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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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개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이 은  영









- i -

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며 삶의 양상이 더욱 다양

해지면서 정보의 기억과 이해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 학습

자들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고

차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다.

최근 교실 안에서 활동 위주의 수업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교수

학습 방식으로 플립 러닝이 주목받고 있다. 플립 러닝은 교실 안

에서 행하여진 교수자의 강의식 수업을 교실 밖으로 옮김으로써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의 학습자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

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플립 러닝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

용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플립 러닝에 적용함으로써 학습

자는 교실 밖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

발하며 고차적 사고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교수 설계 모

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교

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안내 지침이 되는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형성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

행하였다. 첫째,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초기 교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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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하여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전략과 모형을 개

선하였다. 셋째, 개선한 전략과 모형에 따라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분석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개발한 교수 설계 모형은 ‘목표 설정 및

확인’,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선정’, ‘실행’, ‘수정 및 보완’, ‘최종

평가’를 포함한 총 6개의 단계와 17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최종

교수 설계 전략은 총 3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전략은 ‘프로젝

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결

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의 학습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단계마다 반복

적으로 적용하는 전략들은 ‘공통’ 범주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 결과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성찰 일지를 작성하고 성찰에 대한 교

수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과 산출물 개발 과정을 지속해서 공유하

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한 교수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였고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와 교수자의 면담을 종합하여 단점 및 개선점으로

유도 질문을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점과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

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실천적

해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후속 연구로서는 본 연구의 모형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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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더욱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면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과 래피

드 프로토타입 방법론을 적용하여 모형을 발전할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실현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안내 지침이 되는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교수 설계 전략, 교수 설계 모형

학 번 : 2015-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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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삶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

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기존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것

과 다른 차별화된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모습도 기억과 이해를 중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

양한 구성원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고차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교실 수업은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기 어려운 일

방적 전달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상준, 2015; Roehl, Reddy, &

Shannon, 2013; Warter-Perez & Dong, 2012).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가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를 수동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고차적인 사고를 증진하기 쉽지 않다(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2014b).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는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Roehl, Reddy,

& Shannon, 2013). 따라서 고차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교수방식은 한

방향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의 교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위주

의 수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배정된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있

으며 물리적 또는 인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Berrett, 2012; Warter-Perez & Dong, 2012). 교수자는 교실 안에서 많

은 양의 정보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Warter-Perez & Dong, 2012).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 교실의 수를 늘리거나 교수자의 수를 확보하기에는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Berrett, 2012).

그러므로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의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예산을 극

복하며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고자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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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플립 러닝은 전통적인 수업 환

경에서 교실 밖에서 학습자 주도로 수행되었던 활동을 교실 안으로 옮기

고, 기존에 교실 안에서 진행되었던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습득

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학습방식을 의미한다.

플립 러닝을 통해 교수자는 전통적인 교실 환경의 예산과 시간의 한정

성을 보완하며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수자는 온라인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교수 자료를 제작하고 학습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Berrett, 2012;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Smith &

McDonald, 2013).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지식을 미리 습득하므로 교수자

는 교실 안에서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Milman, 2012; McDonald & Smith, 2013).

그러나 플립 러닝을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학습 활동을 뒤집

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없다(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2014b; Hwang, Lai, & Wang, 2015; Milman, 2012;

Strayer, 2012).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주어지는 동영상 자료를 학습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Milman, 2012), 교실 안에서 활동을 수행하

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안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서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활동의 방향을 잃을 수 있다

(Strayer, 2012).

그러므로 플립 러닝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순히 기존의 수업에서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을 뒤집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

태정, 차현진, 2015; 이동엽, 2013;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

배, 2014; 한형종 외, 2015; Hwang & Wang, 2015; Kim at al., 2014).

특히 플립 러닝은 면대면 수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모색된 교수학습

방식이므로 교실 밖의 온라인 수업보다 교실 안 면대면 수업의 설계 방

안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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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a, 2014b). 그러므로 플립 러닝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 능력

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플립 러닝에 적용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플립 러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으로 프로

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 주목받고 있다(Bergmann &

Sams, 2014b; Kafi & Motallebzadeh, 2014; Rahman et al., 2015; Yeh

& Tsay, 2014; Warter-Perez & Dong, 2012).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 또는 협력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결과를 도출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결합한 형태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명명하였다.

교수자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학습자의 호기심과 고차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는 서로 산출물을 기반으로 상호

작용하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손은주 외, 2015;

Blumenfeld et al., 1991; Laffey et al., 1998; Savin-Baden, 2007). 학습

자는 산출물을 구성하면서 능동적으로 실제적 경험과 지식을 연결함으로

써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차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다(정영

란, 김동식, 2003; Blumenfeld et al., 1991; Warter-Perez & Dong,

20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교실 밖에서 습득

한 정보를 교실 안에서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교실

밖과 교실 안 수업을 연계한다. 또한, 교수자에 의해 주어지는 평가 기준

에 따라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면서 학습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Savin-Baden, 200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가졌던 시간적인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 학습은 선행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발생하므로(박경선,

2014;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교수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학습자에게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한 풍부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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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행 지식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풍

부한 자원 및 지식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도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수자가 지식을 충분히 전

달한 후 교육 프로그램의 끝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Savin-Baden,

2007). 전체 수업시간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강의식 수업을 제외하고

60% 정도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으로 배정되었으므로 교수자는 수

업을 진행할 때 항상 학습자가 활동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

음을 유념해야 하였다(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이처럼

수업에서 활동 시간이 부족하였던 한계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

습에서 보완할 수 있다. 플립 러닝에서는 교실 밖에서 정보의 습득이 이

루어지고 교실 안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gmann & Sams, 2014b; McDonald & Smith,

2013; Milman, 2012).

하지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교수 설계 모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플립 러닝의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교실 안과 밖으로 명확히

구별되고(박성열, 임걸, 2014),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신수범, 한희정, 2006;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

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관련 연

구는 주로 플립 러닝에 적용하는 학습방식의 하나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제안하거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Bergmann & Sams, 2014b; Kafi &

Motallebzadeh, 2014; Kim et al., 2014; Hwang, Lai, & Wang, 2015;

Rahman et al., 2015; Warter-Perez & Dong, 2012; Yeh & Tsay, 2014).

따라서 교수자가 체계적으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하

기 위한 안내 지침이 되는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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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안내 지침이 되는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성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

습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

하고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개선하였다.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한 모형과 전략은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교

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교수 설계

모형과 전략을 개발하였다.



- 6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은 무엇인가?

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은 무엇인가?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학습

자의 반응을 어떠한가?

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

한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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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플립 러닝

플립 러닝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한글로는 역전 학습,

역진행 수업, 플립 러닝, 플립드 러닝, 플립 클래스룸, 플립드 클래스룸,

전환 학습, 전환 수업, 뒤집힌 학습, 뒤집힌 교실,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등으로 표현한다. 또한, 영어로는 flipped classroom, flipped

learning inverted classroom, inverted learning, the classroom flipped으

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는 플립 러닝, 영어로는 Flipped Learning을 사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란 전통적

인 수업 환경에서 교실 밖에서 학습자 주도로 수행되었던 활동을 교실

안으로 옮기고, 교실 안에서 진행되었던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

하는 교수학습방식으로 정의한다.

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한다. 한글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접근법, 프로젝트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도 표현하며, 영어로는 Project Based Learning,

Project Learning Method, Project Learning, Project Approach 등을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영어로는 Project

Based Learning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란 학

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 또는 협력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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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켜 결과를 도출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방식으로 정의한다.

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본 연구에서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실 밖에서는 사전

지식 습득을 위한 자료가 주어지고 교실 안에서는 습득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 또는 협력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

전시켜 결과를 도출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방식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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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플립 러닝

가. 플립 러닝의 배경

1) 플립 러닝의 기원

플립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플립 러닝은 블랜디드 러닝보다 교

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박성열, 임걸, 2014;

Strayer, 2012). 즉, 플립 러닝을 통해 전통적인 수업에서 교실 밖에서 숙

제의 형태로 행해진 것을 교실 안으로 이동하고, 교실 안에서의 정보 전

달식 수업을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교실 안과 교실 밖의 공간이 명

확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을 블랜디드 러닝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다른 양상을 지닌 독자적인 교수학습방식으로 가정하

고 기원을 찾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플립 러닝의 기원이 되는 형태를

다소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플립 러닝의 기원을 하나의 연구로 명시하

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에 대한 기원을 총

세 가지의 유형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실 밖과 교실 안의 활

동을 뒤집은 수업을 플립 러닝의 초기 형태로 가정하여 기원이 되는 연

구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인벌티드(Inverted) 또는 플립(Flipped)의 용어

를 최초로 사용한 연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립 러닝

(Flipped Learning)의 용어를 제안하고 플립 러닝의 표준적인 학습 형태

를 확립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계기가 된 연구를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유형을 토대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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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실 안에서의 활동과 교실 밖에서의 활동이 뒤집힌 수업을 최

초로 발표한 연구가 플립 러닝의 기원이 된 유형이다. 이는 동료 교수법

(Peer Instruction)의 효과성을 밝힌 Crouch와 Mazur(2001)의 연구와

Andersond와 Walvoord(1998; Brame, 2013에서 재인용)의 연구가 대표

적이다. Crouch와 Mazur(2001)은 1991년부터 10년간 수업에 동료 교수

법을 시행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진행

된 수업은 교실 밖과 교실 안 공간을 뒤집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교실에 오기 전 주제에 관한 읽기자료를 모두 읽어온 후 교실

안에서는 토론 및 협동학습 등 활동 위주의 수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Brame(2013)에 의하면 Andersond와 Walvoord(1998; Brame,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하여 플립 러닝형태의 수업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교실에 오기 전 학습자들은 글쓰기나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습

득한 후 교실 안에서는 분석, 종합,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 위주의 수업

에 참여하면서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둘째,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활동이 뒤집힌 형태를 ‘Inverted’ 또는

‘Flipped’의 용어로 처음 표현한 연구를 플립 러닝의 시초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Lage와 Platt, Treglia(2000)의 연구와 Baker(2000; 방진하,

이지현, 2014에서 재인용)의 연구가 있다. 먼저, Lage와 Platt,

Treglia(2000)는 1990년대 대부분의 경제학 수업이 시간의 제약으로 인

하여 다른 교수 학습 방법이 시도되지 못하고 강의식 수업으로만 가르치

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업을 고안하였다. 연

구에서 시도된 수업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교실에 오기 전 교실 밖에

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의 슬라이드, 읽기 자료, 강의 동영상 등을 통

해 학습 내용을 숙지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교실

밖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할 기회를 주고 짧은 강

의와 함께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Lage와 Platt, Treglia(2000)

는 이러한 수업의 형태를 ‘Inverted Classroom’ 로 명명하였다.

한편, 공과대학 연구자 Baker은 학회를 통해 ‘The classroom Flipped’

용어를 사용하여 교실 안과 밖이 뒤집힌 수업의 형태를 발표하였다(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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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지현, 2014). 그는 연구를 통해 학습자에게 온라인을 활용하여 강

의 슬라이드를 제공하며 교실에 오기 전 학습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자

학습자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의 용어를 제안하고 표준적

인 교수 학습 방식을 확립하고 전 세계로 확신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연구는 Bergmann과 Sams에 의해 시행되었다(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ergmann, & Sam, 2012; McDonald & Smith,

2013). 미국 콜로라도(Colorado)주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Woodland

Park High School) 화학 교사인 Bergmann과 Sams은 2007년 수업 결

손이 많은 학생을 위하여 약 50달러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후, 수업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Bergmann과 Sams은 학습자들에게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결석한 학생뿐만 아니라 출

석한 학생에게까지 수업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그들은 수업을 발전하여 교실 안에서 주로 행하여졌던 전달식 강

의가 교수 매체를 통해 교실 밖에서 제공되고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

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들은 이러한 교수 학습 방식을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으로 표현하

였으며 플립 러닝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Bergmann &

Sams, 2014a; Tucker, 2012).

이처럼 플립 러닝의 기원이 되는 연구는 다양하지만 플립 러닝을 고안

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교실 안에서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면대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Bergmann &

Sams, 2014a, 2014b).

2) 플립 러닝의 확산

교육의 모습이 교사 중심 패러다임에서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점

차 발전함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립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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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주목받으며 발전하고 있다(박상준, 2015;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Hwang, Lai, & Wang, 2015;

Kim et al., 2014; Roehl, Reddy, & Shannon, 2013).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플립 러닝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이동엽, 2013; 2014; 이종연 외, 2014; 박성열, 임걸, 2014; Bergmann &

Sams, 2014b; Berrett, 2012; Davies, Dean, & Ball, 2013; Staryer,

2012). 온라인 학습 자료인 이러닝의 등장은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비

동시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일주, 2010; Moller,& Huett, 2012). 더 나아가 이러닝을 물리적 거리

에 한정하지 않고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형태로 활용함으로써

면대면 학습공간과 온라인 학습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

다(임철일, 2011). 또한,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하여 교사는 플립 러닝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더욱 쉽게 제작하고 저장하며 학습자에게 공

유할 수 있게 되었다(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Bergmann

& Sams, 2014b; Berrett, 2012; Smith & McDonald, 2013).

플립 러닝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 플립 러닝은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강의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표준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점차 플립 러닝이 확산됨에 따라, 플립 러닝은 표

준적 형태를 넘어서 플립 러닝에 다른 교수학습 방식을 융합한 응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Bergmann과 Sams(2014b)은 플립 러닝의

응용 형태로 플립 완전 학습형(Flipped Mastery), 게임 기반 플립 러닝

형 완전학습 (Flipped Mastery + Gamification), 플립 러닝형 동료 교수

학습(Flipped Peer Instruction),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학습(Flipped

Project Based Learning), Genius Hour기반 플립 러닝(Flipped + Genius

Hour), 탐구 기술을 적용하는 탐색-플립-적용 학습(Explore-Flip-Apply

An Inquiry Technique)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응용된 플립 러닝의 교수

학습방식 중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Bergmann & Sams,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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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플립 러닝이 시도되

었다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플립 러닝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게 되었다(배도용, 2015). 또한, 국내 대중에게는

KBS 파노라마에서 방영한 ‘미래 교실을 찾아서’ 의 ‘거꾸로 교실’을 통

해 플립 러닝을 중학교 교실에서 도입한 사례와 플립 러닝의 효과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이종연 외, 2014; 박상준, 2015).

그러나 플립 러닝이 더욱 혁신적인 학습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플립 러

닝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교육 맥

락에 맞게 최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상준, 2015). 무엇보다

적절한 안내 없이 교실 안과 밖의 학습 형태만 거꾸로 뒤집힌 것이 학습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Hwang, Lai, & Wang, 2015; Bergmann &

Sams, 2014b; 방진하, 이지현, 2014). 그러므로 플립 러닝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모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나. 플립 러닝의 정의

학습자 중심 학습으로서의 플립 러닝은 Vygotsky이론에 기반을 두어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

행된다(Vygotsky, 1978; Bishop & Verleger, 2013). 플립 러닝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응용하여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Berrett, 2012;

Bergmann & Sams, 2014b) 학자마다 플립 러닝을 다소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플립 러닝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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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플립 러닝의 정의

연구자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의 정의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테크놀로지와 교실 수업이 접목된 블렌디드 러닝의 한 형태로 교실 수업에서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수업 방법

이종연 외

(2014)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을 인터넷이 가능한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동영상

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선생님 또는 동료 학생과 함께 토론, 실습,

실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박상준 (2015)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도록 전통적 수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양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능력, 방법,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손은주 외 (2015)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뒤집은 역 진행 수업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수업 전에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교수자가 제시하는 동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질의, 응답, 토론,

문제 해결 등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학습을 통해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 활동을 하는 것

방진하, 이지현

(2014)

교실 밖 사전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실 안 수업은 학생들이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이나 조교 및

교수자의 도움을 통하여 심화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학습

박성열, 임걸

(2014)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숙제를 교실로 옮김으로써

교수자가 더 많은 시간동안 강의 대신에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혼합 학습방법

Flipped Learnig

Network

(2014)

직접적 교수를 집단 학습 공간에서 개별 학습 공간으로 이동하고 집단 학습 공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소재의 개념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역동적

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으로 변모시키는 교육적 접근

Bishop &

Verleger (2013)

교실 안에서의 상호작용적인 집단 학습 활동과 교실 밖에서의 컴퓨터 기반 직접적인 개

별교수 등의 두 가지 교육 방식으로 구성된 것

Bergmann &

Sams (2012)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행하여졌던 것이 집에서 행하여지고 숙제로 집에서 행하여졌던 것

이 교실에서 행하여지는 것

Herreid &

Schiller (2013)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진 것과 숙제로서 행하여진 것이 바뀌거나 뒤집힌 것

Gannod, Burge,

& Helmick

(2008)

테크놀로지 활용과 직접적 활동이 혼합된 교수 환경. 전형적인 교실 강의 시간이 실험

과 교실 활동으로 대체되고, 교실 밖에서의 시간에서는 강의가 언제든지 비디오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

Lage, Platt, &

Treglia

(2000)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행하여진 사건들이 교실 밖에서 일어나고 그 반대로도 일어나는 것

Kim et al. (2014)
교실 안과 밖의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것(conventional events)들을 뒤집고 디지털 테크놀로

지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개방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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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자마다 플립 러닝을 다르게 정의하지만 정의들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플립 러닝은 교실 안과 교실 밖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

분하며,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식과 비교할 때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활동이 뒤집혔으며,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강조하고,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플립 러

닝(Flipped Learning)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플립 러닝이란 전통적인 수업 환경에서 교실 밖에서 학습자 주도로 수행되

었던 활동을 교실 안으로 옮기고, 교실 안에서 진행되었던 교수자 주도의 강

의식 수업을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학습자가 교

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 안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학습방식이다.

다. 플립 러닝의 특징

1) 플립 러닝의 특징

플립 러닝의 특징은 총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수업에서 교실 안에서 수행되었던 활동이 교실 밖으로,

교실 밖에서 시행되었던 활동이 교실 안에서 행하여진다(박상준, 2015;

이동엽, 2013; 박성열, 임걸, 2014; Bergmann & Sams, 2012; Bishop &

Verleger, 2013; Gannod, Burge, & Helmick, 2008; Herreid & Schiller,

2013; Hwang, Lai, & Wang, 2015; Lage, Platt, & Treglia, 2000;

Tucker, 2012).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는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 밖에서는 보충 및 심화 수업을 위해 과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플립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교실에 오기 전 교실 밖에서 교수 매체

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 안에서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상

호작용 위주의 수업을 통해 보충 및 심화학습을 수행한다. 이처럼 플립

러닝에서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가 교실 밖에서 제공되는 이유는 학습자



- 16 -

가 개별적으로 학습 속도에 맞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학습에 효과

적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Bergmann & Sams, 2014a).

둘째, 플립 러닝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된다(방진하, 이지

현, 2014; 이동엽, 2013;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Bergmann & Sams, 2012;

Fulton, 2012; Hwang, Lai, & Wang, 2015; Kim et al., 2014). 방진하와

이지현(2014)에 따르면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정보를 학습자에 제공

할 때 학습자는 즉시 정보들을 이해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플립 러닝에

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학습 과

정을 평가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된다(Kim et al., 2014). 또한, 교실 안

에서 학습자는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플립 러닝에서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안내자, 촉진

자,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배도용, 2015; 이동

엽, 2013;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박성열, 임걸,

2014;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Bergmann & Sams, 2014b;

Berrett, 2012; Fulton, 2012;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2014; Shi

mamoto, 2012; Tucker, 2012). 교실 안에서 교수자가 보조하고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축소됨을 의미하지 않는다(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오히려 플립 러닝은 촉진자 및 조력자로서의 교

수자에게 강의식 수업만을 설계할 때보다 더욱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예컨대, 교수자는 플립 러닝을 설계하기 위해 가르칠 학습 내용을 학생

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실 밖으로 옮길 콘텐츠와 교실 안에서

제공할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Fulton, 2012).

또한,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제공할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고려해야 한다(Tucker, 2012). 특히 교실 안에

서의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소란스러운 학습 환경을 관용하면

서 때로는 학습자의 예상을 빗나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Fult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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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립 러닝의 장점

플립 러닝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총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플립 러닝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Bishop & Verleger, 2013;

Hwang, Lai, & Wang, 2015; Kim et al., 2014; McDonald & Smith,

2013; Milman,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Tucker, 2012).

교실 안에서 행하여졌던 강의식 수업이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교실

에서는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적인 수업에 시간을 더욱 할애할 수 있다

(Milman, 2012; McDonald & Smith, 2013). 수업 시간에서의 활발한 상

호작용은 학습자가 플립 러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더욱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Bishop & Verleger, 2013;

Fulton, 2012; Strayer, 2012).

둘째,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제공한다(Bergmann & Sams,

2014b; Berrett, 2012; Fulton,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교

수자는 플립 러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Roehl, Reddy, & Shannon, 2013). 예컨대, 학습자에게 개별화 피드

백을 제공하면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으며,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도 파악할 수 있다(Bergmann & Sams,

2014b; Berrett,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Fulton, 2012). 또

한, 교사는 녹화한 강의를 모니터링하거나 다른 교수자의 영상을 참고

함으로써 본인의 강의를 개선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Fulton, 2012).

셋째,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종연 외, 2014;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Fulton,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학습자가 결석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교실 밖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결석한 학습자에게 학습을 보충할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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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

한다(이종연 외, 2014; Bergmann & Sams, 2014b; Hwang, Lai, &

Wang, 2015).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은 학

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학습자가

강의 수강 중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잊었더라도

또다시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반면, 플립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교

실 밖에서 제공된 학습 자료를 본인의 학습 속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으

며(Fulton, 2012; McDonald & Smith, 2013) 교실 안에서는 이해가 어려

운 부분에 대해 교수자에게 개별 피드백을 받기가 용이하다(Roehl,

Reddy, & Shannon, 2013). 또한, 교실 안에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오개념을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Berrett, 2012; Rahman, 2015; Tucker, 2012).

다섯째, 플립 러닝은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박상준,

2015;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ergmann & Sams,

2014b; Brame, 2013; Kim et al., 2014; Roehl, Reddy, & Shannon,

2013).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은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억

[그림 Ⅱ-1] Bloom's Taxonomy Pyramid(Bergmann & Sams,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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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반면, 플립 러닝에서

는 Bloom의 분류법과 같이 기억과 이해를 위한 학습은 교수 매체를 통

해서 교실 밖에서 제공되며, 교실 안에서는 학습자가 고차적 사고를 함

양하기 위한 학습 활동에 참여한다(Bergmann & Sams, 2014b).

그러나 Bergmann & Sams(2014b)는 단순히 교실 안의 학습 활동이

교실 밖으로, 교실 밖의 학습활동이 교실 안으로 뒤집힌 것만으로는 효

과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플립 러닝이 어떻게 설

계되는지에 따라 학습이 달라질 수 있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그러므로 플립 러닝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수자가 체계적으로 플립 러닝을 설계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플립 러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

플립 러닝 설계 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총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플립 러닝에서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교실 밖에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Roehl, Reddy, & Shannon, 2013).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교실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모든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원활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동영상

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을 통해 수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

자는 플립 러닝을 시행하기 전에 학습자가 교수자가 활용하는 테크놀로

지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최근 ICT의 교육적 활

용이 증가함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하여(Strayer, 2012), 테크놀로지 환경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기 위한

환경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박태정, 차현진, 2015;

Berrett, 2012; Hwang, Lai, & Wang, 2015; McDonald & Smi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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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강의식 수업만을 설계했을 때보다 플립 러닝을 설계할 때 교수자

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플립 러닝을 설계하는 교수자는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실 밖에서 제공할 콘텐츠와 교실

안에서의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개발하고(방진하, 이지현, 2014; 이동엽,

2013; Fulton, 2012) 교실 안에서 진행할 활동 위주의 학습 활동을 체계

적으로 설계해야 한다(Hwang, Lai, & Wang, 2015). 특히, 교수자가 교

실 밖에서 제공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Roehl, Reddy, & Shannon, 2013). 그러므로 교수자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수자는 교실

밖 콘텐츠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교수자가 공유한

콘텐츠를 재구조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이동엽, 2013; McDonald &

Smith, 2013). 또한, 교수자가 플립 러닝에서 구체적인 활동 위주의 수업

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모형과 같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태정, 차현진, 2015; Smith & McDonald, 2013).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해야 할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면, 학

습자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제공될 콘텐

츠를 설계할 때 학습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태정, 차현진, 2015; Smith & McDonald, 2013).

이처럼 교수자가 플립 러닝 설계 시 고려할 점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플립 러닝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

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태정, 차현진, 2015; 이동엽, 2013; 이

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한형종 외, 2015; Hwang

& Wang, 2015; Kim et al., 2014). 그러나 교수자가 플립 러닝을 적절하

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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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1)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플립 러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방진하, 이

지현, 2014). 이는 플립 러닝이 교실 안과 교실 밖의 활동을 뒤집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플립 러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플립 러닝

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태정, 차현진, 2015; 이동엽, 2013;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

환, 김영배, 2014; 한형종 외, 2015; Hwang & Wang, 2015; Kim et al.,

2014). 국내외의 플립 러닝 관련 선행 문헌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내

용은 <표 Ⅱ-2 > 와 같다.

<표 Ⅱ-2>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단계
교수

환경

세부

활동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참고 문헌

수

업

준

비
︵
오리

엔테

이션

︶

교실

밖

강의

계획서

Ÿ 강의 계획서에 플립 러닝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자기주도성과

동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명시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Ÿ 강의 계획서에 각 주차별 핵심 개념에 대해 언급하라 Smith & McDonald, 2013

이해관계자

와의 협력
Ÿ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와 협력하고 동의를 얻어라

이종연 외, 2014; 임정훈, 2016;

한국U러닝연합회, 2014; Kurup

& Hersey, 2013

교실

안

플립 러닝

안내 및

동기유발

Ÿ 사전에 제공된 수업 자료를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이종연 외, 2014

Ÿ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는 것의 목적

을 학습자가 인식하도록 해라
Albert & Beatty, 2014

Ÿ 플립 러닝 적용에 따른 학습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라
배도용, 2015; 한국U러닝연합회,

2014 ; Albert & Beatty, 2014

Ÿ 학습자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촉진하라 Albert & Beatty, 2014

ICT

활용 능력
Ÿ 학습자의 ICT 활용 능력을 확인하라 한국U러닝연합회, 2014

수

업

전

교실

밖

학습

콘텐츠

설계

Ÿ 수업 자료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여 수업 전 교실 밖과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제공될 내용에 대하여 구분하라

김보경, 2014;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학습

콘텐츠

제공

Ÿ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ex- 읽기 자료, 동영상 등)

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rame, 2013;

Kurup & Hersey, 2013

Ÿ 학습 콘텐츠는 학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

록 미리 업로드 하라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Kurup & Hersey, 2013;

Ÿ 학습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언급하라 Kurup & Hersey, 2013

Ÿ 교실에서의 학습 활동을 하는 방법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라 Mil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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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세부

활동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참고 문헌

수

업

전

교실

밖

동영상

콘텐츠

설계

Ÿ 동영상은 학습자의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

시키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분절하라

임정훈, 2016; 손은주 외, 2015;

Smith & McDonald, 2013; Kurup &

Hersey, 2013; Albert & Beatty, 2014

Ÿ 동영상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제시하라 Smith & McDonald, 2013

인센티브

제공
Ÿ 학습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Brame, 2013; Berrett, 2012

학습

모니터링
Ÿ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확인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Brame, 2013

테크놀로지

접근성
Ÿ 테크놀로지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라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손은주 외, 2015; Kim et al., 2014

사전 학습

부담 고려

Ÿ 사전 학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ex- 동영

상 강의를 수업시간의 일부로 할당하여 수행)
박태정, 차현진, 2015

교실안과

밖의 연계
Ÿ 교실 안과 교실 밖 수업을 연계하라

김보경,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교실

안

교실 환경

구성

Ÿ 그룹 간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협동 활동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수

업

중

교실

안

학습 활동

수행

Ÿ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Brame,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Ÿ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제공하라
Kim et al., 2014

Ÿ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연계 Ÿ 교실 안과 교실 밖 수업을 연계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김보경, 2014; Kurup &

Hersey, 2013; 2015; Kim et al., 2014

학습 활동

그룹 설계
Ÿ 그룹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협동학습 기법을 제공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피드백

제공

Ÿ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Kim et al., 2014

Ÿ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Albert & Beatty, 2014

학습 활동

평가

Ÿ 지식의 기억에 대한 평가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

게 평가하라

김보경, 2014; 박상준, 2015;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배도용,

2015; 한국U러닝연합회, 2014

상호작용

촉진

Ÿ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김보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Ÿ 교실 안 협력활동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라 김보경, 2014

수

업

후

교실

밖

지식 적용
Ÿ 학습자에게 교실 안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성찰

Ÿ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성찰을 촉진하라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Ÿ 학습자의 성찰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모니터링
Ÿ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라
임정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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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국내에서는 교수 전략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 체계적으로 플립 러닝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교수 설계 모형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이동엽, 2013; 임경화, 김태현, 2014; 박상준, 2015; 박성

열, 임걸, 2014).

먼저, 이동엽(2013)은 플립 러닝의 개념을 규명하고 ADDIE 모형을 기

반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플립 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동엽(2013)의 모형은 수업 요소 분석, 수업 설계, 수업 개발, 수업 실

행, 수업 평가 및 성찰의 순서로 전개된다. 본 모형의 분석 단계는 학습

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 자료를 통해 선수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하

[그림 Ⅱ-2] 플립 러닝 교수학습 설계모형의 단계 및

구성요소(이동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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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플립 러닝을 위한 전

략을 수립할 때 학습자의 교실 밖 활동과 교실 안 활동이 전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또한, 플립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므

로 교실 안은 기존 전통적 수업과는 다르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교실

환경의 모습을 나타낸다. 플립 러닝에서의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혼란을

관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수업 실행

단계에서 교수자는 소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수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단계를 통하여 향후 수업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임경화와 김태현(2014)은 공학전공수업에서의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임경화와 김태현(2014)의 플립 러닝 설계 모형은 이동엽(2013)과 같이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즉, 분석, 설계 및 개발, 실행, 평가의 절

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플립 러닝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그림 Ⅱ-3] 플립 러닝 설계 모형(임경화, 김태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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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

해 플립 러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설계 및 개발 단계

는 교과목 수준과 단위수업 수준으로 분류하여 플립 러닝의 전략을 수립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실행 단계에

서는 수업을 사전 학습과 본 수업, 수업 후 등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

한다. 특히, 수업 후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파지 및 성찰을 통하여 학습

자가 본 수업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며, 수준별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마

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박상준(2015)은 우리나라의 정규교육 환경에 맞는 플립 러닝 모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학습 자료를 제공할 때, EBS와 같은

관련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된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활용하므로 다른 교수자가 공유한 자료를

쉽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정

에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통

해 학습 자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박상준

(2015)은 [그림Ⅱ-4]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4] 플립 러닝 수정 모형 (박상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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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통해 사전 지식을 습득하면 교수자는 학

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여 교실 안 학습을 준비한다. 이

는 교실 안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오개념을

바로잡는 기회가 된다(Berrett, 2012). 이후, 교수자는 교실 안에서 소집

단 또는 개별 학습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

을 관찰하면서 수행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가 모둠 활

동 이후 학습내용을 도식화하도록 함으로써 습득한 지식이 장기기억으로

유의미화 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 종료 후에는 학습

자가 학습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교수자는 이를 반영하

여 다음 차시 수업을 준비한다. 학습한 내용에 대한 단원 평가를 시행할

때는 활동 위주의 수업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이 반영되도록 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교수자가 다른 방식으로 수업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료 교사들과의 협의가 원활

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성열과 임걸(2014)은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학습환경(H

ybrid learning environmnet)에서의 플립 러닝으로 8가지의 주요 교수학

습 활동을 도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서 [그림Ⅱ-5]와 같이 8C모형

을 제안하였다.

모형에서는 교실 밖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은 구성, 연

결, 의사소통, 조정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안내한

학습 내용에 따라 본인의 경험과 연결하며 지식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안내된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된 온라인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지식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다른 학습자와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보를 이해한다. 교수자

는 학습자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하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조정을 통하여 온라인 활동의 질을 높인다.

교실 안 면대면 수업은 확인, 설명, 협력, 완료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

저, 교수자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간략한 강의를 제공한다. 이

후, 학습자에게 온라인 학습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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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설명하고 관련된 보충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선수학습을 바탕으로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학습자

는 온-오프라인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을 결성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완료한다.

이처럼 플립 러닝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를 안내하는 모형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교실 안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플립 러닝에 적합한 구체적

인 교수 학습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모

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플립 러닝에 적합한 교수학습방식으로 선정하고 교수자

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Ⅱ-5] 8C 모형(박성열, 임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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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학

습자에게 고차적 사고 능력 및 협력을 중시하는 변화에 맞춰 지속해서

강조되어 왔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민정, 2007; De Graaff &

Kolmos, 2007;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프로젝트

(Project)의 사전적 의미는 ‘(연구・생산・개선을 위한) 계획’, ‘과제’이며,

동사로는 ‘계획하다’, ‘튀어나오게 하다’, ‘앞으로 던지다’, ‘투사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

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구체화하는 학습방식으로 볼 수

있다(김혜경, 2011).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

로 발전하였다(Blumenfeld et al., 1991).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에 대해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박민정, 2007; Thomas, 2000).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에 대하여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Ⅱ-3>과 같다.

<표 Ⅱ-3>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

연구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의 정의

신수범, 한희정

(2006)

행함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으로서 복잡하고 유의미한 과제 해결 또는 결과

물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탐구학습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체제적인 교수방법

임정훈 외 (2004)
학습자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어진 주제 하에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교수학습모형

이성대 외 (2015)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며 협력적인 조사 탐

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

나는 수업형태

김혜경 (2011)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발전시

키며, 결과를 예측해보고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과제의 산출물을 만들

어내는 학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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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공통된 기

준 및 기본 요소를 나타낸다(Thomas, 2000; Blumenfeld et al, 1991).

Thomas(2000)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지닌 5가지 공통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기술하였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심성

(Centrality)’, 학습자들을 핵심 개념으로 이끄는 질문인 ‘유도 질문

(Driving Question)’, 학습자들이 목표 지향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며 탐구하는 ‘구성하는 연구(Constructive Investigation)’, 학습자

가 학습을 이끌어가는 ‘자율성(Autonomy)’ 그리고 학습자가 실제적 과제

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실주의(Realism)’이다. 또한,

Blumenfeld 외(1991)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로

연구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의 정의

양진화, 마대성,

김정랑 (2000)

교과 활동을 재구성한 주제 있는 활동을 강조하는 학습 형태로 교사의 안

내에 따라 학습자가 선택한 학습 주제와 자료 중에서 자신의 흥미나 관심

이 있는 분야의 소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해 나가는 것

한국U러닝연합회

(2014)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이 협력적 학습 과정을 통해 공동의 학습 결

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Morgan (1983)

학습자가 그들의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실제적인(또

는 상황 맥락적인) 실생활 문제 또는 쟁점에 참여함으로써 주제 또는 쟁점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

Thomas (2000)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하는 모형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과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들을 둘러싼

집중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체계

적인 교수 방법

Laffey et al.

(1998)

학습자가 연장된 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것에 강

조를 두는 맥락적인 교수 방법의 형태

Liu et al. (2003)
학습자들이 설계하고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서 하나 또는 복수의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구성하는 교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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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질문(Question or Problem)’과 유도

질문에 따라 개발하는 ‘산출물(Artifacts or Products)’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정의를 고찰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으로 정의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 또는 협력

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결과를 도출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방식이다.

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행함을 강조하는 행동 지향적인 학습이다

(Moursund, 2003). 따라서 문제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과 같은 활동

위주의 수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강조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산출물의 생산을 강조한다(박민정, 2007;

이소영, 2015; Barrows & Tamblyn, 1980; Blumenfeld et al., 1991; Hell

e, Tynjälä, & Olkinuora, 2006; Moursund, 2003; Savin-Baden, 2007; Y

eh & Tsay, 2014; Lee & Lim, 2012). 학습자가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소영, 2015). 학습자는 상호작용

을 통해 산출물을 제작하며 지식과 실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

어난다(Lee & Lim, 2012;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과제를 기반으로 실제적 경험과 지

식을 연결함으로써 고차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다(김대현, 1998; 장선영,

이명규, 2012; 정영란, 김동식, 2003; Blumenfeld et al., 1991; Moursund,

2003; Warter-Perez & Dong, 2012). 교수자는 산출물의 생성을 촉진하

고 최종 산출물을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박민정, 2007; Blumenfeld e

t al., 1991; Savin-Baden, 2007; Laffey et al., 1998). 교수자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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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와 산출물을 제시하는 기준이 제시하며(Savin-Baden, 2007) 학습

자가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박민정,

2007; Blumenfeld et al., 1991).

둘째, 최종 산출물에 대한 발표(presentation)시간을 갖는다(김혜경,

2011; 임정훈 외, 2004; 조미현, 1999; Barron et al., 1998; Krajcik et al.,

1998; Liu et al., 2003; Moursund, 2003; Thomas, 2000; Yeh & Tsay,

2014).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산출물의 개발을 완료한 후, 산

출물을 공유하거나 전시회를 통해 산출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Moursund, 2003). 학습자가 산출물을 발표하는 시간은 갖음으로써 학습

자에게 학습 내용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Barron et

al., 1998).

셋째, 학습자의 성찰 활동을 강조한다(박민정, 2007; 정영란, 김동식,

2003; Barron et al., 1998; Laffey et al., 1998).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의 적절한 성찰 활동은 학습 활동과 지식을 연결하도록 한다(Barron et

al., 1998).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과제를 수

행하므로 지식을 실제 과제에 적용하고 연결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성찰 활동은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습

과정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박민정,

2007; 정영란, 김동식, 2003). 따라서 교수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해야 한다(박민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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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절차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수자는 다양한 절차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다(Thomas, 2000).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절차

를 종합하면 <표 Ⅱ-4>과 같다.

<표 Ⅱ-4>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절차

선행

연구

조미현

(1999)

양진화

,마대성, 김정랑

(2000)

임정훈 외

(2004)

김혜경

(2011)

Krajcik et al.

(1998)

Laffey et al.

(1998)

Liu et al.

(2003)

Thomas

(2000)

프

로

젝

트

기

반

학

습

의

절

차

목적
설정

주제 제안 수행 준비 주제 선정 질문 스캐폴딩
(scaffolding)

준비
분위기
조성

그룹 형성
관련 자원
탐색 및
공유

계획
연구 설계
및

과정 계획

코칭
가이드라인
소개

연구
시작

준비 수행

협동학습과
과제 해결

정보 탐색
조직 구성
및

연구 시행

계획 수립
및

자원 활용

주제 설계
및
계획

연구
실행

실행 정리 과제 해결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지식 표현 실행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결과물
작성 및
발표

최종
결과물
개발

의사소통
및
협력

발표 및
평가

(evaluation)

결과
정리 및
발표

출판

결과물
발표

협력

평가
성찰 및
평가

발표 성찰
수정, 공유
및

평가(grading)

지식 획득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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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출물을 개발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와 성찰을 위

한 단계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절차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먼저,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교수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사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출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양식을 공유한

다.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제시한 프로젝트

의 범위에서 학습자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한다.

실행 단계는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단계와 최종 산출물 개발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단계와 최종 산출물 단계는 동시

에 진행되므로 실행 단계로 묶을 수 있다. 학습자가 최종 산출물을 개발

할 때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

행 단계에서 학습자는 선정된 주제에 따라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

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면서 최종 산출물을 개발한다. 이때, 최종

산출물의 형태는 프로젝트의 주제 및 교과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 포트폴리오와 같은 문서의 형태에서부터 그림, 실물 모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다. 최종 산출물 발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개발한 최종 산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

가 단계이다.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수행하였던 모든 학습

활동을 되돌아보며 성찰함으로써 학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실생활에서

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와 발표, 산출물 자료를 평가한 점수를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그림 Ⅱ-6]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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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1)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1920년대 초반 Kilpatrick(1918)에 의해 소개되

었으며 그 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었다(박민정, 2007).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을 공학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1970년대 덴마크(Denmark)이다(De Graaff & Kolmos, 2007). De Graaff

과 Kolmos(2007)에 의하면, 덴마크의 엔지니어링 교육에서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은 교육의 새로운 풍조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점차 발전할 수 있

었다. 행함으로서의 학습(Learning by Doing)과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 지배적이던 당시의 교육 풍조와 사회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했던 배경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사회에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이처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오래 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으며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었다(박민정, 2007; 신수범, 한희정 2006; 이영민, 류진선, 2008; 김

수환, 한선관, 2013; 이재경, 2001; 임정훈 외, 200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Ravitz et al., 2004; Thomas, 2000; Land &

Zembal-Saul, 2003).

본 연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절차인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

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

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 따라 국내외 선행연

구에서 도출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을 종합한 결

과는 <표 Ⅱ-5>와 같다. 종합 과정에서 교수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전에 고려해야 할 전략들은 모두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포함하여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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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단계 세부 활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참고 문헌

프로

젝트

준비

그룹 설정

Ÿ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박민정, 2007

Ÿ 그룹 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배로 서로 책무성을

갖도록 하라

박민정, 2007;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이해

관계자와

협력

Ÿ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수자외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고려하라

박민정, 2007;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학습 활동

계획서

작성

Ÿ 프로젝트 각 과정의 학습 활동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이영민,

류진선, 2008; Ravitz et al, 2004

Ÿ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시각 틀을 제공하라.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Thomas, 2000

프로젝트

설계

Ÿ 학습자의 산출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설계를 시작하라 Ravitz et al., 2004

Ÿ 유도 질문을 설계하라 Ravitz et al., 2004

Ÿ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조절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학습자료

제시 및

안내

Ÿ 학습자에게 자기 관리와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스마트 기술과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라
김수환, 한선관, 2013; 이재경,

2001; Thomas, 2000

Ÿ 스토리 기반 비디오를 통해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하라 Thomas, 2000

Ÿ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Thomas, 2000

프로젝트

학습환경

설계

Ÿ 프로젝트 수행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평가 기준

설계

Ÿ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Ravitz et al., 2004

Ÿ 평가표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평가함으로써 평가표를 적

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표(ex-rubric)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평가표를 작성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주제 탐색

및 선정

Ÿ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유도 질문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적절한 주제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라
Thomas, 2000

Ÿ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Thomas, 2000

Ÿ 다른 팀의 주제에 대하여 알 방안을 제공하라 Thoma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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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활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참고 문헌

실행

프로젝트

실행 지원

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프로젝트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활동 양식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공하라 이영민, 류진선, 2008

Ÿ 프로젝트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유도 질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학습자 및 교수

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임정훈 외, 2004

Ÿ 협력 또는 협동 학습을 진행하려는 방법을 제공하라 Thomas, 2000

Ÿ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Thomas, 2000

프로젝트

실행 확인

Ÿ 수업시간마다 프로젝트 결과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목표를 정기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주제의 전반적인 사항들(아이디어, 결과, 해석 등)을 스스

로 설명하도록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산출물

개발

지원

Ÿ 산출물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 프로젝트의 과정, 결과, 주장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라

- 주장과 근거에 관해 설명하도록 촉진하라

- 주제에 대한 초기 주장과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정교화하도록 하라

Land & Zembal-Saul, 2003

최종

산출

물

발표

산출물

발표

지원

Ÿ 학습자들의 산출물에 대한 전시회(exhibition)를 개최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학습자들에게 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발

표하도록 함으로써 성찰 및 선별, 구조화 과정을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Ÿ 청중이 있는 발표 기회를 제공하라 Thomas, 2000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

성찰

보고서

작성

Ÿ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박민정, 2007

Ÿ 개념 지도(concept map)를 작성하도록 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보고서에 주장 및 근거에 대한 성찰을 작성하도록 하라 Land & Zembal-Saul, 2003

성찰 지원

Ÿ 온라인을 통해 개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라 임정훈 외, 2004

Ÿ 학습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Ÿ 학습자에게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하라 Land & Zembal-Saul, 2003

평가 방식

설계

Ÿ 학습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Ravitz et

al., 200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Ÿ 동료평가를 시행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이재경, 2001;

Lee & Lim, 2012

Ÿ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촉진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Thomas, 2000; 이재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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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교수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하도록 안내하는 교수 설계 모형

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진행되었다(양진화, 마대성, 김정랑, 2000; 임정

훈 외, 2004; 김혜경, 2011; Thomas, 2000).

먼저, 양진화와 마대성, 김정랑(2000)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웹을 활

용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학습자 주도적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 모형에서 학습자는 웹을 통

해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고 게시판을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정교화 한다. 먼저, 학습자는 다양한 관심사와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의

주제를 제안한다. 제안한 주제는 웹을 통해 동료 학습자들에게 공유하며,

주제에 따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끼리 그룹을 형성한다. 그룹

구성원이 형성된 후, 구성원들은 웹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구상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보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웹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정리 및

[그림 Ⅱ-7] 학습자 주도적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 모형

(양진화, 마대성, 김정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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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단계에서는 그룹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

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모형에서 모든 단계는 서로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할 때 웹을 활용하

여 산출물을 정교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임정훈 외(2004)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블랜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안하며 커뮤니케

이션 기반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은 프로젝트 수행 준

비, 관련 자원 탐색 및 공유, 협동학습과 과제 해결, 결과물 작성 및 프

레젠테이션의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준비 단계에서는 목

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주로 교실 안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진

행된다. 관련 자원 탐색 및 공유 단계에서는 관련 자원을 수집하고 수집

된 자원을 공유하며 종합한다. 이는 교실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온라

인을 활용하면서 활동을 보완한다. 협동학습과 과제해결 단계에서 학습

자들은 상호작용하며 최종 산출물을 개발한다. 학습자는 교실 안에서 목

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며 산출물을 개발하고 온라인으로는 논의를 정교

화한다. 결과물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산출물의 형태 중 하

나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학습자들에게 발표하며 결과를 공유한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안내는 교실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마지

막으로 성찰 및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의 개별 학습

을 성찰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팀별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성

찰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교실 안에서 진행한다. 임정훈 외(2004) 연구의 모형에서는 학습 공동체

를 형성기, 발전기,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학습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공동의 목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결과물을 작성하면서 나타

나는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종합하였다.

이처럼 임정훈 외(2004)의 연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블랜디드 형식의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플립 러닝은 교실 안

에 오기 전에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선수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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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블랜디드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안 수업에

참여하기 전 온라인을 통해 선수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플립

러닝에서는 교실 밖과 교실 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박성열, 임걸,

2014). 그러므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전략 및 모형은 교실

밖에서의 활동과 교실 안의 활동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omas(2000)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교수 설

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위기 조성, 연구 시작, 연구 실행,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협력, 지식 획득 및 발표의 단계에 따라 특징

을 분석한 후 교수 설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분위기를 조성할 때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매체를 활용

하여 스토리를 기반으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 환경

(Generative Learning Environment)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수

행 목표(Work Completion Goals)보다 숙달 목표(Mastery Goals)를 가지

고 유의미한 환경에서 작업할 때 상호작용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숙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

는 단계에서 학습자는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발전하는 것에 어려움

을 느낄 수 있다. 교수자는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적

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학습자가 지식을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컴퓨터 보조 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인지적

인 코칭(Cognitive Coaching)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할 때는 비 구조화된 상황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

여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해결안을 탐색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정보를 해결하느라 어려

움을 겪을 수도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실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단계를 제공하여 학습을 안내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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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 기술

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 협력할 때 학습자가 팀원들

과 업무를 공평하지 않게 분배하여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협동학습을 위한 인지적 도제

모델을 제공하거나 개인의 과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학습자에게 직소(Jigsaw) 모형과 상호 교수법 등 협동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발표하는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프

로젝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서로 피드백을 하

고 평가하는 분위기를 구성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결과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비교하도록 하고 학습자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김혜경(2011)은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역량을 탐색하고 설계 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학습자의 수행역량은 수행관리 역량, 지식

구성 역량, 협력적 과제해결 역량, 학습지향성 등 네 가지의 역량군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수행관리 역량군은 과제의 질과 자료, 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팀 모임을 관리하는 역량이다. 지식 구성 역량군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핵심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지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역량이다. 협력적 과제해결 역량군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

성원과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며 상호보완적

으로 공유 및 협력하는 역량이다. 학습지향성 역량군은 학습자가 과제지

향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프로젝트 주제를 주도적으로 깊게 탐구할 수 있

는 역량이다.

학습자의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교

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의 수행

역량기반 학습지원체제 설계모형을 [그림Ⅱ-8]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혜

경(2011) 모형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주제선정, 프로젝트 계획, 정보

탐색, 최종 결과물 개발, 발표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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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주제를 결정할 때, 아이디어 발

상을 돕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

한다. 학습자가 주제를 설계할 때 교수자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주제망을 작성하도록 촉진한다. 프로젝트 계획 단

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지식을 표현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과제의 질

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설계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학습자가 수행일정을 계

획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팀의 일정을 계획하고 서로 역할을 원활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도구와 갈등조절 전략을 제공한다.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정보를 탐색하며 탐구 내용을 기록하고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여 핵심 지식을 탐색할 수 있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탐색한 정보를

작성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과제를 해결하

는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자료 분석 기법 및 도구를 활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해결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진

[그림 Ⅱ-8] 수행역량기반 학습지원체제 설계모형(김혜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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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종 결과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지식을 표현하고 관

리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출물을

수정하고 확정하도록 교수자는 갈등을 조절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도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발표 단계에서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원활

한 논의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발표 자료를 개발

하는 전략 및 예상 질문을 구상하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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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

최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안하고 실천한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Bergmann & Sams, 2014b; Hwang, Lai, & Wang , 2015;

Kafi & Motallebzadeh, 2014; Rahman et al., 2015; Yeh & Tsay, 2014;

Warter-Perez & Dong, 2012).

그러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실 밖에서는 강의식 수업 동영상 등

사전학습을 위한 자료가 주어지고 교실 안에서는 습득한 사전지식을 바탕으

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동 또는 협력하여 주제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결

과를 도출하고 산출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교수학습방식

이다.

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교수 설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다양한 방식

으로 설계되었다(Kafi & Motallebzadeh, 2014; Kim et al., 2014; Hwang,

Lai, & Wang , 2015; Rahman et al., 2015; Warter-Perez & Dong,

2012; Yeh & Tsay, 2014).

먼저, Warter-Perez와 Dong(2012)는 디지털 공학(Digital

Engineering) 강좌에서 약 25%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교실 밖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전학습을 촉진하고자 프

로젝트 전 과제(Pre-Project Homework)를 부여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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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설계 과정(design process)을 협력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습 활동

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와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였다. 예컨대,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설계하

도록 유도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맥락에

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학습자에게 개방

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Kim과 그의 동료들(2014)은 사회학(Sociology) 과목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프로젝트 활동을 안내하

는 동영상을 교수 매체를 통해 교실 밖에서 제공하였다. 학습자는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Google docs를 협력적 도구로 활용하고 LMS를 활

용하여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고 성과를 공유하였다.

Hwang, Lai과 Wang(2015)는 테크놀로지 통합형 플립 러닝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와 협력 프로젝트

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지리 교과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하였다.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자에

게 선행 지식을 제공하고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안내하였다. 학

습자들은 교실 안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면서 교실 밖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을 수립한 후 학습자는 현장 학습을 통해 프로

젝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학습자

들이 제작한 동영상은 교실 안에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에게 공유하

면서 각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Kafi과 Motallebzadeh(2014)는 제 2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foreign language)수업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Place-Based-Education(PBE)을 적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하였으며 학습자의 지식을 특정 맥락과 연결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는 준 실험연구를 통하여 플립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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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받은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를 비교함으로써 실생활 문제해결력과 대인관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Yeh과 Tsay(2014)는 생태학적 공학(Ecological Engineering) 수업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하였다.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실 안에서는 그룹 토론, 그룹 발

표, 그룹 퀴즈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업에 대한 학습

자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차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진

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Yeh & Tsay, 2014). 그러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

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서는 플립 러닝에서 교실 밖과 교실 안의

활동이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박성열, 임걸, 2014)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신수범,

한희정, 2006;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Milman,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 밖과 교실 안의 활동을 구별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

습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략 및 모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징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성을 종합하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의 단계마다 학습자의

성찰을 강조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선행 지식과 학습 활동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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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해 성찰을 강조한다(박민정, 2007; 정영란, 김동식, 2003; Barron

et al., 1998; Laffey et al., 1998).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 진행 절차 마

지막에 성찰 활동이 시행되었다. 또한, 플립 러닝에서도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지식과 활동을 연계하고(한형종 외, 2015; Galway et al., 2014;

Roehl, Reddy, & Shannon, 2013) 학습을 종합하며(최정빈, 김은경, 2015)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대하여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성찰을 강조한다

(Stayer, 2012). 그러므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

가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학습 활동을 연계하고 학습의 진행 과정에

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성찰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학습

자가 교실 밖에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교실 안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

습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의 단계마다 학습 활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촉

진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절차에 따라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활동이 구분

된다. 플립 러닝은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며(박

성열, 임걸, 2014) 프로젝트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학습 활동이 진행된다

(신수범, 한희정, 2006;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Milman, 2012).

따라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

하기 위한 학습 진행 절차에 따라 구분된 교실 밖과 교실 안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할 때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활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단계마다 적절한 교수 설계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교수 매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프로젝트 산출물 개

발을 위한 활동이 연계되어야 한다. 플립 러닝에서 교실 안과 교실 밖

활동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해서 강조되었다(김보경, 2014; 이지

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도

교수자는 교실 밖과 교실 안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자가 프로젝트 산출물

을 개발할 때 교실 밖에서 제공하는 지식이 교실 안 학습 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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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형성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형성 연구방법론(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을

적용하였다. 형성 연구방법론이란 교수설계 이론의 대안적인 연구방법론

으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실험적 연구방법론과 달리

교수설계이론의 최적(optimality)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방법론이다(임

철일, 2012; Reigeluth, 1989). 형성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교수자가 수업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형성적 평가를 통해 이론과 모형을

재 정의하고 수정한다(강정찬, 이상수, 2011; 김현주, 임정훈, 2014). 형성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이론이나 모형을 반영한 특정 사례(case)

를 설계하고 적용한 뒤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교수설계이론과 모형을 개

선한다(정재삼, 1997; Reigeluth, 1989). 본 연구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교수설계이론을

개발하고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반복적인 수정의 작업을 거쳐 최적의 이

론을 개발하는 형성 연구방법론이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임철일(2012)의 형성 연구방법론 수행 절차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교수설계이론이나 모형을 잠정적으로 선정 또는 개발한다. 일반

적으로 형성 연구방법론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 및 모형 중에서 개

선이 요구되는 것을 선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이론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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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때에는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설계 원리를 도출한

후 이를 구조화하여 일정한 틀(framework)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관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여 초기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도출하였다. 개

발한 전략과 모형은 내적 타당도를 위하여 총 2번의 전문가 타당화를 통

해 반복적으로 전략과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둘째, 교수설계이론 또는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

램의 사례를 설계한다. 형성 연구를 통해 수업모형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설계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설계한 이론 이외의 교수 전략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임철일, 1994; Reigeluth, 1989). 본 연구에서는 2

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된 전략 및 모형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

램 사례를 개발하였다.

셋째,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형성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임철일, 1994). 예컨대, 연구자가 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 학습자에게 질문하거나 더욱 자연스러운 상황에

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하여 학습 장면을 녹화하고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서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시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면을 관찰하고 수업 양상을 기록하였다. 또

한,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전략과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넷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

로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면담 결과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연구

자가 판단하기에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면담을 하

였다. 주로 면담 자료, 관찰 기록 자료, 학습자의 프로젝트 산출물, 성찰

일지 등의 질적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사례를 수정하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원리를

수정한 후 최종 잠정 이론을 제시한다.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

고 수정하면서 설계 원리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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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구자가 분석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략과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

여 최종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절차 및 세부 연구 활동은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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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및 세부 연구 활동

연구 절차 세부 연구 활동

↓

연구 문제 정의 연구 문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설정

↓

선행 문헌 검토

§ 플립 러닝 관련 선행문헌 검토

§ 프로젝트 기반 학습 관련 선행문헌 검토

§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관련 선행문헌 검토

↓

초기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 도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 도출

↓

1차 전문가 타당화 및

전략과 모형 수정

§ 교육공학 전문가 5인을 통한 1차 전문가 타당화

§ 타당화 자료 코딩 및 분석

§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수정

↓

2차 전문가 타당화 및

전략과 모형 수정

§ 교육공학 전문가 5인을 통한 2차 전문가 타당화

§ 타당화 자료 코딩 및 분석

§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수정

↓

교육 프로그램 사례 개발
§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교수 설계 전략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개발

↓

교육 프로그램 실행
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자의 교수 장면 관찰 및 기록)

↓

연구 참여자 면담 진행

및 자료 분석

§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 인터뷰

§ 강점/ 약점/ 개선점을 바탕으로 추가 심층 인터뷰

§ 면담 결과, 관찰 기록지, 학습자의 산출물, 성찰

일지 분석

↓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최종 개선 분석 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 개선

↓

종합 및 정리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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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 개발

가.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초기 전략과 모형 개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 문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 및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초

기 전략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 문헌은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등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구글 학

술 검색(https://scholar.google.co.kr)을 이용하여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

반 학습, 전략, 모형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은 주로 학술지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전략과 모형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서적을 참고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성은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성

을 반영하여 플립 러닝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요소들과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전략과 모형의 요소들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교수 설계 모형은 ADDIE 모형과 Dick과 Carey의 모형에 기반

을 두어 단계마다 모형의 요소들을 나열한 절차 모형으로서 교수자가 최

적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

수 설계 전략은 교수자가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한 후, ‘실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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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과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개발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의 내적 타

당화를 위하여 총 2번의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

화를 위하여 플립 러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플립 러닝 관련 연

구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전문가 5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5명은 모두

석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플립 러닝 관련 연구를 진행

한 적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과정 중이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 교

수 및 현직 교사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 <표 Ⅲ-1> 와 같다.

<표 Ⅲ-1> 참여 전문가 프로필

전문가 타당화는 연구자가 개발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질문지는 나일주

전문가 최종학력 직업
연구 경력

(교수 경력)
전문분야

A 교육공학 박사
현직 교사,
S 대학교
강사

9년(9년)
분산 학습, 모바일 러닝,
학습 환경 설계, 교사
교육, 플립 러닝

B 교육공학 박사 H 대학교
연구교수 10년(5년)

이러닝, 모바일 러닝,
교수 설계, 디지털

교과서, 묵스, 플립 러닝

C 교육공학 박사 S 대학교
연구교수 15년(6년)

교육미디어, 게임 기반
학습, 플립 러닝

D 교육공학 박사과정 연구원,
강사 5년

이러닝, 음악교육,
플립 러닝

E 교육공학 박사과정 연구원 5년
역량 교육, 교수 설계,

플립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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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현미(2001)과 김성욱(2016)의 문항과 질문지를 수정하여 개발하였

다.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질문지는 전문가가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등 총 5가지

의 문항을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략과 모형에

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질문지가 모두 작성된 후에는 응답 결과를 토대로 전략과 모형

에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을 실시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문항은 <표Ⅲ-2>와

<표Ⅲ-3>에 제시하였다.

<표 Ⅲ-2>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영역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평가 문항

타당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

되었다.

개선 사항 본 교수 설계 전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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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총 다섯 가지의 항목에 대한 타당화 점수를 토대로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와 평가자 간 일치

도 지수(Inter 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별 교

수 설계 전략들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4점 척도를 활용

하여 추가로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각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 결과는 평균과 CVI를 산출하여 평균만 3.0 미만인 항목과 CVI만

0.8 미만인 항목, 평균 및 CVI 0.8 미만인 항목으로 분류한 후 수정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전문가가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결과에 대하

여도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

였다.

영역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평가 문항

타당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

되었다.

개선 사항 본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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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전략과 모형 수정

총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개발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

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개발한 교수 설계 이론들을 교

육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실제적인 반응을 조사하고

형성적(formative)으로 교수 설계 이론을 수정하기 위한 주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철일, 2012).

본 연구는 S 대학교의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좌의 교육 프로그램

을 설계하였다.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좌는 예비 교사가 체계적인 설

계를 위한 교수 설계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과목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습자

들은 교실 밖에서 습득한 교수 설계 이론을 기반으로 교실 안에서 수업

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학

습자 및 교수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수집 및

분석하여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S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년이 2학년 이상인 학습자

8명과 최근 2년 내에 플립 러닝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표Ⅲ-4> 참고).

<표 Ⅲ-4>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학년 및 경력 관련 연구 및 수강 경험

교수자 1명 남자 경력 : 9년
- 2014년도 플립 러닝 관련 포스터 발표

- 그 외 교육 공학 관련 연구 논문 다수

학습자 8명
- 여학생 6명

- 남학생 2명
학년: 2-4학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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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개발하

였다.

교수자는 내용 전문가로서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전략과 모형의 요소들을 적절

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7차시로 구성되었으며

7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매 차시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교수자와 학

습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학습자들의 산출물을 수집하였다. 교육 프로그

램 종료 후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동의하였으나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 2명을 제외하고 총 6명의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한 면담을 하였다. 먼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적인 장점, 단점 및 개선점, 교수 설계 개별 전략들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적인 장점, 단점 및 개선점, 교수 설계 개별 전략들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 교수 설계 모형의 장점, 단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응답

하였다. 면담 후에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들과 학습자의 산출물, 성찰

일지, 관찰 기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들을 분석하여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서 수정해야 할 점들을 도출하였다. 수정해야 할 사

항들은 최종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선할 때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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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

계 모형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전략과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해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전략 및

모형을 보완하였다.

보완한,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교수자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교육 프

로그램 사례를 개발하였으며 교수 설계 전략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을 실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전략과 모형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수정하여 최종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모형을 개발하고 형

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 초기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 개발

가. 초기 교수 설계 전략 개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관련 선행 문헌을 고찰하였다. 선행 문헌 고찰 결과 플립 러닝과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분석하여 플립 러닝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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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을 개발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

은 선행 연구에서 전략으로 제시한 플립 러닝 전략과 프로젝트 기반 학

습 전략을 일차적으로 융합하였다. 또한, 추가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플립 러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된 전략들을 도출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의 전략에 보완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전략은 플립 러닝에서의 교

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된 특징과(박성열, 임걸,

2014) 수업의 전, 중, 후의 진행 절차에 따라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박진우, 2016) 전략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의 단계인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

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의 단계별로 수업의 전, 중, 후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교실 안과 교

실 밖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전략 45개와 상세 지침 49개로 구성하였

다. 상세 지침은 일반적인 전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할 필

요가 있으면 구성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은 <표

Ⅳ-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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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

단계 교수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 연구자

준

비

수업

전

교실

밖

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이영민, 류진선, 2008; Ravitz et al.,

2004; Roehl, Reddy, & Shannon, 2013; Smith & McDonald,

2013;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1.1. 각 주차별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시각틀을 제공하여 주차 별 핵심 개념에 대해 언급하라
Smith & McDonald, 2013;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자기주도성과 동기를 기대함을 명기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2. 산출물을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Ravitz et al., 2004

2.1.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표(ex- rubric)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교실

안

3.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

을 변화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수업

중

교실

안

4.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박민정, 2007;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4.1 그룹 구성원 간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제공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4.2. 그룹 구성원 간 적절하게 역할을 분배하여 서로 책무성을 갖도록 촉진하라 박민정, 2007;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5.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배경 및 기존 수업과의 차이를 설명해라
배도용, 2015; Albert & Beatty,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Thomas, 2000

5.1. 사전에 제공된 수업 자료를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라 이종연 외, 2014; Albert & Beatty, 2014

5.2. 기존 수업과 다른 학습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배도용, 2015; Albert & Beatty,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5.3. 매체를 활용하여 스토리 기반으로 배경을 설명하라 Thomas, 2000

5.4.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조하라
Albert & Beatty, 201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6. 학습자의 ICT 활용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라 한국U러닝연합회, 2014; 김수환, 한선관, 2013; 이재경, 2001

7. 프로젝트 학습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Thomas, 2000

수업

후

교실

밖

8.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9.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임정훈, 2016;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9.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9.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임정훈 외, 2004;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9.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10.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임정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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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 연구자

주

제

탐

색

및

선

정

수업

전

교실

밖

11.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Brame, 2013; Berrett, 2012

12.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종연 외, 2014; Brame,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13. 수업 전 사전학습을 수업 중 교실 안에서의 학습활동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라
김보경,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13.1. WSQ(Watch-Summary-Question) 기법을 활용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라 Bergmann & Sams, 2014c

13.2. 수업자료를 학습하며 핵심내용과 궁금한 점을 강의 노트에 작성하도록 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교실

안

14.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

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수업

중

교실

안

15.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Kim et al., 2014; 김보경, 2014;

Kurup & Hersey, 2013

15.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밖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김보경, 2014

16.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Brame,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16.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16.2.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16.3. 추진 질문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적절한 주제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라 Thomas, 2000

17.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Kim et al., 2014; Albert & Beatty, 2014; 김보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17.1.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Kim et al., 2014

17.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Albert & Beatty, 2014

17.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Thomas, 2000

17.4. 다른 그룹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알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라 Thomas, 2000

17.5.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김보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18.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평가하라(ex- 루브릭평가,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
김보경, 2014; 박상준, 2015;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배도용,

2015; 한국U러닝연합회, 2014; 신수범, 한희정, 2006; Ravitz et al.,

200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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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탐

색

및

선

정

수업

후

교실

밖

19.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20.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임정훈, 2016;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20.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20.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임정훈 외, 2004;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20.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21.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임정훈, 2016

실

행

수업

전

교실

밖

22. 프로젝트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및 학습 활동 진행에 도움이 될 방안를 제공하라
이영민, 류진선, 2008;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Thomas, 2000

22.1. 학습 활동을 하는 방법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공하라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Milman, 2012

22.2. 산출물 개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라 이영민, 류진선, 2008; 김보경, 2014

22.3.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라 Thomas, 2000

22.4. 협력 또는 협동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ex- Jigsaw 모형 등)을 제공하라 Thomas, 2000

23.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Brame, 2013; Berrett, 2012

24.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종연 외, 2014; Brame,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25. 수업 전 사전학습을 수업 중 교실 안에서의 학습활동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라
김보경,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25.1. WSQ(Watch-Summary-Question) 기법을 활용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라 Bergmann & Sams, 2014c

25.2. 수업자료를 학습하며 핵심내용과 궁금한 점을 강의 노트에 작성하도록 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교실

안

26.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

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수업

중

교실

안

27.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방진하, 이지현,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Kim et al, 2014; 김보경, 2014;

Kurup & Hersey, 2013

27.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안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김보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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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행

수업

중

교실

안

28.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Brame,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28.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28.2. 목표를 정기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28.3. 주제의 전반적인 사항들(아이디어, 결과, 해석 등)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29.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Kim et al., 2014; Albert & Beatty, 2014; 김보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29.1.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동엽, 2013;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이종연 외, 2014;

Kim et al., 2014

29.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Albert & Beatty, 2014

29.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Thomas, 2000

29.4.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김보경, 2014; 한국U러닝연합회, 2014

29.5. 추진 질문 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30.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평가하라(ex- 루브릭평가,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

김보경, 2014; 박상준, 2015;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배도용, 2015; 한국U러닝연합회, 2014; 신수범, 한희정, 2006;

Ravitz et al., 200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31. 효과적으로 산출물(ex-보고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Land &

Zembal-Saul, 2003

31.1. 산출물을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31.2. 프로젝트 결과물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수업

후

교실

밖

32.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33.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임정훈, 2016;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33.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33.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임정훈 외, 2004;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33.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34.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임정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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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수업

전

교실

밖

35. 발표할 산출물 개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라 이영민, 류진선, 2008; 김보경, 2014

36. 개발한 산출물을 수업 전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교실

안
37.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발표 및 토론 활동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수업

중

교실

안

38. 학습자들에게 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성찰 및 선별, 구

조화 과정을 촉진하라
Land & Zembal-Saul, 2003

39. 청중이 있는 발표 기회를 제공하라 Thomas, 2000

40. 발표에 대하여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제공하라 Land & Zembal-Saul, 2003

41. 동료 평가를 시행하라 신수범, 한희정, 2006; 이재경, 2001; Lee & Lim, 2012

수업

후

교실

밖

42.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임정훈, 2016;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42.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박민정, 2007; 임정훈 외, 2004

42.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임정훈 외, 2004;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Land & Zembal-Saul, 2003

42.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Roehl, Reddy, & Shannon, 2013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

수업

중

교실

안

43. 학습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44. 그룹 내에서 개인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라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Thomas, 2000

45.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촉진하라 Thomas, 2000; 이재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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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교수 설계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의 교수 설계 모형은 ADDIE 모형의 분석, 설계, 개발, 실

행, 평가에 따라 진행되며 Dick과 Carey 모형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의 요소들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박성익 외,

2015; Dick, Carey, & Carey, 2015).

본 연구에서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

계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단계를 통해 학습 환경, 학습 내용, 학습자, 교수자를 분석

함으로써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에 적절

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해 확인한다.

둘째, 설계 및 개발단계를 통해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학습할 사전 학

습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연

관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학습자가 프로젝트 산출물

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학교에 협력

을 요청한다. 또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산출물 양식, 범위, 난이도, 도

구 등을 제작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

습을 위한 평가를 설계할 때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학습자를 다방면으로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는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구분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업을 실행한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서는 학습자의 성찰을 강조하며 지필 평가가 아닌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프로젝트가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성찰 활동을 촉진

하며 다방면으로 학습자를 평가한다.

넷째, 형성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

하고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총괄 평가를 통해서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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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일련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

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은 [그림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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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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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전문가 타당화

가.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초기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Ⅳ-2>와 같다.

<표 Ⅳ-2>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전문가 타당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항목들은 평균이 약 3.0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이해도 항목은

평균이 2.6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었다.

본 연구의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는 타

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항목은 모두 0.8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던 반

면, 이해도 항목은 0.6으로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교수 설계 전

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측정한 평균과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부록2]에 제시하였다. 이해도 항목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교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수 설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평정자간 일치

도 지수인 IRA는 총 0.4점으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다고 해

석할 수 있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을 전반적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균이 3.0 미만이거나 CVI가 0.8 미만인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3 3 3 3 3 3.0 0 1

0.4

설명력 3 3 3 4 2 3.0 0.6 0.8

유용성 3 2 4 4 3 3.2 0.7 0.8

보편성 3 3 3 3 3 3.0 0 1

이해도 3 2 3 3 2 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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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 설계 전략 중에서 평균

이 3.0 미만이고 CVI가 0.8 이상인 전략과 상세 지침, 평균이 3.0 이상이

고 CVI가 0.8 미만인 전략 및 상세 지침, 평균이 0.8 미만이고 CVI가

0.8 미만인 전략 및 상세 지침을 종합한 결과는 <표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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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평균이 3.0 미만이거나 CVI가 0.8 미만인 전략 및 상세지침

분류 전략 및 상세 지침 평균 CVI

평균 3.0

미만, CVI

0.8 이상인

전략 및 상세

지침

3.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2.8 0.8

5.4.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조하라 2.8 0.8

20.2. 33.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2.8 0.8

29.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2.8 0.8

32.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2.8 0.8

평균 3.0이상,

CVI

0.8미만인

전략 및 상세

지침

8.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3.0 0.6

15.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3.0 0.6

17.1. 29.1.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을 제공하라
3.0 0.6

평균 3.0

미만, CVI

0.8미만인

전략 및 상세

지침

1.1.각 주차별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시각틀을 제공하여 주차 별 핵심 개념에 대해 언급하라 2.8 0.6

5.2. 기존 수업과 다른 학습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2.6 0.6
5.3. 매체를 활용하여 스토리 기반으로 배경을 설명하라 2.4 0.4
10.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2.6 0.6
11.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2.4 0.6

12.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라 2.8 0.6

14.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

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2.0 0.2

15.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밖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2.8 0.6

16.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2.6 0.6
16.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2.6 0.6
17.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2.4 0.6
17.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2.6 0.4
20.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2.6 0.6

24.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라 2.2 0.4

26.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

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2.6 0.6

27.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2.8 0.6

27.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안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2.8 0.6

28.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2.6 0.4

29.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2.6 0.4
30.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평가하라(ex- 루브릭평가,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 2.8 0.6

31.2. 프로젝트 결과물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라 2.8 0.6

0.62.8
37.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발표 및 토론 활동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

화시켜라

0.62.642.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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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총 5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Ⅳ-4> 와 같다.

<표 Ⅳ-4>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먼저,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중복하여 기술한 전략들이 많은 점

이 지적되었다. 전략을 중복하여 기술한 이유는 수업의 전, 중, 후 단계

별로 교수자가 참고해야 할 전략들을 모두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전략의 양이 많아서 교수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전략을 쉽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복된 전략을 삭제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따라 핵심 전략 위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을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업 전, 중, 후로 분류하고

다시 교실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를 너

무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각각의 문장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개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문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정하

고 전략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평가와 성찰에 대하여 좀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빈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단계에 대한 핵심 전략을 위주로 제시 5

전략을 제시하는 방안을 개선 ４

용어들을 수정하고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구체적인 예시 추가 3

평가와 성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전략들을 순서 또는 관계에 따라 나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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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용어인

Driving Question을 ‘추진 질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

견이 있었다. 이는 ‘추진 질문’이라는 용어는 교육공학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진 질문을 영어의 의미를 담고 있

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적절한 용어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들을 순서 또는 관계에 따라 나열해야 한다. 현재의

전략들은 수업의 순서 또는 각 전략의 관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나열되

었으므로 교수자가 본 전략을 이해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각 전략의 공통 속성을 범주를 묶어서 관계에 따라 나열하거나 수업

의 순서에 따라 나열할 필요가 있다.

나.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초기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Ⅳ-5>와 같다.

<표 Ⅳ-5>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이 3.0인 보편성 항목을 제외

한 항목들은 모두 평균이 3.0 미만이므로 모형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3 3 3 3 2 2.8 0.4 0.8

0.2

설명력 2 3 4 3 2 2.8 0.7 0.6

유용성 3 2 3 4 2 2.8 0.7 0.6

보편성 3 3 3 3 3 3.0 0 1

이해도 2 2 3 3 2 2.2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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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를 살펴보면 0.8 이상인 보편성과 타당성 항목

을 제외하고 설명력, 보편성, 이해도 항목에서는 미흡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인 IRA도 0.2점으로 상당히 미흡한 결과를 보

이면서 평가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플

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을 전반적으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교수 설계 모형

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모형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의 개선점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

합하여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표Ⅳ-6>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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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다. 교수 설계 전략의 대부분을 모형에 모두 포함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모형에서 각 요소에 포함하는 내용이 방대하고 직관적으로

모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므로 전략을 모두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교수 설계를 위한 일련의 요소들로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해야 한다.

둘째, 분석과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교수자 분석’과 ‘이해 관계자 협

력 방안 모색’ 요소를 삭제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과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할 때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효과적인 학습 활동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이종연 외,

2014; 임정훈, 2016; Kurup & Hersey, 2013; 한국U러닝연합회, 2014; 박

민정, 2007;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그러나 ‘이해 관계

자 협력 방안 모색’은 하나의 요소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다른 요소들

과 비교할 때 중요도와 비중이 작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지역 사회 및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얽힌 이해 관

계자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학습 활동 또는 환경을 분석할 때 고려

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모형에서 하나의 요소로 구성하기

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교수자 분석’ 요소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본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빈도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개선 4

‘교수자 분석’ 및 ‘이해관계자 협력 방안 모색’ 삭제 3

‘실행’ 단계에서 각 요소 간 화살표 추가 3

모형과 전략의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똑같이 표현 1

각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표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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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내용 전문가와 설계자가 분리되어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교수자

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지침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교수자

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을 일련의 절차로 안내하는 모형을 제시하므로 교수자 본인

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 요소 간 화살표를 추가해야 한다. 별도의 화살표

로 각 요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한, 성찰과 평가 요소가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에 관한 요소들의 옆에

통합적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이해

하기가 쉽지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실행’ 단계에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단계마다 교수자가 성찰을 촉진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화살표를 사용

하여 나타내야 한다.

넷째,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제시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의 절차와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서 제시된 절차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

아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서는 준

비, 주제 탐색 및 설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

발),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의 단계로 나타내었다. 반면,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준비,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과 해결안 도

출 및 최종 산출물 개발, 발표 및 마무리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개선할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서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대하여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형에서 각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해야 한다. 교수

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선형적 단계에 따라 진

행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요소들을 비교적 동시에 고려한다(임철일, 연은경, 2006, 2015). 따라서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형에서 유기적으로 관계 맺

는 단계나 요소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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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의 수정

가.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의 수정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의하여 교수 설계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

하였다.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기반으로 대부분

전략을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전문가 타당화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의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전략을 제시할 때, 각 단계를

교실 밖과 교실 안으로만 나누어 제시하였다.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은 단

계마다 수업 전, 중, 후로 나누고 다시 교실 밖과 교실 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므로 교수자가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 않았다. 수정된 교수 설

계 전략에서는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

찰 및 최종 평가의 단계에 따라 교실 밖과 교실 안으로만 구분하였다.

둘째, 전략들의 특성에 따라 범주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초기 교수 설

계 전략에서는 전략들을 관계나 순서에 관련 없이 나열하여 복잡하고 이

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략들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교실 밖과 교실 안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각

각의 단계 안에서 전략들의 공통점들을 범주로 묶어서 각각의 전략을 제

시하였다.

셋째, 중복된 전략들을 ‘공통’의 범주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에

따라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을 교실 안과 밖, 수업의 전, 중, 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교수자가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들을 모두 나열한 결과 중복하여 제시한 전략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략들의 양이 많아지고 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

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준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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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수업 전’ 항목에 포함하였던 전략들과 각각의 단계에 중복적으로

제시한 전략들을 ‘공통’ 단계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또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의 상세 지침과 일반적인 전략을 포함하여 각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들로 수정하였다.

넷째,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성찰과 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통’ 단계에 ‘성찰’과 ‘평가’ 범주를 구성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서도 ‘마무리 성찰’과 ‘평가’ 범주를 추가하여 마지막 단계에

서의 성찰 촉진 방안과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용어들을 수정하였다.

초기 교수 설계 전략은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

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교수자가 전략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예시를 추가하였다. 교수자가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전략들에

대하여는 활용 가능한 도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용어를 수

정하였다. 대표적으로 Driving Question을 ‘추진 질문’으로 번역하는 것

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으로 번역하고 영어 단어를 괄호로 함께 제시하

였다. 촉진 질문으로 번역한 이유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해

교수자가 촉진자로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점을

교수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플립 러닝형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를 기술할 때에도 ‘프로젝트’와 ‘최종 산출물’ 용

어를 추가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이전에는 프로젝트의 단계가 준비,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로 진행되었다. 개선된 교수 설계 전략에

서는 ‘프로젝트’와 ‘최종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공통’ 단계 다음

으로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

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로 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은 <표Ⅳ-7>과 같다.



- 77 -

<표 Ⅳ-7>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공통
교실 밖

교실 안

강의

계획서

1. 기존 수업과 구별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만의 특징에 대해 명기하라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주차별 핵심 개념과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 수업에 활용할 학습 도구를 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라

학습

환경
3. 학습 활동 및 학습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용이하도록 책상 배치 등을 설계하라

산출물

4.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을 설계하고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언제든지 활용 가

능하도록 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

판 등)

학습

활동

5. 프로젝트의 주제와 연관되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다양한 형태의 예 : 교수 동영상, 읽기 자료, URL, 다큐멘터

리 등)

6.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고안하라
(촉진 질문의 예 : 해당 단원에서 분필을 사용하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스마트 교육을 통한 협동 활동 위주의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가?)

7.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는 퀴즈를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라

8.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교실 안에서 관련 내용을 프로

젝트 산출물과 연관하여 설명하라 (테크놀로지의 예 : 클래스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Quip, Google Docs, 학교 LMS의 게시판 등)

성찰
9. 교실 밖 사전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성찰하기 위해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10. 학습자의 성찰 일지에 대해 산출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평가

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산출물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12. 산출물 개발 과정, 결과, 학습 참여, 발표 등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과 결과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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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프로

젝트

준비

교실

밖

평가 기준

공유

13.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 기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

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테크놀로지

준비

14.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 및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라

(테크놀로지 준비의 예 : 수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평가 기준 및 산출물 양식 확인 등)

교실

안

평가 기준

설계

15.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자도 사례를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인지하도록 촉진하라
프로젝트

활동 준비

16.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발표 등의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

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라
테크놀로지

활용 준비
1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사용할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학습자가 테크놀로지 사용을 교수자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라

학습 그룹

설계
18.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교실

밖

그룹 별

주제 공유

19. 각 그룹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그룹의 주제를 참고할 수 있

도록 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주제 탐색

촉진

20.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산출물 개발을 위한 세부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21.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산출물 제작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실행

교실

밖

산출물

개발

22.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공하라

23.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프로

젝트 진행 및 산출물 발전 과정을 확인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스캐폴딩

제공

24. 산출물의 평가 기준과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방향을 잃지 않도록 촉진하라

25.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사전 학습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함

으로써 산출물을 개발하며 이론을 적용하도록 촉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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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최종

산출물

발표

교실

밖

학습

자료

공유

26. 학습자가 개발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공유하도록 촉진

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27. 동료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을 보고 발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촉진하라

교실

안

발표

촉진

28. 최종 산출물의 결과만이 아닌 주제 선정 이유 및 산출물 제작 과정 등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촉진하라

29.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동료 학습자가 더욱 깊이 있게 산출물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라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

교실

밖
평가

30. 준비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라

31.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그룹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 평가 및 자가

평가를 시행하라

교실

안

마무리

성찰
32.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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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의 수정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보편성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와 평

가자간 일치도 지수도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초기 교수 설계 모

형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

여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개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이 복잡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기존 모형에 언급된 요소 중

대다수를 생략하고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개선된 모형의 요소들은 ‘교

수·학습 목표 확인’,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활동 설계’,

‘프로젝트 주제 및 산출물 설계’, ‘분석(ICT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

내용 분석’, ‘학습 평가 기준 및 성찰 설계’, ‘수업 테크놀로지 선정 및 개

발’, ‘교실 안/밖 콘텐츠 개발’, ‘산출물/평가/성찰 양식 개발’,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및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다면 평

가 실행 및 성찰 촉진’, ‘총괄 평가’, ‘형성 평가’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모

형에서는 교수 설계 전략을 모두 반영하여 언급하였지만, 모형의 내용이

방대하여 직관적으로 모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수 설계

전략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

고 교수 설계 모형은 체계적인 교수 설계 단계에 따라 핵심 요소들을 중

심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교수자 분석’ 및 ‘이해 관계자 협력 방안 모색’ 요소를 삭제하

고 ‘교수·학습 목표 확인’과 ‘수업 테크놀로지 선정 및 개발’ 요소를 추가

하였다. 교수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교수·학습 목표에 기반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한다(Dick, Carey, & Carey,

2015). 본 모형에서 ‘교수·학습 목표 확인’ 요소를 추가하여 교수자가 교

수·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 학습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수업 테크놀로지 선정 및 개발’ 요소를 추가하였다. 기존 모형에서

는 ‘교수자 분석’ 요소를 통해 교수자의 ICT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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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단계에서 사전 학습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교수자의 능력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음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교수자 분석’ 요소가 생략되고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

반 학습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강조함에 따라(Thomas, 2000;

Roehl, Reddy, & Shannon, 2013; Stayer, 20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도 교수자가 수업 테크놀로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를 명시

하고 단계별 성찰을 촉진하고 평가를 수행해야 함을 화살표로 나타내었

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받는다. 이는 여러 사람

이 참여하며 평가 대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한국교육

평가학회, 2004)를 수업의 단계마다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

면 평가 실행 및 성찰 촉진’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를

나타낸 요소들 옆에 제시하고 화살표로 연결하여 나타내었다.

넷째, 모형과 전략에 제시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들

의 용어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다. 기존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플립 러

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와 모형에서 나타난 단계가 일치하지 않아

교수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각 단계를 같

은 용어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설계 단계의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개발 단계의 요

소들이 동시에 진행됨을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분석 및 설계 단

계의 요소들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하여 학습 활동, 평

가 기준, 성찰, 프로젝트 주제, 프로젝트 산출물을 설계할 때 ICT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수정 및 보완한다. 분석과 설계 단계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비교

적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 및 설계 단계의 각 요

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단계를 통합하고 양방향으

로 화살표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개발 단계에 속한 요소들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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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교수자가 개발 단계에서 교실 안과 밖의 콘

텐츠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필요한 양식들과 테크놀로지

를 선정하고 개발할 때 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산출물 양식을 참고하여 교실 안과 밖의 콘텐츠를 개발하며 또는 교실

안과 밖의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수업에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선정할 수

있다. 1차 전문가 타당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교수 설계 모형은 [그림Ⅳ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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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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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전문가 타당화

가.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2차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

다.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총 5명의 전문가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면 <표Ⅳ-8>

와 같다.

<표 Ⅳ-8>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항목 모두 평균이 3.4 이

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인 IRA의 산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점

수를 획득함에 따라 해당 전략들이 타당하며 평가자 간의 의견도 서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기존의 교수 설계 전략보다 전략의 양이 감소

하였고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므로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개별 전략에 대한 평균과 CVI를 측정한 결과는 [부록2]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3 3.8 0.4 1

1

설명력 3 4 4 4 3 3.6 0.5 1

유용성 3 3 4 4 3 3.4 0.5 1

보편성 4 4 4 4 4 4 0 1

이해도 4 3 3 4 3 3.4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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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하였다. 또한, 2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한 교수 설계 전략

의 개선점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표Ⅳ-9>와

같다.

<표 Ⅳ-9> 교수 설계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도출한 교수 설계 전략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장을 더욱 쉽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

하여 일반적인 전략과 상세 지침을 통합하여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

술하였다. 면담 결과 기존의 교수 설계 전략보다는 구체적이지만 대체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어를 더욱 적절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수정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촉진’이나 ‘등’의 단어가 반복되므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의 ‘추진 질문’을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

여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으로 수정하였지만 ‘촉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유는 영어 단어인 Driving의 사전

적 의미는 추진시키다, 몰아가다, 만들다, 동력을 공급하다의 뜻이므로

‘촉진’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사

전적 의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교수자가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용어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 설계 전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빈도

문장을 더욱 쉽고 구체적으로 기술 및 용어 수정 3

중복된 의미를 가진 전략 수정 2

포괄적인 의미의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 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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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복된 의미의 전략을 통합해야 한다. 31번 전략인 ‘학습자가 프

로젝트 기반 학습에 그룹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평가 및 자가 평가를 시행하라’와 12번 전략인 ‘산출물 개발 과정,

결과, 학습 참여, 발표 등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과 결과

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라’가 서로 의미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더 많은 전략에 예시를 추가해야 한다. 1차 전문가 타당화 일반

적으로 서술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 설계 전략의 예시들을 추

가하고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차 타당화 결

과 더욱 다양한 전략에서 예시가 제시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전략에 대하여 예시를 추가해야 한다.

나.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

았다. 따라서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도출한 개선점을 중심으로

모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

정한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표Ⅳ-10> 와

같다.

<표 Ⅳ-10>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3 4 4 4 3.8 0.4 1

1

설명력 4 4 3 4 3 3.6 0.5 1

유용성 3 4 4 4 4 3.8 0.4 1

보편성 4 3 4 4 4 3.8 0.4 1

이해도 4 4 4 4 3 3.8 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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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포

함한 전 항목의 평균이 3.6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RA) 모두 긍정적

인 결과를 얻음에 따라 해당 모형은 타당하며 평가자 간의 의견도 서로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기 교수 설계 모형은 내용이 많고 복잡하

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수정된 교수 설계 모형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

로 나열하여 교수자가 모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교수 설계 모형의 개선점에 대하여 전

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표Ⅳ-11>과 같

다.

<표 Ⅳ-11> 교수 설계 모형의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

합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각 요소를 포괄하는 거시적 단계를 제시해

야 한다. 현재는 거시적인 단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가

모형을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각 요소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

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각 요소를 포괄하는

거시적 단계를 모형에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의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 교수자는 ‘형

성 평가’와 ‘총괄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적으로 평가하며 수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빈도

교수 설계 모형의 각 요소들을 포괄하는 거시적 단계 제시 2

형성평가, 총괄평가 용어 수정 2

실행 단계의 요소들을 교수자 활동을 초점으로 기술 1

실행 단계의 요소들이 모두 설계 단계에 추가되도록 수정 1

실행 단계의 ‘프로젝트 준비’ 요소에서 ‘성찰’ 불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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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보완하고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효과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Dick, Carey, & Carey, 2015). 그러나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의

용어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로 오해할 수 있음

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 용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자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기술해야

한다. 모형에서는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

석 및 해결안 도출 및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학습자가 수행하는 진행 절차에 따

라 기술한 것이므로 교수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해야 한다.

넷째, 실행 단계의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 단계의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모형에서 실행 단계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괄하

여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 밖 학습활동 설계’ 요소로 표현했지

만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 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각 단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 중 ‘프로젝트 준

비’ 단계에서 성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준비단계

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전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촉진한다. 예컨대, 산출물의 평

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거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연

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는 성찰

을 통하여 학습자의 교실 밖에서의 지식과 교실 안에서의 활동을 연계하

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수자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제외한 단계에서의 성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모형에서

는 이를 반영하여 화살표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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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의 수정

가. 교수 설계 전략의 수정

2차 전문가 타당화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 설계 전략을

수정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

았지만 1차 전문가 타당화에서의 개선해야 할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으로 전략을 풀어서 기술하거나 예시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2차 전문가 타당화를 반영하여 교수 설계 전략을 수정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으

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선행연구에서는 Driving

Question을 추진 질문으로 번역한다(김혜경, 2011;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하지만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추진 질문’이라는

용어가 교육공학의 맥락에서 자주 쓰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

들다는 의견에 따라 ‘촉진 질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2차 타

당화 결과 ‘촉진’은 Driving의 사전적 의미인 추진시키다, 몰아가다, 만들

다, 동력을 공급하다의 뜻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은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유도는 Driving의 사전적 의미를 적

절하게 반영하는 단어로서 목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더욱 다양한 전략에 예시를 추가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를 반영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전략들에 대하여 예시를 추가하고 활용 가

능한 테크놀로지를 나열하였다. 하지만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아직까

지도 예시가 부족하게 제시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2차 전문

가 타당화를 반영한 교수 설계 전략에서는 더 많은 전략에서 예시를 추

가하였다.

셋째, 중복되는 의미의 전략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12번 ‘산출물 개발



- 90 -

과정, 결과, 학습 참여, 발표 등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과 결과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라’ 와 30번 ‘준비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

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라’, 31번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그룹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였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동료 평가 및 자가 평가를 시행하라’ 의 전략을 통합하여

‘산출물 개발 과정, 결과, 학습자의 학습 참여, 발표와 같이 학습자의 산

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및 학습자 간의 동료 평가를 포함하여 학습

자의 학습 활동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라’로 수정하였다.

넷째, ‘촉진’, ‘등’을 포함한 중복되는 표현들을 수정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전략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촉진’이나 ‘등’의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을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은 <표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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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공통

교실

밖/

교실 안

강의

계획서

1. 기존 수업과 구별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만의 특징에 대해 명기하라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주차별 핵심 개념과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 수업에 활용할 학습 도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예 : 각 주차별 교실 밖, 교실 안, 활용하는 도구를 표를 활용하여 제시)

학습

환경

3. 학습 활동 및 학습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용이하도록 책상 배치 방안을 고려하라

(이동성을 고려한 책상 배치 방안의 예 : ㅁ자 , ㄷ자 등)

산출물
4.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언제든

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학습

활동

5. 교실 밖에서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 있는 학습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다양한 형태의 예 : 교수 동영상, 읽기 자료, URL, 다큐멘터리 등)

6.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고안하라

(유도 질문의 예 : 스마트 교육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교과 단원을 선정할 때, 해당 단원에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스마트 교육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가?)

7. 교실 안에서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는 퀴즈를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

8.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을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라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예 : 클래스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Quip, Google Docs, 학교 LMS의 게시판 등)

성찰

9. 교실 밖 사전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성찰하기 위해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10. 학습자의 성찰 일지에 대해 산출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평가
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산출물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의 예 : 루브릭(Rubrics), 평정 척

도로 제시한 평가 문항 등)



- 92 -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프로

젝트

준비

교실

밖

평가 기준

공유

12.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 기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테크놀로지의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테크놀로지

준비

13.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 및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라

(테크놀로지 준비의 예 : 수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평가 기준 및 산출물 양식 확인 등,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등)

교실

안

평가 기준

설계

14.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자도 사례를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인지하도록 하라

프로젝트

활동 준비

15.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라

(프로젝트 단계의 예 :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테크놀로지

활용 준비

16.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사용할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학습자가 테크놀로지 사용을 교수자와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테크놀로지를 연습하는 기회의 예 : 클래스팅에 로그인 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빛내기를 클릭하기)

학습 그룹

설계

1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그룹 구성의 예 :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산출물을 요구할 때는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이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특정 분

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출물일 경우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동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이질적으로 구성)

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교실

밖

그룹 별

주제 공유

18. 각 그룹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그룹의 주제를 참고하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주제 탐색

촉진

19.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산출물 개발을 위한 세부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20.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산출물 제작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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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교실

밖

산출물

개발

21.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범 사례를 제공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22.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프로젝트 진행 및

산출물 발전 과정을 확인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예 : Quip을 통해 산출물을 수정하였던 기록을 남기거나, 그룹 별 업데이트하는 산출물을 그

룹 폴더에 업로드하기)

교실

안

스캐폴딩

제공

23. 학습자가 주제에 부합한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제 및 평가 기준에 기반을 두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라

24.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사전 학습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학

습을 자원으로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최종

산출물

발표

교실

밖

학습

자료

공유

25. 학습자가 개발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26.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을 확인하고 산출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라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는 예: Quip을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한 후 메모 남기기)

교실

안

발표

촉진

27. 최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주제 선정 이유 및 산출물 제작 과정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라

28. 최종 산출물에 대한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산출물을 최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라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

교실

밖
평가

29. 산출물 개발 과정, 결과, 학습자의 학습 참여, 발표와 같이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및 학습자 간의 동료 평가를 포

함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라

교실

안

마무리

성찰

30.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성찰 토의 질문의 예 :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전반에서 본인의 활동 중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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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 설계 모형의 수정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교수 설계 모형을 개

선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설계 모형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단계를 모형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거시적 단계는 목표 확인, 분석 및 설계, 개발, 실행,

최종 평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ICT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 내용

분석을 하나의 요소로 제시하고 ‘분석’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거시적

단계가 모형에 제시됨에 따라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모형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둘째, 실행 단계에 표시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각 요소

를 교수자 활동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수정 전에는 플립 러닝형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를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로 나타내었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기술된 프

로젝트 진행 절차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서 교수자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촉진’과 ‘진행’의 단어를 추가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서 교수자가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촉진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셋째, ‘형성 평가’를 ‘수정 및 보완’으로, ‘총괄 평가’를 ‘교육 프로그램

최종 평가’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교수자는 ‘형성 평가’를 통해 이전 단계

로 되돌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고 ‘총괄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Dick, Carey, & Carey, 2015). 2

차 타당화 결과 딕과 케리의 모형을 모르는 교수자가 본 모형을 참고할

때,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라는 용어를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과 평가를

위한 용어가 아닌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의 용어

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좀 더 직관적으

로 모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형성 평가는 ‘수정 및 보완’으로, 총괄 평가

는 ‘교육 프로그램 최종 평가’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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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행 단계에 제시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의

각 요소를 설계 단계에 모두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프로젝트 절차에 따

른 교실 안/밖 학습활동 설계’의 요소 안에 각 단계별 학습 활동을 설계

함을 함축하였다. 그러나 2차 타당화 결과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실행

단계에 행하는 요소들이 ‘분석 및 설계’ 단계에 명시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그러므로 ‘분석 및 설계’ 단계에 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 학습 활동

의 각 단계를 참고하여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추가로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성찰’을 제외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안과 밖을 연계하고 학습 활동

의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 성찰을 강조한다. 기존 모형에서는 모든 단계

에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프로젝트 준비 단계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전에 준비시키

는 단계이므로 성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

트 주제 탐색 및 선정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까지

성찰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기존의 교수 설계 모형에서 다면

평가와 성찰 촉진이 함께 제시된 것을 분리하여 ‘성찰 촉진’ 요소를 왼쪽

에 제시하고 ‘다면 평가’를 오른쪽에 제시하였으며 ‘성찰 촉진’ 요소에서

‘프로젝트 준비’ 단계로 향하는 화살표를 제거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은 [그림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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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2차 전문가 타당화를 반영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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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적 타당화

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본 연구에서 실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2차례의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개발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과 전략

을 기반으로 교수자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설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S 대학교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에서 총

7주간 실행되었다. 학습 활동은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과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

표, 마무리 성찰 및 평가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통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하여

명기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차

시에 대한 주제, 교실 밖과 안에서 학습자가 해야 할 활동, 주차 별로

활용할 테크놀로지들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한 눈에 각 차시

별 학습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수자가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각

그룹 별 활동들을 모니터링하며 피드백을 주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역동적인 수업이므로 교수자는 구성원들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교

실 외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본 수업에서는 각 그룹의 상호작용이 쉽

도록 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긴 책상으로 구성된 교실을 활용하였으

며, 성찰 단계에서는 토의를 위해 ㄷ자 형태로 책상을 배치하였다. 또한,

학교 와이파이(WIFI)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항상 칠판에 작성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급용 에그(EGG)를 교실 내에 배치하였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로서 학습

자는 프로젝트 주제를 바탕으로 그룹별로 세부적인 주제와 설계할 과목

을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최종 프로젝트 산출물은 교수 학습 과정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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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보고서, 교수 자료, 성찰 일지로 구성되었다.

학습자에게 교실 밖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S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

터에서 제공하는 수업 동영상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교실 밖 사전

학습을 위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동영상의 길이를 고려해

야 한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손은주 외, 2015). 따라서 교실 밖

에서 제공된 강의 동영상은 한 차시 당 30분∼80분 정도이며 하나의 동

영상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스마트 교육 관련 다

큐멘터리 영상의 링크와 주 교재에서 참고할 페이지를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용 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학습자가 프로젝트와 관련

한 지식을 얻도록 촉진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교실 밖에서 학습한 지식에 대하여 소크라티브

(Socrative) 앱을 활용하여 3∼5문항의 퀴즈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 지식

이해 정도를 점검하였다.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여 제시한 문항들은 주요

용어를 입력하는 단답형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개념을 유추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림 Ⅳ-4] 소크라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시한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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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티브 퀴즈 이후 교수자는 클래스123(Class 123) 앱을 활용해

무작위로 학습자 2명을 선정하여 교실 밖에서 습득한 지식에 대하여 요

약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사전 지식 습득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교수자

는 퀴즈 문제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교실 안 학습 활동에서 적

용할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그 외에도 클래스팅(Classting)과 클래

스 123 앱을 통해 수업을 공지하고 심화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습

자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본격적으로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제시하였다. 유도 질문 목

록을 빔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에 투사하여 학습자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유도 질

문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평가 기준은 먼저 강의 계획서에 활동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산출물에 대한 평가 항목들에 대한 4점

평점 척도를 기반으로 작성한 평가 기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 기준표는

프로젝트 산출물 양식과 함께 큅(Quip) 앱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공유하

였다.

[그림 Ⅳ-5]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수업 공지를 제공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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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준비 단계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마다 교실 밖에서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큅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에게 공유하

였다.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큅에 공유된 성찰 일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개별 학생에게 성찰 일지를 기반으로 심화 학습 자료를 제

공하였다.

[그림 Ⅳ-6] 성찰 일지에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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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총 실행 기간 약 7주

프로젝트 주제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교육 목표

n 학습자들은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n 학습자들은 선정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

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할 수 있다.

n 학습자들은 선정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

을 위한 교수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n 학습자들은 선정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스마트 교육

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과 교수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계 차시 학습 활동 세부 사항

프로젝트

준비

1차시

Ÿ 차시 주제 교수 설계와 교안 개발

Ÿ 교실 밖 활동
- 강의 동영상, 읽기 자료

- SESS “교육지원 자료실” 게시판

Ÿ 교실 안 활동 스마트 교육을 위한 도구 분석 및 토론

Ÿ 스마트 도구
SESS, Classting, Class123, Google Drive,

Google Docs, socrative

2차시

Ÿ 차시 주제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Ÿ 교실 밖 활동

- 강의 동영상, 읽기 자료
- SESS “수업 설계” 게시판
- T셀파
(http://www.tsherpa.co.kr/main/main.aspx)

Ÿ 교실 안 활동 스마트 교육 교안 분석 및 토론

Ÿ 스마트 도구
SESS, Classting, Class123, Google Drive,

soc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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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시 학습 활동 세부 사항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3차시

※

성찰일지

작성

Ÿ 차시 주제 체계적 교수설계

Ÿ 교실 밖 활동
- 강의 동영상, 읽기 자료
- T셀파
(http://www.tsherpa.co.kr/main/main.aspx)

Ÿ 교실 안 활동
스마트 교육을 적용한 수업 설계를 위한 세부 교
과목 및 주제 탐색 및 설정

Ÿ 스마트 도구
Quip, Classting, Class123, Google Drive,

SESS, socrative

실행

4차시

Ÿ 차시 주제 표준 단위 수업 설계

Ÿ 교실 밖 활동

- 강의 동영상, 읽기 자료
- SESS “수업 설계” “수업 자료 개발”게시판
- T셀파
(http://www.tsherpa.co.kr/main/main.aspx)

Ÿ 교실 안 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개발

Ÿ 스마트 도구
Quip, Classting, Class123, Google Drive,

SESS, socrative

5차시

※

성찰일지

작성

Ÿ 차시 주제 교수 학습 과정안 및 교수 자료 개발

Ÿ 교실 밖 활동

- 강의 동영상, 읽기 자료
- SESS “수업 설계” “수업 자료 개발”게시판
- T셀파
(http://www.tsherpa.co.kr/main/main.aspx)

Ÿ 교실 안 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개발

Ÿ 스마트 도구
Quip, Classting, Class123, Google Drive,

SESS, socrative

최종

산출물

발표

6차시

Ÿ 차시 주제 산출물 발표

Ÿ 교실 밖 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공유

Ÿ 교실 안 활동 산출물 발표 및 동료 평가

Ÿ 스마트 도구 Quip, Classting, Class123, SESS, Google Docs

마무리

성찰 및

평가

7차시

※

성찰일지

작성

Ÿ 차시 주제 스마트 교육에 대한 성찰 및 최종 평가

Ÿ 교실 밖 활동 동료 평가 결과 공유

Ÿ 교실 안 활동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Ÿ 스마트 도구 Quip, Classting, Clas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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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준비] 1,2차시

본 수업에서의 1차시와 2차시에서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실행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평가 기준을 인지하도록 하며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 단계에 따라 산출물을 개발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또한, 교

수자는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학습자가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큅을 활용하여 평가 기준표를 공유하였다. 교실 안 활동을

위해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노트북이나 스마트 폰 등 수업에서

활용할 스마트 기기들을 준비하도록 공지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학습자가 가져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클래스팅에

올린 공지글을 확인하고 빛내기를 클릭하거나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큅에 로그인하여 평가 기준표와 산출물 양식을 확인하도록 하였

다. 이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교수자와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산출

물을 고려하여 학습자 그룹을 구성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그룹별로 교과

를 선정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수 자료와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논리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

므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산출물은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한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는 동질적으로 구성하고 그룹 간에는

이질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8명의 학습자가 2명씩 총 4개의 그

룹을 구성하였으며 각각 지리, 화학, 영어, 가정 과목을 맡았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는 2차시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준비 단

계를 통해 학습자가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 따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수자

가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각 단계에 따라 산출물을 개발하는 학습 활동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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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1차시는 ‘교수 설계와 교안 개발 : 스마트 도구 분석’이라는 주제로 스

마트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 활동 시작 전에 교수자는 구글 문서(Google Docs)

를 활용하여 스마트 도구를 분석할 때 활용할 양식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학습자가 공유하였다. 스마트 도구를 분석하기 위한 양식의 항목은

스마트 도구의 주요 기능, 장단점, 교육적 활용 방안, 활용 사례로 구성

하였다. 학습자는 교실 밖에서 스마트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스마트교육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마트 도구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강의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통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교육공학의 심리학적 기초이론에 따라 교수설계 시 고

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참고 자료로서 SESS 사이트를 방문

하여 스마트 도구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게시글과 자료들

을 확인하였다. 교실 안에서 학습자는 관심 있는 스마트 도구를 팀원과

상의하며 선정한 후 도구의 기능들을 분석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은 그룹별 작성한 산출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교수자와 동료 학

습자에게 공유하였으며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

의 그룹이 발표할 때 교수자와 다른 그룹에 속한 학습자는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발표한 그룹은 작성한 산출물에서 동

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하

였다.

[그림 Ⅳ-7] 스마트 도구를 그룹별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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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는 ‘교수 설계와 교안 개발 :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실 밖에서 학습자는 강의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통해 구

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였다.

[그림 Ⅳ-8] 학습자가 스마트 도구와 모범 사례를 분석한 산출물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특징과 함께 대표적으로 문제 중심 학습, 상황

학습 이론 등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개념과 특징, 절차를 학습

하였다. 또한, SESS 사이트에서 스마트 교육을 통해 구성주의 학습 환

경을 설계한 교안들을 확인하였다. 교수자는 수업 시작 전에 모범 교안

사례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학습자에게 미리 공유하였으며 교실 안

에서는 산출물의 평가 기준표를 모범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학습자가 평

가 기준표의 항목을 참고하여 교안을 분석하도록 촉진하였다.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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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일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평가 기준표 항목을 기반으로 모범

사례에 대한 분석한 사안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학습자는 분석한 교안을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하였으며 각 그룹

별로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룹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하

였다. 발표한 학습자들은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설

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총 2차시로 구성된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통해 학습자가 프로

젝트 진행 절차인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 따라

팀원과 협력하여 산출물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연습할 수 있었다.

2)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3차시

3차시는 학습자들이 산출물의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단계로서 큰

주제는 교수자에 의하여 제시되지만 학습자가 팀원과 브레인스토밍을 통

해 세부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촉진해야 한다(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교수자는 학습자가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촉진

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Thomas, 2000). 교수자는 큅을

활용해 각 그룹의 폴더를 생성하고 학습자가 산출물 양식에 따라 세부

선정 주제와 이유를 작성하여 해당 그룹의 폴더에 공유하도록 안내하였

다. 큅에서는 동료 학습자가 다른 그룹의 폴더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동

료 학습자가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수자는 스

마트 교육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때 학습자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유도

질문을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실 앞 화면에 띄우고 각각의 질문에 관

해서 설명하였다.

학습자는 교실 밖에서 교수체제개발의 개념과 특징, 교수 설계 모형

을 이해하고 요구 분석 및 교수 목표, 학습 과제 분석에 관한 이론을 습

득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학습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맡은 과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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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과정과 단원을 선정하고 스마트 교육으로 진행하는 학습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큅에서 다운받은 산출물 양식에

선정한 주제와 이유를 작성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프로젝트 주제 선

정 과정을 관찰하며 선정한 주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도 질문을 바탕

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주제를 발전하도록 촉진하였

다.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단계를 완료한 후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

은 개별로 큅을 통해 성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성찰 일지를

통해 교실 밖에서 사전에 습득한 지식에 근거하여 교실 안 활동을 성찰

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수자는 개별 성찰 일지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개별 학습자에게 맞는 심화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3) [실행 : 자료 분석과 해결안 도출 및 최종 산출물 개발] 4, 5차시

학습자들은 본 프로그램에서 4차시와 5차시를 통해 산출물을 본격적

으로 개발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

도록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교수 자료, 교수 학습 과정안에 대한 모범

사례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모범 사례를 찾을 수 있도

록 SESS 사이트와 T셀파 사이트에서 교수 자료와 교수 학습 과정안을

찾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그림 Ⅳ-9] 학습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산출물을 개발하는 모습



- 108 -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은 강의 동영상과 교재를 통해 대표적인 교수 설

계 이론을 습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 롸이겔루스

의 교수설계 전략 및 켈러의 학습동기 설계이론에 관하여 학습하였다.

또한, 교수 매체의 특성에 대하여 습득하면서 교수 자료를 구성하고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 자료 개발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였

다. 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공유한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며

지난 차시에 세운 학습 목표에 따라 산출물을 개발하였다.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개발할 때 교수자는 유도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최적의 산

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학습자는 개발 중인 산출물을 큅

을 활용하여 지속해서 공유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

자들의 산출물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참고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체계적

으로 산출물 개발 일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Ⅳ-10] 학습자가 팀원과 상호작용하여 개발한 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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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총 두 차시에 걸쳐서 진행된 실행 단계를 진행하면서 교실

밖에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은 성찰 일지를 작성하며 교실

밖에서의 지식을 적용하며 산출물을 개발할 때 고민했던 사항들과 시행

착오 경험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교수자는 성찰 일지에 대하여 즉각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학습자 개별로 심화 학습을 유도하고 산출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4) [최종 산출물 발표] 6차시

학습자는 ‘최종 산출물’ 폴더에 최종적인 산출물을 동료 학습자와 교수

자에게 공유하였다. 이는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가 다른 그룹의 산출물을

발표 전에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도록 촉진하

기 위함이었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산출물을 발표할 때 주제 선정의

이유, 산출물의 개발 결과 및 논리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안내하였다. 발

표는 그룹마다 20분씩 발표하고 10분간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가 피드백

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습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5점 척도에 기반

을 둔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큅을 통해 공유였다. 동료 학습자들은 발표

가 진행될 때 각 그룹에 해당하는 링크에 접속하고 5점 척도에 따라 발

표를 평가하였다. 평가 문항은 총 8문항이며 발표가 논리적으로 설득하

는가, 산출물은 적절하게 개발되었는가, 효과적으로 발표하였는가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발표 이후에는 학습자가 최종 산출물을

발표한 후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을 한

번 더 수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교실 밖에서 학습자는 발표에 대하여 성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교실

밖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며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면서 고려하였던

점을 최종적으로 성찰하고 배운 지식과 경험했던 활동들을 활용할 방안

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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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7차시

수업 전에 교수자는 마무리 성찰 토의를 위해 책상을 ㄷ모양으로 배치

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 안에서 학습자들

은 5점 척도에 기반을 두어 동료 평가를 시행하였다. 동료 평가 문항은

교수자가 미리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제작한 후 링크를 학습자에게 개별

로 공유하였다. 동료 평가 결과는 비공개 파일에 저장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성찰 토의는 학습자들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면

서 본인 스스로 아쉬웠던 점과 잘하였던 점을 성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본인의 학습 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였

다. 학습자가 개별로 자신의 학습 활동을 성찰한 뒤에는 칭찬하고자 하

는 두 명을 지목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주로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였

다고 생각하는 동료 학습자를 지목하였다.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를 지

목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들의 학습 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스스로

개선해야 할 학습 태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111 -

나. 전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 평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8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지만 면담은

참여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교

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과 단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집

하고 세부 전략에 대한 장점과 단점 및 개선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

다. 면담에서 수집한 자료는 응답 빈도 및 범주에 따라 종합하고 분석하

였다.

1)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을 분석하여 정리한 교수 전략 전반에 대한 장점

은 다음 <표Ⅳ-14>과 같다.

<표 Ⅳ-14>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

범주 학습자 반응 빈도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 방향성 설정
4

산출물 개발에 대한

성취감
학습 활동에 참여하면서 산출물 개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낌 2

이론을

적용하는 기회
교실 밖에서 배운 이론들을 적용하여 양질의 산출물 개발 2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접하고 익힐 기회 제공 2

그룹 내에서

동료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산출물 개발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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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적인

장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산출물 개발에 대한 성취감, 이론을 적용하는 기회,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그룹 내에서 동료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등 다섯 가지의 범주

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가장 많은 학습자가 언급한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은 교

수자와 상호작용이 증가한 점이다. 교수자가 산출물에 대해 지속해서 유

도 질문과 함께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와 활발히 상호작용하였다. 이

로써 교수자는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

으며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안

내할 수 있었다.

개발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스
마트 기기를 왜 사용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그때 멈칫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왜 이걸 사용하고 있지? 꼭 필요할까? 질문하게 되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좀 더 방향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를 케익의 장
식 올리듯이 했었다면 이제는 좀 더 방향을 다시 잡은 것 같고요. (학습자 B)

나) 산출물 개발에 대한 성취감

학습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며 산출물을 개발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 교수자가

산출물을 안내할 때 학습자들은 학습 활동에 대하여 다소 막막함을 표

현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학습자들이 배운 이론을 적용

하고 추가로 자료들을 탐색하며 점차 산출물 개발에 대하여 자신감이

상승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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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노트북 앞에서 앉아있었는데,
그래도 예시보고 책 찾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물론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안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이 수업의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학습자 D)

다) 이론을 적용하는 기회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안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하

면서 양질의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는 플립 러닝을 통해 학습자

가 교실 밖에서 습득한 지식을 교실 안에서 적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Warter-Perez & Dong, 2012).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지?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죽
어있는 지식을 살아있게끔 만드는 과정들이 알알이 박혀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자 C)

라)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협력 활

동을 수행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는 프로젝트 활동

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산출물에 응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내가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오
히려 수업 내용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칭찬을 해
주거나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야지 했던 것을 선생님께서 보여
주셨기 떄문에 클래스 123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학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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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룹 내에서 동료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산출물을 개발하면서 동료 학습자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다. 이는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증가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이종연 외,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Bergmann, Overmyer, & Wilite, 2011; Bishop & Verleger, 2013;

Hwang, Lai, & Wang, 2015; Kim et al., 2014; McDonald & Smith, 201

3; Milman,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Tucker, 2012). 학습

자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

해서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개발할 때 지식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다(Lee

& Lim, 2012;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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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적인

단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른 그룹에 속한

동료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남기기가 쉽지 않음, 너무 다양한 테크놀로지

사용, 학습자의 학업 부담, 수업 기자재의 예기치 못한 결함 등 총 네 가

지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교수 전략 전반

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은 다음 <표Ⅳ-15> 와 같다.

<표 Ⅳ-15>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

가) 다른 그룹에 속한 동료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음

동양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본 교육 프로그램

에서는 학습자가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범주 학습자 반응 빈도

다른 그룹에 속한 동료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남기기가 쉽지 않음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남기는 것의 어려움
4

너무 다양한

테크놀로지 사용
다양한 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혼란 초래 2

학습자의 학업 부담
기존 수업보다 교실 밖 활동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학업 부담
1

수업 기자재의 예기치

못한 결함
교실 안에서 수업 기자재들의 결함으로 수업 진행 방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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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서로의 산출물 개발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 피드백을 주었지만, 동료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

서 서로의 산출물을 확인만 할 뿐 별도의 피드백을 남기고 싶어도 이를

시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남기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문화적인 특성’임을 언급하였다. 다른 그룹에 속한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었다. 교실 안에서도 각 그

룹별로 개발한 산출물을 발표할 때 교수자가 별도로 동료 학습자 피드백

을 위한 시간을 할당했을 때에만 서로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

는 각 그룹의 구성원끼리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다른 그룹의 산출물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실 안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교수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통해 서로 피드

백을 남길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산출물에 대한 다양

한 시각을 바탕으로 양질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 설계 전략을 개선할 때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서로 교실

밖과 안에서 자발적으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

성해야 함을 추가해야 한다.

저희가 약간 한국이라서 더 그런 것인지 대체로 아무리 큅이나 클래스팅으로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환경이 마련되어있더라도 좀 선뜻 나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
어요. (학습자 C)

나) 너무 다양한 테크놀로지 사용

너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 집중을 방해하고 혼란

을 초래하였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테크놀로

지의 기능을 익히고 분석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사전 지식 제공, 출결 관리, 수업 공지, 산출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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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제시, 동료 평가 등 많은 활동에서 큅,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

서, 클래스팅, 클래스 등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이처

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유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용 테크

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마트 교육과 관련한 산출물

을 개발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학습자가 산출

물을 개발하기 위해 너무나도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참고해야 했

던 점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므

로 개선하는 교수 설계 전략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학

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몇 가지의 스마트 도구만을 선정하여

활용해야 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클래스팅도 이용하고 큅도 이용하고 구글 문서도.. 여러가지가 있었잖
아요? 그걸 왔다갔다 하는 것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잘 안해서 그런지 보통은 대학교 LMS만 들어가면 과제 제출방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저희는 클래스팅 들어갔다가 큅도 들어가고 구글 문서도 들어
가고 하니까.. ‘조금만 더 줄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학습자 A)

다) 학습자의 학업 부담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사전 학습을 습득하고 교실 안에서 프로젝트 산

출물을 개발해야 하므로 교실 안과 밖에서의 학습량에 부담을 느꼈던 학

습자가 있었다. 이는 플립 러닝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학업 부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

태정, 차현진, 2015; Smith & McDonald, 2013). 교수자는 교실 안과 밖

의 활동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산출물의 범위와 교실 밖에서 제공할 사전 지식의 양과 수준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일단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전 학습도 해야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하고.. 동영상도 들어야하고 교과서도 따로 봐야 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학
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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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 기자재의 예기치 못한 결함

수업 중 교실 안 수업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업의 원활한 진행

이 쉽지 않았다. 이는 교수 설계 전략 자체의 단점은 아니지만, 교수자는

교실 환경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 최적

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매 차시

별로 교수자가 소크라티브 앱을 통해 학습자의 사전 학습 여부를 점검하

였다. 학습자는 교실 안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

서 산출물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초반에 빔프로젝터의 결함이 발생해서

교수자가 소크라티브 결과를 학습자에게 공유하며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에도 여러 학습자가 와이파이

에 동시에 접속함으로써 속도가 느려진 결과 산출물을 개발할 때 불편함

을 가졌다. 초반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교수자는 데이터를 학습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기인 에그(EGG)를 준비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교

실로 장소를 옮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교수자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빔프로젝터 등 기자재의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향후 개선될 교수 설

계 전략에서는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원활하게 진

행하는 데 사용할 기자재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

는 전략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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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 설계 전략의 장점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의 구체적인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Ⅳ-16>과 같다.

<표 Ⅳ-16>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장점

범주 학습자 반응 전략
빈

도

산출물 개발

과정 공유
산출물 개발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 참고 18,22 4

사전 지식 점검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 지식을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교

실 밖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7 3

산출물 개발

과정을 연습하는

기회 제공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산출물 개발을 연습하는 기회 제공
15 3

테크놀로지

준비 촉진
수업에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도록 촉진 13, 16 2

평가 기준 적용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평가함으로써 산출물

양식에 대하여 친숙해지는 계기
14 2

성찰 일지

작성 및

피드백 제공

성찰 일지에서의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성찰

촉진
10 4

성찰 일지 작성을 통해 산출물 개발 과정 구체화 9 1

양질의 산출물

개발

산출물을 고려한 그룹 구성을 통하여 효과적인 산출물 개발 17 1

모범 사례 제공을 통해 산출물 개발할 때 참고 가능 21 1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할 기회를 제공 28 1

효과적인

강의계획서
강의 계획서를 통하여 수업에 대한 호기심 증대 1,2 1

학습자 스스로

세부 주제 선정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세부 주제 선정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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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출물 개발 과정 공유

세부 전략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산출물 개발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참고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의

견이 많았다. 이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의 18번과 22번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큅을 통해 공유하도록 안내하였다. 학습자들은 동료 학

습자가 공유한 산출물을 참고함으로써 본인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산출물을 완성해

나가는 동료 학습자의 모습을 통해 본인의 산출물을 기한 내에 개발하고

자 하는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큅에서 서로의 작업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자극이 많이 되고 벤치마킹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지향점을 보여줘서 바람직했다고 생각해
요. …(생략)… ‘아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 왔구나 나도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학습자 C)

큅 이용하는 것 정말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봄으로써 ‘아 나
랑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
거든요. (학습자 A)

나) 사전 지식 점검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공통 전략 7번을 적용하여 교실 밖에서 학습

자가 습득한 사전 지식을 소크라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점검하고

클래스123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2명을 지목한 후 습득한 지식을 요약하

도록 하였다. 면담 결과 전략 7번은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좀 더 성실하

게 사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교실 밖 활동을 퀴즈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

자료를 공부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지연, 김

영환, 김영배, 2014; Berrett, 2012).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지식을

점검한 결과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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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습득 지식에 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교실 밖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사전 학습을 점검하는 활동이 학습자에게 동

기를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은 비

록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점수를 잘 받을수록 기분이 좋았으

며 퀴즈를 의식하여 교실 밖 학습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퀴즈를 통해 교실 안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었고

교실 밖 활동과 교실 안 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만약에 퀴즈가 없었으면 정말 그냥.... 동영상 그냥 켜놓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 중간 중간에 기록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학습자 B)

사전 지식을 점검하면서 그 날에 있는 수업 활동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주는
것.... 교수자가 직접 말로 해주지 않아도 추론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보고....
그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학습자 E)

다) 산출물 개발 과정을 연습하는 기회 제공

학습자들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장점으로 언급

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략 15번에 따라 1, 2차시에서 프로젝

트 진행 절차에 따라 학습자가 그룹별로 소규모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활

동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본격적으로 산출물을 개발하기 전에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연습했던 점이 향후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

서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테크놀로지 준비 촉진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략 13번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학

습자가 수업에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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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16번에 따라 교실 안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법을 안내하였다. 면담

결과, 학습자에게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의 활용법을 알려주고 연

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스마트 도구

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마) 평가 기준 적용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전략 14번에 따라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

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자도 직접 사례를 평가

하도록 하였던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에게 평가 기

준을 인지하도록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모범 사례에 친숙해

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후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바) 성찰일지 작성 및 피드백 제공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략 9번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 단계마다 성

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교수자는 전략 10번에 따라 학습자가 작성한 성

찰 일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면담 결과 학습자는 성찰 일지

를 작성하며 교실 안과 교실 밖 활동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산출물 개발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학

습 활동에 대하여 더욱 깊게 성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글로
남기니까 나중에 PPT를 구체적으로 작업할 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습자 E)

성찰일지에 교수님이 하나하나 제가 훅~ 지나가는 말로 쓴 것도 ‘아 이것은 이
러합니다, 이것의 예시는 이러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하였거든요.…(생략)… 정
말 제가 이 수업에서 성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학습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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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질의 산출물 개발

심층 면담을 통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적용된 모든

전략이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7번, 21번, 28번 전략을 수업에 적용한 것이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양질의 산출물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였다. 먼저, 전략 17번에 따라 산출물

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그룹을 구성한 것이 도움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

램은 학습자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비교적 깊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

러므로 그룹 내 학습자를 비교적 동질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략 21

번에 따라 교수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모범 사례를 학습자에게 공유

였다. 학습자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산출물을 개발할 때 모범 사

례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었다. 학습자가 최종 산출물을 발표한 후

에는 전략 28번에 따라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적의 산출물 설계를 도모하였다.

아) 효과적인 강의계획서

전략 1번과 2번을 반영하여 개발한 강의 계획서는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전

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익숙한 학습자에게 생소한 수업 방식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강의 계획서를 통하여 플립 러닝형 프

로젝트 기반 학습의 개념 및 특징을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실 밖과

교실 안에서의 활동, 수업에 활용될 도구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강의계획서가 다른 수업과는 달리 신선했어요. 일반적인 강의계획서는 그냥 차
시별로 뭐 배우는지 나오고 평가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것이 끝인데 여기서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서 신선했었고 더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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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습자 스스로 세부 주제 선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세부 주제를 선정

하도록 촉진하며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해야 한다

(Markham, Larmer,& Ravitz, 2003/2006; Thomas, 2000). 수업에서 전략

19번과 18번을 통해 학습자가 그룹 구성원들과 세부 주제를 선정하도록

촉진하였다. 학습자는 선정한 주제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인

큅을 통해 공유하였다. 면담 결과 학습자는 주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스

스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주제를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자료도 다 제공해주시니까 그 안에서 어
떻게 활용하는지만 생각하면 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학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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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 설계 전략의 단점 및 개선점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단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Ⅳ-17>과 같다.

<표 Ⅳ-17>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

범주 학습자 반응 전략 빈도

테크놀로지

활용법에 대해

추가 설명 필요

산출물 개발에 있어서 활용할만한 기능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연습 필요
16 3

유도질문

인식 실패
유도질문이 기억이 나지 않음 6,20,24 3

평가 개선

다방면을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평가 기준이 제공될 필요
11,29 1

동료 평가를 진행할 때, 자세한 논평을 남길 수 있

는 기능 추가될 필요
29 2

마무리 성찰 단계에서 자가 평가 추가 29 1

단편적으로

사전 지식 습득
교실 밖에서 사전 지식을 단편적으로 습득 7 2

다양한 형태로

사전 지식 자료

제공

교실 밖에서 사전에 습득할 자료들을 제시할 때 더

욱 다양한 형태로 제시 필요
5 2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룹

구성

학습자의 의사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17 2

산출물 개발이

쉬운 주제 선호

세부 주제를 선정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산출물을

개발하기 좀 더 수월한 것을 선호

19 2

발표에 대한

질문 준비 미흡

동료의 발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

비할 수 있도록 더욱 촉진할 필요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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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크놀로지 활용법에 대해 추가 설명 필요

전략 16번을 적용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연습하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더욱 원

활하게 스마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였지만 더

욱 많은 기능을 익히지 못한 점을 단점 및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무엇

보다 학습자가 산출물 개발에 주로 활용한 테크놀로지인 큅의 기능들에

대하여 더 많이 연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워하였다. 예

컨대, 몇몇 학습자는 큅에서 그룹 구성원과 문서를 작성하며 정정할 필

요가 있을 때 ‘돌아가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산출물을 그룹 폴더에 저장할 때 마우스로 이동하

면 자동으로 저장이 가능한 점을 알지 못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없었다.

개선하는 전략에서는 교수자가 산출물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스

마트 도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활

용하는 데 유용할만한 기능에 대하여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 방법을 몰라서.. 큅 아이디 로그인해서 했는데.. 여기 올리라고 하는데.. 드
래그하면 되는 거였는데 몰라가지고.. 한글로 했다가 한글로 아무리해도 파일이
안올려져가지고.. 워드로 바꿔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팀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맸어서.. 그걸 미리 ‘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습자 A)

나) 유도 질문 인식 실패

교수자는 전략 6,20, 24번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학

습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유도 질문을 제공하였으며 학습자의

프로젝트 과정을 관찰하면서 유도 질문을 통해 산출물 개발하도록 촉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유도 질문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

자는 유도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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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료 학습자와 교수

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Thomas, 2000; Land & Zembal-Sau

l, 2003;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그러므로 교수 설계

전략을 개선할 때 교수자는 유도 질문을 학습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 평가 개선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략 11번을 적용하여 평가 기준은 큅을 이용

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강의 계획서에 학습 활동의 평가 반영 비중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는 평가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음을 단점으

로 제시하였다. 이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 활동이 평가 대상이므로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

었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반영 비율과 평가

기준을 제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학습자의 활동에 대

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수업의 전반적인 성찰 일지나 과정안이나 중
간 참여나 PPT나.. 다 평가 과정이 되겠지만.. 명확한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학습자 D)

또한, 5점 척도를 활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동료와의 상호

작용, 프로젝트 참여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몇

주에 걸친 동료와의 활동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평가만

가능해서 아쉬웠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동료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척도를 활용한 문항뿐만 아니라 동료 활동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는 문

항을 포함해야 한다.

1부터 5의 척도 안에 숫자를 하나 부여함으로써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잘한 점도 많고 못한 점도 많으니까.... 글로도 작성하게끔 한다든지 인터
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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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성찰 일지를 통해 개별 학습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촉진하였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 학습자가 추가로 자가 평가를 할 기회를 통해 본인이 속한

그룹과 본인의 활동을 최종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었다.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자가 평가는 학습자의 산출물과

학습 태도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성찰 일지를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업의 시간을 할당하여 평가 도구를 활용

해서 자가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평가의 비중이 미흡하였

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자가 평가 설계를 고

려할 수 있도록 전략과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점 척도로 시행된) 동료 평가 말고 스스로 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었
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찰일지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
지만 끝나고 나서 자기의 활동 또는 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E)

라) 단편적으로 사전 지식 습득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사전 지식을 습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실 안에서 퀴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는 동영상이나 읽

기 자료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지식을 이해할 뿐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

하지 않았다. 예컨대,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동영상을 볼 때는 내용을 이

해하였지만 교실 안에서 기억 못 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록 플립 러닝이 전통적인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지식

의 기억과 이해에 해당하는 수업을 교실 밖으로 이동하고 교실 안에서는

고차적인 활동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지만(Bergmann & Sams, 2014b),

교실 밖에서 제공되는 활동에 대하여 학습자가 더욱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선하는 전략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

도록 촉진하는 전략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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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수업이 시작할 때 집에서 예습한 내용에 관해서 물
어봤을 때 저는 분명 공부를 하긴 했는데 순간 당황하고 이 지식을 제가 스스
로 재구성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던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이
고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습하거나 복습을 하는 과정
에서 지식을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했음을 느꼈고요. (학습자 C)

마) 다양한 형태로 사전 지식 자료 제공

수업에서 5번 전략을 반영하여 교실 밖에서 사전 학습 지식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강의 초반에는 다큐멘터리를 제공하여 학습자

가 프로젝트 주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읽기 자료

와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산출물 개발에 필요한 자료

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대

부분 자료를 강의 동영상과 교재를 활용한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

였다. 또한, 읽기 자료도 교재뿐만 아니라 논문, 기사 등을 통해 더

욱 다양하게 받지 못하였던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사전 지식 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 동영상과 교재를 포함하여 관련

학술 논문이나 TV 프로그램, 기사 등을 통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전략의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바)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룹 구성

전략 17번에 따라 그룹을 구성할 때, 특정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요구

하는 산출물임을 고려하여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을 동질적으로, 그룹 간

에는 이질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산출물을 전문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습자가 있었다. 반면 깊은 전

문성을 요구하는 산출물임에도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이질적이거나 동질

적인 그룹을 구성하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본인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자와 함께 새로운 교과목을 선정하고 산출물을 개발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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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본인보다 수준이 높은 학습자와 팀을 구성하여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 모르는 점이 많아서 산출물 개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그룹을 구성할 때,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하는 것에 더하

여 학습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팀원 모두 (같은 전공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처음이라 너무 어
려운 거에요 …(생략)… 만약에 (경험 많은) 다른 사람이랑 그룹이 되었다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학습자 A)

사) 산출물 개발이 쉬운 주제 선호

전략 19번을 적용하여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 주제를 선정하도록 촉진하였다. 그러나 면담 결과

학습자 스스로 세부 주제를 선정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

유는 학습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생산

하기 보다는 산출물을 개발하기가 수월한 주제를 위주로 서로 논의하였

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창

의적인 주제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창의적인 주제를 생성하려

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

아) 발표에 대한 질문 준비 미흡

교수자는 전략 25번을 통해 큅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최종 산출물을 공

유하도록 하였으며, 전략 26번을 적용하여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확인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최종 산출물

제출 기한의 다음 날 발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향후

개선하는 전략에서는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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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평가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따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

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 설계 전략의 전

반적인 장점과 단점 및 개선점, 개별 전략에 대한 장점과 단점 및 개선

점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는 한 명이므

로 학습자 대상 면담과 달리 빈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교수자 반

응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

교수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적인 장점은

다음 <표Ⅳ-18>과 같다.

<표 Ⅳ-18>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장점

가) 학습자의 협력 및 협동 촉진

교수자는 전략을 적용하며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협력

및 협동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

정을 관찰하며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다.

범주 교수자 반응

학습자의

협력 및 협동 촉진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협력 및 협동 촉진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으로 피드백 제공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특성에 따라 학습 활동에 적절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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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을 적용

하며 교실 안과 밖에서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교실 안에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관찰하

며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교실 밖에서는 학습자가 큅을 통해 공유

한 산출물들을 모니터링하며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마다 최적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실 안

과 교실 밖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였다. 특히,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의 전략을 수업에 적용할 때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

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것이 도움되었다. 교수자는

본 전략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적절하게 촉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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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

교수자 반응을 분석하여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Ⅳ-19>와 같다.

<표 Ⅳ-19> 교수 설계 전략의 전반에 대한 단점 및 개선점

가)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 활용

면담 결과 교수자는 수업에서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주제는 스마트 교육과 관련 있으므로 학습자

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익힐 수 있도록 교수자는 전략의 예시로

제시된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들이 산출물을 개발할 때 여러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선된

모형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와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할 테크놀로지의 수를 조절해야 함을 명기해

야 한다.

범주 교수자 반응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 활용
많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한 것이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

교실 밖 원격학습

환경에서의

교수적 실재감

교실 밖 원격학습 환경에서 교수적 실재감 증진을 위해 많

은 노력 필요

전반적으로 전략의

표현 수정
문장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용어 수정 및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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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실 밖 원격 학습 환경에서의 교수적 실재감

교수적 실재감(Teaching Presence)은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촉진하며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Garrison,

Anderson, Archer, 1999; Garrison & Arbaugh, 2007). 본 교육 프로그

램에서 학습자는 서로 그룹을 구성하며 관심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교

실 안과 밖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교수자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며 교실 밖 원격학

습 환경에서 실재감(Presence)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닝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교수자의 교수 설계 및 조직화, 촉진 정

도에 따라 교수적 실재감을 경험하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김지심, 강명희, 2010; 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Anderson et al., 2001). 본 수업에서 교수자는 교실 밖 원격교육 환경에

서 학습자에게 실재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화, 독력, 교정적 피드백, 긍

정적 피드백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전략에서는 교수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후 개선되는 교수 설계 전략에서는 원격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교수적 실재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전반적으로 전략의 표현 수정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전략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통’ 범주에서

제시한 전략과 각 단계에서 나타난 전략에서 중복된 의미를 가진 전략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또한, ‘공통’ 범주에서도 교실 안과 밖의 배경

을 구분하여 교수자가 교수 학습 환경의 맥락을 반영하여 전략을 적용하

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에 제시한 용어들도 전략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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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수정하고 전반적으로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예시를

추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문장을 순화해야 한다. 예컨대, ‘활

용 가능하도록’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제시

할 수 있다.

3) 교수 설계 전략의 장점

교수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교수 설계 전략의 장점을 구체적으

로 정리하면 <표Ⅳ-20>과 같다.

<표 Ⅳ-20> 교수 설계 전략의 장점

범주 교수자 반응 전략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사전 학습 여부 점검

교실 밖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사전 학습 지식을 교실

안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점검
7

학습 단계에 따라

성찰 일지 작성

학습자가 성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교실 안과 밖의 학

습 활동에 대하여 성찰하는 기회 제공
9

동료 평가 시행
동료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적극적 학습 활동 참여

촉진
29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 일지에 대한

피드백 제공

교수자가 교실 밖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

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성찰 촉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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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사전 학습 여부 점검

전략 7번을 적용하여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전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소크타티브를 활용하여 퀴즈를 제공하였다.

퀴즈는 교수자가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의 퀴즈

화면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음 퀴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제어하였

다. 교수자는 사전 지식 학습 여부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점검함으로

써 개별 학습자가 동시에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었으며 퀴즈

결과를 취합하기가 쉬웠다. 또한, 퀴즈를 통해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저는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했는데..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니까 공식적
인 평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접속을 해서 시험문제를 푸는 느낌
을 주었기 때문에 교수자가 질문을 통해.. 말을 통해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형식
적인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 때 개별적으로 집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면 동시에 여러 명한테 물을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 한 번
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 공정하게 모두 다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평가가 가능하고 질문에 의해 공식적인 평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
고.. 그리고 평가 결과가 다 기록되어서 좋았어요. 그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제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지면으로 하는 사전 지식 점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나) 학습 단계에 따라 성찰 일지 작성

전략 9번을 적용하여 교수자는 학습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성

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교실 안과 밖의 학습을 성찰하고 다

음 활동을 계획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냥 수업 듣고서 온라인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성찰
일지를 쓰면서 자기가 교실 안팎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성찰할 수 있고 이번에 배운 것을 토
대로 다음에 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이 좋았고, 특히 학생들
이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궁금한 점이 생겼다’ 뭐 이런 반응을 봤
을 때,, 성찰일지가 결국에는 자신의 학습을 돌이켜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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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 평가 시행

전략 29번에 따라 교수자는 동료 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실 안에서는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고 다른 학습자의 산출물을 참고하며 동료의

산출물과 학습 태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마지막 단계에서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동료 평가를 하였다. 동료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교

수자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도 동료에 의해 평가될 수 있었고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동료평가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교수자가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자의 학습 과정이라든가 협력학습 참여도, 산출물에 대해 동료학습자가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 긴장도 하고 개선할 점에 대하여 교수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료평가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 일지에 대한 피드백 제공

전략 10번을 적용하여 교수자는 큅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성찰

일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습자의 성찰 일지 중 특정 문장

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찰 일지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에게 심화 보충 학습 자료를 제

공하였다.

성찰에 의한 피드백을 온라인으로 제공했는데요, 온라인 피드백 장점이 반영
된 것 같아요. 언제든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올리
면 곧바로 피드백을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학습이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 실재감을 주는 요인으로서 온라인 피드백이 실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해
요.…(생략)… 온라인에서의 나의 학습이 선생님도 보고 있고 오프라인과 다
를 바 없다, 학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피드백 줄
때 추가로 공부할 자료를 개별로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건 테크놀로지 없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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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 설계 전략의 단점 및 개선점

심층 면담을 통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적용한 세부적인

교수 설계 전략의 단점 및 개선점은 다음 <표Ⅳ-21>과 같다.

<표 Ⅳ-21> 교수 설계 전략의 단점 및 개선점

가) 사전 학습 여부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만 확인

교수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실 안에서 학습자의 사전 학습 여

부를 확인하는 것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전 학습 여부를 확

인하는 문항들이 주로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으로 구성한 것에 대하

여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사전 학습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기억과 이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고 싶었지만,

교실 안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의 사전 지식 습득 여부

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교실 안에서 학

습자의 사전 지식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교실 밖에서 서술

형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사전 지식 학습을 촉진하고 확인할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범주 교수자 반응 전략

사전 학습 여부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만 확인

학습자의 사전 학습 여부를 확인할 때 좀 더 심

층적으로 학습자의 지식 습득 여부 확인 필요
7

학습자에게 테크놀로지

기능 숙지 필요

학습자가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의 기능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색할 기회를 제

공할 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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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에게 테크놀로지 기능 숙지 필요

전략 16번을 적용하여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

로지를 소개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업을 실행하면서 테크

놀로지를 학습자에게 소개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더

많은 기능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에서 교

수자는 학습자에게 큅을 소개한 후 큅에 로그인을 하여 글을 작성하고

산출물 양식을 다운받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학습자가

실제로 산출물을 개발할 때 파일을 큅에 올리거나 수정하는 활동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19번 전략을 적용할 때에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산출물을 개

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생각만큼 학생들이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해 적응력이 떨어졌던 것 같고.. 테
크놀로지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용 테크놀로지에 생
소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초기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더욱 제공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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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형에 대한 교수자 반응 평가

1) 교수 설계 모형의 장점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교수 설계 모형의 장점은 다음 <표Ⅳ-22>와

같다.

<표 Ⅳ-22> 교수 설계 모형의 장점

가)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수자는 본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교수 설계 모형이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내 지침이 되었다.

나) 명확한 실행 단계

면담 결과 모형의 각 단계 중에서 특히 ‘실행’ 단계에 제시된 요소들이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교수자가 실행 단계를 참고하며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범주 교수자 반응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모형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 설계

명확한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수업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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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면 평가’와 ‘성찰 촉진’ 요소들을 수업

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교수 설계 모형의 단점 및 개선점

교수자의 심층 면담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교수 설계 모형의 단점

및 개선점을 <표Ⅳ-23>에 요약하였다.

<표 Ⅳ-23> 교수 설계 모형의 단점 및 개선점

범주 교수자 반응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들과

설계할 때

고려한

사항들의

차이점

교수·학습 목표를 교수자가 설정

개발 단계에서 콘텐츠와 양식들을 ‘개발’하고 ‘선정’함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서도 평가가 시행

교수자가 테크놀로지를 직접 개발하기는 어려움

수업에 사용할 테크놀로지는 ‘분석 및 실행’ 단계에서 교실 안과 밖

학습활동을 설계할 때 선정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 수정 필요

용어 및 표현

개선

‘다면 평가’ 용어 수정

화살표 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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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들과 실제 설계할 때 고려한 사항들의 차이점

교수자는 본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심

층 면담을 통해 교수자는 모형에서 제시된 요소 중에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한 사항들과 차이가 있었던 점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교수·학습 목표 확인’ 요소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교수자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학교 맥락

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직접 교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본 모형의 요소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둘째, 교수자가 개발 단계에서 수업용 콘텐츠와 양식들을 ‘개발’ 하고

‘선정’ 할 수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 교수자는 플립 러닝에서 교실 밖 콘

텐츠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다른 교수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이

동엽, 2013; McDonald & Smith, 2013).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

에게 제공한 강의 동영상을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S 대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선정해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설계할 때 다른 교수자에

의해 공유된 콘텐츠와 양식을 선정할 수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도 ‘평가’ 요소를 화살표로 연

결해야 한다.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 활동

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설문지를 통한 최종 동료

평가가 시행되므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가 ‘다면 평가’에 요

소와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자가 ‘수업 테크놀로지 선정 및 개발’ 요소에 따라 소크라티

브, 구글 드라이브, 큅 등의 테크놀로지를 선정하였지만, 교육용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업에 사용할 테크놀로지는 ‘분석

및 실행’ 단계에서 교실 안과 밖의 학습 활동을 설계하며 동시에 선정하

였다. 예컨대, 교실 안에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 학습을 점검하는 활동을

설계할 때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여 객관식과 단답형 퀴즈를 제시하고 클

래스 123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학습자를 선정한 후 요약하는 활동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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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그러므로 ‘개발’ 용어를 삭제하고 수업에 활용한 테크놀로지를

선정하는 요소가 분석 및 개발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모형에서는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각 단계를 나열

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요소에 내용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수자가 교실 안과 밖의 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한형종 외, 2015; 방진

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Stayer,

2012). 따라서 교수자가 학습 절차를 고려해서 교실 안팎의 학습활동을

설계하고 학습 활동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을 토대로 ‘프로

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활동 설계’ 요소를 수정해야 한다.

나) 용어 및 표현 개선

교수 설계 모형에서 용어를 수정하고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면 평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면 평가(360⁰ 
Feedback Process)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활동에 대하여 여러 사람

이 다양한 각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다면

평가’를 통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의 피드백을 반영한다. 그러나 교수자가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교

수자가 지필 평가가 아닌 학습자의 학습 활동 전반을 평가함을 강조한다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박상준, 2015; 이동엽, 2013; Ravitz at al,

2004; Markham, Larmer, & Ravitz, 2003/2006). 수행 평가(Performance

Assessment)란 “교사가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

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

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p.220). 따라서 ‘다면

평가’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 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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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수행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양방향 화살표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모형에서는 양방향

화살표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였지만 서로 의미의 차이가 없어서 교수

자가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러

므로 화살표의 표현을 통일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7. 최종 전략 및 모형 개발

가. 최종 교수 설계 전략 개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학

습자 반응 및 교수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교수 설계 전

략을 개발하였다.

첫째, ‘예시 및 테크놀로지’ 열을 추가하고 ‘공통’ 범주에서 배경을 구

분하였다. 기존의 교수 설계 전략 표에서는 전략을 제시한 열에 예시와

활용 가능한 스마트 도구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통’ 범주에서도 별도

로 배경을 구분하지 않았다. 수정한 교수 설계 전략에서는 ‘교실 안’과

‘교실 밖’ 또는 ‘교실 안/밖’으로 배경을 구분하여 교수자가 전략의 맥락

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기존의 전략과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문장을

순화하였다. 또한, 각 전략의 범주가 전략들을 더욱 대표할 수 있도록 수

정하였다. 예컨대, 산출물 양식을 학습자에게 공유하는 전략을 포함하는

범주를 ‘산출물’에서 ‘산출물 양식 공유’로 수정하였다. 그 외에도 ‘프로젝

트 활동 준비’, ‘테크놀로지 활동 준비’, ‘스캐폴딩 제공’, ‘발표 촉진’ 범주

를 ‘학습 단계 제시’, ‘테크놀로지 연습 기회 제공’, ‘방향 제시’, ‘발표 및

수정’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에서의 개선점으로 도출된 사항들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전략에 대한 예시 및 테크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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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더욱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교수 설

계 전략에서 ‘공통’ 범주에 해당하는 전략 6번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산

출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고안하라’는 각 단계마다 기술한 유도 질문을 제시하는 전

략과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 교수 설계 전략의

8번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을 상호적인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라’도 교수자가 테크놀

로지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 지식 학습 여부를 교실 안/밖에서 확인하거

나 ‘성찰 일지’를 통해서 학습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

므로 의미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은 다음 <표Ⅳ-24>와 같다. 수정 및 추가된 전략은 ‘기울기’, ‘진하

게’, ‘밑줄’ 서식을 추가하여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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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예시 및 테크놀로지

공

통

교실

안/밖

강의

계획서

1. 기존 수업과 구별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만의 특징에

대해 명기하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징을 기술할 때 포함할 사항의 예]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 강의식 교수 학습 방식과 차이점, 주요 활용할

테크놀로지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차시별 핵심 개념과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 수업에 활용할 학습 도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예]

각 주차별 교실 밖, 교실 안, 활용하는 도구를 표를 활용하여 제시

교실

밖

산출물

양식

공유

3.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

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언제든

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학습

환경

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자와 교수

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책상을 배치하라

[책상 배치 방안의 예]

ㅁ자 , ㄷ자 또는 서로 연결된 책상 활용

5.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기자재

및 테크놀로지들을 점검하라

[점검해야 할 학습 기자재 및 테크놀로지]

빔프로젝터, WIFI의 유무, EGG 제공의 필요 여부,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들이 교실 안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교실

안

유도

질문
6. 학습자가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유도 질문을 인지하도록 촉진하는 예]

유도 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공, 학습자에게 유도 질문을 읽는 시간을 제공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기

교실

밖

사전

학습 자료

제공

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주제와 관련 있는

사전 학습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다양한 형태의 예]

교수 동영상, 학술 논문, 교재, 기사, 클립 동영상, URL, 다큐멘터리 등

교실

안/밖

사전

학습 점검

8. 학습자가 사전 지식 학습 여부를 퀴즈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학습자

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과 연

관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

[사전 지식을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예]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여 사전 지식을 점검한 후 퀴즈 결과를 공유 및 저장

[고려해야 할 점]

교실 밖 퀴즈는 실생활과 관련된 서술형 문항으로 제시하며

교실 안 퀴즈는 지식의 기억 및 이해 정도를 묻는 단답형 및 객관식 퀴즈

교실

밖
성찰

9. 사전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성찰하기 위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교실 밖에서 성찰 일지 작성 진행하는 예]

교수자는 큅을 활용하여 ‘성찰 일지’ 폴더와 각 단계에 따른 하위 폴더를 생성하고

학습자는 해당 폴더에 작성한 성찰 일지를 업로드 하기

10. 학습자의 성찰 일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산출물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라

[성찰 일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예]

큅을 통하여 제출한 성찰 일지에 대하여 ‘코멘트’ 기능을 활용하여 피드백 남긴 후

산출물 개발에 도움이 될 관련 자료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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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실

밖

평가

11. 수행 및 다면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학습자가 평가 기준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 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예]

루브릭(Rubrics), 평정 척도로 제시한 평가 문항, 평가에 포함될 사항에 대하여 퍼센트로 비율

제시

교실

안/밖

12.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라

[분위기를 생성하는 예]

학습자들에게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이 유용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테크놀로지에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

프로

젝트

준비

교실

밖

평가

기준

공유

13.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 기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

공하라

[평가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테크놀로

지 준비

14.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

지 및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라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는 것의 예]

수업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평가 기준 및 산출물 양식 확인 등,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등

교실

안

평가

기준

설계

15.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학습자도 사례를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인지하도록 하라

-

학습

단계

제시

16.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테크놀로

지 연습

기회

제공

1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사용할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학

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 기회를 제공하라

[테크놀로지 연습 항목의 예]

클래스팅에 로그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빛내기를 클릭하기, Quip에서 연습 파일 올리기,

큅에서 글을 쓴 후 ‘코멘트’ 기능을 통해 다른 학습자의 글에 피드백 작성하기, 큅에서 잘못

작성한 문서를 되돌릴 때 ‘CTRL+Z’ 키 활용하기

학습

그룹

설계

18.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산출물과 학습자의 의견들을 고

려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그룹 구성의 예]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산출물을 요구할 때는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이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출물일 경우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동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이질적으로 구성



- 148 -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예시 및 테크놀로지

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교실

밖

그룹별

주제

공유

19. 그룹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그룹의 주제를 참고하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주제

탐색

촉진

20.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산출물 개발을 위한 세

부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는 예]

S3CPS 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21.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부

합하고 산출물 제작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

[유도 질문의 예]

선정한 주제가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가?

실행

(자

료

분석

및

해결

안

도출

,

최종

산출

물

개발

교실

밖

산출물

개발

22.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범 사례를 제공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모범사레를 제공하는 예]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생성하여 모범 사례를 업로드한 후, 클래스팅을 통해

해당 링크 공유

23.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프로젝트 진

행 및 산출물 발전 과정을 확인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예]

퀴을 통해 산출물을 수정하였던 기록을 남기거나, 산출물 보고서를 그룹 폴더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기

교실

안/밖
방향

제시

24. 학습자가 개발하는 산출물을 관찰하며 주제 및 평가 기준에 기반을

두어 지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개발 방향을 잃

지 않도록 하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예]

큅을 통해 학습자가 공유하는 산출물을 확인하고‘코멘트’기능을 통해 피드백 제공

교실

안

25.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습득한 지식에 기반을 두어 산출물

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유도질문의 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산출물의 제목과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치되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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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

물

발표

교실

밖

학습

자료 공유

26. 학습자가 개발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

지를 통해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27. 최종 산출물을 공유하고 발표하기 전 학습자가 시간적 여유 가지고

동료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

라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는 예]

큅을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한

후 메모 남기기

교실

안

발표 및

수정

28. 최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주제 선정 이유 및 산출물 제작 과정을 포

함하여 발표하도록 하라
-

29. 최종 산출물에 대한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

자가 산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마무

리

성찰

및

최종

평가

교실

안

마무리

성찰

30.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성찰 토의 질문의 예]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전반에서 본인의 활동 중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31.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자가 평가를 시행하라

[자가 평가 항목의 예]

본인이 속한 그룹이 개발한 산출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면 몇 점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교실

밖/안
평가

32.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학습자에게 공유하라
-

33. 동료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여

동료 평가를 시행하라

[동료 평가 시행의 예]

구글 문서를 통해 서술형 문항을 평점 척도 문항으로 동료 평가 문항들을

개발한 후, 해당 링크를 개별로 공유한 후 결과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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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교수 설계 모형 개발

교수자 반응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

존 모형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Ⅳ-25>와 같다.

<표 Ⅳ-25> 교수 설계 모형에서 수정한 사항

범주 교수 설계 모형 수정 사항

용어 수정

‘교수 학습 목표 확인’의 용어에서 ‘교수 목표 설정 및 확인’으로 변경

‘목표 확인’ 단계를 ‘교수 목표 설정 및 확인’으로 용어 변경

‘교실 안/밖 콘텐츠 개발’ 및 ‘산출물/평가/성찰 양식 개발’에 ‘선정’ 추가

‘개발’ 단계를 ‘개발 및 선정’으로 용어 변경

‘다면 평가’ 용어를 ‘수행 및 다면 평가’로 수정

개별

요소 개선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에서 단계를 나타

내는 요소 삭제

‘프로젝트 절차에 따른 교실 안/밖 학습 활동 설계’ 요소를 ‘학습 절차를

고려한 교실 안 학습활동 설계‘, ’학습 절차를 고려한 교실 밖 학습활동

설계‘, ’테크놀로지 선정 및 교실 안/밖 연계 방안 설계‘의 요소로 분류하

고 요소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

‘수업 테크놀로지 선정 및 개발’ 용어에서 ‘개발’ 삭제 및 ‘분석 및 설계’

단계에 포함

‘실행’ 단계의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도 ‘수행 및 다면 평가’ 실행

화살표 수정
‘분석 및 설계’ 단계의 요소들의 관계를 모두 양방향 화살표로 수정

화살표 을 모두 로 표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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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설정 및 확인

가) 교수·학습 목표 설정 및 확인

‘목표 설정 및 확인 단계’ 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

친 후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설정하고 확인한다(Dick, Carey, &

Carey, 2015). ‘목표 설정 및 확인’ 단계에서 선정된 교수·학습 목표는 교

수자가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2) 분석 및 설계

‘분석 및 설계’ 단계는 ‘ICT 환경 분석·학습자 분석·학습 내용 분석’ ,

‘평가 기준 및 성찰 설계’, ‘프로젝트 주제 설계, 프로젝트 산출물 설계’,

‘교실 안 학습 활동 설계’, ‘테크놀로지 선정 및 교실 안/밖 연계 방안 설

계’, ‘교실 밖 학습 활동 설계’의 요소로 구성된다. 각 요소는 서로 유기

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교수자는 일련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각의 요소

들을 동시에 고려한다.

가) ICT 환경 분석·학습자 분석·학습 내용 분석

교수자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ICT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교실의 기자재 및 와이파이의 존재 여부, 학

교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자재, 빔프로젝터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교과 지식과 관련한 학습자의 사전 지식,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경험 여부, 수업에 참여한 동기, 스마트 기기 소유 여부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습 내용을 분

석해야 한다. 학습 내용이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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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특히 학습 내용을 분석해서 교실 안과

밖에서 제공할 지식과 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방진하, 이지현,

2014; 이동엽, 2013; Fulton, 2012).

나) 프로젝트 주제 및 산출물 설계

프로젝트 주제는 학습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

며 산출물을 개발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수자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설계할 때 교수·학습 목표와 부합하도록 유의해야 한

다.

또한, 교수자는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산출물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적

절하게 조절해야 한다(Ravitz et al., 2004; Markham, Larner, & Ravitz,

2003/2006).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제가 너무 쉬우면 학습자들이 나태해

질 수 있고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학습자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과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수업 기간 내에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주제와 산출물의 난

이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학습 절차를 고려한 교실 안과 밖의 학습 활동 설계

교수자는 학습자가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원활하게 개

발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또한, 교실 안과 밖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김보경,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임정훈 2016; 한형종 외, 2015; Bergmann &

Sams, 2014c, Kim et al., 2014). 교수자는 교실 안팎의 학습 활동을

설계하면서 학습 활동에 활용할 테크놀로지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너무

많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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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기준 및 성찰 설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수자는 수행 평가와 다면 평가

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평가 기준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은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비율을 설정하고

산출물, 발표, 성찰 일지 등 측정 가능한 학습자의 결과물에 대하여 평점

척도로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가 교실 안팎의 지식과 실제적 활동을 연결하고

산출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찰 활동을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단계의 성찰 토의와 학습자의 개별

성찰 일지 작성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성찰 활동에 대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시할 방안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3) 개발 및 선정

‘개발 및 선정’ 단계는 ‘교실 안/밖 콘텐츠 개발 및 선정’ 요소와 ‘산출

물/평가/성찰 양식 개발 및 선정’ 요소로 구성된다.

가) 교실 안/밖 콘텐츠 개발 및 선정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활동을 기반으로 교실 안팎에서 학습

자에게 제시할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선정한다. 교실 밖의 콘텐츠는 교수

자가 직접 교수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동료 교수자가 공유한 콘텐

츠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동료 교수자가 공유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면 수업하는 교수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교육에서의 교수적 실재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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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실 밖 콘텐츠는 학습자가 사전 지식 습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수업 시작 전 미리 업로드하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박태정, 차현진, 2015; Smith &

McDonald, 2013).

나) 산출물/평가/성찰 양식 개발 및 선정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평가와 성찰, 산출물을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산출물/평가/성찰 양식 개발 및 선정’ 요소를 통해 양식과 도구를 개발

한다. 교수자가 직접 양식과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동료 교사,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발 및 선정’ 단계에서 양식이

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부족한 사항을 ‘분석 및 설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교수자가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설계

한 산출물을 기반으로 개발 단계에서 산출물 양식을 개발하였지만 이를

공유할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선정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분석 및 설계’

단계로 돌아가 추가로 ICT 환경을 분석하고 교실 안팎의 학습 활동을

고려하여 산출물 양식을 공유할 테크놀로지를 선정할 수 있다.

4) 실행

‘실행’ 단계에서 교수자는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성찰을 촉진하고 수행 및 다면 평가를 시행한다. 세부적인 프로

젝트 절차는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촉진, 자료 분

석 및 해결안 도출과 최종 산출물 개발 촉진, 최종 산출물 발표 진행, 마

무리 성찰 진행 및 최종 평가’로 구성된다. ‘실행’ 단계에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교수 설계 전략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산출물 개발

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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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 및 보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교수 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자는 교수 설계

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형성적으로 평가하며 문제가 있을 때 앞 단계

로 돌아가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Dick, Carey, & Carey, 2015).

6) 최종 평가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평가’ 단계를 통해 ‘교수 목표 설정

및 확인’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

를 시행한다. 최종 평가에서는 학습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수

집하여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및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최종 교수 설계 모형은 [그림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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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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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교수자가 체계적으로 설

계할 수 있도록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따라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서 실행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하여 논의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유도 질문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유도 질문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었다(Thomas, 2000; Ravitz et al.,

2004). 교수자가 제시하는 유도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적절한 프로젝트

주제를 세울 수 있고(Thomas, 2000),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산출물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다(Land & Zembal-Saul,

2003; Markham, Larner, & Ravitz, 2003/2006). 그러나 본 교육 프로그

램에서 제공한 유도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 대부분이 산출물을 개발할 때

인지하지 못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

시한 유도 질문을 인지하지 않고 산출물 양식과 평가 기준에 따라 비교

적 개발이 쉬운 주제를 선정하였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유도 질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학습자

는 해당 주제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한지를 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유도 질문을 인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교수자가 산출물 양식 및 평가 기준과 유도 질문을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공유하도록

촉진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하면서 그룹 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산출물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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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는 개발하는 산출물을 온라인을 통해 지속해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에게 공유하였다. 학습자들은 인터뷰에서 산출물 개발 과정을 공

유함으로써 다른 학습자의 산출물 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 개

발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기한 내에 산출물을 완성하도록 자극할 수 있었

으며 다른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산출물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

하였다.

그러나 교실 밖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그룹에 속한 학습자의 산출물을

지속해서 확인했음에도 별도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

다. 이로써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그룹

내 구성원과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물을 개발하며 학습이 일어

났지만, 정작 그룹 간에는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른 그룹에 속한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피드백을 꺼린 이유는 문화적

요인 때문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에 속한 학습자들은 동료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관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예은,

이호, 2015).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상호작용하며 산출물을 제작함으

로써 지식과 실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Lee & Lim,

2012; 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룹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룹 간 피드백을 위한 시

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산출물

을 공유하고 다른 그룹의 동료 학습자들과 피드백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Thomas, 2000). 예컨대, 교수자는 교실 밖에서 학습

자들이 공유한 산출물을 확인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조영환

외, 2015).

셋째, 학습자들이 성찰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은 성찰 일지를 작성하면

서 산출물 개발 과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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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립 러닝에서 성찰을 통해 교실 밖과 교실 안의 지식과 활동을 연계

하고 종합하며 학습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한형종 외, 2015; 최정

빈, 김은경, 2015; Galway et al., 2014; Stayer, 2012; Roehl, Reddy, &

Shannon, 2013).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도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학습

활동과의 연결을 위하여 성찰이 강조되었다(박민정, 2007; 정영란, 김동

식, 2003; Barron et al., 1998; Laffey et al., 1998). 따라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교실 안팎을 연계하고 산출물을 발전시킬 수 있

도록 학습 활동 단계별로 성찰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온라인을 통해 성찰 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해 교수자

가 피드백을 부여한 점이 학습자의 성찰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학습

자들은 성찰 일지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교수자와 원활한 상호

작용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하고(Strayer, 2012) 성찰에 대한 교수

자의 피드백을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Roehl, Reddy, & Shannon, 2013).

하지만 매 차시마다 학습자가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박진우, 2016).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성찰 일지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성찰 활동에 대하

여 긍정적이었던 이유에 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즉, 교수자의 어떠

한 피드백 유형이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하였는지 또는 학습자의 성찰 유

형 중 어떠한 요인이 산출물 개발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TPACK(Technology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지식을

갖추고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그 특성에 따라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교

실 안팎의 학습 활동을 적절하게 촉진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다양한 테

크놀로지의 기능을 익히고 효율적으로 협력 활동을 진행하며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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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물 개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교육을 위한 수업을 설

계하는 프로젝트이므로 학습자에게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소개하였다. 또

한 학습자는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

용하는 것에 비교적 익숙하였다. 그런데도 학습자는 산출물을 개발하면

서 동시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에 다소 혼란을 느꼈다.

따라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교

수자는 교수 학적 지식(PK)과 내용 지식(CK), 테크놀로지 지식(TK)을

포함하는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 지식(TPACK)을 갖추어야 한다(Mishra

& Koehler, 2006). TPACK지식에 따라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준

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을 적절

하게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교수자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

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

하였다. 초기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은 교육공학 전문가 5인 대상 전문

가 타당화를 통해 개선되었다. 총 2차례 시행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도

출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설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7주간 진행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실행 이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략과 모형의 장점과 단점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 학습자

반응과 교수자 반응을 도출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하여 학습자는 교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

한 수업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성찰 일지를 작성하고 성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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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과 산출물 개발 과정을 지속해서 공유하는 것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에 대한 교수

자 반응을 통해서는 학습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내

지침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교수 설계 모형과 전략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

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최종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을 개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최종 교수 설계 모형은 총 6개의 단계와 17개의 요소로 구성

된다. 구체적으로 교수 설계 모형은 ‘목표 설정 및 확인’,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선정’, ‘실행’, ‘최종 평가’ 단계에 따라 진행하며 ‘수정 및 보완’

단계에서 이전으로 돌아가 수정할 수 있다. ‘목표 설정 및 확인’은 ‘교수·

학습 목표 설정 및 확인’ 요소를 포함한다. ‘분석 및 설계’는 ‘ICT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 학습 내용 분석’, ‘평가 기준 및 성찰 설계’, ‘프로젝

트 주제 및 산출물 설계’, ‘학습 절차를 고려한 교실 안 학습 활동 설계’,

‘학습 절차를 고려한 교실 밖 학습 활동 설계’, ‘테크놀로지 선정 및 교실

안/밖 연계 방안 설계’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개발 및 선정’은 ‘교실 안/밖 콘텐츠 개발 및

선정’, ‘산출물/평가/성찰 양식 개발 및 선정’으로 구성되며 두 요소는 서

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개발될 수 있다. ‘실행’은 플립 러닝

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성찰을 강조함에 따라 학습 단계별로 ‘성찰 촉

진’ 요소를 적용하며 ‘수행 및 다면 평가’를 시행한다. 학습 단계별 요소

는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촉진’,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촉진’, ‘최종 산출물 발표 진행’, ‘마무리

성찰 진행 및 최종 평가’로 각 요소는 선형적으로 진행된다. ‘개발 및 선

정’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는 ‘수정 및 보완’ 단계에 따라 설계할 때 부

족한 사항이 있으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최종 평가’를 포함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천을 지원하는 최종 교수 설계 전략은 총

3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전략은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주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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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및 선정’, ‘실행(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의 단계에 진행되며 각 단계에

반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전략들은 ‘공통’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플

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들은 단계에 따라

교실 안과 밖으로 배경을 나누어 제시하였고 전략들을 포괄하는 핵심 단

어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전략에 대한 예시와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전략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예시 및 테크놀로지’

범주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에서 교실 안팎이 뒤집힌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s, 2014b; Hwang, Lai, & Wang, 2015;

Milman, 2012; Strayer, 2012).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에서의 교실 안

면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

(방진하, 이지현, 2014; Bergmann & Sam, 2012, 2014b)에 따라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제안하고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안내하는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전략과 모형에 따라 실행

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

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실 밖에서 사전 지식 콘텐츠를 통해 배운 지식을 산출물

개발 활동에 적용하며 학습하였다. 이는 플립 러닝에서 교실 밖에서 주

어진 콘텐츠가 교실 안에서 행하여지는 학습 활동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

됨으로써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Warter-Perez & Dong, 2012). 또한,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의 수업 시간이 부족하였던 단점을 극복하며

(Markham, Larner, & Ravitz, 2003/2006; Savin-Baden, 2007) 교실 안에

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교수자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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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안내 지침이 되는 교수

설계 전략 및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은 총 2차례의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최적의 이론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교수 설계 전략은 각 학습의 단계에 따라 교실 안과

밖으로 배경을 구분하고 전략을 적용하는 예시와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

지 및 고려할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교수 설계 모형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교수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각 단계가 비교적

동시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양방향 화살표와 ‘수정 및 보완’ 요소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개발한 초기 교수 설계 이론

들을 형성적으로 수정하여 최적의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설계 전략과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

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전략과 모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과 전략을 더욱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형성 연구 방법론에서는 설계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자료

를 수집하여 최적의 이론을 도출한다(임철일, 2012). 본 연구는 플립 러

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모형

과 전략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로서 대학교 교직 과목에 한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설계하였다. 대학생은 성인 학습자로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특성을 보인다(이혜정, 성은모, 2011). 특히 교실 밖 원격 학습 환경

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플립 러닝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특성을 강조

하며(손은주 외, 2015; Roehl, Reddy, & Shannon, 2013)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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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2011). 그러므로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

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교육 프로그램 및 설계 이론의 결과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자기 주도적인 학습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를 설계했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본 모형과 전략에

따라 사례를 설계하고 교수 설계 모형과 전략을 발전해야 한다.

둘째, 래피드 프로토타입(Rapid Prototype)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

의 모형을 발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자는 교육 공학을 전

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모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

계하는 것이 익숙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

설계 모형과 전략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자가 교수 설

계 모형과 전략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공과 대학 등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강조하는 대학

에서 플립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임경화, 김태현, 2014; 박민정, 2007). 따라서 모형에 따라 교

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가 교수 설계자에게

의뢰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

는 요구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 설계 의뢰자가 교수 설

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사용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수 설

계 모형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교수 설계 모형을 발전

하여 모형의 각 단계가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방법론(임철일, 연은경, 2006, 2015)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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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개발 연구’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본 질문지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

을 개발하기 위해 도출된 교수 설계 전략과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타당

화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

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지에 따라 타당

도를 검증해주시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은 연구자에게 언제든지 질

문하실 수 있으며, 개선 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별도의 형식 없이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응답을 위해 작성하신 전문가의 프로필과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영 드림

eylee1223@snu.ac.kr

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 전문가 프로필 -

∎ 이름(성별) :

∎ 전공 분야 :

∎ 최종 학력(전공) :

∎ 소속/직책 :

∎ 실무·연구 경력(기간):

∎ 교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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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다음 설문 문항들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

계 전략의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 설계 전략의 타당성에 대하여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ü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점 : 매우 타당하다 / 3점 : 타당하다 / 2점 : 타당하지 않다 / 1점 :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4점 3점 2점 1점

타당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참고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사항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보편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교수 설계 전략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

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 ⧠ ⧠ ⧠

개선

사항
본 교수 설계 전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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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다음 설문 문항들은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

계 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 설계 모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ü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점 : 매우 타당하다 / 3점 : 타당하다 / 2점 : 타당하지 않다 / 1점 :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4점 3점 2점 1점

타당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참

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고

려해야할 사항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시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보

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교수 설계 모형은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 시 고

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 ⧠ ⧠ ⧠

개선

사항
본 교수 설계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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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 교수 설계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3 3 3 3 3 3.0 0 1

0.4

설명력 3 3 3 4 2 3.0 0.6 0.8

유용성 3 2 4 4 3 3.2 0.7 0.8

보편성 3 3 3 3 3 3.0 0 1

이해도 3 2 3 3 2 2.6 0.5 0.6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4 4 4 3 3.8 0.4 1

1

설명력 3 4 4 4 3 3.6 0.5 1

유용성 3 3 4 4 3 3.4 0.5 1

보편성 4 4 4 4 4 4 0 1

이해도 4 3 3 4 3 3.4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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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초기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3 3 3 3 2 2.8 0.4 0.8

0.2

설명력 2 3 4 3 2 2.8 0.7 0.6

유용성 3 2 3 4 2 2.8 0.7 0.6

보편성 3 3 3 3 3 3.0 0 1

이해도 2 2 3 3 2 2.2 0.4 0.4

구분
전문가

평균 표준편차 CVI IRA
A B C D E

타당성 4 3 4 4 4 3.8 0.4 1

1

설명력 4 4 3 4 3 3.6 0.5 1

유용성 3 4 4 4 4 3.8 0.4 1

보편성 4 3 4 4 4 3.8 0.4 1

이해도 4 4 4 4 3 3.8 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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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초기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준

비

수

업

전

교실

밖

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라 4 4 3 3 3 3.4 1

1.1. 각 주차별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시각틀을 제공하여 주차 별 핵심 개념에 대해 언급하라 4 3 2 3 2 2.8 0.6

1.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자기주도성과 동기를 기대함을 명기하라 4 4 3 3 2 3.2 0.8

2. 산출물을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4 2 3 4 4 3.4 0.8

2.1.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표(ex- rubric)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라 4 4 3 3 3 3.4 1

교실

안

3.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하

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3 3 3 3 2 2.8 0.8

수

업

중

교실

안

4.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2 2 2 3 3 2.4 0.4

4.1 그룹 구성원 간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제공하라 2 4 3 4 3 3.2 0.8

4.2. 그룹 구성원 간 적절하게 역할을 분배하여 서로 책무성을 갖도록 촉진하라 4 4 3 4 3 3.6 1

5.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배경 및 기존 수업과의 차이를 설명해라 4 2 4 4 2 3.2 0.6

5.1. 사전에 제공된 수업 자료를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라 4 3 4 3 2 3.2 0.8

5.2. 기존 수업과 다른 학습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3 2 3 4 1 2.6 0.6

5.3. 매체를 활용하여 스토리 기반으로 배경을 설명하라 2 2 2 3 3 2.4 0.4

5.4. 학습자의 책임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조하라 3 2 3 3 3 2.8 0.8

6. 학습자의 ICT 활용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라 4 4 2 3 4 3.4 0.8

7. 프로젝트 학습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라 2 4 3 3 3 3.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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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준

비

수

업

후

교실

밖

8.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2 4 2 4 3 3.0 0.6

9.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3 4 3 3 4 3.4 1

9.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2 3 3 4 4 3.2 0.8
9.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

하라
3 3 2 4 3 3.0 0.8

9.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3 4 4 3.8 1

10.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3 2 3 2 3 2.6 0.6

주

제

탐

색

및

선

정

수

업

전

교실

밖

11.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3 2 3 3 1 2.4 0.6
12.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

하라
3 4 2 3 2 2.8 0.6

13. 수업 전 사전학습을 수업 중 교실 안에서의 학습활동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라 4 4 3 3 3 3.4 1

13.1. WSQ(Watch-Summary-Question) 기법을 활용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라 4 3 3 3 4 3.4 1

13.2. 수업자료를 학습하며 핵심내용과 궁금한 점을 강의 노트에 작성하도록 하라 4 3 3 3 3 3.2 1

교실

안

14.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1 2 2 3 2 2.0 0.2

수

업

중

교실

안

15.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4 3 2 4 2 3.0 0.6

15.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밖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4 3 2 3 2 2.8 0.6

16.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3 2 2 3 3 2.6 0.6

16.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3 3 2 3 2 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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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주

제

탐

색

및

선

정

수

업

중

교실

안

16.2.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4 3 3 3 3 3.6 1

16.3. 추진 질문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적절한 주제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라 4 4 3 3 3 3.4 1

17.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4 2 3 4 3 3.2 0.8

17.1.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2 3 2 3.0 0.6

17.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3 2 3 3 1 2.4 0.6

17.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3 2 2 4 2 2.6 0.4

17.4. 다른 그룹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알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라 4 4 3 3 2 3.2 0.8

17.5.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4 4 3 3 3 3.4 1

18.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평가하라(ex- 루브릭평가,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 3 4 2 3 3 3.0 0.8

수

업

후

교실

밖

19.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3 3 3 3 3 3.0 1

20.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3 3 2 3 4 3.0 0.8

20.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2 3 3 3 2 2.6 0.6

20.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3 3 3 3 2 2.8 0.8

20.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3 3 4 2 3.2 0.8

21.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3 4 3 3 3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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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실

행

수

업

전

교실

밖

22. 프로젝트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및 학습 활동 진행에 도움이 될 방안를

제공하라
4 3 2 3 4 3.2 0.8

22.1. 학습 활동을 하는 방법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공하라 4 4 4 3 4 3.8 1

22.2. 산출물 개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라 4 4 4 3 4 3.8 1

22.3.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라 3 3 4 4 4 3.6 1

22.4. 협력 또는 협동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ex- Jigsaw 모형 등)을 제공하라 3 3 4 3 4 3.4 1

23. 사전에 제공된 콘텐츠를 학습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3 4 4 3 2 3.2 0.8

24. 콘텐츠 학습에 대한 퀴즈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 및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라 3 2 2 3 1 2.2 0.4

25. 수업 전 사전학습을 수업 중 교실 안에서의 학습활동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라 4 4 3 3 2 3.2 0.8

25.1. WSQ(Watch-Summary-Question) 기법을 활용하고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라 4 4 3 3 2 3.2 0.8

25.2. 수업자료를 학습하며 핵심내용과 궁금한 점을 강의 노트에 작성하도록 하라 4 3 3 3 2 3.0 0.8

교실

안

26.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이 용이하도록 교실 외관을 변화시켜라
1 3 2 3 4 2.6 0.6

수

업

중

교실

안

27.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고 교정하며 핵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습득한 사전지식과 교실 안 학습활동을 연계하라
4 4 2 3 1 2.8 0.6

27.1. 다음 차시 예고 시, 교실 안 퀴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전 지식 예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라
4 4 2 3 1 2.8 0.6

28. 학습자들이 고차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3 4 2 3 4 3.2 0.8
28.1.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3 2 2 4 2 2.6 0.4
28.2. 목표를 정기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라 4 4 4 3 4 3.8 1
28.3. 주제의 전반적인 사항들(아이디어, 결과, 해석 등)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촉진하라 4 4 3 3 4 3.6 1

29.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라 4 4 3 4 3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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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실

행

수

업

중

교실

안

29.1.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4 2 2 4 3 3.0 0.6

29.2.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3 4 3 3 1 2.8 0.8

29.3.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3 2 2 4 2 2.6 0.4

29.4.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하라
4 2 3 3 3 3.0 0.8

29.5. 추진 질문 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하라 4 4 4 3 1 3.2 0.8

30.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평가하라(ex- 루브릭평가, 다면평가, 수행평가 등) 3 4 2 3 2 2.8 0.6

31. 효과적으로 산출물(ex-보고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3 3 3 3 3 3.0 1

31.1. 산출물을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3 4 3 3 3 3.2 1

31.2. 프로젝트 결과물의 진행사항을 확인하라 4 2 2 3 3 2.8 0.6

수

업

후

교실

밖

32. 심화 내용을 찾도록 하여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라 3 3 3 3 2 2.8 0.8

33.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3 4 2 3 4 3.2 0.8

33.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2 4 3 3 3 3.0 0.8

33.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

하라
3 3 3 3 2 2.8 0.8

33.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2 3 4 3 3.2 0.8

34. 테크놀로지(SNS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수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3 4 3 3 3 3.2 1

발

표

수

업

전

교실

밖

35. 발표할 산출물 개발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라 4 4 4 3 4 3.8 1

36. 개발한 산출물을 수업 전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라 4 2 3 3 4 3.2 1

교실

안

37. 학습자의 의사소통 및 이동성을 고려하여 발표 및 토론 활동 용이하도록 교실 외

관을 변화시켜라
1 4 2 3 4 2.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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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환경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발

표

수

업

중

교실

안

38. 학습자들에게 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성찰

및 선별, 구조화 과정을 촉진하라
3 3 3 3 4 3.2 1

39. 청중이 있는 발표 기회를 제공하라 4 4 3 3 1 3.0 0.8

40. 발표에 대하여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4 4 3 3.8 1

41. 동료 평가를 시행하라 3 4 4 4 2 3.4 0.8

수

업

후

교실

밖

42. 성찰 활동을 촉진하라 3 4 2 3 3 3.0 0.8

42.1.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별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라 2 4 3 3 1 2.6 0.6

42.2.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성찰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찰 활동을 촉진

하라
3 3 3 3 3 3.0 1

42.3. 학습자의 성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4 3 3 4 3 3.4 1

마

무

리

성

찰

및

최

종

평

가

수

업

중

교실

안

43. 학습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3 4 3 3 4 3.4 1

44. 그룹 내에서 개인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라 4 4 3 3 2 3.2 0.8

45.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촉진하라 4 3 3 3 2 3.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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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공

통

교실

밖/

교실

안

강의

계획서

1. 기존 수업과 구별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만의 특징에 대해 명기하라 4 4 4 4 4 4 1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주차별 핵심 개념과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 수업에 활용할

학습 도구를 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라
4 4 3 4 3 3.6 1

학습

환경

3. 학습 활동 및 학습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용이하도록 책상 배

치 등을 설계하라
3 4 3 4 3 3.4 1

4.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을 설계하고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4 4 4 4 3 3.8 1

산출물

5. 프로젝트의 주제와 연관되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다양한 형태의 예 : 교수 동영상, 읽기 자료, URL, 다큐멘터리 등)
4 3 4 4 3 3.6 1

6.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고안

하라 (촉진 질문의 예 : 해당 단원에서 분필을 사용하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스마트 교육을

통한 협동 활동 위주의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가? )

3 4 4 4 3 3.6 1

학습

활동

7. 수업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점검하는 퀴즈를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라
4 3 4 4 2 3.4 0.8

8.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교실 안에서

관련 내용을 프로젝트 산출물과 연관하여 설명하라 (테크놀로지의 예 : 클래스팅, 카카오톡, 페

이스북, Quip, Google Docs, 학교 LMS의 게시판 등)

4 4 3 4 3 3.6 1

성찰
9. 교실 밖 사전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성찰하기 위해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3 4 4 3 3 3.4 1

10. 학습자의 성찰 일지에 대해 산출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4 3 4 4 4 3.8 1

평가
11.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산출물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4 4 4 4 3 3.8 1

4 4 4 3 4 3.8 112. 산출물 개발 과정, 결과, 학습 참여, 발표 등 학습자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과 결과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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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프로

젝트

준비

교

실

밖

평가 기준

공유

13.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 기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3 3 4 4 3 3.4 1

테크놀로지

준비

14.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 및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라(테크놀로지 준비의 예 : 수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평가 기준 및 산출물 양식 확인 등)
3 3 4 4 4 3.6 1

교

실

안

평가 기준

설계

15.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자도 사례를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인지하도록 촉진하라
4 4 3 4 3 3.6 1

프로젝트

활동 준비

16.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발표 등의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라
3 4 3 4 4 3.6 1

테크놀로지

활용 준비

1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사용할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학습자가 테크놀로지 사용

을 교수자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 3 3.8 1

학습 그룹

설계
18.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하라 3 4 4 4 2 3.4 0.8

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교

실

밖

그룹 별

주제 공유

19. 각 그룹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그룹의

주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

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3 4 4 4 4 3.8 1

교

실

안

주제 탐색

촉진

20.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산출물 개발을 위한 세부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4 4 4 4 4 4 1
21.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산출물 제작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4 3 4 4 3 3.6 1

실행

교

실

밖

산출물

개발

22.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공하라 4 4 4 4 4 4 1

23.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

써 학습자의 프로젝트 진행 및 산출물 발전 과정을 확인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

판 등)

4 4 3 4 3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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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균 CVI
A B C D E

실

행

교실

안

스캐

폴딩

제공

24. 산출물의 평가 기준과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방향을 잃지 않도록 촉진하라
4 3 3 4 2 3.2 0.8

25. 촉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사전

학습과 연계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산출물을 개발하며 이론을 적용하도록 촉진하

라

3 3 4 4 3 3.4 1

최

종

산

출

물

발

표

교실

밖

학습

자료

공유

26. 학습자가 개발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라 (협력을 위한 테크놀로지 예 :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

한 게시판 등)

3 3 4 4 3 3.4 1

27. 동료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을 보고 발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촉진하라 4 4 3 4 2 3.4 0.8

교실

안

발표

촉진

28. 최종 산출물의 결과만이 아닌 주제 선정 이유 및 산출물 제작 과정 등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촉진하라
4 4 4 4 3 3.8 1

29.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동료 학습자가 더욱 깊이 있게 산출

물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라
4 4 4 4 2 3.6 0.8

마

무

리

성

찰

및

최

종

평

가

교실

밖
평가

30. 준비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라 4 4 3 4 3 3.6 1

31. 학습자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그룹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동료 평가 및 자가 평가를 시행하라
4 4 3 4 2 3.4 0.8

교실

안

마무

리

성찰

32.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토의를 진행하라 4 4 4 4 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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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최종 교수 설계 전략

 1. 외적 타당화 결과 개발한 최종 교수 설계 전략 (※개선한 사항은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 

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예시 및 테크놀로지

공통

교실

안/밖

강의

계획서

1. 기존 수업과 구별되는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만의 특징에 대해 명기

하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징을 기술할 때 포함할 사항의 예]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정의, 강의식 교수 학습 방식과 차이점,

주요 활용할 테크놀로지
2.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차시별 핵심 개념과 교실 밖과

교실 안 활동, 수업에 활용할 학습 도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예]

각 주차별 교실 밖, 교실 안, 활용하는 도구를 표를 활용하여 제시

교실

밖

산출물

양식 공유

3.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

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학습 환경

4.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자와 교

수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책상을 배치하라

[책상 배치 방안의 예]

ㅁ자 , ㄷ자 또는 서로 연결된 책상 활용

5.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기자

재 및 테크놀로지들을 점검하라

[점검해야 할 학습 기자재 및 테크놀로지]

빔프로젝터, WIF I의 유무, EGG 제공의 필요 여부,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들이 교실 안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교실

안

유도

질문

6. 학습자가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촉진

하라

[유도 질문을 인지하도록 촉진하는 예]

유도 질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공, 학습자에게 유도 질문을 읽는

시간을 제공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기
교실

밖

사전 학습

자료 제공

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주제와 관련 있는

사전 학습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라

[다양한 형태의 예]

교수 동영상, 학술 논문, 교재, 기사, 클립 동영상, URL, 다큐멘터리 등

교실

안/밖

사전

학습 점검

8. 학습자가 사전 지식 학습 여부를 퀴즈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학습자

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

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

[사전 지식을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예]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여 사전 지식을 점검한 후 퀴즈 결과를 공유 및 저장

[고려해야 할 점]

교실 밖 퀴즈는 실생활과 관련된 서술형 문항으로 제시하며

교실 안 퀴즈는 지식의 기억 및 이해 정도를 묻는 단답형 및 객관식 퀴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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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교실

밖
성찰

9. 사전 학습과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성찰하기 위해 플립 러닝형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라

[교실 밖에서 성찰 일지 작성 진행하는 예]

교수자는 큅을 활용하여 ‘성찰 일지’ 폴더와 각 단계에 따른 하위 폴더를 생성하고

학습자는 해당 폴더에 작성한 성찰 일지를 업로드 하기

10. 학습자의 성찰 일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산출물 개

발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라

[성찰 일지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예]

큅을 통하여 제출한 성찰 일지에 대하여 ‘코멘트’ 기능을 활용하여 피드백 남긴 후

산출물 개발에 도움이 될 관련 자료에 대한 링크를 공유하기

교실

밖
평가

11. 수행 및 다면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학습자가 평가 기준에 혼란을 느

끼지 않도록 학습 활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예]

루브릭(Rubrics), 평정 척도로 제시한 평가 문항, 평가에 포함될 사항에 대하여

퍼센트로 비율 제시

교실

안/밖

12.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라

[분위기를 생성하는 예]

학습자들에게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이 유용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테크놀로지에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

프

로

젝

트

준

비

교실

밖

평가 기준

공유
13. 프로젝트 실행 전에 평가 기준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평가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테크놀로지

준비

14.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테크놀로지 및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라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는 것의 예]

수업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평가 기준 및 산출물 양식 확인 등, 스마트

디바이스 대여 등

교실

안

평가 기준

설계

15.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자도 사례를 직접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기준을 인

지하도록 하라

-

학습 단계

제시

16.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단계에 따라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라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단계]

주제 탐색 및 선정, 자료 분석 및 해결안 도출, 최종 산출물 개발, 최종 산출물

발표, 마무리 성찰 및 최종 평가

테크놀로지

연습 기회

제공

17.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사용할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학습

자가 산출물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숙지할 수 있도

록 연습 기회를 제공하라

[테크놀로지 연습 항목의 예]

클래스팅에 로그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빛내기를 클릭하기, 큅에서 연습 파일 올리기,

큅에서 글을 쓴 후 ‘코멘트’ 기능을 통해 다른 학습자의 글에 피드백 작성하기, 큅에서 잘못

작성한 문서를 되돌릴 때 ‘CTRL+Z ’ 키 활용하기

학습 그룹

설계

18.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산출물과 학습자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

성하라

[그룹 구성의 예]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산출물을 요구할 때는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이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특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출물일 경우 그룹 내

학습자 구성은 동질적으로, 그룹 간에는 이질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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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젝트

주제

탐색

및

선정

교실

밖

그룹별

주제

공유

19. 그룹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그룹의 주제를 참고하도록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

주제

탐색

촉진

20.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산출물 개발을 위한 세

부 주제 선정을 촉진하라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는 예]

S3CPS 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21.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부합

하고 산출물 제작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

[유도 질문의 예]

선정한 주제가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가?

실행

교실

밖

산출물

개발

22. 학습자가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범 사례를 제공

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모범사레를 제공하는 예]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생성하여 모범 사례를 업로드한 후,

클래스팅을 통해 해당 링크 공유

23.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

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프로젝트 진행

및 산출물 발전 과정을 확인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의 산출물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예]

큅을 통해 산출물을 수정하였던 기록을 남기거나, 산출물 보고서를 그룹

폴더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기

교실

안/

밖 방향

제시

24. 학습자가 개발하는 산출물을 관찰하며 주제 및 평가 기준에 기반

을 두어 지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개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예]

큅을 통해 학습자가 공유하는 산출물을 확인하고‘코멘트’기능을 통해

피드백 제공

교실

안

25. 유도 질문(Driving Question)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물에 대

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습득한 지식에 기반을 두어

산출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유도질문의 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산출물의 제목과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치되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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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배경 구분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전략 예시 및 테크놀로지

최

종

산

출

물

발

표

교실

밖

학습

자료

공유

26. 학습자가 개발 완료한 최종 산출물을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라

[협력 활동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Quip, Google Docs, Padlet, N드라이브, Dropbox, Google Drive,

학교 LMS의 공유 기능을 위한 게시판 등

27. 최종 산출물을 공유하고 발표하기 전 학습자가 시간적 여

유 가지고 동료 학습자의 최종 산출물에 대해 궁금한 사

항을 준비하도록 하라

[궁금한 사항을 준비하는 예]

큅을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노란색으로 표시한 후 메모 남기기

교실

안

발표 및

수정

28. 최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주제 선정 이유 및 산출물 제작 과

정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라
-

29. 최종 산출물에 대한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

해 학습자가 산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마

무

리

성

찰

및

최

종

평

가

교실

안

마무리

성찰

30.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토의를 진행

하라

[성찰 토의 질문의 예]

플립 러닝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전반에서 본인의 활동 중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31.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자가 평가를 시행하

라

[자가 평가 항목의 예]

본인이 속한 그룹이 개발한 산출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면 몇 점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교실

밖/

안

평가

32.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

한 결과를 학습자에게 공유하라
-

33. 동료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활용하여 동료 평가를 시행하라

[동료 평가 시행의 예]

구글 문서를 통해 서술형 문항을 평점 척도 문항으로 동료

평가 문항들을 개발한 후, 해당 링크를 개별로 공유한 후

결과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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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of the impact of developing technologies and diverse

lifestyles, teachers need to apply instructional method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higher-level thinking. Students can develop higher-level

thinking,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time for teachers to deliver knowledge

and do interactive activities among students in classes.

The flipped learning helps address lack of time by flipping the

learning spaces. In the flipped learning, direct instructi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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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s knowledge directly to the students in the group learning

space moves into the individual learning space. Therefore, there are

enough time in the class for students to do group works that can

help to develop higher-level thinking.

However, despite spending more time in the group learning space

by applying the flipped learning, it doesn't guarantee the effective

learning. Rather, teachers have to concern about how to use class

time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e flipped learning. To

resolve the issue, the project based learning needs to be combined

with the flipped learning. The way of combining the flipped learning

with the project based learning allows students to learn since they

can develop their products on the project more. Students apply the

knowledges learned outside of the classroom to the products on the

project by working with other students and getting feedbacks from

the teacher in class.

Because there is a lack of specific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model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detail to

develop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which is the combination of

flipped learning and the project based learning. This is to help the

instructors to design educational programs systematically.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ould be (1) to develop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the flipped learning combined with

project based learning and (2) to verify the developed instructional

design model in response to instructor and students.

In this study, 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adopted

following four steps. First, initial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and

model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5

instructional design experts participated two times in the validation

tests to revise initial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and model.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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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ducational program that developed by revised strategies and

model implemented for 7 weeks.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 was

over, interviews with an instructor and students was carried out for

on-site validation. Finally, the final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and

model were suggested.

As the data was resulted, the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consist of 33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project’, ‘inquiring and setting project topics’, ‘implementation

(analyzing data and drawing conclusions & developing products)’,

‘presenting the final products’, ‘the final reflection and evaluation.’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consists of 17 components and 6 detailed

designing steps including ‘identifying and setting goals’,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and selection’, ‘implementation’, ‘revision and

supplement’ and ‘the summative evaluation.’

The result of the on-site evaluation data showed that adopting the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and model was helpful for increasing

interactions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The feedbacks of teacher

about reflection papers written by students were positive.

Furthermore, sharing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with peer

learners and teacher helped to develop project products. Moreover, it

verified that the model and strategies were helpful to systematically

design the flipped learning combined with project based learning.

The practical meaning of this research was described specific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is necessary to adapt the

strategies and model in diverse context, including the adopting

rapid-prototyping methodology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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