자들에게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여 발
표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핵심강의를 제공함

5.6.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제공된 학습자료 상 출처를 포함
하여 보충학습을 안내하고, 다음 차시 수업과의 연계성을 안내하는 것

6. 수업 후 예습 및

복습을 촉진하라.

6.1.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보충학습 및 다음 선행학

습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라.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정

리하며 복습하도록 하라.

적용

(안)

m 수업 후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다음 차시에 대한 예습을 촉진
6.1. 생활관 편성 단위인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성찰일지 작성 등 학습을 상호
지원토록 함

6.2. 구조화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토의를 통해 배운 점, 궁금한 점 등을 정리하여 기록
하도록 함

7. 토의 수업 자체와

학습자 수행에

대해 평가하라.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7.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적용

(안)

m 토의 수업 후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 학습자의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피
드백을 제공

7.1. 교수자가 토의 수업 중 학습자의 반응, 행동, 학습자의 수준 등을 진단하고, 수업 운영
간 제한사항, 미흡사항 등을 토의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다음 차시의 수업 개선에 반영

7.2. 토의 결과물인 그룹안(해결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 등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제공

위의 <표 Ⅳ-10>의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학습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활용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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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자료는 교수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와 학

습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나뉜다. 먼저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학습활동 지시서,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선행학습 연습문

제, 성찰일지 등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수

업 진행을 돕는 토의식 수업 진행 PPT 자료,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

발하였으며, 토의식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를 위해 교관용 토의일지

양식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각각의 수업 자료들은 교수 전략

의 상세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강의노트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양식을 군 맥락에 맞게 보완한 뒤 적용하거나(구정화, 2009; 전희

옥, 2014; 이지연 외, 2014), 상황조치 과제의 해결안 외에 대안 및

차선책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와 같이 ○○학

교의 학습자용 기본교재 상에 명시되어 활용되고 있는 양식을 준용

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교수자 및 학습자용 수업자료는 [부록 7～

11]에 제시하였다.

나. 설계된 교육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위에서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의 거시설계안과 교수자 및 학습자용

수업 자료에 대해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에 의한 교수

전략 도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관의 수업 실행이 연구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본 단계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타당화의 목적은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에 연구자가 개발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과 지침이 적절히 반

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전문가 검토는 교육공학 전문가 1

인, 군 내용전문가 2인에게 실시하였으며, 위의 거시설계안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한 뒤 질문지를 통해 각각의 교수 전략 및 지침이

교육프로그램 상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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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도록 하였다([부록 4]). 타당도가 낮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

해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방향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교육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표 Ⅳ-11>

와 같다.

일반 교수전략 상세 지침 평균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1.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 및 운영 방식을 안내하라.

3.67

1.2. 토의 목표와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
하라.

4

1.3. 온 오프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하라.

3.67

2. 토의 전 선행학습

내용을 제공하라.

2.1. 토의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하
여 제공하라.

4

2.2.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 3

3. 선행학습을 촉진

하라.

3.1. 토의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토의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라. 4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4

3.3.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시 개인안에 대한 관
련근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
라.

3.33

3.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3.67

3.5.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문제를 실시하라. 3.67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

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
의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3.67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실시하여 토
의활동과 연계하라.

3

5. 토의를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3.33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라. 4

5.3.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라. 3.67

5.4.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4

5.5. 그룹안에 대한 토의 발표 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강의를 제공하
라.

4

5.6.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하라. 4

6. 수업 후 예습 및

복습을 촉진하라.

6.1.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보충학습 및 다음
선행학습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라.

3.67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
을 정리하며 복습하도록 하라.

4

7. 토의 수업 자체와

학습자수행에대해

평가하라.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3.33

7.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4

<표 Ⅳ-11> 교수 전략을 적용한 거시설계안의 타당성 평가 결과

✳ 타당성 평가에는 교육공학 전문가 1인(박사수료), 군 내용전문가 2인(육군 소령 1(교육학
석사), 육군 대위 1(교육학 석사))이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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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교수 전략 수정사항

위 <표 Ⅳ-11>에서 알 수 있듯이,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

램의 거시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모두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일부 전략 및 지침의 경우 전문가의 타

당화 평가 점수는 높았으나 표현의 수정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

하는 측면에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

어, 표현의 수정 측면에서는 상세 지침 2.2인 ‘학습내용에 대한 개요

를 제공하라’에서 ‘개요’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침 5.3인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라’의 경우

다양한 예, 비예의 용어는 개념 학습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수 사

례, 실패 사례 등과 같은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다. 구체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상세 지침 2.2의 개요 정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상세 지침 4.1의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는 구체적

인 방법, 상세 지침 5.1의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에 대한 구체적

인 예시 제공, 상세 지침 7.2의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피드백 제

공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상세

지침을 통합 및 재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상

세 지침 3.2의 강의 노트와 지침 3.3의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는 학

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통합 후 하나의 활동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략 4의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라’는

세부 전략들도 선행학습 단계에서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군

내용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실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진행 맥락을 고려하여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제공(지침 3.4)이나, 토

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제공(지침 7.2)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거시설계안의 전반적인 의견 중 고



- 106 -

려할 사항으로는 실제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교관과 학습자의 수행

력을 고려하여 제시된 다양한 전략 및 지침을 핵심적인 사항 위주

로 축소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상을 종합

한 교수 전략의 수정사항은 다음 <표 Ⅳ-12>와 같다.

기

준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수

정

지침 2.2의 ‘개요 정리’를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기술 필요

수업 시간에 PPT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정리를 포함한 핵심강의를 10

분 내외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

지침 5.3 ‘예’, ‘비예’는 개념학습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 필요
‘우수사례’, ‘실패사례’로 용어 수정

지침 4.1 질문 확인의 구체적인 방

법 및 예시가 제공되어야 함

지침 4.1의 학습자 질문 확인은 강

의노트 등 선행학습 활동지를 활용

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

지침 5.1 효과적인 토의수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방법이 제

공되어야 함

지침 5.1의 효과적인 토의수업 전략

에 대해 교수자에게 별도 예시 제

공 예정

지침 7.2의 토의결과물에 대한 피드

백의 구체적인 방법 및 예시가 제

공되어야 함(온라인, 오프라인 상

피드백 모두 고려)

지침 7.2의 토의결과물 피드백 및

강평은 수업 종료 후 교관의 채점

및 코멘트를 달아서 다음 수업시간

에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지침 6.1 분대단위 학습공동체 구성

은 가능하나 실제 어떤 학습을 시

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지침 6.1 실행 간 교관이 학습공동

체 형성 후 다음 선행학습을 상호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학습자들 참

여관찰 실시 예정

재

범

주

화

지침 3.1의 토의질문은 학습활동 지

시서로 함께 제공될 수 있음
전략 1로 재범주화

지침 3.2의 강의노트와 3.3의 개인

안 작성 워크시트의 통합

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학습자 반응

을 분석한 뒤 수정 고려

지침 3.4 선행학습 보상제공과 7.2

토의결과물 피드백 제공은 수업시

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

교육프로그램 실행에 반영

기

타

의

견

지침 7.1 교관의 토의일지 작성은

교육일정 및 시간을 고려 적용 가

능성이 낮음

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교수자 반응

분석한 뒤 수정 고려

<표 Ⅳ-12>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의 전문가 타당화에 따른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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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1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

을 반영하여 상세 지침 3.1의 토의 질문은 전략 1의 학습활동 지시

서 상에 포함하여 함께 제공하였고, 표현의 수정에 관한 의견을 반

영하여 전략 및 지침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실제 수업 시간을

고려하고, 담당 교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제공

은 수업 초반부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하였고, 토의 결과물에 대

한 피드백은 토의 강평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

다. 이외에 각각의 전략 및 지침이 교육프로그램 상에 적용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을 교관에게 잘 안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

며, 실제 적용이 어렵겠다고 예상한 지침(6.1, 7.1)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본 뒤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된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 및 각

종 수업자료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결과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인 기술 및 재범주화 측면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 즉 전문

가 3인의 타당화 평가 결과에 비추어볼 때 내용 측면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 전략 및 지침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 예비 실행을 통한 교수 전략 수정

가. 교육프로그램 예비 실행

설계 및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평가 차원의 예비 실행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

행은 대표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

육프로그램의 형성평가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임철일, 연은경, 2015), 일반적 능력 측면에서 평균, 평균 이상,

평균 이하를 대표하는 3명을 교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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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연구목적 및 교수 전략에

대해 설명한 뒤 교수 전략이 반영된 수업진행 PPT 자료, 강의노트

등 학습자용 활동지 등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교수 전략에 대한 강

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후 학습자의 반응

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최종적으로 교수 전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나. 예비 실행 결과에 따른 교수 전략 수정

예비 실행 과정에서 대표 학습자 3명과 집단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토의 수업의 구체적인 안내(전

략 1)와 강의노트 작성(지침 3.2), 선행학습 연습문제 제공(지침 3.5),

선행학습과 토의활동 연계차원에서의 질의응답 및 퀴즈의 활용(전략

4), 성찰일지의 작성(지침 6.2)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먼저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의 목표 및 선행학습 간 학

습해야 할 학습 내용, 토의질문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서 학습 방

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여주신 학습활동 지시서에 학습목표, 사전 토의질문 같은 것을 주시면

‘아 이런걸 위주로 공부해야 겠구나.’ 좀 더 구체적인 공부방향을 알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간 강의노트의 작성은 학습 간 질문을 도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수업시간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자기가 과제했던 것 중에서 어려웠던 과제를 골라서 강의노트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강의노트를 쓰면 나중에 토의를 할

때 교관님께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연습문제의 경우에도 선행학습 간 공부한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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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억,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수업 후 성찰일지의 작성도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없다는

전제하에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행학습 연습문제 풀이를 하면) 저는 머리에 한 번 더 넣는다고 해야

하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좋을 것 같습니

다. 평가를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토의 끝나고 가볍게 주요 개념 정도를 성찰일지를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

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적게 하는 것 보다는 주요 개념 위주로...”

하지만 위와 같은 교수 전략에 대한 강점 외에 여러 전략들이 약

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학습자들

에게 제공되는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등 활동지가 학습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지금도 교재, 교범 보면서 선행학습 과제를 베끼는데 이런 것을 주면 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많이 받으면 아마 ‘아 또 할게 늘어났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의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하도록 하는 전략(지침 5.2)이나 토의 발표 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는 전략(지침 5.5)에 대해

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안에 대한 근거를 함께 발표하도록 하면) 비슷한 말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조치 과제가 단편적이라서...”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추가 발표하는 것) 대부분 똑같은 교재를 보

고 채우니까 의견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외에도 일부 전략들은 학습자의 동기 수준에 따라 학습 동기

가 높은 학습자들에게만 잘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보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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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안내 및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한 안내(지침 5.6)와 분대단위 학습

공동체 구성(지침 6.1), 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제공(지침 7.2)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해당 교수 전략을 적용할 때 학습자들이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 전략의 약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정리하여 교수 전략의 수정사항으로 도출

한 결과는 다음 <표 Ⅳ-13>와 같다.

기

준
학습자 의견 수정사항

수

정

현재 선행학습 과제로 주어지는 상황

조치 과제 외 추가적인 다양한 상황

에 대한 문제해결 및 토의활동 필요

교육프로그램 실행 간 지침 3.5 선행

학습 연습문제에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제공

기

타

의

견

학습 시간 대비 과제량 조절 등 학습

부담 감소 필요

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학습자 반응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지를 과

제 특성 및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다

양하게 적용하도록 검토

학습내용에 대한 ‘개요정리’ 제공(지침

2.2)이 선행학습 동영상으로 제공될 때

스토리텔링 식으로 지금보다 더 쉽게

제작되면 좋겠음

추후 연구 제언사항에 동영상 강좌

개발에 대한 제언으로 포함

<표 Ⅳ-13> 예비실행 결과 교수 전략 수정 사항

이상의 <표 Ⅳ-13>에서처럼 예비실행 간 학습자들의 반응을 고

려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연습문제에 추가상황에 대한 해결 문제(지침 3.5)를 포함

하였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정리’가 온라인 선행학습 강의 동

영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연구의 제언

사항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예비 실행 결과

대체적으로 수업에 적용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

이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된 전략을 포함하여

교육프로그램 주 실행 단계에서 모두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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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프로그램 주 실행을 통한 교수 전략 수정

예비실행을 통해 학습자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형성평가를 마친

뒤 일부를 수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선행학습 및 수업에 실제 적용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은 상황조치 과제#5의 선행학습 및

토의식 수업 1차시에 적용하였다. 이 후 개별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 학습자의 반응에 기반하여 교수 전략을 추가적으

로 수정 보완하였다. 2차 실행에서는 앞서 수정된 교수 전략 및 교

육프로그램을 상황조치 과제#10의 선행학습 일부와 토의식 수업 1

차시에 추가 적용하였다. 실제 바쁜 교육일정과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부대활동으로 인해 선행학습과 관련된 수정 전략은 대부분 적용이

제한되었다. 1, 2차 실행 간 상황조치 과제의 선정은 담당 교관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선행학

습 초반에 연구자에 의해 학습자들에게 공지 및 안내되었다.

가.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 대한 교수자 반응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 담당 교관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수

업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교수 전략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개별 교수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심층 면담을 위해 면담 질문지와 거시설계안 타당화 질문지를

함께 활용하였다. 면담 결과 개별적인 교수 전략은 적절하였다고 응

답하였으나 수업시간에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

었다. 또한 시간부족 문제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

용이 어려운 전략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수자의 반응을 실제 적용

가능성과 약점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Ⅳ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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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략 및 지침 의견

실제

적용

가능성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선행학습 시간 많은 비중을 차지

하면 학습자들의 선행학습 시간

이 부족할 수 있음

3.5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

작성시 개인안에 대한 관련 근

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학

습자들이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대안,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

려워하였음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적인 토의 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제공된 세부 지침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활용하기 어려웠음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수업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교관의 임무수행을 고려할 때 실

제 활용하지 못하였음

7.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교관의 임무수행을 고려할 때 실

제 적용하기 어려웠음

약점

및

개선점

1.3 (학습활동 지시서에) 온 오프라

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

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하라.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였지만,

연계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음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라.

질의응답 및 퀴즈를 활용하는 것이

좋았지만, 토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간안배가 필요할 것임

5.5 그룹안에 대한 토의 발표 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

자 스스로 요약 및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상황조치 과제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개인안과 조안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음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정

리하면서 복습하도록 하라.

성찰일지의 작성이 강의노트 작성

(지침 3.2)과 중복되는 것 같으며,

학습자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음

<표 Ⅳ-14>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

이상을 종합하면 개별 교수 전략 및 상세 지침에 대한 의견으로

전반적인 교수 전략은 유용하고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1

차시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교수 전략

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업시간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교수 전략이 교수자의 판단에 의

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2차 실행 간에는 실제 적용 가능한 핵심 전략 위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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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우수학습자 3명, 저조학습자 3명, 총 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수 전략 전반에 관한 의견

과 개별 전략 및 지침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에 관한 의견이 수

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범주화한 뒤 응답빈도를 명시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1) 교수 전략 전반에 관한 의견

학습자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한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강

점과 약점은 아래 <표 Ⅳ-15>와 같다.

구
분 범주 의견 유형 빈도

강

점

다양한 교수

전략에 따른

학습 촉진

핵심강의와 같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

마인드맵, 표, 그림 등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강의

노트 및 성찰일지의 작성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구체적인 학습 안내가 이루어져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주의집중 및

학습 흥미

증진

질의응답, 퀴즈(문제풀이), 사례의 제공과 같은 활동이

주의집중과 학습 흥미에 효과적이었다.
3

약

점

선행학습

시간 부족
제공된 활동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3

학습활동

안내부족

일부 교수 전략들은 생소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2

<표 Ⅳ-15>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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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

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1차 실행 결과 전반적인 교

수 전략에 대한 강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교수 전략의 활용에 따른 학습 촉진과 주의집중 및 학습 흥미 증진

측면이 그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플립러닝 적용 강좌에서 제공되는 핵심강의나, 선

행학습 여부 확인차원의 연습문제, 수업 도입부에 실시한 문제풀이

퀴즈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활동이 학습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할 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학습활동 지시서가 아닐까... 그 다음

은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나 선행학습 연습문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C)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연구자가 설계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습활동이 연

구 과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교육 진행 체계에 정

착되면 더 큰 학습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전략들이) 정착이 되면 무의식중에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성찰일지에

적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자 F)

둘째, 학습을 지속시키는 주의집중 및 학습 흥미 측면에서 본 교

수 전략이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있던 교육법 보다는 상황조치 과제#5를 했을 때 PPT를 활용하기

도 했고, 질의응답, 퀴즈도 하는 것이 지휘주목도 잘되고 재미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는 인원들이 많았는데, 퀴즈를 푸는 단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게 주목이 잘 되었습니다.” (학습자 A)

이는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다양한 교수 전략들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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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퀴즈와 같은 문제풀이 활동이 주의집중에 도움이 되었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였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수 전략 중 학습자에게 제공된 강의노트나

성찰일지와 같은 활동지가 학습자들의 학습을 돕고, 학습자 참여를

보다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모르니까 선행학습 때도 모르니까 그간 조별 발

표하고 그럴 때 강평도 짧게 하고 질문도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성찰일지도 쓰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특정 학습자가

질문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학습자 A)

반면,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과 달리 선행학습 시간의 부족과 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부족이 본 연구의 교수 전략에 대한 약

점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생소하였지만, 신선하고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토의를 준비하는 선행학습 시간이나 토의 시간을 좀 더 주었다면

보다 알차고 창의적인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학습자 B)

위의 반응처럼 일부 학습자들은 선행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본 연

구목적 상 주어진 다양한 활동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각종 학습 활동지와 수업 활동

들이 처음 접하는 생소한 것이어서 참여 과정에서 활동지의 활용이

나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좀 더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습활동 지시서,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등 다양한 활동지를 주

셨는데 좀 생소하기도 했고, 이것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

었다면 더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기존과 똑같이 일종의 과제처럼 받아들

이다보니 좀 더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C)

이상의 전반적인 교수 전략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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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토의의

안내

사전 제공된 선행학습 내용, 토의질문을 통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질문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3

교육일정을 통해 토의식 수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2

학습목표의 제시가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1

선행학습

촉진

강의노트 작성을 통해 학습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습내용 기억, 이

해에 도움이 되었다.
4

강의노트 작성이 토의 활동을 촉진하였다. 3

개인안 작성 간 대안 및 대안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이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3

선행학습 연습문제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복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선행학습 연습문제가 학습자들의 질문을 유발하였다. 2

개인안 작성 간 대안 및 대안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자기주

장에 대한 근거,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

선행학습 연습문제가 재미있었다. 1

선행학습 연습문제 중 상황조치 문제가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선행학습 확인 차원의 질의응답이 질문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4

선행학습 확인 차원의 퀴즈(문제풀이)를 통해 주의집중도가 높아

졌다.
4

퀴즈(문제풀이)가 학습을 촉진하였다. 2

토의활동

촉진

조별 토의 결과 발표 간 개인안과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이 다양한 해결안을 공유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6

<표 Ⅳ-16> 개별 교수전략의 강점

응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교수 전략이 학습에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학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구체

적인 안내 등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육군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특성 중 시간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을 위한 충분한 시

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들이 느

끼는 생소함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교수 전략의 강점

구체적인 개별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에 대한 도출된 강점은 다

음 <표 Ⅳ-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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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할 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관련 교범을 찾아보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

핵심강의 간 개요 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

우수사례, 실패사례의 제공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

학습자 스스로 토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수업 태도 성찰에

도움이 되었다.
2

학습자 스스로 토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

교관이 조 토의 간 돌아다니며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질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좋았다.
1

토의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가 학습을 촉진하였다. 1

수업 후

복습 촉진
성찰일지를 통해 질문을 도출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다. 2

가)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토의의 안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학습활동 지시서는 선행학습 및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토의수업의 학

습목표 및 토의수업을 위한 학습 내용, 토의 질문, 전체적인 교육일

정을 학습활동 지시서에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선행학습 1일전 제공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사전에 제공된 상황조치 과제별 학습

목표나 토의질문이 교실 수업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해) 상황조치 과제#5에서 토의활동을 할 때 과제#5

에서 어떤 것을 토의하고 다루는지 아니까, 인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예상할 수도 있고, 미리 볼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전

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A)

“제공해 준 학습활동 지시서가 좀 더 자세하고, 공부하기에 더 유용했습니

다. (학습자가) 크게 뭘 해야 될 지 기준, 갈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C)

또한 예비실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반영

한 3일간의 교육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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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습활동 지시서를 보고 몇 일차에 무엇을 하는지 그걸 참고해서 그

거에 대해 준비했었습니다. 뭘 할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알고 하는 것이 훨

씬 나았습니다.” (학습자 E)

일부 학습자의 경우 학습활동 지시서의 내용 중 위의 교육일정표

만 참고하여 선행학습에 임했으나, 교육일정을 제공한 것이 수업 준

비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활동

지시서에 선행학습, 토의 수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선행학습 촉진 활동

플립러닝과 토의식 수업의 학습은 공통적으로 수업 전, 후의 학습

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플

립러닝에서는 교실에서의 학습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선행학

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최정빈, 김은경, 2015; Chapnick, 2014;

Galway et al., 2014). 이와 마찬가지로 토의식 수업에서도 효과적인

토의활동을 위해서는 토의 전 사전학습이 중요하다(Brookfield &

Preskill, 2005; Smith & Smith,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서는 강의노트 작성,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제공, 선행학습 연습문제 풀이 등 선행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전략들에 대해 학습 촉진 측면에서 긍정

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먼저 강의노트 작성과 관련해서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을 정리해봄

으로써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토의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토의 시간도 절약되었다고 응답하

였다.

“잠깐 (선행학습 동영상이나 CBT 애니메이션을) 듣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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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모르고 넘어갔을 부분까지도 이해하

려고 노력하고 쓰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학습자 C)

“선행학습 하면서 어려웠던 내용이나 질문 및 토의사항 같은 것을 미리미

리 생각하니까... (토의 활동할 때) 시간이 절약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

히 토의시간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았

습니다." (학습자 D)

특히, 일부 학습자의 경우 강의노트의 작성 방식에 대해 마인드맵

이나 표, 그림 등 학습자 스스로 자유롭게 정리하는 방식을 선호하

였다. 기존에도 일부 교관들에 의해 노트 작성과 같은 전략이 시도

된 적이 있었으나, 교범 내용을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았다는 현장분

석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록 9]과 같이 마인드맵이나

표, 그림 등과 같이 자유롭게 노트 필기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림 Ⅳ-1]).

“연상법으로 해야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맵이 연상법

으로 써내려가는 거여서, 과제#5를 학습하면서 큰 것부터 딱딱딱 써내려갈

수 있어서, 이렇게 토의하면 제가 말할 때도 잘 나옵니다.” (학습자 A)

[그림 Ⅳ-1] 선행학습 학습활동 결과물 : 강의노트

선행학습에서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안을 작성하는 과제에서

개인안 외에 대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고,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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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는 [부록 10]와 같이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었으며, 학습자들은 본인의 해결안뿐만 아

니라 대안이나 차선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다양한 전장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는 차원이나 자신의 해결안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2]).

"대안이 차선책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을 쓰다보

니까.. 솔직히..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 근거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략) 근거를 더 탄탄히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

다.“ (학습자 D)

[그림 Ⅳ-2] 선행학습 학습활동 결과물 :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선행학습 확인 차원의 연습문제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자신의

학습정도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 연습문제는 총 5문제로 구성하였는데, 4문제는 교범 등 관련 자

료의 숙지 및 이해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었으며, 1문제는 예

비실행 간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조치 과제 외 다른 상황

에 대한 해결안을 개조식으로 적어보도록 하는 문항이었다. 문항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연습문제를 제공하는 전

략 자체에 대해서 학습 흥미나 학습 촉진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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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번 문항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정도가 되니까, 학생들

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고.” (학습자 B)

“(선행학습 연습문제 5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몇 가지 줘서

생각하게끔 풀어나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른 상황을 부여

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학습자 F)

선행학습 및 토의수업의 참여 관찰 과정에서 연습문제는 선행학

습을 촉진하고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선행학습 과정에서 연습문제

를 우선적으로 풀기도 하였고, 토의 수업에서는 연습문제에 관한 질

문 및 활발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강의노트 작성, 개인안 워크

시트 작성, 연습문제 풀이와 같이 학습자의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다

양한 전략이 반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활동

플립러닝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온

라인 학습과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학습의 연계이다(권

오남, 배영곤, 2014; 배도용, 2015; 한형종 외, 2015; Kim et al.,

2014). 이러한 수업 전 학습과 수업에서의 활동의 연계는 토의식 수

업에서도 강조된다. 토의식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의 질문을 제공하거나 토의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을 학습

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Brookfield &

Preskill, 2005; Kurup & Hersey, 2013; Welty, 1989).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를 위해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구정화, 2009; 권오남 외, 2013; 김남익 외, 2014; 김

보경,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허난, 2015; Ewen, 2000; He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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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과 퀴즈를 적용하였다.

질문을 활용한 전략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공유하고 동료

학습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질문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 피드백 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내용에 대

해 더 들을 수 있고, 교관님들 의견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학습자 C)

수업 초반부에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퀴즈의 경우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및 학습 흥미를 높였다는 의

견이 있었다.

"문제풀이(퀴즈)를 할 때 지휘주목도 잘되고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자던

애들도 다 일어나고,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학습자 A)

학습자들은 질문을 통한 전략보다 퀴즈를 통한 전략을 선호하였

다. 이는 퀴즈가 플립러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해오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임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반응 중 하

나이며, 토의 전 선행학습과 토의 활동을 연계하는 차원의 다양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토의 촉진 전략

수업 초반부에 질문이나 퀴즈를 활용하여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

하고 토의 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인 뒤 실제 토의활동에서 토의를

촉진하고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적용하였다. 학습자

들은 여러 전략들 중 특히 토의결과 발표 간 개인안과 조안의 차이

점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전략과 발표 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전략, 그리고 토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토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강의 제공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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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개인안과의 차이점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 전원

이 상황조치 과제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안을 공유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안과의 차이점을 발표하는 것) 그게 더 좋습니다. 조 토의 간 개인의

의견을 합해서 발표하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그러니까 왜 소수의

의견이 틀렸는지를 알고 조안으로 종합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보통 다양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생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자 A)

또한 이러한 발표 방식이 조안이나 개인안에 대한 근거를 더 명

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의견이 좀 더 타당해서

조안으로 선정하였다는 식으로 발표하면 근거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

다.” (학습자 D)

토의 발표 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전략

역시 학습 촉진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수업 시간에 (특정 학습 내용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해서, 토의

하면서 근거를 찾으려고 책을 뒤져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적응

이 되면 개인안 준비를 할 때 근거를 찾아서 해오면 수업시간에 토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교범을 뒤져서 관련된 근거를

찾아봤었습니다.” (학습자 C)

특히 학습 동기나 학업 성취가 저조한 학습자들도 동료 학습자가

발표 간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등 본 전략이 학습을 촉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것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 저희는 조안에 대해 발표만 했었는데, 갑

자기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더 머리를 짜내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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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의는 플립러닝에서 교실 수업에서의 학습활동을 정리하고

학습내용을 요약해주는 차원에서 실시된 전략이다(최정빈, 김은경,

2015). 일반적으로 토의식 수업에서의 강평은 플립러닝에서의 핵심

강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토의 강평과 핵심 강의 모두 수업 활동

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1차 실행 단계에서는 토의 강평 간 핵

심강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과반수의 학습자들이 이러한 핵심강

의와 핵심 강의 간 포함된 개요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핵심강의를 통해 선행학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토의활동에 대한

질도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C)

하지만 학습자들의 의견 중 핵심강의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선행학습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관이 제

공하는 핵심강의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높았음에 비추어볼 때

여러 이유로 현재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상의 전략 외에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의 제공 전략,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전략, 토의 과정에 대해 보상

을 제공하는 전략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학습자 성

향에 따라 상이한 이견이 있었다.

마) 수업 후 복습 촉진

수업 후 복습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차원에서의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자신의 학습과

정을 되돌아보고 복습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로

플립러닝 관련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한형종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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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way et al., 2014). 특히, 본 연구 맥락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현

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부록 11]과 같이 마인드맵이나 표,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토의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현장분석 결과 글로

적을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교범이나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

겨 적는 경우가 많아 학습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교관의 의견이 있

었기 때문이다. 성찰일지의 작성 시기는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종료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다음 과제를 위한 선행학습 시간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플립러닝 환경에서 수업 후 성찰활동을 실시한 선행연구

에서 성찰일지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였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허난, 2015; Galway et al.,

2014), 학습자들 중 소수만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

이 나타내었다.

“성찰일지를 통해 질문할 것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E)

이외 학습자들은 다음 날 상황조치 과제별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을 위한 선행학습에 치중하다보니 성찰일지 작성에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강의노트 작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학습효과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성찰일지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에게 부여된 학습 시간과 다음 차시

선행학습을 위한 과제의 양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수 전략의 약점

본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선행학습 촉

진’,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토의활동 촉진’, ‘수업 후 복습

촉진’ 총 4가지 전략에서의 약점이 도출되었다. 학습자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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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의견 유형 빈도

선행학습

촉진

강의노트, 개인안 워크시트에 반영된 전략이 처음 접하는 활동 방
식이어서 생소했고, 과제 부담감을 주었다.

5

강의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연습문제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시
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2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질의응답과 퀴즈(문제풀이)는 일부 학습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
계점이 있다.

1

토의활동

촉진

학습자 스스로 토의 결과를 요약하는 전략이 처음이어서 생소했다. 3

보충학습 및 다음차시에 대한 안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수업 후

복습 촉진

성찰일지 작성이 강의노트에 썼던 내용이나 토의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

3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2

<표 Ⅳ-17> 개별 교수전략의 약점

확인된 개별 교수전략의 약점은 다음 <표 Ⅳ-17>와 같다.

위의 <표 Ⅳ-17>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은 강의

노트,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성찰일지와 같은 학습자용 활동지에

대해 과제와 같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처음 사용해보는 생소

함이 있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가 느끼는

생소함은 교실 수업에서 적용된 일부 토의활동 촉진 전략에서도 드

러났다. 이는 사전에 교수 전략이 적용된 활동지나 교실 수업에서

촉진 전략을 활용함에 있어 적용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학

습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촉진 전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여러 전략이 반

영된 활동지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생소하였고, 과제와 같이 부

담감을 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환경 측면에서 자율학습

시간 등이 부족하여 제공된 활동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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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를) 처음 써 보는 것이어서 좀... 선행학습하게 되면 주제가 8-9

개 정도 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밤에 연등시간도 길어가

1-2 시간이고 하니까 급하게 (공부해야할 것을) 넘어가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C)

둘째,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전략에 있어 일부 학습자만 학

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점이 지적되었다.

“질문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확인하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인원이 있고 하지 않는

인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문제풀이 퀴즈는 PPT를 활용해서

단체로 푸는 것은 묻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용지를 나

누어주고 문제를 풀고 걷어서 채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학습자 B)

이러한 학습자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선행학습과 토의 수업의 연계를 위해 수업 도입부에서 실시하는 질

문이나 퀴즈 활동은 특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토의활동 촉진 전략 중에서 토의를 촉진시키고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토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전략이 학습자들이 처음 접해보기 때문이 다소 생소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강평 단계에서 학습자 스스로 요약해보도록 하는 전략이 갑자기 시켜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A)

또한 해당 차시 수업 내용에 관한 보충 학습과 다음 차시 수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전략에 대해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불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 안내 전략이) 있다고 나쁘지도 않을 것 같

고,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습 지시서를 보고 계획을 숙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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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의견 유형 빈도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토의의

안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있는 상황조치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학습 안내가 필요하다.
4

선행학습

촉진

선행학습 초반부에 학습내용 전반에 대한 개요 정리를 포함해서

핵심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상황조치 과제별 제공되는 선행학습 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에 대한 해결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4

학습자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강의노트 작성을 난이도가 높은 학 1

<표 Ⅳ-18> 개별 교수전략의 개선점

있는 상태여서, 보통 저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 (학습자 E)

마지막으로 수업 후 복습 촉진 전략으로 성찰일지 작성과 관련해

서는 강의노트에서 썼던 내용이나 토의 수업 간 필기했던 내용을

다시 적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성찰일지를 쓰기는 썼는데, 앞에서 종합했던 내용을 다시 쓰는 느낌이라

서... 핵심 강의 때 하고 토의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을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크게 효과가 있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느낌

만 들었습니다.“ (학습자 A)

이외에도 학습환경 측면에서 다음 토의수업을 준비하기에 바쁜

교육과정의 특성상 성찰일지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상의 학습자들의 반응은 강의노트나 성찰일지 작성

은 학습자의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하나의 큰 단위의 학습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용하는 등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4) 교수 전략의 개선점

학습자 면담 결과 개별 교수 전략의 개선점은 <표 Ⅳ-18>와 같

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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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과제나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

면 좋겠다.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퀴즈(문제풀이)를 할 때 일일 시험처럼 개별 학습자가 풀 수 있도

록 한다.
1

1-2문제 정도 도전적이며 난이도가 있는 퀴즈(문제풀이)를 실시한

다면 학습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1

토의활동

촉진

조별 토의 결과 발표 간 조 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주면서 발표하는 방식이 좋다.
2

시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토의 결과를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

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2

학습자가 사례에 대한 분석(교훈 도출 등)을 해보는 활동이 필요

하다.
2

수업 후반부에 핵심강의나 보충학습 및 다음차시 안내를 통해 상

황조치 과제의 연계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의 활동 촉진을 위해 교관의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

요하다.
1

수업 후

복습 촉진
성찰일지 작성을 수업시간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피드백 제공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토의 강평 시간에 교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2

동료 학습자보다는 교관의 강평이 효과적이다. 2

위 <표 Ⅳ-18>에서와 같이 개별 교수 전략에 대한 개선점에 대

한 학습자의 의견은 6가지 전략 모두에서 고루 제시되었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해 토의를 안내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학습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학습자

에게 제공된 형태보다 보다 구체적인 학습활동 지시서를 필요로 하

였다.

“학습을 어려워하는 인원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CBT의 어디, 교범의 몇

페이지 등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E)

특히, 난이도가 있는 상황조치 과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학습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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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전 부대에서 본 과목을 다루어봐서 약간 익숙한 것도 있어서 굳이 학

습활동 지시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한 과제#1의 경우에는 학습

안내가 부족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학습자 F)

실제로 참여관찰 과정에서 선행학습 시간에 일부 학습자들은 상

황조치 과제#1에 대해 연구자에게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학습활동 지시서는 기존 교육과정과의 중복성, 학습자의 수

준,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및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학습 촉진 전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상황조치 과제

전반에 대한 개요정리를 포함하는 핵심강의를 필요로 하였다. 일부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권오남 외, 2013; 김백희, 김병홍, 2014; 최

정빈, 김은경, 2015)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수업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핵심강의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학습 시

간에 이러한 핵심강의를 필요로 하였다.

"핵심강의는 초반에, 선행학습 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들

중에서 자신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인원도 있기 때

문에 미리 핵심강의를 통해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B)

이러한 선행학습 초반에 제공하는 핵심강의는 온라인을 통한 학

습뿐만 아니라 정과 교육시간에도 선행학습을 하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선행학

습 초반에 제공하는 핵심강의가 전반적인 학습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선행학습 시간에 개별 학습자의 학습 속도도 증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선행학습 과제로 제공되는 단편적인 문제 상황 외에도 접하

지 못했던 상황이나 우발상황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 상황을 제공

하여 이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교재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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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몇 가지 줘서 생각하게끔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

금씩이라도 다른 상황을 부여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학습자 E)

이는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목표가 상황조치 능력 배양임을 고

려할 때 이를 위해 전장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공하

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황조치 해결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학습 촉진 전략으로 학습자들은 정과시간에

반영된 면대면 선행학습에서 학습내용의 전체 개요정리가 포함된

핵심강의를 필요로 하였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되기를 요구하였다.

셋째, 토의활동 촉진 전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먼저

조토의 결과 발표 간 조 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주면

서 발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조별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의견을 발표해서 말하는 것보다 왜 소수 인원

의 의견이 틀렸는지 이유를 알고 조안으로 종합을 하는 것이, 묵살 안 당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느끼는데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학습자 A)

또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토의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는 전략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같이 급하게 시키면 발표하는데 급급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준 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C)

상황조치 과제와 연관된 우수 사례 및 실패 사례의 제공 간에는

사례에 대한 분석활동을 학습자가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 찾으라고 한다면 인원들이 한번 씩 생각해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해서 찾아봤을 것입니다. 잘한 점, 못한 점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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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공부

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A)

마지막으로 수업 후반부에 핵심강의나 보충학습 및 다음차시 수

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상황조치 과제 간의 연계성을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충학습은 안내해 줘봤자 해올 사람만 하고 안 해 올 사람은 안하겠지만,

연결성이나 이런 것은 안내해주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자 B)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학습자들은 주도적으로 토의 결과를 요약, 정

리하고 제공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보다 참여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육군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

향하는 학생 주도적인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교수학습 구현과 그 맥

을 같이한다. 즉 토의식 수업 활동 안에서도 학생 주도 및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수업 후 복습을 촉진하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성찰일지 전략

이 수업시간이 포함되면 더욱 학습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의활동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복습활동이 중요한데, 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습자는 성찰일지 작성을 잘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계가 선행학

습 위주인 것 같아서 복습은 좀... (중략) 수업시간에 따로 시간을 주면 좋

을 것 같습니다. 학습 내용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수업시간

에 따로 성찰일지를 작성할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학습자 D)

마지막으로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제공과 관련하여

바쁘게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의 강평시간에 토

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

보다 교관에 의한 전문적인 피드백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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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교수자 및 학습자 의견 수정사항

수

정

전략 1의 학습활동 지시서를 통한 학습의 안내

에서 특히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있는

상황조치과제에대해구체적인학습안내가필요함

지침 1.2에서 토의목표 및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안

내하는 것으로 용어 수정

지침 2.2의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 정리’ 제공이

선행학습 초반부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

해주는방식의핵심강의형태로이루어지면좋겠음

지침 2.2의 ‘개요정리’ 제공을 오프라

인 선행학습 간 핵심강의 형태로 제

공하는 것으로 수정

지침 3.2의 강의노트 작성은 학습 부담감을 고려

하여 어려운 과제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임

지침 3.2의 강의노트 작성에 대해

선행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지침 4.2의 퀴즈가 도전적이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으면 좋겠음

지침 4.2의 퀴즈 구성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지침 5.1의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이 다양해서

적용하기 어려움

지침 5.1의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

략 중 조별 토의 진행상태를 점검하

고 질문을 확인하는 전략으로 구체

화하여 수정

지침 5.5의 토의 결과 발표 후 학습자에 의한

강평보다 교관에 의해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 위

주로 강평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지침 5.5의 토의 결과 발표 후 교관

에 의한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 위주

강평 제공으로 수정

지침 6.2의 성찰일지 작성을 수업시간이 포함하면

좋겠음

지침 6.2의 성찰일지 작성을 수업시

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7.2의 토의 결과물에대한평가및피드백은교관의

수업 외 임무를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움

지침 7.2의 토의 결과물의 평가 및

피드백을 토의 강평시간에 교관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

<표 Ⅳ-19>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 따른 교수 전략 수정 사항

“현실적으로 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일과 후에 주는 것은 좀 힘들지 않

을까... 피드백은 발표할 때 즉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 D)

“저희끼리 조별 토의 결과에 대해 정리해서 말하기 보다는, 그래도 교관님

이 정리해 주시는 게 보다 깔끔할 것 같습니다.” (학습자 E)

다.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 따른 수정사항

앞서 살펴본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결과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

자 반응을 중심으로 교수 전략에 대한 수정사항을 도출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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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교수자 및 학습자 의견 수정사항

삭

제

지침 6.1의 분대단위 학습공동체 구성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 적용이 어려움
삭제

지침 7.1의 토의일지 작성은 교육일정의 특징 상

적용이 어려움
삭제

기
타
의
견

상황조치 과제별 제공되는 선행학습 과제 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연구 제언사항에 포함

라.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후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차

실행 후 개별 면담을 했던 동일한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

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선행학습에서

의 핵심강의, 토의식 수업에 반영된 전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

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교수 전략의 강점

먼저 개별 교수 전략에 대한 강점을 살펴보면, 선행학습 초반부에

전반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 정리 위주로 제공한 핵심강의가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효율을 증진시켰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선행학습 때 강의를 해주시면 대충 하나의 틀을 잡아갈 수 있어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 책에서 자료를 찾거나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거나 이런 것에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A)

이러한 선행학습에서의 핵심강의는 선행학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

다는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학습자

반응에서 선행학습 초반부의 10분 내외의 핵심강의 덕분에 관련 자

료를 찾고 선행학습을 지속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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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 활동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퀴즈와 질의응답이 학습자들의 주의집중을 촉진했다는 의견이 있었

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서도 확인된 평가 결과로 토의식

수업에서 바로 토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수업 초반부에 퀴즈나 질

의응답과 같이 선행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퀴즈와 질의응답을 실시 한 후 이어진 토의식 수업 간 해당 상황

조치 과제에 대한 핵심강의와 관련해서는 학습내용의 기억 및 이해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토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

다는 응답이 있었다.

“퀴즈 다음에 실시된 핵심강의가 저는 좋았습니다. 아까 교관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학습자 A)

실제 토의활동에서 발표 및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도록 전략

에서도 학습 촉진 및 학습 효율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

인하였다.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다고 제시를 하게 되면 ‘어 거기 나와 있나?’ 찾아보

게 되고, 듣는 사람도 찾아보게 되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캐치할 수 있

게 되는 거고, 교범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발표자가 이해를 했다는

가정 하에 물어볼 수도 있고.” (학습자 C)

토의 촉진 전략으로 교관이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별 토의상태를 점검하고 질문을 확인하는 전략(지침 5.1)에 관해

서는 교육프로그램 1차 진행에서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관님께서 앞에 계시는 것 보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조별로 확인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순간순간 ‘아 뭐지?’ 궁금증이 생기면 옆에 계시니까

바로 물어볼 수 있고.” (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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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학습자 의견 빈도

선행학습

핵심강의

제공

학습
촉진

선행학습 핵심 강의가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5

선행학습 강의를 통해 학습내용을 구조화 할 수 있었다. 3

학습효율
증진

선행학습 핵심 강의 후 선행학습 및 토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었다.

2

문제풀이

질의응답

주의집중
촉진

퀴즈(문제풀이)가 주의집중을 촉진했다. 4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학습
촉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3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질문을 촉진하였다. 2

학습효율
증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조안 도출 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1

촉진자로

서 교관의

위치

교관의
토의활동
개입

교관이 각 조별 토의진행상태를 확인하며 이동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5

토의 강평

및 피드백

제공

강평과
학습내용
연계

토의 결과에 대한 강평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과 연계한
강평이 효과적이었다.

3

강평 간

사례제공

주의집중
촉진

실제 사례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의집중 차원에서 효과적
이었다.

2

학습내용
복습촉진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
할 수 있었다.

2

성찰일지
학습내용
복습촉진

학습자원에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 3

기타의견

교관의
학습지원

퀴즈, 성찰, 핵심강의 등 교관의 학습활동에 개입이 학습에
효과적이다.

3

핵심강의의
필요성

선행학습 여건이 불비한 문제를 핵심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표 Ⅳ-20>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간 교수 전략의 강점

본 연구를 위한 현장분석 결과 교관의 ‘촉진자 역할의 어려움’이

문제제기 되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교관이 토의활동 간 각 조별로

토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토의 강평 간 학습 내용과 연계성 위주의 교관의 강평

(지침 5.5)과 강평 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의 제공(지침 5.2), 성찰

일지 작성(지침 6.2) 등의 전략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상을 종합한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의 평가 결과

교수 전략에 대한 강점은 다음 <표 Ⅳ-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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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전략의 약점 및 개선점

개별 교수 전략에 대한 약점 및 개선점으로는 선행학습에서 제공

하는 핵심강의는 선행학습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개요 정리

위주로 10분 내외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듣다보면, 10분 정도 앞부분은 괜찮았는데, 뒷

부분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맥락만 잡아줘도 인원들이 선행학

습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상세하게 다루면 오히려 선행학습의 비중이 줄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CBT 등 선행학습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자 C)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고려해 온라인 강

의 동영상이 10분 내외로 분절화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

구(Bergmann & Sams, 2012)와도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 면대면

선행학습에서 제공하는 핵심강의는 개요정리 위주로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에 적용된 다양한 전략들의 상호작용

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퀴즈

를 통해 학습자들의 선행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선행학습과 토의활

동을 연계하는 전략(지침 4.2)에서 퀴즈에 대한 피드백을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토의 강평 간 사례를 제공하는 전략(지침 5.3)에서도 학습자들 스스

로 잘된 점과 잘못 된 점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교관 주도의 문제풀이나 강평 및 사례 제공보다 학습

자와 상호작용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개별 교수 전략 외에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으로 학습시

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일부 학습자들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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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학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강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

하기도 하였고, 과제를 일괄적으로 매일 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상황

조치 과제 위주로 하여 선행학습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습 시간 부족 문제에 대한 반응은 예비실

행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서도 확인된 학습자의 반응으로

학습환경 측면에서 시간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개별 교수 전략에 대한

약점 및 개선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Ⅳ-21>와 같다.

전략 범주 학습자 의견 빈도

선행학습

핵심강의

제공

선행학습 시간
부족

부족한 선행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전반적인 개요정리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3

주의집중
선행학습 핵심강의가 10분을 넘어가니 집중도가
떨어졌다.

1

질의응답 및

퀴즈를 통한

연계

퀴즈의 난이도
퀴즈(문제풀이)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3

상호작용적 활용
퀴즈(문제풀이)에 대한 상호작용적 피드백이 제
공되면 좋겠다.

2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전략에 대한
생소함

근거를 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1

성찰일지 학습내용의 반복 똑같은 학습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 1

기타의견

선행학습 시간
부족

주어진 학습시간이 부족하다 5

주어진 과제의 양이 많다. 4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학습활동

조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의 조별 발표 내용이 중
복되는 경우가 많다.

3

선행학습 과제와 토의식 수업이 중복되어 효과가
떨어진다.

2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조 편성

토의 그룹 편성 시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면 좋
겠다.

2

<표 Ⅳ-21>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간 교수 전략의 약점 및 개선점

5.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

형성적 연구방법론에서는 대체로 학습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의

견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을 특정화하고

수정한다(임철일, 2012).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교육프로그램의 예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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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행 전 교수 전략 주 실행 후 개선된 교수 전략

교수 전략 상세 지침 교수 전략 상세 지침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 의 를
사 전 에
안내하라.

1.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 및 운영방식을
안내하라.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선행학습
및 토의를
사 전 에
안내하라.

(삭제)

1.1 전체적인 교육일정을 사
전에 안내하라.

1.2 토의목표와토의에서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
하라.

1.2 토의목표와토의에서다루는
주요 개념, 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
라.

1.3 온 오프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
계성을 제시하라.

(삭제)

1.3 토의 촉진을 위해 토의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라.

2. 토의 전
선행학습
내 용 을
제공하라.

2.1 토의를 위한 기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
절하여 제공하라.

2. 선행학습간
핵심강의
를 제공
하라.

2.1 온라인 선행학습에서 토의를
위한 기본 개념, 원리, 절
차 등 학습 내용을 이해
가 쉽게 구체적으로 개
발하여 제공하라.

2.2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

2.2 오프라인 선행학습 초반부
에 학습 내용 전반에 대
한 개요 정리 위주 핵심
강의를 10분 내외로 제
공하라.

3. 선행학습을
촉진하라.

3.1 토의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토의질문을 사전에 제공
하라.

(좌동)

(전략 1에서 제공)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3.1 과제의 난이도 및 학습자
의 학습 부담감을 고려
하여 강의노트를 선택적
으로 작성하도록 하라.

<표 Ⅳ-22>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

행, 1차 실행 그리고 2차 실행 후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의견을 분

석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

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 과정에서는 육군 학교교육의 플립러닝 환경

을 고려한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과 학습자들의 반응에 기초한 학습

촉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

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은 최종적으로 7가지 일반 교수전

략과 20가지 상세 지침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의 <표 Ⅳ-22>와 같으며, 이를 정리한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은

[부록 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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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행 전 교수 전략 주 실행 후 개선된 교수 전략

교수 전략 상세 지침 교수 전략 상세 지침
3.3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
안 작성 시 개인안에 대
한 관련 근거 명시, 반대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
가하도록 하라.

(좌동)

3.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전략 4에서 제공)

3.5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문제
를 실시하라.

3.3 단답형, 선택형, 서술형, 상황
조치 문제 등 다양한 유
형의 선행학습 연습문제를
제공하라.

4. 선행학습
내 용 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 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
백을 제공하라.

(좌동)

(좌동)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실시하여
토의활동과 연계하라.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퀴즈를 실시하여 토
의활동과 연계하라.

4.3 해당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념 위주의 핵심강의를
5분 내외로 제공하라.

4.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5. 토의를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
을 활용하라.

5. 토의활동을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해 조별 토의
진행 상태를 가까이 경
청하며 점검하고 질문을
확인하라.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라.

(좌동)

5.3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라.

(전략 6에서 제공)

5.4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좌동)

5.5 그룹안에 대한 토의 발표
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
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강
의를 제공하라.

5.4 조 토의 결과 발표 간 개별
조원의 의견과 차이점을
종합 정리하여 조안을
발표하도록 하라.

5.6 보충학습및다음차시 수업을
안내하라.

(전략 6에서 제공)

6. 효과적인
토의 강평
및피드백을
제공하라.

6.1 강평 간 조별 토의 결과
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
백을 학습 내용과 연계
하여 제공하라.

6.2 토의 주제와 관련된 우수
사례 및 실패사례를 제
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6.3 다음 상황조치 과제와의
연계성을 안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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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행 전 교수 전략 주 실행 후 개선된 교수 전략

교수 전략 상세 지침 교수 전략 상세 지침
6. 수업 후
예습 및
복 습 을
촉진하라.

6.1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보충학습 및 다음
선행학습을 상호 지원하
도록 하라.

7. 선행학습과
토의 수업
의 학습을
종합, 정
리하는 기
회를 제공
하라.

(삭제)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
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
도록 하라.

7.1 과제의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작
성하도록 하라.

7. 토의 수업
자 체 와
학습자의
수행에대해
평가하라.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라.

(삭제)

(삭제)

7.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
하라.

(전략 6에서 제공)

✳ 수정된 사항은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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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개발된 교수 전략의 효과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일부 교수 전략들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

고,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의 토의 활동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행학습 및 토의 수업에서의 핵심강의가 학습 촉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들은 선행학습 단계에서 제공되는 개요

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토의

수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 효율 측면에서

도 선행학습 단계에서의 핵심 강의 이후 선행학습이 더 잘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토의 활동도 촉진되어 전반적으로 시간이 절약되

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토의 수업에서 제공한 학습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는 차원의 개념 위주 핵심 강의를 통해 토의 활

동이 촉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대부분 핵심강의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육군 ○○학교 맥락에서

수업 전 사전학습에서 강의 동영상이나 기타 학습 자료를 통해 학

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이해수준이나 요구에

맞춘 10분 내외의 핵심 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김남익 외,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최현미, 2015;

Galway et al., 2014).

둘째, 선행학습 단계에서의 강의노트 작성과 연습문제 제공이 토

의 수업에서의 질문 및 토의활동을 촉진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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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중 선행학습 단계에서 적용한 강의노트

작성 전략에 대해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차원의 연습문제가 선행

학습 간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복습하는 기회였으며, 동시에 토의

수업시간에 질문을 촉진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는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플립러닝의 수업 전 사전학습단계에

서 강의노트 작성이나 연습문제 풀이와 같이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

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학습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이지연 외,

2014; 전희옥, 2014; Chetcuti et al., 2013, 2015; Gilboy et al., 2015;

Kim et al., 2014; Lage et al., 2000; Teo et al., 2013; Vaughan,

2014). 즉 이는 수업 전 사전학습 단계에서도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습자의 사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적

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토의 수업에서의 발표 및 주장 간 근거를 포함하여 말하도

록 하는 전략과 토의 과정에서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발

표하는 전략이 토의활동을 촉진시켰다. 이는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

략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allimore et al., 2004;

Ewen, 2000; Frederick, 1981; Welty, 1989). 특히 이러한 전략이 전

혀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육군 ○

○학교 외 다른 학교교육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토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육군 ○○학교에서

토의식 수업을 진행할 때 토의 활동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의 수업에 관한 일반적인 교수 전략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립러닝 관련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찰일지의

작성은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소수의 학습자만 유용하다고 응답

하였다. 플립러닝에서 수업 후 성찰일지의 작성은 수업 전 사전학습

과 수업 활동을 연계하는 차원이나(한형종 외, 2015), 학습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고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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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김은경, 2015; 허난, 2015; Galway et al., 2014). 이는 토의식 수

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토의식 수업에서도 토의 활동을 종합하고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은 중요하다(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03; Brookfield & Preskill, 2005; Welty, 198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에서 수업 후 성찰일지의

작성이 학습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학습자 반응을 기초로 2차 실행

에서는 토의 활동이 종료된 후 수업 시간에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학습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매 차시마다 성찰일지 작성이 이루어지거나,

정과 교육시간 이후 과제 형태로 성찰일지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학

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내었다. 또한 선행

학습 때 작성한 강의노트와 일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육군 ○○학교 기관의 교육과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부족

한 학습 시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선행학습 간 작성

하는 강의노트와 성찰일지를 통합하여 제공하거나, 학습자들이 어려

워하는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선택

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수 전략들을 적용할 때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과 이

후 토의활동에 적용하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김보

경, 2014; 배도용, 2015; 최정빈, 김은경, 2015; 최현미, 2014; 한형종

외, 2015; Gilboy et al., 2015; Hung, 2015; Kim et al., 2014; Kurup

& Hersey, 2013; O'Flaherty & Phillips, 2015). 본 연구에서 예를

들면 강의노트에서 작성한 질문사항을 토의수업 초반부에 확인하면

서 연계할 수 있고, 선행학습 간 핵심강의에서 전반적인 학습 내용

에 대한 개요정리를 해주면서 향후 토의활동 간 중점사항과 고려사

항을 안내해 주면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학습에서 제공한 연

습문제와 토의식 수업에서 개념위주의 핵심강의와 연계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선행학습에서 사용된 전략과 토의식 수업에서 사용된 전

략이 연계될 때 학습자의 학습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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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된 교수 전략의 개선방향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

한 교수 전략은 선행문헌 검토 및 현장분석, 전문가 타당화, 교육프

로그램의 예비실행 및 주 실행 등의 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의 개선방향에 대

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플립러닝 교수 전략 측면과 육군 플립러

닝 환경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플립러닝 교수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수업 전 사전학습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Vogel-Walcutt과 그

의 동료들(2013)에 따르면, 군 교육훈련 맥락에서 중요한 교수설계

원리 중 하나는 교육이나 훈련 전에 학습자들의 사전지식을 활성화

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을 학습 준비시키는 것

이다. 또한 플립러닝의 핵심 성공요소 중 하나는 사전학습 활동을

완수하는 것이다(최정빈, 김은경, 2015). 이러한 사전학습은 온라인

강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나 문제해

결 활동을 통해 적용하는 수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김백희, 김병

홍,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 전 사전학습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 사전학습 즉, 선행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었다. 학습자들이 선행학습 간 제공되는 개요 정리 위주의 핵심강의

와 토의식 수업에서 제공되는 학습 개념 위주의 핵심강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핵심강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기 때문이다. 원래 연구자의 의도는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차원에서 핵심강의를 제공하

는 것이었다(권오남 외, 2013; 김백희, 김병홍, 2014; 최정빈,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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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지만 학습자들은 이러한 핵심강의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선행학습 초반에 이러한 핵심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내

용을 구조화하고, 선행학습 및 토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육군 학교교육에서 제공되는 선행

학습 강의 동영상과 CBT자료, 교범, 기본교재 등만으로는 학습자들

의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

습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는 핵심강의 제공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다. 핵심강의가 학습자들의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연 외(2014)의 연구에서 강의내용에 대

한 질의응답, 학습 이해도에 따른 피드백 제공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육군 학교교

육 맥락에서는 면대면 상황에서도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다양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핵

심강의 외에도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 전 사전학습과 토의식 수업 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수 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 플립러닝 교수설계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수업 전에 실시하는 사전학습 내용과 수업에서 실시하는

수업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연계하는 것이다(김보경, 2014; 방진

하, 이지현,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Gilboy et

al., 2015; Kim et al., 2015). 즉 수업 전에 실시하는 사전학습에는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 중 지식(knowledge), 이해

(comprehension) 등 저차적 사고 기능(Low-Order Thinking Skills)

을 다루고, 수업 활동에서는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

(synthesis), 평가(evaluation)와 같은 고차적 사고 기능(High-Order

Thinking Skills)을 다룰 수 있다(Bergmann & Sams, 2014).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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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맥락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상황조치 과제별로 토의식 수업을 진

행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단계에서는 상황조치 과제별 다루는 주요

학습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과

정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수업 활동에서 보다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업 활동의 설계에서 교육과정의 목적 및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 과목의 경우 초

반부에 학습내용 숙지 및 상황조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3～4일에 걸쳐 적용한다. 또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이후에는 과제단위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 때 추가적인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이 진행된다. 이 때 교과목의 목표인 ‘상황조치 능력 배양’

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

의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상황조치 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선행학습 과제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 외에도 추가

적인 상황을 선행학습 연습문제에 포함하여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

황조치 관련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학습자들은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토의 결과 발표 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 개인안 과

제로 제공된 상황조치 해결안 뿐 아니라 다양한 해결안을 공유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의도

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상황조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

제 상황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은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군 교육훈련의 교수설계 원리에서도 강조

되고 있다(Vogel-Walcutt et al., 2013).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플립러닝 환경 측면에서는 첫째, 학습 시간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본 교수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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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은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지침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에 비추어볼 때, 이 모든 전

략이 1차시에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제

공된 다양한 활동지를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선행학습 시간

과 토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습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시간 부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 부족문제는 교육과정 기간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육군 학교교육의 특성 상 교육과정 기간이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수설계 관점에서 육군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야전 부대

(육군 교육사령부, 2013), 학습자에 대한 요구분석과 학습 목표에 따

른 학습 내용의 과제분석(task analysis)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요구분석과 과제분석을 통해 현재 다루고 있는 상황조치

과제들을 다시 검토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과제들 위주로 적절

히 통합 및 축소한다면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과제라도 제대로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몇몇 학습자의 의

견을 통해서 그 적용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확

보된 선행학습 및 수업시간에 핵심적인 상황조치 과제 위주로 보다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의 전이(transfer) 측면에

서 다루지 않은 학습 과제의 내용도 함께 학습하게 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육군 학교교육 기관의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을 고려하여

본 교수 전략이 개선될 수 있다. 플립러닝의 큰 장점은 온라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자의 강의를 온라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수업시간에는 고차

적 지식을 다룰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다(김남익 외, 2014; 이민경, 2014; Galway et al., 2014; Kong,

2014; O'Flaherty et al., 2015; Sams & Bergmann, 2013; T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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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관의 부담과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강의 자료는 기존

의 것을 활용하였다. 즉 초기 교수 전략에서 도출된 ‘학습내용이 분

절화 된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공’ 이나 ‘학습내용에 대한 개요정리

위주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공’이 본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개

발 및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육군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은

인트라넷 기반의 PC와 LMS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또

한 최근에는 ‘디지털 학습 체계’를 도입하여 1인당 태블릿 PC를 1대

씩 지급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

다1). 따라서 선행학습 간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퀴즈를 실시하거나

(Kim et al., 2014; Teo et al., 2014), LMS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에

학습자들이 질문을 생성하여 작성하도록 하는(Kim et al., 2014;

Lage et al., 2000; Vaughan, 2014) 등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예비실행 간

학습자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선행학습 단계에서의 핵심강

의도 학습자의 이해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 동영상으

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 구현된다면 핵심강의나 퀴즈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 시간 및 토의수업 시

간 확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토의식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의 전 사전학습과 토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구정화, 2009; Brookfield &

Preskill, 2005; Ewen, 2000; Maier, 1963; Smith & Smith, 1994), 본

연구의 교수 전략들을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은

육군 ○○ 학교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연구참가자 확인(member checking) 과정에서 확인함(’15. 12. 29)



- 150 -

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가. 요약

본 연구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환경에서의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첫째,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주요 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육군 학교교육 맥

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에 대한 학습

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수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선행문헌 검토

와 현장분석을 통해 초기 교수 전략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 과

정을 거쳐 이를 보완하였다. 첫째, 선행문헌 검토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의 플립러닝 및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선행문헌이 부족하

였기 때문에 플립러닝, 토의식 수업 각각의 교수 전략과 관련된 선

행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플립러닝 기반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과 관련된 문헌을 추가적으로 탐색하면서,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특

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요구분석 및 육군 학교교육

플립러닝 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초기 교수 전략은

총 8가지의 일반설계 전략과 33가지의 상세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 전, 중, 후로 구분되어 종합 및 정리되었다.

둘째, 전문가 타당화는 교육공학 관련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교

수설계 전문가 2인과 교육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군 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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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2인을 대상으로 총 1회 실시하였다. 교수 전략에 대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묻는 나일주, 정현미(2001) 등의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개별 교수 전략

및 지침에 대한 평가를 4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

확인된 주요 의견은 초기 교수 전략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되었다.

수정된 교수 전략은 7가지 일반설계 전략과 22가지 상세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전략의 수정 단계는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설

계 및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 타당화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과

정과 교육프로그램의 예비실행 및 주 실행을 통한 수정, 보완 과정

으로 구분된다. 우선 앞서 수정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전반의 내용을 담은 거시설계안과 교수자 및 학습자

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업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후 각

각의 교수 전략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전문가

타당화 평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때 전문가 타당화는 육군 학교

교육 맥락을 잘 아는 군 내용 전문가 2인과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

가 1인에 의해 실시되었고, 평가 결과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교수 전략의 수정은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도 이루어졌다.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형성 평가 차원의

예비실행을 통해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더 수정하고,

이를 1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에는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와 수업에 참여한 우수학습자 3명, 저조학습자 3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각각의 교수 전략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동일한 교육현장에 2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교

육프로그램 2차 실행 후에는 동일 학습자 6명과의 집단 면담을 실

시하였고, 교수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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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수집된 교

수자 및 학습자의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교수 전략을 수정하는데 활

용되었다.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은 7가지 일반설계 전략과 20가지

상세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은 육군 학교교육 맥락을 반영하여 선행학

습 부분과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활동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는 초

기 교수 전략이 수업 전, 중, 후로 구분되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교수 전략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대

부분의 교수 전략이 학습을 촉진하였고, 학습 효율 측면에서도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육군 학교교육 플립러닝 환경의 특

수성으로 인해 일부 전략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

부분에서는 개발된 교수 전략의 효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

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

식 수업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수 전략을 중심으로 본 연구

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은 육군 ○○학교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교수 전략 도출 간 육군 학교

교육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분석에서부터 전문가 타당화,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교육프로그램 예비실행 및 주 실행 등의 과

정을 거치며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거쳤다. 즉 실제 교육 현장의 요

구와 특성이 함께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학습 간 개요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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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전략은 선행문헌과 실제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초로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토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관이

조별로 토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질문을 확인하는 전략도 실제 교

육프로그램 실행 간 토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일반 교수 전략에 해당하는 상세 지침은 학습자

의 학습 부담감 및 학습 피로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실행 간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개발된 모든 전략을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과목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최종 교수 전략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강의노트 작성을 모든 상황조치 과제에 하는 것이 아니

라 과제의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으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성찰일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은 과목의 특성이나 학습자 수준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개발된 교수 전략은 육군 ○○학교의 □□ 과목의 상황위주 토

의식 수업 맥락에 최적화된 교수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 과

목의 특성과 ○○학교의 학습자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부 전

략들이 다른 학교기관이나 다른 과목에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즉 본 연구 과정을 거쳐 과목의 특성, 학습자 특성, 학습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교수 전략이 개발된 것처럼 과목이나 학습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교수 전략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이는 과목이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플립

러닝 운용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남익

외, 2014; 박상준, 2015; Galway et al., 2014; Sams & Bergmann,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교수 전략 중 ‘선행학습 간 핵심

강의 제공’은 강의 동영상 개발 여건이 보다 갖춰진 학교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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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학습 연습문제 제

공’도 강의 동영상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Kim et al., 2014; Lage

et al., 2000; Teo et al., 2013; Vaughan, 2014), 기존에 CBT 자료상

에 있는 연습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자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형태의 강의 동영상 및 기타 자료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하지 못하였다. 초기 교수 전략에서 도출된 선행학습 간 사전학

습 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는 전략(지침 2.1)과 학습 내용에 대

한 개요정리를 제공하는 전략(지침 2.2)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

출한 내용으로 플립러닝 환경에서 온라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김

보경,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Albert & Beatty, 2014; Kurup &

Hersey, 2013). 또한 플립러닝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비디오를 통해

온라인 형태로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할 때 학습자가 예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Bishop & Verleger, 2013에서 재인용).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군 교수자의 업무 부담감을 고려하여 온라인 형태로 제공

되는 강의 동영상과 추가적인 자료는 개발하지 못하였다.

둘째, 일부 교수 전략이 수업시간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한 차시

의 수업에 적용되기에는 개발된 교수 전략과 상세지침의 수가 많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 제공 전략(수정 지침

4.3)과 토의참여 과정을 평가하는 전략(지침 5.3)이 수업 진행 과정

에서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평가 및 보상을 제공하는

전략은 기존에도 교관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최종 수정된 교수 전략에 반영하였지만, 실제 적용

한 뒤 학습자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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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 전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형성적 연구방법론에서는 최

종적인 연구의 외적 타당화를 높이기 위해 통제집단과 개발된 교수

전략을 적용한 실험집단과의 비교연구를 제안하기도 한다(임철일,

2012). 즉 본 연구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은 한정된 연구 대상

자로부터 질적 수준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긍정

적인 반응을 기초로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이 효과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형성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교연구나 만족도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

전략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는 Reigeluth와 Frick(1999)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개선된 교수설계 이론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반복

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의 1차 실행과 1차 실행 후 평가 결과를 반

영하여 2차 실행 과정을 거친 것으로 구현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에

도 기술하였듯이, 일부 적용하지 못한 교수 전략을 포함하여 핵심적

인 교수 전략 위주로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교수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육군 차원에서는 학습자들

에게 1인 1PC 지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학습 체계”를 도입하여 태블릿 PC를 교

육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국방부 차원에

서는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인 M-MOOC(Military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군의 교육 테크놀

로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국방부, 2015). 이처럼 PC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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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등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LMS 통

한 온라인 학습 진행 및 관리, 온라인 토의 및 토론 등이 보다 활성

화 될 수 있으며,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의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플립러닝의 선행학습 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구본혁, 허서정, 이희숙, 김창석, 2014; 임진혁, 2015; 조

일현, 2015). 즉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환경을 포함한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플립러닝 환경에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에 소요되는 교수자의 업무부담(김은영, 이영주, 2015; 박태정, 차현

진, 2015; Toqeer, 2013)과 학교 차원의 지원문제(김은영, 이영주,

2015)를 해결하는데 일종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군 학교교육 맥락에서는 교수설계 관점에서 과목의

특성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플립러닝을 적용, 시도

해야 한다. 플립러닝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

니며(Hamdan et al., 2013), 모든 교수자나 모든 과목에 적합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Chapnick, 2014). 이는 과목의 특성과 학습자 수

준, 학습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체제적인 교수설계가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플립

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은 육군 ○○

학교의 □□ 과목에 최적화된 교수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

초로 과목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플립러

닝 기반의 교수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언과 임철일,

홍현미, 최소영(2010)의 교수설계 모형 안을 바탕으로 구상한 육군

○○학교의 □□ 과목에 대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의 교수 전략에 관한 절차적 모형(안)은 다음 [그림 Ⅵ-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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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절차적 모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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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 4학기에 재학 중

인 박진우입니다. 저는 현재 육군 학교교육 기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환경에서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에 관한 주

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군(軍)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에 관한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로, 전문가로서의 선생님들의 검토 의견은 군(軍) 맥락에서도 적

용 가능한 교수 전략의 타당화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된 의

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 9.

박진우 드림

(parkjw64@snu.ac.kr / 010-6305-2169)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본 자료에서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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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학교교육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전문가 검토 : 교수 전략 전반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설명력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에서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에서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

타당하다.

적절성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에서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의 일반

전략 및 상세 지침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며 해당 단계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다.

보편성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에서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은 보

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육군 학교교육 맥락의 플립러닝 환경에서 상

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은 이

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기타

의견

해당 전략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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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 설계 지침

척 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수

업

전

1. 토의주제에 관한 선수지식을 제공하라.

1.1. 토의를 하기 위한 객관적 지식과 원리를 구분하라.

(예.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지식, 이해와 같은 저차적 사고기능(low-order thinking skills)을

중심으로 토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절차, 원리 등을 구분하는 것)

1.2. 학습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

(예.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경우 10～15분으로 개발하고, 텍스트 기반 학습 자료의 학습 범위도 구분하

여 학습을 통제하는 것)

1.3.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하라.

(예. 테크놀로지 환경,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것)

1.4. 학습 내용에 대한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라.

(예. 각 단원, 과제별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요정리 등을 제공하는 것)

2. 강 의 계 획 서 , 학습활동 지시서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2.1. 토의의 학습목표 및 중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예. 토의 후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 주요 개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

2.2. 교육방법 또는 교수전략의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

(예.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개념,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

2.3. 온라인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관성/연계성을 제시하라.

(예. 사전학습에서 다룬 내용이 학습활동으로 연계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2. 육군 학교교육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전문가 검토 : 개별 전략 및 지침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각각에

대한 타상성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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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 설계 지침

척 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3. 사전학습을 촉진하라.

3.1. 토의 질문, 문제를 사전에 제공하라.

(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 비판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도록

함)

3.2. 학습자에게 사전학습 후 학습 내용과 연계된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라.

(예. 사전학습 간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

3.3. 사전학습 간 문제/질문의 답, 개인의 안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

가하도록 하라.

(예. 상황조치 과제에서 개인 안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것)

3.4. 위스키(WSQ) 전략을 활용하라.

(예. 사전학습 자료를 보고(watch), 학습내용을 요약하고(summary), 질문을 준비(question)하도록 하는

것)

3.5. 수업 준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예. 개인 과제에 대한 평가, 학습자 생성 질문에 대한 가점 부여 등)

3.6. 강의 노트를 작성토록 하라.

(예. 사전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 노트를 작성하도

록 하는 것)

수

업

중

4.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4.2. 퀴즈, 문제풀이 활동을 실시하라.

(예. 사전학습의 개념, 지식을 확인하는 차원의 퀴즈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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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 설계 지침

척 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5.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진하라.

5.1.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예. 토의, 발표 준비에 대한 적절한 시간 통제로 토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5.2. 의견 불일치를 조작하여 논쟁적으로 시작하라.

(예. 특정 토의 그룹에 개입하여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

5.3.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라(Cold calling).

(예. 학습자에게 예고하지 않고 무작위로 학습자를 지목하여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답변

하도록 하는 것)

5.4. 학습자의 효과적인 질문을 요청하라.

(예. 개방형 질문, 토의를 이끄는 질문 등)

5.5. 참여형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예. 둘이 짝지어 듣기, 발표 내용을 듣고 핵심 파악하기, 지정된 청자 선정하기 등)

5.6. 학습자의 질문에 적시적이고 적응적이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 학습자들의 주요 질문을 확인하여 토의 진행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며,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

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5.7. 정답과 위험 감수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라.

(예. 설교, 위협, 경고, 판단, 비난 등을 피할 것)

5.8. 토의활동을 평가하라.

(예. 토의 발표자, 우수한 질문/답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6. 학습자의 토의활동 간 학습활동을 지원하라.

6.1. 학습자의 토의, 발표에 대해 바꾸어 말하며 학습자의 반응을 정리하라.

(예. 학습자의 의견을 교수자가 종합, 정리하여 다시 바꾸어 말하면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

6.2. 토의주제나 해당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학습자료 상의 인용문을 찾도록 하면서 발표 및 주장에 대

한 근거를 요청하라

(예. 학습자의 질문 등에 대해 답변이 되는 내용, 근거를 학습자료 상의 인용문을 찾도록 하여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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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 설계 지침

척 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지원하는 것)

6.3. 토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도록 하라.

(예. 토의 후 발표 시 토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것)

6.4. 토의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사례(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를 제공하라.

(예. 사전학습 과제와 다른 상황조치 과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

6.5. 토의 발표 후 정리 및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예. 핵심강의 제공 시 요약자를 제시하여 토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

6.6. 보충학습을 안내하라.

(예. 온라인 강의동영상, 인쇄자료 교재 등을 활용하여 추가학습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

수

업

후

7. 심화학습을 촉진하라.

7.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

(예.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추가적인 과제나 다음 차시 선행학습 간 그룹별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7.2. 탐구지, 핵심사항질문지(CIQ), 구조화된 성찰일지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정리하도록 하라.

(예. 성찰일지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

8. 토의수업자체와 학습자 수행에 대해 평가하라.

8.1. 토의에 대해 기록하라.

(예. 교수자가 토의 중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 토의의 어려움, 문제점, 논리적 오류 등을 기록하여 다

음 차시 토의 간 반영하는 것)

8.2. 수행과정과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

(예.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참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표

에 의해 그룹별 해결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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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 설계 지침
전문가

A B C D

1. 토의주제에 관한 선수지식을 제공하라. 4 4 4 4

1.1. 토의를 하기 위한 객관적 지식과 원리를 구분하라. 4 2 3 4

1.2. 학습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 4 3 3 3

1.3.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하라. 4 3 4 3

1.4. 학습 내용에 대한 선행조직자를 제공하라. 4 3 4 4

2. 강 의 계 획 서 , 학습활동 지시서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
내하라.

4 3 4 4

2.1. 토의의 학습목표 및 중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4 2 4 4

2.2. 교육방법 또는 교수전략의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 3 2 3 4

2.3. 온라인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관성/연계성을 제시하라. 4 2 4 4

3. 사전학습을 촉진하라. 4 2 4 4

3.1. 토의 질문, 문제를 사전에 제공하라. 4 2 4 3

3.2. 학습자에게사전학습후학습내용과연계된질문을준비하도록하라. 3 2 3 4

3.3. 사전학습 간 문제/질문의 답, 개인의 안에 대해 관련 근거를 확보
하고,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3 2 4 3

3.4. 위스키(WSQ) 전략을 활용하라. 1 3 3 4

3.5. 수업 준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3 2 3 3

3.6. 강의 노트를 작성토록 하라. 3 2 4 4

4.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하라. 4 2 4 3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
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4 3 4 4

4.2. 퀴즈, 문제풀이 활동을 실시하라. 4 2 3 3

5.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진하라. 4 4 4 3

5.1.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4 2 3 4

5.2. 의견 불일치를 조작하여 논쟁적으로 시작하라. 3 2 4 3

5.3. 사전 경고없이불시에개방형질문에답변하도록하라(Cold calling). 3 3 3 2

5.4. 학습자의 효과적인 질문을 요청하라. 4 2 3 3

5.5. 참여형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4 2 4 4

5.6. 학습자의질문에적시적이고적응적이며긍정적인피드백을제공하라. 4 3 3 4

5.7. 정답과 위험 감수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라. 4 3 4 4

5.8. 토의활동을 평가하라. 3 2 4 3

6. 학습자의 토의활동 간 학습활동을 지원하라. 4 2 4 3

6.1. 학습자의토의, 발표에대해바꾸어말하며학습자의반응을정리하라. 4 3 4 4

6.2. 토의주제나 해당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학습자료 상의 인용문을
찾도록 하면서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라.

3 3 3 4

6.3. 토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하도록 하라. 4 3 4 4

6.4. 토의주제와연관된다양한사례(잘된사례, 잘못된사례)를제공하라. 4 2 3 3

6.5. 토의 발표 후 정리 및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4 3 4 3

6.6. 보충학습을 안내하라. 3 2 4 3

7. 심화학습을 촉진하라. 3 2 3 2

7.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 3 3 4 3

7.2. 탐구지, 핵심사항질문지(CIQ), 구조화된 성찰일지 등을 활용하여 토의를
정리하도록 하라.

4 3 4 2

8. 토의수업자체와 학습자 수행에 대해 평가하라. 4 2 4 3

8.1. 토의에 대해 기록하라. 4 2 3 2

8.2. 수행과정과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 4 3 4 3

[부록 2] 초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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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초기 교수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분석

구 분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일반설계전략 1. 4 4 4 4 4 0 1

0.37

상세설계지침 1.1. 4 2 3 4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1.2. 4 3 3 3 3.25 0.43 1

상세설계지침 1.3. 4 3 4 3 3.5 0.5 1

상세설계지침 1.4 4 3 4 4 3.75 0.43 1

일반설계전략 2. 4 3 4 4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2.1. 4 2 4 4 3.5 0.87 0.75

상세설계지침 2.2. 3 2 3 4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2.3. 4 2 4 4 3.5 0.87 0.75

일반설계전략 3. 4 2 4 4 3.5 0.87 0.75

상세설계지침 3.1 4 2 4 3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3.2. 3 2 3 4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3.3. 3 2 4 3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3.4. 1 3 3 4 2.75 1.09 0.75

상세설계지침 3.5. 3 2 3 3 2.75 0.43 0.75

상세설계지침 3.6. 3 2 4 4 3.25 0.83 0.75

일반설계전략 4. 4 2 4 3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4.1. 4 3 4 4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4.2. 4 2 3 3 3 0.71 0.75

일반설계전략 5. 4 4 4 3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5.1. 4 2 3 4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5.2. 3 2 4 3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5.3. 3 3 3 2 2.75 0.43 0.75

상세설계지침 5.4. 4 2 3 3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5.5. 4 2 4 4 3.5 0.87 0.75

상세설계지침 5.6. 4 3 3 4 3.5 0.5 1

상세설계지침 5.7 4 3 4 4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5.8. 3 2 4 3 3 0.71 0.75

일반설계전략 6. 4 2 4 3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6.1. 4 3 4 4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6.2. 3 3 3 4 3.25 0.43 1

상세설계지침 6.3. 4 3 4 4 3.75 0.43 1

상세설계지침 6.4. 4 2 3 3 3 0.71 0.75

상세설계지침 6.5. 4 3 4 3 3.5 0.5 1

상세설계지침 6.6. 3 2 4 3 3 0.71 0.75

일반설계전략 7. 3 2 3 2 2.5 0.5 0.5

상세설계지침 7.1. 3 3 4 3 3.25 0.43 1

상세설계지침 7.2. 4 3 4 2 3.25 0.83 0.75

일반설계전략 8. 4 2 4 3 3.25 0.83 0.75

상세설계지침 8.1. 4 2 3 2 2.75 0.83 0.5

상세설계지침 8.2. 4 3 4 3 3.5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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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계전략 상세 지침
타당도 척도

1 2 3 4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1.1.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육방법에 대한 개념 및

운영 방식을 안내하라.

1.2. 토의 목표와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안내하라.

1.3. 온 오프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학습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하라.

적용

(안)

m 학습활동 지시서에 상세 지침의 내용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1.1. 선행학습,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간 학습자의 주요 활동(역할) 안내

1.2. 토의 주제인 상황조치 과제별 토의목표, 주요 개념에 대한 제시

1.3. 학습활동 지시서 상 선행학습과 토의식 수업의 연계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상황조치 과제-선행학습-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순서)

2. 토의 전 선행학습 내용을 제공하라. 2.1. 토의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하여 제공하라.

2.2.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

적용

(안)

m 선행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온라인 강의 동영상, 교범 및 교재 등)

2.1. 온라인 강의 동영상의 경우 소주제별 10～ 15분 내로 개발하여 제공

2.2. 각 단원, 상황조치 과제별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요정리를 제공

☞ 온라인 강의 동영상 추가 개발 제한으로 연구에 적용 제한

3. 선행학습을 촉진하라. 3.1. 토의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토의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라.

[부록 4] 교육프로그램 거시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본 질문지는 육군 학교교육 맥락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이 수업 상

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타당도를 묻는 질문지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처럼 교수 전략과 상세 지침

의 명확성, 그리고 수업 상황에 적용(예)의 타당도 여부를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십시오. 타당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1, 2점) 그 이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타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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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계전략 상세 지침
타당도 척도

1 2 3 4

3.2.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라.

3.3.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 안 작성 시 개인 안에 대한 관련 근거 명

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3.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3.5. 선행학습에 대한 연습문제를 실시하라.

적용

(안)

m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전략 반영

3.1. 토의 전 학습을 위한 비판적인 질문을 사전에 제공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습을 하도록 유도

3.2. 선행학습을 통해 알게된 것, 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노트를 작성하도록 통제

3.3. 상황조치 과제 토의 전 개인안 작성 시 개인안에 대한 교범 상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의견이나 대안까지 작성하

도록 안내

3.4. 개인안 작성 우수, 비판적 질문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표를 활용한 가점 부여

3.5. 선행학습 결과 지식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선행학습 촉진 차원에서의 간단한 연습문제 제공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

계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실시하여 토의활동과

연계하라.

적용

(안)

m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를 위한 세부전략 반영

4.1. 강의노트 상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 공통적인 질문이나 토의와 밀접히 연관되는 비판적인 질문에 대해 피드백 제공

4.2.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행학습 여부 및 수준을 진단하며, 이후 토의활동 시 피드백 및 핵심강의 수

준 결정

5. 토의를 촉진하라. 5.1.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라.

5.3.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라.

5.4.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5.5. 그룹 안에 대한 토의 발표 후 개인 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고, 핵심강의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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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계전략 상세 지침
타당도 척도

1 2 3 4

5.6.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을 안내하라.

적용

(안)

m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서 학습자 참여 및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을 적용

5.1. 토의식 수업의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교수자의 촉진자 역할)

5.2. 토의 중 또는 후 학급 발표 간 발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교범 등 학습자료 상 출처를 들어 발표하도록 함

5.3. 토의를 위한 문제상황(일반상황, 특별상황)의 다양한 예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추가 토의를 촉진

5.4. 토의 참여과정에 대해 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5.5. 학급 발표 후 학습자들에게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교수자가 핵심강의를 제공

함

5.6.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제공된 학습자료 상 출처를 포함하여 보충학습을 안내하고, 다음 차시 수업

과의 연계성을 안내하는 것

6. 수업 후 예습 및 복습을 촉진하라. 6.1.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보충학습 및 다음 선행학습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라.

6.2.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토의 내용을 정리하

며 복습하도록 하라.

적용

(안)

m 수업 후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다음 차시에 대한 예습을 촉진

6.1. 생활관 편성 단위인 분대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성찰일지 작성 등 학습을 상호 지원토록 함

6.2. 구조화된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토의를 통해 배운 점, 궁금한 점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도록 함

7. 토의 수업 자체와 학습자 수행에 대해

평가하라.

7.1. 토의일지를 작성하여 토의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7.2.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적용

(안)

m 토의 수업 후 수업에 대한 형성평가, 학습자의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피드백을 제공

7.1. 교수자가 토의 수업 중 학습자의 반응, 행동, 학습자의 수준 등을 진단하고, 수업 운영 간 제한사항, 미흡사항 등을 토의일지 형태

로 기록하여 다음 차시의 수업 개선에 반영

7.2. 토의 결과물인 그룹안(해결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 등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학

습자에게 제공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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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형성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지(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후)

<전반적인 교수 전략에 대한 질문>
1.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측면)은 무엇입니까?

2.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방법(교수 전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방해가 된 방법(측면)은 무엇입니까?

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시된 학습방법(교수 전략)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설계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질문>
• 수업 전 : 선행학습

5. 수업 전 제공된학습활동 지시서는 어떠했습니까?(활용도, 선행학습에대한기여측면등)

6. 수업 전 강의노트 작성은 어떠했습니까?

7. 수업 전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 안 작성 시 관련 근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작성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8. 수업 전 제공된 선행학습 연습문제는 어떠했습니까?

9. 수업 전 학습(선행학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수업 중 :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10.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는 질의응답, 퀴즈(문제풀이)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11. 선행학습에 대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11.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12. 토의 발표 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전략은 어

떠했습니까?

13. 토의 강평 간 제공된 핵심강의는 어떠했습니까?

14. 핵심강의 간 제공된 상황조치 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실패사례의 제공은 어떠

했습니까?

15. 핵심강의 간 제공된 보충학습 및 다음 차시 수업 안내는 어떠했습니까?

16. 교관이 활용한 효과적인 토의 수업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17. 수업 중 학습활동(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에 적용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수업 후 : 다음 차시 선행학습 및 야간 자율학습

18. 수업 후 성찰일지 작성 과제는 어떠했습니까?

19. 수업 후 분대 단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20.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수업 후 제공되는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21. 수업 후 학습활동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교수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
2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23.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 방법(교수 전략)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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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형성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지(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후)

<전반적인 교수 전략에 대한 질문>

1.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측면)은 무엇입니까?

2.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방법(교수 전략)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학습방법, 교수 전략) 학습하는데 방해가 된 방법(측면)은 무엇입니까?

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시된 학습방법(교수 전략)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설계 전략 및 지침에 대한 질문>

• 수업 전 : 선행학습

5. 선행학습 간 제공된 학습 내용 전반에 대한 개요정리 위주의 핵심강의는 어떠했

습니까?

• 수업 중 :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

6.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는 질의응답, 퀴즈(문제풀이)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7. 해당 상황조체 과제에 대한 학습 개념 위주의 핵심강의는 어떠했습니까?

8. 조별 토의 간 교관의 조별 토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질문을 확인하는 활동은 어

떠했습니까?

9. 조별 토의 및 발표 간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전략은 어떠했

습니까?

10. 조별 발표 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로 학습자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활동은 어

떠했습니까?

11. 토의 강평 간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은 어떠했습니

까?

12. 토의 강평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은 어떠했습니까?

<전반적인 교수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

1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4.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전반적으로 제시된 학습 방법(교수 전략)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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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수자용 수업자료 : 토의일지

교관용 토의 일지
‘15. . .( )

q 상황조치 과제 : 과제의 제목을 기술

q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학습

내용

(학습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 등 학습 내용 측면에서의 기술)

수업

운영

(토의 수업 간 학습자의 주요 반응, 시간분배 및 질의응답 시간의

적절성, 핵심강의의 적절성 등 수업 운영 측면에 대한 기술)

기 타

(학습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사항 기술)

q 상황조치 과제 : 과제의 제목을 기술

q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학습

내용

(학습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 등 학습 내용 측면에서의 기술)

수업

운영

(토의 수업 간 학습자의 주요 반응, 시간분배 및 질의응답 시간의

적절성, 핵심강의의 적절성 등 수업 운영 측면에 대한 기술)

기 타

(학습자의 건의사항 등 기타 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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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략

A교시 : 상황조치 과제 #○ 비 고

전략
4

m 선행학습과 토의활동의 연계
이번 시간의 ○○작전 상황조치 과제는 ○○입니다. 교육생 모두 학

습활동 지시서를 바탕으로 선행학습 잘 하셨습니까? 본격적인 토의활
동에 앞서 선행학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4.1
2.2

✓ 학습자 질문 확인 및 피드백 제공
선행학습 간 여러분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모두 펴주십시오. 강의 노

트에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학습내용과 주요 질문 등이 기록되어있지
요? 본 차시의 토의식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웠던 학습 내용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유도하면서, 3～4명의 학습자의
발표를 듣고 칠판에 정리한다)

자, 여러분 선행학습 간 다음과 같이 □□□, ◇◇◇의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볼 교육생 있습니까?

(어려운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교관의 즉각적인 설명으로 피드백을
주되, 가급적 동료 학습자에 의해 답변하도록 하여 학습자 참여를
유도한다)

네, 방금 A학생이 답변한 바와 같이 □□□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
니다. 특히 이 개념은 본 차시의 상황조치 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데요, 선행학습 결과 상황조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지
해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요정리를 간단히 리뷰하면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주지시킨다.)

*PPT, 강
의노트 활
용

지침
4.2

✓ 선행학습 여부 점검 차원의 문제풀이 실시
(PPT를 활용하여 핵심 개념 및 원칙, 절차 위주로 문제풀이 활동
을 하면서, 선택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응답 빈도를 ‘거수’하도록 하
여 확인한다)

다음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약 30초 정도의 시간을 부
여한 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생 거수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자의 선행학습에 대한 이해여부를 점검하
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토의
활동과 연계한다)

자, 본 차시의 상황조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
는 핵심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연설명 후) 이
점에 유념하고, 필요시 교범이나 교재를 참고하면서 이후 토의활동을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PPT활용
(2문제)

[부록 8] 교수자용 수업자료 : 교수학습 지도안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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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략

A교시 : 상황조치 과제 #○ 비 고

전략
5
지침
5.1

m 토의 촉진
✓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 토의수업 전략의 활용
선행학습 간 작성한 개인안을 바탕으로 조별로 조안에 대한 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 토의시간은 ○분이고, ○시 ○분에는 조별로 발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소그룹별로 조 해결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다.)
(교관은 소그룹마다 돌아다니면서 토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
들을 사용한다.)

주요내용 예 시

1. 시간의 분배로 긴장감을 조성하라. 토의 ○분, 발표 ○분

2. 의견 불일치를 조작하여 논쟁하도록 하라.
A안에 대한 A조 발표 후 반대 의견이

있는 B조가 발표하는 방식

3. 사전 경고 없이 불시에 개방형 질문을 하라.
학습자에게 예고 없이 무작위로 질문

하는 것

4. 학습자가 비판적 질문을 하도록 하라.
학습자의 비판적, 개방형 질문을 유도

하는 것

5. 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라. 교관의 적극적인 경청 자세

6. 학습자의 질문에 적시적이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조별 토의 간 최소 1회 이상은 조별로

지도(학습자가 질문하는 기회 부여)

7. 정답을 말하거나 위험을 감수할 경우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라.
토의를 위한 학습 분위기 조성

지침
5.2

✓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B조에서) 교육생이 방금 말한 그러한 주장에 대해 교범 어디에 명

시되어 있지요? 그러한 근거를 교관에게 제시해줄 수 있습니까?

*조별 토
의 간 교
관의 적
극적인 경
청 및 피
드백 활동
실시(조별
최소 1회
이상)

지침
5.1

✓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 토의수업 전략의 활용
(C조에서) B교육생이 방금 제시한 의견이 있는데, C 교육생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점에 대해 C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
니까?

지침
5.4

✓ 토의 참여 과정에 대한 평가
(D조에서) D교육생이 방금 조 토의에서 제시한 의견은 상당히 흥미

롭습니다. 토의 참여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5.5

✓ 토의발표 후 개인안과의 차이점 위주 요약・정리
(조 토의 시간 종료 후)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조 안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상황조치 과제 #○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안이 있을 수 있는
데요, 조 안에 대해 조별로 돌아가며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이 때, 선
정된 발표자는 조 안에 대해 요악, 정리하여 발표를 하면서 선행학습
간 개인이 작성한 개인 안과의 차이점이나,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추가
적으로 학습한 내용, 토의 쟁점사항,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도 함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별 발표시간은 ○분입니다.

(A조의 발표가 끝난 뒤, 다른 조의 발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 때, 조 발표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나 학습자의 오개념

*토의결
과에 대
한 강평
간 핵심
강 의 를
포함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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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략

A교시 : 상황조치 과제 #○ 비 고

은 칠판에 정리해두었다가 핵심 강의 때 활용한다.)

지침
5.5

✓ 핵심강의 제공
(전체 조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학습자의 오개념을 수정하고 상
황조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핵심 강의를
실시한다)

네, 조별 발표 결과를 보니 (칠판에 정리된 것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A조의 경우 주어진 일반/특별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해결안을 제시하였고, B조의 경우 이와 상반되게 저렇게
한다는 해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느 것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전투현장에서 적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조치 과제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인 ○○, □□ 등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적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침
5.3

✓ 토의 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실패사례 제공
(핵심강의 제공과 더불어 상황조치 과제와 관련된 추가 사례를 제
공한다. 핵심강의에 포함하여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실제 한국 전쟁 당시 ○○작전 중 ○○ 국면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잘
된 점,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 비예를 제공하면서 학습자의 참여
를 유도한다)
(시간 가용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K CTC
훈련 사
례나 전
쟁 사 례
등을 제
공하면서
학습자의
참 여 를
유도

지침
5.6

✓ 보충학습 안내
여러분 토의 활동 간,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 □□에 대해

상당히 이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보충학습
은 오늘 일과 후 교범 ○페이지, CBT 자료 중 ○ 부분을 학습해보기
바랍니다.

* P P T를
활용하여
안내

지침
5.6

✓ 다음차시 수업 안내
이번 시간에는 공격작전 전체의 흐름 중 ○○에 대한 상황조치 과

제를 다루었는데, ○○작전 절차 상 다음 국면은 무엇이지요?

(○○작전 전반에 걸친 개요정리와 더불어 다음차시 수업을 안내하
면서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한다)

네, 다음 국면은 □□으로 □□에 대한 상황조치를 위해서는 ○○,
◇◇에 관한 주요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차시 토의 수
업 간 이에 유념하여 토의 준비 및 실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 P P T를
활용하여
안내

지침
6.2

✓ 구조화된 성찰일지 활용 안내
네, 다음 차시 선행학습이나 오늘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해서 배

부된 성찰일지를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단순히 배운 내용 뿐만 아니라
궁금했던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점 등도 적어보면서 스스로의 학습내
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P P T를
활용하여
안내

✳ ‘토의수업 진행 PPT 자료’는 군 보안상 부록에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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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학습자용 수업자료 : 강의노트

강의 노트
‘15. . .( ) 교번 :

q 선행학습 내용(범위) : 

q 주요 내용 정리

선행학습

결과

요약

정리

(선행학습 결과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요약 및 정리)

✳ 글, 표, 그림, 마인드맵핑 등 다양한 형태로 정리 가능

✳ 교범, 기본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 지양

어려웠던

학습

내용

(선행학습 중 이해가 어려운 학습내용에 대한 기술)

질문 및

토의사항

(교실 수업에서 교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및 전체 토의사항에 관하

여 기술)

✳ ‘학습활동 지시서’는 군 보안상 부록에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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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학습자용 수업자료 :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상황조치 과제 개인안 작성 워크시트

‘15. . .( )
교번 :

5. 상황조치 과제#○

q 기본교재 양식 외 추가사항

대안/

차선책

• 대안/차선책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전투수행방법 구체화

대안의

평가

• 대안/차선책의 평가(METT+TC, 다양한 우발상황, 교범 내용 등

을 근거로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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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학습자용 수업자료 : 성찰일지

성찰 일지
‘15. . .( ) 교번 :

q 상황조치 과제 : 

q 성찰 내용

구 분 내 용

주요

학습

내용

• 토의에 사용된 주요 개념 : 상황조치 과제의 문제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주요 학습 내용 요약(글, 표, 그림, 마인드 맵핑 등)

토의 후

배운 점

(상황위주 토의 후 추가적으로 학습한 내용, 개인 안과의 차이점 위

주로 기술)

질문 및

추가

토의사

항

(교실 수업에서 교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및 추가 토의사항에

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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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수 전략 상세 지침 예시/구현방안

선
행
학
습

1. 학습활동 지시서를
활용하여 선행학습
및 토의를 사전에
안내하라.

1.1 전체적인 교육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라.
학습활동 지시서를 전
체적인 교육일정, 선행
학습 개념과 토의 활동
의 연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공

1.2 토의 목표와 토의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라.

1.3 토의 촉진을 위해 토의질문을 사전에 제공
하라.

2. 선행학습 간 핵심
강의를 제공하라.

2.1 온라인 선행학습에서 토의를 위한 기본 개념,
원리, 절차 등 학습 내용을 이해가 쉽게 구
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라.

온라인 강의동영상 개
발 시 학습자 수준 및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

2.2 오프라인 선행학습 초반부에 학습 내용 전반
에 대한 개요 정리 위주 핵심강의를 10분
내외로 제공하라.

○○작전의 전반적인
절차나 토의를 위한 필
수적인 선수지식 등을
10분 내외로 안내

3. 선행학습을 촉진하라.

3.1 과제의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고려하여 강의노트를 선택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라.

선행학습 정리시 마인
드 맵, 도식 등 활용
([부록 9])

3.2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인 안 작성 시 개
인안에 대한 관련 근거 명시, 반대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라.

개인안 과제 시 [부록
10]을 추가로 활용

3.3 단답형, 선택형, 서술형, 상황조치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선행학습 연습문제를 제공
하라.

선행학습 확인 및 평가
목적의 연습문제 제공
(온라인 CBT에 업로
드된 문제 활용 가능)

상
황
위
주
토
의
식
수
업

4. 선행학습 내용과
토의활동을 연계하라.

4.1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거나, 사전
학습과 토의 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
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
한 피드백 제공

4.2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퀴즈를 실
시하여 토의활동과 연계하라.

PPT 슬라이드 활용한
퀴즈 실시

4.3 해당 상황조치 과제에 대한 개념 위주의
핵심강의를 5분 내외로 제공하라.

질문 및 퀴즈 활동 결
과를 반영한 개념 위주
핵심강의 실시

4.4 선행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라. 기존의 평가체계와 연
계하여 실시

5. 토의활동을촉진하라. 5.1 학습자의 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별
토의 진행 상태를 가까이 경청하며 점검하고
질문을 확인하라.

학습자 토의활동 간 각
조별로 이동하면서 교
관이 직접 토의내용 확
인, 질문 수렴

5.2 토의 발표 및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
도록 하라.

각 조별 토의 활동 간
근거 제시 여부 확인

5.3 토의 참여 과정을 평가하라.
기존의 평가체계와 연
계하여 실시

5.4 조 토의 결과 발표 간 개별 조원의 의견과
차이점을 종합 정리하여 조안을 발표하도
록 하라.

조안 발표시 차이점을
정리하도록하여 지식
구성의 기회 제공

6. 효과적인 토의 강평
및 피드백을 제공
하라.

6.1 강평 간 조별 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제공하라.

조별 토의 결과 발표
후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강평 실시(평가 병행)

6.2 토의 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강평 간 토의활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제공 및 분
석 기회 제공

6.3 다음 상황조치 과제와의 연계성을 안내하라. 다음 차시 토의 수업과
의 연계성 안내

7. 선행학습과 토의
수업의 학습을 종합,
정리하는기회를제공하라.

7.1 과제의 난이도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작전에 대한 상황
위주 토의식 수업 종료
시점에서 수업 전체를
종합,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부록 11]

[부록 12] 최종 수정된 플립러닝 기반 상황위주 토의식 수업의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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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digm of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has

been changing depending on th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of military.

Learner-centered participatory methods which are being used in

the Army school are typical examples of them. Army school use

learner-centered participatory educational methods such as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self-directedness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of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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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uses flipped

learning which recently receives attention as the alternative of

traditional instructor-centered learning

When flipped learning is applied, there is a need to change in

existing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The reason is that

it needs to redesign the course or provide specific guidance on

the changed role of the instructor and learner in order to apply

flipped learning more effectively. However,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how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strategies

or guidance for the instructional design of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based on flipped learn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based on flipped learning in Army school context and optimizing

instructional strategies according to instructor and learner'

responses. This study is based upon 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it is implemented in three steps. First, initial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education field analysis including needs analysis and learning

context analysis, and experts' review. Second, an educational

program reflecting this instructional strategies was developed. In

addition, this educational program was revised through the

experts' review. Lastly, after educational program was

implemented through initial implementation and major

implementation, an educational program was evaluated through

instructor and learners' responses with respect to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improvements of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After that, final revised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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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vised instructional strategies consists of seven general

strategies and twenty specific guidance. General strategies for

prior learning of flipped learning were as follows: 1) providing

guidance for the prior learn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using

syllabus 2) providing key lecture in the prior learning 3) using

worksheets facilitating the prior learning. General strategies in

discussion activities were as follows: 4) aligning between prior

learning contents and discussion activities 5) applying various

strategies facilitating discussion activities 6) providing effective

discussion review and feedback 7) providing opportunity to

synthesize and organize the learning of the prior learn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instructor and learners’ responses

shows that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developed in this study

helped learners have more attention, interest and even supported

for learning process. Especially, according to responses, it was

confirmed that instructional strategies such as taking notes in

prior learning and providing a key lecture which is based on the

outline of learning contents which learners learn later in

discussion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in terms of learning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found that applying

general strategies to a lesson wa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time.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developed. Furthermor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to improve these instructional strategies

considering online technology environmen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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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C(Military Massive Open Online Course). In addit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apply these instructional strategies

af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learners'

level.

In order to apply situation-centered discussion method based

on flipped learning effectively, instructor must appropriately apply

instructional strategies related to flipped learning and

discussion-based instruction while taking into account of

learners' level and nee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viding specific guidance which the person who is in the

charge of education, instructor and instructional designer can

apply or use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Army school context

were taken into account in this study and it was implemented

through the repetitive revising process according to the responses

of instructor an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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