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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교육계 내부에서의 긍정적 인

식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이를 수행해 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교사들은 현재의 교

육과정상에서 이를 구현해 내기 위한 수업의 설계의 어려움, 교사 

스스로 자료를 개발할 시간과 역량의 부족, 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료들의 부족 등을 그 어려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에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융합교육의 논리

적 약점 즉, 융합교육을 하려면 그 이전에 무언가 융합에 필요한 요

소지식인 개별교과지식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교과지식을 학습시

키고 난 후에 이것과 더불어 융합교육을 실현해 내는 데에는 학교

학습에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 있다. 과

연 어떤 방식의 교수법을 도입하면 융합교육에 소요되는 여러 교과

에 걸친 다양한 교과지식도 학습하면서 ‘융합교육’ 이라는 창의

성과 문제해결력과 감성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에서 학교 현장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플립러닝이라는 교수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해소

하고자 하였다.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 전에 개별적 능동적으로 

개념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중 활동을 통해서는 적

용·분석·평가 등의 고차원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수업운영의 

방법이다. 따라서 플립러닝은 융합인재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의 

개념적 지식 등을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는 교실 밖의 학습자 활

동으로 ‘미리’준비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학교학습에서 현실적 활용이 가능한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설계․개발연구방법 유형2가 적용되었으며 이 

연구에는 7명의 전문가, 27명의 학습자 그리고 한명의 교사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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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3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1)선행문헌으로부터 수업설

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초안의 도출, 2) 전문가 검토에 의한 두 차례

의 타당화 3) 현장교사의 사용성 평가 4) 수업실행을 통한 외적타

당도의 확보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는 목표/

소통, 감각/체현, 능동/협력의 세 개의 범주로 10개의 수업 설계 원

리가 제시되었다. 열 개의 원리에는 명료성의 원리, 소통과 상호 작

용의 원리, 목표 달성의 원리, 시각 표상화의 원리, 체현 인지의 원

리,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융합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능동의 

원리, 협력 중심의 원리가 포함되었다. 각각의 원리에는 그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상세지침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7인이 참여한 

두 차례 내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초기의 15개 원리가 10개의 원

리로 축소되었으며 그 내용도 다소 변경되었다. 외적타당화는 초등

학교 담임교사 1인과 해당학급 학생 27인이 참여하에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 및 소통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사와 학습자의 면담을 통한 질적자료의 

분석결과 제안된 원리들을 적용한 플립러닝을 도입한 융합인재교육

(STEAM)에서 학습자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 전 활동에 참여하

였으며 수업 중 활동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

게 되었고,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 습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끝으로 개발연구의 방법론, 융합인재교육에서의 플립러닝,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리들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후속연구

들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융합인재교육(STEAM),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학번:2006-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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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전제한 대비로서의 교육은 이제‘예측 불

가능성’자체로서의 미래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과 적응력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그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DeSeCo, 2014). 기술의 발전과 지식 및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는 양적 기반이 아닌 질적 기반으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지속

적으로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는 수집에서 분류, 암기에서 응용, 

권위에서 소통으로의, 지적 자본의 성격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의 필요성 또한 그에 비례하여 높아져 온 것이 

사실이다(Evensen & Hmelo, 200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Brown, 2000; Gilboy 외, 

2015; Bazler, Sickle, 2017).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식, 즉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인터넷 상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다

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더러 학생들을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Berrett, 2012; Herreid, Sch 

iller, 2013; Thomas & Brown, 2011; Roehl 외, 2013).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분절적, 분과적 학문과 지식은 나날이 진보하

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Saavedra, 

Opfer, 2012). 교육 분야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새로운 요구는 사회

경제적 차원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에 관한 논

의를 진전시켜 왔다(Hidi, Harackiewicz, 2000; Wood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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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문과 경제 영역을 분절해 온 경계 자체가 무

너지는 사회구조적 변화는 간(間)학문적 융합적 지식, 다원적 가치

에 대한 이해, 문화적 소양,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에 대한 사

회적 요구를 증가시키면서 기존의 교육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과

제가 제기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

(Art), 그리고 수학(Mathematics)을 융합하는 교육 정책인 융합인

재교육(STEAM)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부가 2011

년에 채택한 주요 정책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분야의 내

용을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성과 발표회, 교사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며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려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2015년 개정 교

육과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취지를 이어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찬호·민귀영, 2016). 융합인재교육은 창의성과 변화

대응력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적 지식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조 실천을 강조한다. 이

는 초중등 수준에서부터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

적 지식을 습득케 하고, 교육과정에 감성적 체험 영역을 도입함으로

써 주어진 문제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종합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외, 2011).‘융합의 시대’라 불

리는 미래는 기존의 기술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인

재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창의적인 이공계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

제 아래 융합인재교육(STEAM)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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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 2011b). 

미국에서 시작한 STEAM은 융합적(convergent)인 사고와 확산

적(divergent)인 사고를 둘 다 가능하게 하는 인재를 키우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Bazler, Sickle, 2017). 융합인재교육은 미국이 

1900년 후반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한 STEM(Science, Technolo 

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그 원천으로 한다. 

STEM은 과학과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과학 학문 간의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방식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통합적인 기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

한 목적을 포함한다(Breiner 외. 2012; Brown 외, 2011; Bybee, 

2010). 과학과 수학뿐만이 아니라 예술(Art)을 포함하는 STEAM

교육은 STEM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미국 과

학 아카데미에 의해 제기된 배경에서 미국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National Academies, 2007). STEAM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Yakman(2008)은 STEM 교육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학문적 

개념들을 가르치고 학습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

지만 융합적인 시도가 생각보다 미비하기 때문에, 예술과 인문학을 

포함한 STEAM교육이 STEM교육 접근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맥락

적 의미를 부여하는 최적의 교육이라고 보았다.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인문학적 교육이 창의적

이고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Ferrall, 

2011; Maes, 2010; Platz, 2007), STEAM교육은 인문학과 예술, 

과학과 수학을 포함하여 삶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교육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Spector, 2015; Yakman, Lee, 2012). 

하지만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

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

도 가지고 있다. 현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진행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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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연구한 결과, 모든 학교 급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24.5%)’과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31.4%)’이 우선적 해결 과제로 지적되었다(박현

주 외, 2015). 또한 ‘교사 업무의 경감(13.1%)’과 ‘예산 지원

(11.1%)’ 역시 해결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현주 외, 

2015). 한편 학생들은 수업 결과와 교과서의 내용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다(임수민, 김영신, 이태상, 

2014).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시행한 교사들 역시 통합적 교육

방식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상우·안동순, 

2012; 박영석 외, 2013; 임유나, 2012; 한혜숙, 2013). 하지만 통

합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 방식의 목적과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학습의 형태 간에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과학 교육과 융합

인재교육(STEAM)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

적되었다(박영석 외, 2013; 임유나, 2012). 현행 융합인재교육

(STEAM)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이라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으며, 이에 이들은 해당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신영준·한선관, 2011; 이지원·박

혜정·김중복, 2013).

따라서 교사들이 당면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융합인재교육

(STEAM)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확장, 

수업공간의 다양화, 다양한 수업자료의 연계적 활용, 교수자와 학습

자 간 소통공간의 확보,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별 학습 자

료 제공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강남화, 2017; 박현주 

외, 2015; 임수민·김영신·이태상, 2014).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마주하는 위와 같은 문

제들 중 교사들이 마주하는 어려움, 곧 해당 교육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어

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플립러닝의 방법론을 도입한 수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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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상세지침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적극

적으로 플립러닝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기

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활용되

고 있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앞서 지적한 교사들이 겪는 수업시간 부족의 문제와 수업 자

료 준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융합적 지식을 획

득하고 교과 호기심 및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플립러닝은 학생상호간의 작용과 활동,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으로서,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에 대한 하

나의 대안이다(Hamdan 외, 2013; Strayer, 2012). 전통적인 학교 

수업은 기초 개념과 지식을 교실에서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자 중심의 활동을 숙제로 적용하였다(McCarthy & Anderson, 

2000). 반면 플립러닝은 기존의 교실수업에서 강조한 기초 지식과 

개념 습득을 교실 밖 단계에서 미리 수행하고(Love 외, 2014), 교

실수업에서는 교실 밖에서 학습한 지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는 교수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Bergmann & Sams, 2013). 

뿐만 아니라 플립러닝은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단순히 학습의 순서

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수업의 내용과 양상을 획

기적으로 바꾸는 역발상적 학습 방법이다(Bergmann & Sams, 

2014). 플립러닝은 개념의 습득을 수업 전에 수행함으로써 교실수

업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학습, 협력 학습 등을 할 수 

있게 하며(Bishop & Verleger, 2013; Jamaludin & Osman, 

2014; Long 외, 2014),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증가

한다(Roach, 2014; Roehl 외, 2013). 아울러 교수자의 역할은 기

존의 강의자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에게 피드백과 조언 등을 제공하

는 역할로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수업 양상이 나타난다(한형종·임

철일·한송이·박진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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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에 관한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례 보고까지 고려하면, 플립러닝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개

선(improvement)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두 개념으로 요

약될 수 있다(Fredericks 외, 2013; Saban, 2013). 즉 플립러닝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문

제해결력, 성취도 및 자신감을 향상시킨다(Jensen 외, 2015).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 학습, 협력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해 학생 상

호간의 지식 공유 및 동료 교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상호의존학습

은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상호이해를 통한 배려, 동료

애, 신뢰감을 형성시킨다(O'Flaherty, Phillips, 2015).

이렇듯 지식의 차원을 넓히는 인지적 차원과 상호간의 지식 교류

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적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보이는 플립러

닝은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

인 융합인재교육(STEA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Newman 외, 

2016). 교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진

행하는 교사들의 시간 부족 및 수업 진행상의 어려움은 플립러닝의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융합인재교

육(STEAM)의 어려움과 연관하여, 플립러닝은 교실수업 전에 기초

지식과 개념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확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각종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 밖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수업 공간의 다양화로 연결되고, 플립러닝에서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접하게 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매개로 삼아 

다 학문적 지식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로 확장될 수 있다. 플립러

닝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일 뿐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역량에 따라 학습속도

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에 특화된 완전학습

(Mastery Learning)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플립러닝에서

는 각종 첨단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학습자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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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기반 학습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활성화가 이루

어진다(한형종·임철일·한송이·박진우, 2015). 플립러닝의 이러

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드

러난 시간 부족의 문제점, 수업 자료 마련의 문제점, 융합적 지식 

제공과 연관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플립러닝은 학습효과를 비롯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일

교과 단일학문에 그 적용 범위가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 역시 다 학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인

재교육(STEAM)과 연계하여 극복될 수 있도록 융합인재교육(STE 

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융합인재

교육(STEAM)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이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따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궁극적으로 이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적용하여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이

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는 무엇

인가?

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를 반영

한 수업의 효과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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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도입하는 교수설계자가 여러 학

문적 지식을 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교과 흥미도를 고취시

키며 창의성을 발전하는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제공한

다. 융합적 지식의 이론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다. 이 융합적 지식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학생

들의 창의적인 사고로 이어지려면 융합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는 수업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융합인

재교육(STEAM)은 이론적 이상과 실제 학습 실행 사이에 괴리를  

안고 있으며 상세한 학습 실행에 대한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이지원, 박혜정, 김중복, 2013). 또한 융합인

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해당 교육의 필요성

을 더욱 더 높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박경숙 외, 2015; 송진

철 외, 2012). 이에 본 연구는 미래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융

합적인 인재를 성장시키려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상적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당장 대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

악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실천적인 수업방식인 

플립러닝에 적용되는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

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교육내용의 혁신적 전환을 제안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과 수업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제안하는 플립러닝을 연계함으로써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드러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혁신적 교육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효과적으

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자세한 수업설계원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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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침, 필요한 절차와 적극적인 활동 방안을 제공한다. 교육이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목적으로 

한 플립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융합인재교육

(STEAM)과 플립러닝의 장점과 단점을 둘 다 파악한 후 각 교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필요하다. 융합

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모

든 학생들과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학생들의 수준과 학년 뿐 아니라 예술, 수학, 과학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수업 설계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융

합인재교육(STEAM)을 도입하는 교사들이 직면하는 방법론적 어려

움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점을 플립러닝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수업설계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는 융합

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 각 교수법의 장점을 살린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통해 융

합적 인재 성장을 도모하는 수업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에 착안한 수업설계원리

와 상세지침은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수업 모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파편적으로 전달되어 온 지식을 창

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지식

을 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지, 이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높은 단계의 목표 설정은 아직 부재하다. 이 문제

에 대한 하나의 해결점으로서 플립러닝의 학습자 중심 방법론이 제

시된다. 학습자는 플립러닝을 통해 본인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왜 나는 이 문제

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이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와 같은 성찰적 질문을 하게 된다. 자연히 학생 

스스로 해당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넷째, 문제에 대한 총체적 관점,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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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현 상황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에 착안한 수

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융합, 감성적 활동, 창

의적인 사고의 유기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된다. 개

별화 및 문화에 대한 수동성이 착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모형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책임감,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교수설계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학생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요구하는 현 사회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의 학습의 흥미

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융합적 지식을 창출하여 

창의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여 학습자가 행복한 삶

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전 생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

육방법이 된다(Lewis,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의 장점과 교사가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플립러닝 수업설

계원리와 상세지침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통

해 교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 할 뿐만 아니라, 융

합인재교육(STEAM)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플립러

닝의 수업설계의 방식을 제시하며, 나아가 융합인재교육(STEAM)

이 목적으로 하는 21세기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탕을 제공한

다.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과학기술에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을 인식

하고는 있지만(신재한 외, 2013), 해당 수업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다(최은영 외, 

2015).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하는데 필요한 소재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수업 

준비 시간은 지나치게 길어진다. 또한 학생들은 기초 교육이 부실하

고, 수업 적응을 어려워하거나 수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기에 해당 교육을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노석구, 2014). 교사의 목표는 학생들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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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히 적용하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기에, 단순히 교사가 지식만 많다고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

견해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사는 

적절한 지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지식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

생이 발견한 지식을 학생 스스로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해

당 연구인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에 착안한 수업설계원

리와 상세지침은 이러한 교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1) 융합

융합이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능

성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속한 구역과 구역 

사이의 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다. 이는 영역과 영역을 이음

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생산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며(정정

호, 2013), 더 자세하게는 기존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문적 

지식과 기술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라 정의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성은모·오헌석·김

윤영, 2013). 이전과 다른 종류의 지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이 기존의 학문에 속하던 파편화된 지식을 

융합하기 때문이다(박창균, 2010).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를 조합

해보았을 때 융합이란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요소 각각 혹은 개별

적인 분야를 인간의 창의적, 지적 활동을 통해 연결하고 이 연결 고

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 내는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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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 인재

개별화된 분과를 통합시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내야만 하는 시

대적 요구로 인해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인재상은 필요하다. 융합 인

재란 앞서 정의한 융합의 활동을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상이다. 융합인재는 두 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개별 영역들을 창의적으로 협업시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

해낼 수 있다(성은모·오헌석·김윤영, 2013). 이 인재는 기본적으

로 기초 학문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공 지식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김혜영, 2013), 타 분야에 대한 개방적

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이성종·황은희·남기은·최철원, 2009). 

3) 융합인재교육(STEAM)

융합인재교육(STEAM)은 앞서 정의한 융합인재를 효과적으로 길

러내는 교육으로, 기술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요구에 따

라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수학적인 사고

원리를 바탕으로 화학, 물리, 생물과 같이 개별화된 과학 분야를 융

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STEAM literacy)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백윤수·박현주 외, 

2011). 융합인재교육(STEAM)은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개별

적인 정보보다는 핵심 원리나 개념을 중심적으로 다룬다(오찬숙 

2015).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습자로 하여금 예술, 수학, 과

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목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며 여러 분야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상호 관련성을 재구성해냄으로써 학생

들의 통찰력이 높아질 수 있다(박범익·박양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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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립러닝

플립러닝은 교실에서 학생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지식전달적

인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개별적인 학습공간을 활용함으로

써 기존의 교실공간을 역동적이고 자기계발적인 학습 환경으로 변

형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때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한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주어진 주제에 창의적으로 참

여하게 하는 조력자가 된다(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최정빈·김은경(2015)은 플립러닝을 학습자가 수업 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및 동료학습자들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문제해결학습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교수학습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플립 러

닝은 이에 ‘뒤집어진 교실’, ‘거꾸로 학습’이라 불리기도 하는

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행해지던 수업과 교실 밖에서 

행해지던 활동을 역전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박에스더·박지현, 

2016; 한형종·임철일·한송이·박진우, 2015; Kim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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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문헌 고찰

1. 융합인재교육(STEAM)

가. 융합인재교육(STEAM) 개념 및 방법론적 특성

1)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념

Yakman(2008)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초기 주창자로, 과학

융합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미국의 STEM교육에 의문을 품고, 예술

의 머릿글자인 ‘A’를 STEM에 추가하여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융합적 교육방식인 STEAM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

학자였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는 철학, 수학과 수사학을 주요 과

목으로 삼아 학생들을 길러냈고, 5세기에 마르티아누스 카펠라가 구

분한 네 개의 과학 과목, 곧 음악, 연산,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세 

개의 인문학, 곧 문법, 논리,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일곱 개의 기본 

과목은 추후의 서양 교육의 기본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시작점이 되

었다(Wagner, 1983). 서양 교육에서 이와 같이 인문학과 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교양 교육(Liberal Arts)이란 노예나 일반 시민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방식으로, 학습자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맡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

안되었다(Burns, 2002). 교양 교육은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게하며, 판단력을 길러주고, 개인적인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돕고,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

는 방식이다(Guerra, 2013).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

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

민을 연결시켜, 삶에서 본인이 중요하다 느끼는 가치와 믿음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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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 위해 책임지며 노력하게 된다(Roth, 2013).

인문학과 과학 과목이 적절히 조합된 교양 교육에서 이러한 인재

를 키워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적과 개념에 적절하게 부합한다. 인문

학을 배제한 전통적인 과학 교육은 수학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제

공하고 과학 기술을 숙련시키는 데는 훌륭한 역할을 맡지만, 과학자

의 창의력을 발전시키거나 학제 간 도출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은 함양시킬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Madden 외, 2013). 기술과 공학 중심의 STEM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과학 분과 간의 융합을 시도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과학인재를 길러내려 노력하였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별 과

학 분과의 통합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은 STEM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Sanders, 2009).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과학 중심적 교육에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고(Doss, 2013; Ghanbari, 2014;  

Yakman, 2008). 따라서 융합인재교육(STEAM)은 인문학과 과학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교양 교육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이효녕, 2016).

인문학은 분석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며, 다른 시각이나 상황에 대

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

인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단순성을 선호하고 측정 가능한 대상만을 

논의의 주제로 삼는 과학적인 방법론만을 사용한다면 사회와 인간 

정신 간에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Bruner, 1991).

 Menand(2010) 역시 인문 교육의 가치를 인문학 안에서 재조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이는 인문학, 실

천적인 학문에 비해 인문학의 열등함을 강조하는 주장 등은 기술 

시대에 인문학의 가치를 비실용적이라며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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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한다. 그는 이러한 흐름에 반론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복잡한 

탐구하고 창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

서는 인문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문학의 실용성을 조금 더 강조한 Chopp(2014)은 미(美)재무

부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껏 없었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출될 21세기를 대비하는 많은 고

용주들이 구직자들에게 바라는 점들을 분석한다. 그 골자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창의력이다. 이와 

같은 능력들은 인문학 계열 과목을 포함한 교육 체계에서 적극적으

로 길러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들은 과학적 방법

론으로 측정될 수 없기에 인문학이 비실용적이라는 주장에 정면으

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실용적인 것이 어쩌면 가장 실용적일 수 있

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ewis(2015)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기존

에는 인문학과 예술을 순전히 과학 중심적인 STEM교육을 보조하

는 개념을 담고 있다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인문학과 예술의 큰 영역 안에서 과학 중심적인 

STEM교육을 달성하는 개념이다. 인문학을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인문학적 호기심과 기술적 기술, 그리고 과학적인 호

기심을 융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예술과 인문학을 바탕

으로 과학적 지식을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융합인재교육

(STEAM)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STEM으로 교육받은 학습자들

이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동료

들과의 협업, 21세기의 디지털 문명과 연관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제시한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융

합인재교육(STEAM)은 사회문화적으로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는 교

육이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인문학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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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사고방식은 과학적 사고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과학 및 공학 중심의 STEM교육에서부터 STEAM이 대안

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과학과 공학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예술(Art)은 공학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더 창조적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2)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징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징은 이제껏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

로 시도하지 않은 기초 과목간의 융합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융

합(Convergence)이란 높은 수준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지식 분야

의 아이디어, 접근 방식 및 기술을 통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

고, 새로운 분야의 복잡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

나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4). 박상욱(2012)은 융합을

“학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는 행위를 지칭

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으로 선택되고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Roco 등(2013)에 따르면 창조적인 융합이란 다양한 지식을 함께 

모으는 융합(convergence)과 융합한 지식을 다시금 분산

(divergence)시키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분산되고 개별

화된 지식 영역을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재조합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융합인재교육(STEAM)은 각 개별화된 

지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창조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adden 등(2013)에 의하면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특성을 지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고안되었다. 여기서의 지도자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우수한 의

사소통자로, 시간을 잘 계획하고, 작업을 완료하며, 더 큰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 자기반성을 하며 성장하는 꼼꼼한 성격의 인재이다. 그

는 리더십 능력을 갖추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깊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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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적 사고

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자료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또한 가진다. 그는 평생 학습자의 

태도를 가지고 현재 마주하는 문제로부터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문

제 해결 방안을 형성하고 실현시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상가

가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백윤수 외(2011) 역시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융합적 소양

(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기에, 융합적 지

식 및 개념 형성(convergence), 창의성(creativity), 소통

(communication),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를 강조하는 

4C-STEAM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융합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배움

중심적이다. Chopp(2014)은 개별 과목을 융합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디자인의 교과 개념을 제안한다. 지식 디자인이란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수용하고 시각화의 힘과 지식을 융합하는 힘

을 인정함으로 학습과 학습자 태도의 중심에 창의성과 명민함을 부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hopp, 2014). 이제까지의 전통적 교육 

방식이 지식을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곧 지식-중

심적이었다면, Chopp이 지적하는 융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방식은 배움-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배움-중심적인 교육의 방식

은 이제껏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온 학생들이 높은 수업 참여도

를 보일 수 있고, 학습자-중심적이며, 수업에 매몰하여 호기심을 키

워나가며 배워나가는 학습 기법이기에(Soloway, Guzdial, & Hay, 

1994), 이는 STEAM교육 방식의 융합적이며 배움-중심적인 특성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변증법적이다. 배움-중심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

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찾고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중시

하는 것이다.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오로지 학습자 스스로 해당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질문을 던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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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이 과정의 성격은 변증법적이라 할 수 있다. 

가르치며 배우는 변증법적인 방식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방법은 지식

을 받아들이고 이 지식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하며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Greeno, Collins, & 

Resnick, 1996; Kafai & Harel, 1991;  Sfard, 1998), 이는 곧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추구하고자하는 목표와 합치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 수단을 활용한다. 지식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적 맥락 아래 지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Jewitt & Kress, 2003). 교육 분야에서 교과서

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배움의 효과를 증진시

키는 시도는 많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Mayer & Moreno, 

2010). 인터넷, 동영상, 모바일 학습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융합적 지식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습자와 상호적으로 소통하는 미디어 교육을 도

입하고 있으며, MIT의 미디어랩, 뉴욕대학교의 상호 텔레커뮤니케

이션 프로그램, 로드아일랜드 예술대학(RISD)의 디지털 미디어 프

로그램,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제시하고 구

성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독창적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수업 

방식, 즉 개별 과목 간 연결고리 없이 단순하게 지식을 외우거나 수

업 지침을 의심 없이 반복하는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von 

Glaserfeld, 1989).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디자인 공간에

서 발생하는 학습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Ito 외, 2010; Knobel 

& Lankshear, 2010), 공동 작업과 창의성이 생산적 미디어 학습 

활동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문학과 과학을 동시에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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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에서의 학습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표현에 관한 문제를 중요

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고 새로운 인본주의적 지식 

형성에 필수적이다(Lewis 2015). 따라서 이는 곧 융합인재교육

(STEAM)에서 추구하고자하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방

법 그 자체이며,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Park 과 Ko(2012)에 의하면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기법의 

핵심 요소와 다양한 과학 기술 공학을 기술하는 프로세스 간 융합

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지식으로 재구성하

는 방법 또한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징은 각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

지 기본 요소를 구현하는 것이다.

(1) 연결, 결합 및 융합: 교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과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이 충돌하지 않고 현장에 부드럽게 

적용되려면 기본적인 과학 기술 공학과의 체계적인 연결이 필요하

다. 

(2) 다양성 제시: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유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유연하고 몰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창조적 도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서 교사에게는 

다양한 창조적 도구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방법, 창의적인 학습 도구 및 실험의 개

발이 중요하다. 

(4) 메타 인지: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의 주요 지향점 중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 곧 나무와 함께 숲

을 볼 수 있는 메타 인지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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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연성: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변화하는 통합 기술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를 키워내

는 것이지, 과거에 사용되었던 과학, 기술, 공학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6) 실용성: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은 과학 기술과 공학은 

물론 정치, 환경, 사회, 경제와 연계하며, 학습자들의 통합적 사고를 

통한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

재를 키워내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7) 설계의 능력: 공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통합적인 설계 

개념은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융합인재

교육(STEAM)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바라보

고 다각도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능력은 과학, 기술 및 공학 분

야의 체계적인 실험 능력은 물론 윤리적, 사회적, 협동적, 선도적인 

태도로 사려 깊고 훌륭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Miller(2014)는 학생들과 교사가 보다 창의적으로 수업의 방식을 

개선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STEAM의 역할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예를 들어 Miller(2013)는 STEAM을 유치원부터 고등학

교(K-12)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도입하였을 때,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공동체가 개발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STEAM은 

문제 해결, 협동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전 

중심 학습, 연구 및 해답을 내는 과정을 포함하여 Bloom의 고차원

적 사고 기술(Bloom, 1984)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호기

심과 동기를 자극한다. STEAM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면하는 실

제 시나리오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식의 공헌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STEAM 프로그램은 수학 

및 과학 분야에 참여할 학생을 배출하게 된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

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모든 학습 공동체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Mill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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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인재교육(STEAM) 등장 배경 및 교육적 효과

1)융합인재교육(STEAM) 등장 배경 

첨단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

고, 기존 경제체제의 지각변동은 디지털경제, 글로벌 경제시대를 열

었으며, 사회문화적 영역 전반에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지식

과 학문의 영역에서는 지식의 양적 증가, 지식 형태의 변화, 지식 

저장능력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지식의 창의성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역설적

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 속에서 분과화 

된 학문의 융합과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융합

적 지식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통합하여 칭하는 용어로 

STEM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이 개

념은 교육정책이나 교육관련 연구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개념 창안의 배경에서 드러나듯이, STEM 교육은 창의

성과 변화대응력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학문간 융합 지식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조 등의 실천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 지식을 습득케 하고, 교육과정에서 감성적 체험

을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

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백윤수 외, 2011b). 

STEM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지원은 미국에서 먼저 행해

졌다. 2007년 Bush 정부는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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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을 통과시켜 STEM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미국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Obama 정부에 STEM 교육을 증진시키고 21세기의 국

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였다(National Science 

Board, 2010). 이러한 노력은 STEM교육을 시행하려는 미국의 국

가적인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도 미래 인재 창출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STEM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이효녕, 2011). 

융합교육은 영국의 Practical Action의 STEM challenges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이타주의적 세계시민교육에 활용되기도 한다. 빈곤

에 허덕이는 개발국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설립된 영국의 비

정부기구 Practical Action은 STEM challenges를 통해 적정기술

을 활용하여 어려운 국가의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활동으로는 저개발국가에서 나무 땔감을 

사용하는 가구의 부엌 구조 개선,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소비 

및 낭비 해결 등이 있다. 저개발국가의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

중위생, 식품 안전, 기후 변화 등에 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그들의 기술과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디자인하는 활동

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강남화 외, 2017). 

영국에서 STEM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다른 사례로는 초등학

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

용하여 운영하는 융합과학 클럽활동 ‘Science and Engineering 

Club’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각종 대회

에 연계되어 있기에 학생들은 과학, 기술의 이공계 관련 교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자극을 받게 된다. STEM은 이와 같이 영국,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 선진국의 과학교육개혁의 중심 개념이 되고 있다

(임유나, 2012; 하주일·김경수, 2014).

미국의 Yakman은 STEM에 Arts를 추가 하여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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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다섯 가지 전통

적 학문 영역들의 통합적 구조화를 위한 교육학적 모델을 고안하고 

이를 융합인재교육(STEAM)이라 명명하였다(Yakman, 2010). 최

근 STEM의 통합교육 적용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

는 각국에서는 기존의 STEM교육에서 벗어나 Arts(예술)을 포함한 

STEAM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Yakman의 STEAM교육의 내용과 목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

과 같은 도식 [그림 II-1] 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Ⅱ-1] STEAM의 원리(Yakman, 2007)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을 융합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미국의 박물관에서 활용 중에 있다. 미국 시카고의 과

학산업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차세대교육프로그램은 ‘Science Live 

program’으로 대표되는 STEAM교육으로, 학생들이 직접 범죄과

학 수사관이 되어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해결해보는 

‘Museum Crime Lab’과, 학생들이 생각한 것을 직접 공작실에

서 디자인하고 체험하는 예술융합교육인 ‘Dream it, Desig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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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 it’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융합교육이 

신장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질문 능력,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

력,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성하며 이를 분석, 해석 및 설명하

는 능력,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발표하는 융합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에서도 2016년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박물관은 10주간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용기술(wearable technology)을 적용한 의상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색채를 

이해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었으며, 이 영감을 의상으로 실현하기 위

하여 인간이 색채를 지각하는 원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재봉기

술, 영상 촬영 편집술, 전기․전자 회로 구성방법 등을 익혀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수강생들은 비

디오를 투영하는 의복, 전자가 발광하는 의류, LED가 달려있는 자

켓, 팽창식 슈퍼 히어로 의상 등을 제작하여 하이틴 아트쇼에서 패

션쇼를 진행하였다. 

싱가폴과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도 역시 융합을 중심으로 과학 교

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이미경 외, 2014). 기술과 과학을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미래의 

인재상에 맞추어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역량과 알아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역량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교

과를 내용적으로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학문의 공통적인 탐구 기능 및 과정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

다(윤혜경 외, 2015).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STEAM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접근은 교육학에서 오래 전 시도된 방식

이지만(Venville 외, 2002), 한국에서 “융합인재교육”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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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STEAM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는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교육부1)는 우리나라 미래 과학 기술 발전을 주도

할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제 제2차 과학기술인

력 육성 ‧ 지원 기본계획(’11～’15)’의 범위에 초 ‧ 중등과정을 

포함하고 ‘과학기술-예술융합의 STEAM’을 중점추진과제로 설

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융합인재교육(STEAM)이 중점

추진과제가 된 것은 학문의 분과화, 지식의 분절화, 전문화가 초래

한 결함 즉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변화의 지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며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데 교과 간 내용의 융합

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이 과학, 기술, 

공학, 인문과 예술, 수학 영역의 주요 학습내용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 위주로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하여 교양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다.

다 학문적 융합교육이 요구되는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융합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STEAM 교육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azler와 

Sickle(2017)에 따르면 STEAM교육은 미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부

상하고 있는 교육 모델로, STEM에서 STEAM으로 교육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비판적 사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을 강조하는 

STEM은 미국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된 교육 방식이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과학과 수학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

다는 심층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공학과 같

은 분야에서 지식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미국

에서 진행하는 STEAM교육은 예술을 통하여 학생에게 비판적 사고

1)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교육부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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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창의력 및 의사소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개정된 일련의 법률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K-12) STEAM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인 Jim 

Langevin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STEM분야를 목

표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예술과 디자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결의안 319(House Resolution 319)를 도입하였다. 미국국립

과학재단(NSF)은 또한 “STEM에서 STEAM”이라는 워크숍에 

세 차례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연방예술기금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협회는 STEAM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였다(Maeda, 2012). 

국내에서도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연구는 STEM 및 

STEAM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분석, 실태 및 인식, 내용 분석, 융

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 교육 적용 방안, 교사의 지도 전략, 

교사의 인식과 요구 조사,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이 학생

의 과학적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그리고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강남화 

2017; 권난주·안재홍, 2012; Brown, 2012). 송진웅과 나지연

(2014)은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에서 융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융합의 개

념을 더욱 명료화 하고 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은정과 홍준의(2014)는 융

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될 때, 융합인재교

육(STEAM)이 의도하는 목적을 학생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인식하

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예술 중심(장근주·유정은, 2009), 수학 교과 중심(김우

진, 2012), 환경 문제 중심(이성희, 2012; 홍민아 외, 2012)의 통

합교육처럼 통합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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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대상도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권난주·안재홍, 2012; 서주희, 2012; 홍병선, 

2009).

2) 융합인재교육(STEAM)의 교육적 효과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강조된 역사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지

금 시점에서 그 효과를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융합

인재교육(STEAM)이 요구되었던 상황 당시에도 융합인재교육

(STEAM)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그 교육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융합인재교육(STEAM) 이전에 등장하였던 과학교과 중심적

인 STEM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초․중등 학생의 과학, 수학, 기술 

영역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Bisogno & Jean Pierre, 2008; Murray & Bertelmay, 2005; 

Rogers 외, 2007; Roth, 2001; Sanders, 2006; Venville 외, 

1998). DeJarnette(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STEM 계획과 활동을 하는 일이 학생들의 통찰력과 기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DiFrancesca, Lee 와 

McIntyre(2014)의 연구에서는 공학을 기반으로 수학, 과학을 가르

친 것이 학습자의 수학, 과학, 공학에 대한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높

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문학과 예술이 결합된 융합인재교육(STEAM)의 등장은 과학적 

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인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문학적 지식이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

하여 연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 성

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수업이 도움

이 된다는 일관된 사실이었다. 인문학적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Hayek과 Kuh(1998)의 초기 자가 보고 연구에 따르면 인문학적 



- 29 -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며, 

Pascarella & Terenzini(1998)에 의하면 인문학적 교육과 과학 

교육을 골고루 받은 학생들이 한 분야에만 치중된 교육을 받은 학

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교육 참여 활동 수준을 보였다고 분

석하고 있다. 

미국의 교양 과목 탐구 센터(The Center of Inquiry in the 

Liberal Arts)는 인문학과 과학을 전부 포괄하는 교양 과목의 효과

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Pascarella 외, 2005). 교양 수업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삶

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교양 지식이 개

인적 성장과 지적 성장과 삶 자체에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교양 과목의 교수 방식, 제도적 기풍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인문학, 과학, 예술, 수학 등을 

골고루 가르치는 교양 교육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양 교육

을 받은 학습자들은 교양 교육을 받기 전보다 독서력, 비판적 사고 

능력, 글쓰기 능력, 다양성과 도전에 대한 개방성이 향상되었으며,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부

여되었다.  

Pascarella와 Blaich(2013)의 연구는 미국의 교양 과목 탐구 센

터가 진행한 연구를 심화한 것으로, 교양 교육을 받고 난 대학생들

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일관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에서 주목할 점은 교양 교육에 집중하지 않은 다른 교육을 받은 학

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학생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과

는 별개로 수학 및 과학 지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과가 과학 교과목

을 중시하는 STEM교육과 예술을 포함한 인문학적 지식의 바람직

한 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서 보았듯 STEM교육만 중시하면 인문학적 소양에, 교양 교육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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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다 보면 과학과 수학 지식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수학 및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을 골고루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른 지식 축적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의 함양을 동시에 지향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당 교육 방법의 효과가 다음과 같기를 기대하고 있

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특징은 변증법적이며, 배움-중심적이

고,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방침이 도입되었

을 때, 학습자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더 지식을 알아가려 하는 개

인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과목을 융합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변증법적 수업 방식은 교수와 학습자간, 학습자

와 학습자간의 협동 및 협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미

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는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지식을 스스

로 학습하며 심층적인 배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

정을 통해 현재 배우는 과목들에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STEAM)이 제공하고자하는 복합적인 학습 환경은 융합인재교육

(STEAM)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

된다(Jonassen & Land, 1999; Spector, 2011). 

융합인재교육(STEAM)이 학생들을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로 성장

시킬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교육 방법인 이유는, 학습이란 학구열을 

가진 학습자의 욕망 불균형 상태로부터, 적절한 학습을 통하여 새로

운 지식을 발견하고 경이를 느끼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단계로 나아

가는 과정이 학습자 내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

법이기 때문이다(D' Mello, Lehman, Pekrun, & Graesser 2014; 

Rescorla, 1988). 이 뿐만 아니라 융합인재교육(STEAM)은 창의

성을 개발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을 융합

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창의력은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21세기

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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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 1997). 이 뿐만 아니라 융합인재교육

(STEAM)은 학습자간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지식을 융합적으

로 습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학습자간 소통 효

과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해당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두드러지는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도입한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STEAM이 도입된 배경은 공학과 기술에 관련된 직

업군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학

(Engineering)과 기술(Technology)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Bazler & Sickle, 2017).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근거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

를 살펴보자면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의 요소

에 효과가 검증되어 보고되고 있다(권순범 외, 2012; 김권숙·최선

영, 2012;  배성희·김희수, 2017; 이경진·김경자, 2012;, 이석진 

외, 2017). 또한 박혜원과 신영준(2012)은 과학 수업에서 ‘우리 

몸’ 단원에 대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 후에 학생들은 자

기효능감과 태도의 개선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배선아(2011)는 중학교 방과 후 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인재교육(STEA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

음을 밝혔다. 이효녕 외(2013)는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통합 

접근법에 관한 논문들에 대해 메타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공학적 디

자인을 이용한 과학 개념 학습이 학업성취 및 동기유발 진로 교육

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지영 등(2015)은 

2011년~2013년까지 발표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포함한 통

합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해당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노민정과 유진은(2016)은 2011~2016년까지 발표

된 과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 관련된 34편의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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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생들의 성취감, 

흥미, 도전정신 등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요소 및 수업모형

1) 융합인재교육(STEAM) 구성요소

백윤수 외(2011b)의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다양

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경험함으

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융합

인재교육(STEAM)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과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창의재단에서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교육의 요소를 다음과 [그림 Ⅱ-2]와 같이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제시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다

음과 같다(조향숙 외, 2012). 첫째, 상황 제시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의 실생활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의 전환

을 의미하고, 학생들이 문제에 몰입하도록 해 준다. 학생이 문제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학습 주제에 관해 관련성(relevance)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 더 정교한 시나리오 제시나 발문

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 설계 과정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문제 

정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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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문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

고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의적 설계 과정

이다. 설계 과정에는 여러 학문의 지식이 필요하고, 모둠 활동의 경

우 구성원들 간의 협동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

다. 창의적 설계 과정은 기존의 수업과 비교했을 때 학생 개개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도록 운영해야 한다. 창의적 설

계는 학습자가 지식, 제품, 작품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하

여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

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인간

의 가치 추구를 위한 문제해결 또는 기술적 설계활동이라는 ‘공

학’의 개념이 포함된다. 과학, 기술, 공학은 각 학문영역에서 다루

는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문이 직․간접적으

로 연관되어 어느 한 학문의 영역의 문제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에는 학문 간의 융합

과 통섭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에 대한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백윤수 외, 2011b).

따라서 창의적 설계라는 개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 설계는 설계의 

개방적 본성(the open-ended nature of design)과 협력적 본성

(the collaborative nature of design)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

적 활동과 협동 활동을 강조한다(Mehalik 외, 2008; Sanders, 

2009). 설계 과정은 학습자가 개인의 삶에서 필요와 가치를 찾고,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여 ‘설계작업’을 수락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며, 학습 활동 및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관계설정을 통하

여 학습이 이루어진다(Apedoe 외, 2008). 창의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할 때 학습자들이 설계 과

정 속에서 자기 만족감을 누리고, 자아 효능감의 상승과 함께 학습

동기를 부여 받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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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적 인지기술이나 모둠 협동 활동의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

술의 개념 형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탐구력 신장에 효

과적이다(Mehalik 외, 2008; Fortus 외, 2005).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은 학생의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위한 

요소이다. 학습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감성적 체험의 목표이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 문제에 몰입하는 능력도 신장된다. 학생들의 활동에 대

한 피드백과 성과 보상, 격려 등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적 체험을 강

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생들이 자신과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

고, 더 나아가 또 다른 학습을 스스로 하고 싶도록 유도한다. 이러

한 선 순환적 구조가 완성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

이는 것과 더불어, 향후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조향숙 외, 2012). 다시 말하자

면, 감성적 체험은 정의적 영역과 같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

[그림 Ⅱ-2] 융합인재교육 학습준거(한국창의재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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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관점이 아닌, 학습자에게 학습의 긍정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 경험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과학학습에 대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발견의 기쁨을 통해 과제천착도, 곧 몰입을 

높이는 과정으로, 지각, 표현, 공감, 실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

성적 체험에서 제공하는 경험은 개인의 태도나 심리적 기제에 영향

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 

감성 학습 발달에 영향을 준다(백윤수 외, 2011b).

백윤수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요소를 창의적 설

계와 감성적 체험, 그리고 내용 통합으로 보고 있다([그림 Ⅱ-3  

참조]). 여기서 내용 통합이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

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창의

성, 의사소통능력, 내용융합, 배려의 역량이 키워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3]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의 핵심역량과 

구성요소(백윤수 외, 2012)

2)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모형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설계를 위한 대표적인 모형의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수(2011)는 융합인재교육(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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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절차적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Ⅱ

-4] 참조).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은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데 있어 분석과 설계의 과정이 복잡하고, PDI(Preparation, 

Development, Improvement) 모형은 수업 실행의 내용이 누락되

어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하였다. 총 4단계

로 구성된 준비 (Preparation), 개발 (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PDIE 

모형이라 하였으며 각각의 단계는 요구분석, 교육과정 분석에 기초

하여 평가 계획, 통합 계획을 세우는 과정, 학습 주제와 내용을 선

정 및 구조화하여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소이와 노태천(2011)은 실제로 교사가 현장에서 기술교과 수업

에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을 적용하고자 하여도 어디서부터 어

떻게 준비하고 시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그림 Ⅱ-5] 참조). 이에 착안해 학교 현장

[그림 Ⅱ-4] PDIE 모형(김진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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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떠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안내를 위한, 기술 수업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 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김연세(2013)가 해당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생의 흥미도와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Ⅱ-5]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을 위한 기술 

수업 설계 모형(이소이, 노태천, 2011)

 

한편, Roberts(2013)의 STEM 수업을 위한 단원 설계 방법에는 

교수자의 교수설계과정과 수업의 절차가 나타나 있다([그림 Ⅱ-6] 

참조). 특정 교과를 실생활의 문제와 연계시킨 후 다른 교과의 내용

을 연결한다. 또한 STEM 교과 중 한 교과의 내용 기준을 선택한 

후 그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연결시킨다.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STEM 교과 내용을 적용한 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은 주어

진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시험한 후 해결안을 평가, 발표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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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 관련

된 수업설계모형들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주로 김진수(2011)

의 PDIE 모형을 따른다(김덕호·고동국·한명재·홍승호, 2014; 

손주민, 2012; 심세용·김진옥·김진수, 2016). 이러한 모형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업 구성요소(조향숙 외, 2012), 그리고 백윤

수 외(2011a)의 4C-STEAM 수업 구성요소에 기반한다(이시예·

이형철, 2013; 태진미·박양숙, 2013; 하주일·김경수, 2014).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수업설

계모형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절차를 제시하거나 융합인재

교육(STEAM)의 구성요소가 각 단계에 반영된 모형을 제시한다. 

국내의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4C-STEAM 모형(백윤수 외, 2011a), 큐브모형 (김진수, 2011)

그리고 Ewha-STEAM 모형 등이 있다(김성원 외, 2011).

[그림 Ⅱ-6] STEM 수업을 위한 단원 설계 방법(Rober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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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1)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설계원리

Froyd(2008)에 의하면 STEM 수업 설계 원리는 다음 <표 Ⅱ

-1>과 같다.

기존 수업 

설계 원리
설명 및 기존의 수업 방식

기대치 결정 

(Expectations

Decision)

이 결정을 위해 교사는 학생이 얼마나 배우고 학

습할지에 대한 기대치를 공식화하고 명료화하여 

이 기대치에 대하여 학생에게 직접 소통해야 한

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학생이 특정한 수업 내에

서 무엇을 배우고 얼마만큼 배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학생에게 통보한다. 

학생 조직 

결정(Student

Organization

Decision)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에

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교사는 직접 학생 조직을 꾸리고 어

떤 활동을 할 것인지 조직한다. 전통적으로 교사

는 이러한 활동을 할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선택

한다.

내용 조직 결정 

(Content

Organization

Decision)

STEM교육에 대한 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본인의 수업에 포함할 내용과, 선택

한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

야만 한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교과서와 강의 요

강에 따라 일련의 우선순위 기준을 사용하여 주

제를 선택하고 수업에서 기초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다. 

피드백 

결정(Feedback

Decision)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데 교사가 내리는 또 다른 

결정은 학기 중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얼마만큼 

배우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것인지에 대한 

<표 Ⅱ-1> STEM의 원리(Froy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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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yd에 의하면 기대치 결정, 학생 조직 결정, 내용 조직 결정, 

피드백 결정, 성적 증거 수집 결정, 수업 중 활동 결정, 수업 외 활

동 결정, 학생-교사 교류 결정과 같은 요소가 STEM의 핵심을 구

성하고 있다. 

점이다. 교사는 때때로 퀴즈, 보고서, 숙제를 통

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성적 증거 수집 

결정(Gathering

Evidence for 

Grading 

decision)

거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적을 부여 받는

다. 학생들에게 성적을 내릴 때 교사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전통적으로 교사는 시험, 

수업 내 활동, 수업 외 활동 보고서, 발표 등의 

질을 고려한다. 

수업 중 활동 

결정(In-class 

Learning

Activities

Decision)

한 과목당 한 학기당에 약 40회의 수업을 한다

고 가정했을 때, 이 수업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

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실 내 

수업 활동으로 강의를 채택한다.

수업 외 활동 

결정(Out-of-cl

assroom 

Learning

Activities 

Decision)

교사가 수업을 구성할 때, 교사들은 교실 밖의 

수업 활동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

사들은 수업 외 활동으로 숙제를 할당하였다. 이 

결정과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결정은 학생 활동 

중심 결정과 관련이 있다.

학생-교사 교류 

결정(Student-fa

culty 

Interactions

Decision)

많은 연구(Astin, 1993; Braxton, Sullivan, & 

Johnson, 1997, Hurtado & Carter, 1997, 

Pascarella & Terenzini, 2005, Tinto, 1993)

에 의하면 학생과 교사가 상호적으로 교류하는 

점이 학생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교과 과정

을 구성 할 때 교사가 내리는 또 다른 결정은 학

생과 교사 간의 상호 교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나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학생

들이 질문을 할 때까지 상호 교류를 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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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수업 설계 원리는 21세기의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교육학적 교수전략에 따라 STEAM분야에서 

커리큘럼을 재개념화하고 재구성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미국 

연구 협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제시한 How People 

Learn(2010)과 Bransford, Brown, & Cocking(1999)에 의하면 

STEM의 학습 환경은 지식 중심적, 학습자 중심적, 단체 중심적, 평

가 중심적인 네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 아래 Palou 외 동료들(2015)은 학습자-중심

(student-centered) 원리를 적용하여 STEAM을 도입해 21세기 공학

도들을 위한 핵심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학습자 중심의 학

습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 화학 및 환경 공학과 같은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과목을 재구성하였다. 이들이 주목한 학습자 중심 수업설계

원리는 How People Learn(2010)의 문제중심(Problem-Based 

Learning) 학습법, Bellanca(2010)가 강조하는 협동 학습

(Cooperative Learning), Garrison(2011)이 주목하는 블랜디드 학

습, Trilling & Fadel(2009)이 주목하는 프로젝트 학습과 질문 및 문제 

중심 학습, Beetham과 Sharpe(2013)의 정보통신기술 중심

(ICT-based) 학습과 기술-증진(Technology-Enhanced) 학습, 그

리고 능동 학습(Active Learning)은 모두 21세기에 요구하는 스킬과 

인재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메타인지 인식, 비판적 사고 및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Pink, 2005).

Coffland 와 Xie(2015)도 마찬가지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네 가

지 스킬, 곧 소통, 협동, 비판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하여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2011), 일반적인 고등 수학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경험을 기술로써 향상시킨 21세기 STEAM 수학 교

과 과정(21st CMC)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이 교과과정을 통해 학

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경

험하게 하였고, 스스로 배워가는 학습을 가능하게 했으며, 학문과 

학문을 융합하게 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수학 과정 내용을 실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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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관련된 주제들에 수학을 연결하고, 다시 수학 커리큘럼과 

다른 주제들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다.

 Smith 외 동료들(2009)은 How People Learn(HPL) 학습법과 역

설계(Backward Design Approach) 학습법을 도입한다. HPL 학습법

은 학습자 중심 교육 (Learner-centered), 지식 중심 

(Knowledge-centered) 교육, 평가 중심(Assessment-centered) 

교육이 상호 작용하고 중심을 맞추어 학습 커뮤니티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지식 중심의 학습 환경은 학습 경험의 결과로 학생

들이 알고자 하며 하고자 하는 것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자

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지속적인 지식, 적절한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학습자 중심의 환경은 학습자의 강

점, 관심사 및 배경을 현재 학습 과제 및 학습 목표에 연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자로서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평가 중심 교육은 학

생들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를 궁극적인 학습 목표로 모니터링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계속

해서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 내고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공동체 중심적으로 조성

되는데, 이는 곧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질문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하고, 유연한 환경을 교실 내외에서 제공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Bransford, Brown, and Cocking, 2000; Bransford, 

Vye, and Bateman, 2002; Cox, 2005). 

 역설계 학습법이란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서 도출되는 결과, 특히 

학생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학습 계획과 교육을 거꾸로 설

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Fink(2003)는 학습 설계에 영향을 미

치는 상황적 요소를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 역방향 설계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결과를 설정하는 것(Identifying Desired 

Outcomes)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업 

세션, 학습 모듈,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로 정확하게 무엇이 이

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발견해 내는 것이다. STEM 수업에서 학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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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지를 중심으로 구

성된다. 이 학습법의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는 바로 학습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 및 태도

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다. 역설계 모델의 두 번째 단계는 평

가(Assessment)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

는지에 대한, 수용 가능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는 Bloom의 학습 목표 분류 체계 상 최하위 단계, 곧 기억

(Remember)과 이해(Understanding)에 관련된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의 중심 질문으로 수행된다(Anderson, Krathwohl, & Bloom, 

2001). Bloom의 상위 단계, 곧 적용(Apply), 분석(Analyze), 평

가(Evaluate)와 같은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열린 질문을 제시하

기도 한다. 역설계 학습법의 마지막 단계는 설계 계획(Plan 

Instruction)으로, 협동 학습법과 문제 기반 학습법에 기반하여 학

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핵심

적인 교육 훈련을 받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

획한다(Smith, K 외 2009).

Christensen과 Knezek(2015)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STEAM 스킬에 

기반하여 중학교 과학 커리큘럼에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를 제안하

였다. 학생 중심의 능동적 학습은 지식이 장기적으로 기억되며 학습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kinoglu & Tandogan, 2007; Bonwell & Eison, 1991; 

Gallagher, 1997). Aschbacher, Ing과 Tsai(2013)는 학생들이 학

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다 큰 관련성을 갖

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와 연관되며,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

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과학 학습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Christense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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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zek(2015)는 능동적 학습 접근법을 채택할 때, 학생의 학업 성

취도가 증가하며 과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Ifenthaler 등(2015)은 협동-중심적(collaborative learning)인 

전략을 사용하여 공학 교육을 설계하였다. 그들은 협동 중심적인 전

략을 사용했을 때 공학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의 태도, 학습자 스스

로에 대한 생각, 구성된 팀의 능동성이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들은 학습 조직 모델(Learning Organization model)이 공학

을 배우는 학생의 태도 변화,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단체 조직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Mistree 외, 

2014). 이 새로운 커리큘럼은 협동 중심적 학습 모형 및 환경 속에

서 개발되는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학습은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커리큘럼 전략 중 많은 방법들이 

STEM 교육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STEAM 교육에도 역시 

적용되어 융합될 수 있다. 

Senge(1990)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이론에 기반

한 Ifenthaler, Siddique, & Mistress의 모델은 협동 중심적인 팀

워크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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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1. 주제 과제를 제시한다.

2. 개인적 성취

과제를 내부화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여 팀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3. 지적 역량

본인의 입장에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량을 파악하여 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4. 팀 목표

 팀 전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성원의 역량을 수용하여 적용한다. 팀 

내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누가 어떤 세부 

과제에 책임을 지는지 등을 계획하고 합의한다.

5. 행동 계획 실행 

계획을 실행하며 각자는 실제로 주어진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를 향해 

가는지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여 

의식하여야 한다. 

<표 Ⅱ-2> 팀워크의 다섯 가지 단계 

(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1)

Froyd(2008)는 STEM 교육에 유망한 여덟 가지의 교육 전략을 

나열한다. 

전략 설명

1. 학습 목표 설정과 결과 

평가(Prepare a Set of 

Learning Outcomes)

학습 목표를 공식화하라.

불명확한 동사 사용을 배제하고 학

생의 성과를 평가하라.

2. 조별 활동( Organize 

Students in Small Groups)

협력 및 협동 학습과 문제 기반 학

습을 위하여 학생들을 작은 조별로 

분리하라.

<표 Ⅱ-3> STEM 교육에 유망한 여덟 가지의 교육 전략(Froy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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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그는 학습 목표와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 결과를 학습 목표로 언급한 

Mager(1962)의 연구처럼, 학습 결과는 과정이나 커리큘럼에서 성

과에 대한 기대를 공식화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 목표는 “학생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같이 명확해야 하며, 학습 결과에는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가령 “이

해하다”, “알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그리고 “알아보다”

와 같은 동사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업 내용을 파악했는지 관찰할 

3. 학습 공동체 구성(Organize 

Students in Learning 

Communities)

학생들끼리 모여 배운 과목을 복습

하고 예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설정

하라.

4. 시나리오 중심 

구성(Scenario-based content 

Organization)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제

시하고 해결하라.

5. 체계적 형식 평가를 통한 학생 

피드백 제공( Providing 

Students Feedback

through Systematic Formative 

Assessment)

또래 학습과 질문 중심 학습 전략

을 사용하라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이 배운 것과 

궁금한 점을 파악하라

6. 수업 내 활동 구성( Designing 

In-class Activities to

Actively Engage Students)

한 수업 당 강의를 자잘하게 나누

어라

7. 연구 프로젝트(Research)

STEM의 과목의 융합을 위해 학생

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

라
8. 교사중심 

상호교류(Faculty-initiated 

Approaches to

Student-faculty Interactions)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

나 채팅 등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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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동사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학습 목표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과 학생의 수업 평가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범위를 평가하고 교사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러한 전략은 학생들의 수업 평가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과목의 

진도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 또한 학생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업 중 교사는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

해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교

사가 학습을 위해 소그룹을 조직하는 교육적 접근 방식은 다양하며, 

협동 학습(Bruffee, 1984), 협력 학습(Johnson, Johnson, & 

Smith, 1991), 동료 주도 팀 학습(Gosser & Roth, 1998; Tien, 

Roth, & Kampmeier, 2001), 팀 기반 학습(Michaelson, Knight, 

& Fink, 2004), 또래 교육(Mazur, 1997) 등이 있다. 또한 문제 

기반 학습(Boud & Feletti, 1997), 프로젝트 기반 학습(Prince & 

Felder, 2006, 2007), 서비스 학습(Eyler & Giles, 1999), 디자

인 프로젝트(Dutson, Todd, Magleby, & Sorensen, 1997), 탐구 

기반 학습(Lee, 2004)과 같은 전략은 언제나 소그룹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이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련의 과목을 수강하지만, 일련의 과목들이 어떻게 서로 연

관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습 공동체

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Gabelnick, Macgregor, Matthews, & 

Smith, 1990; Taylor, Moore, MacGregor, & Lindblad, 2003)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이상의 구조적(또는 

교육적) 체계를 확립한다. 학습 공동체는 학문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예습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해결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네 번째로, 교사가 결정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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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전략과는 달리,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

려운 점과 내용을 한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

시한다. 시나리오 기반 접근 방식은 문제 중심 전략, 프로젝트 중심 

전략 등 다양한 모형 아래 구현될 수 있다.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에 

따라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제시되는 특정한 상황과 시

나리오가 제시되며, 교사에게는 해당 시나리오 및 이 시나리오가 마

주하는 과제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가 제시된다.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기반 접근 방식을 지지할 만한 증거는 많이 존재하지만, 

소규모 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해서 수업 능률 및 성과를 증대시키

는 전략에 비해서는 약점이 적지 않다. 이에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

을 적용하는 교사는 빈번하게,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시나

리오 기반 전략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Prince & 

Felder, 2006).

다섯째, Ericsson 등(1993)은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들이 학습 내용을 적극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수업의 내용을 단순하

게 반복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하여 얼

마만큼 본인이 성장했는지를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교사가 숙

제를 내고 시험으로 평가하여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통적

인 STEM 과정의 관행을 벗어나 형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는 단순하게 성적을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수

업 성취도 개선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수업 응답 시스템으로(Fies & Marshall, 2006), 서로에게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는 또래 학습이(Mazur, 1997) 포함되며, 질문 중심 

학습(Beatty 외, 2006) 역시 해당된다.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교사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마

지막에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

엇인가?” 그리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

가?”를 1분 내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Angelo &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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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Stead, 2005). 교사는 각 수업별로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

고, 다음 수업에서 질문을 요약하여 응답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

다.

여섯째, STEM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는 주로 수업 내 활동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이외에 다른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에서 능동적 학습 전략을 도

입할 수 있다(Allen & Tanner, 2005). 예를 들어, Ruhl, Hughes 

와 Schloss(1987)의 연구에 의하면 강의 시간에 교사가 전체 시간

을 사용하여 강의하는 것 보다, 한 수업에서 여러 번 강의를 중단하

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6분 정도 덜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

들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

은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STEM 커리큘럼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모델의 고안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STEM에서 배우는 각 과목의 내용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덟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교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hen, Jiang과 Liu(2015)은 학생들의 평생 학습 기

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네 가지 STEM 교육 전략을 제안하였

다. 

1. 능동적 학습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 설계: 이 전략의 본질은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

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흥미로운 과학 현상을 시연하고, 학생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과학 

내용을 작성하며, 학습을 외부 수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과학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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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흥미로운 학문 분야 또는 엔터테인먼트와 연결하는 등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2. 시나리오 기반 내용 활용: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은 하나 이상

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광범위한 교육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문제 기반, 프로젝트 기반, 사례 기반, 조사 기반 또는 과제 기반 학

습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협력 중심으로 학생들을 조직하기: 이 실천은 Froyd(2008)가 

제안한 두 가지 개별 전략, 소그룹을 조직하거나 학습 공동체를 조

직하는 전략을 따른다. 협력 작업은 다양한 수업 내, 수업 전후 등

에서 학생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으

로 서로 교류하며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연구 수행: 이 전략은 교사의 감독 아래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

이 관심 있는 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첩되어 있다([그

림Ⅱ-7] 참조). 

[그림 Ⅱ-7] 네 가지 STEM 교육 전략(Shen, Jiang과 Li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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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나리오 기반 접근 방식과 협업은 종종 학생들의 적

극적인 학습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 학습은 개인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수업 방식 

아래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상세지침

다음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상세지침을 주제별 중심, 

학습자 중심, 수업 중심, 평가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지침을 기반으로 추후 초기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도출한다.

주제별 중심 접근법

모델-중심(model-centered) 접근법은 Bu와 Hohenwarter(2015)

가 채택하는 원리로, 그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교

육에 있어서 기술 융합적인 미적 경험을 추가하는 시도를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의 수학적 이해 및 자기 평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STEM 교육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수학 탐구의 미적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중심(Storytelling) 접근법은 Biin & Weston(2015)이 브

리티시컬럼비아 서부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자녀들의 

컴퓨터 과학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다. 그

들은 ANCESTOR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의 방식을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러

한 방식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님들도 컴퓨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낳으며, 자연적인 환경을 심화적으로 이

해하는 것을 돕는다. 이야기중심 기법은 컴퓨터 과학의 주류 커리큘

럼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통합되었다. 중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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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개발하고,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배우며,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며 스

스로 배워나가는 고유한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제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는 과학 학습을 예술과 통합하는 수단

이 될 수 있다(이하룡, 2013).

학습자 방식 중심 접근법

Madden 외(2013)에 의하면 융합인재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설

계된 교육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반영한다. 학습자간 의

사소통 능력, 협동과 책임감, 이론의 실천 및 적용 능력, 창조적 학

습 태도, 문제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종합하고 융합하는 능력, 문해력 및 개인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이론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능력의 측정을 위해 학기 초에 개

인별 프로젝트가 설정되고 학기 말까지 실행된다. 학습자는 학기 중 

배우는 지식들을 융합하여 개인적 프로젝트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고학년이 저학년의 프로젝트를 멘토링 해주거나 보조해줌으로써 상, 

중, 하의 레벨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교과 과정간의 융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책임감을 기르게 해 

줄 수 있다. 이는 협동과 책임감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이다. 문해력 

역시 모든 수업에서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며, 글쓰기와 발표를 통해 

진행되기에 증가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외 겨울 또는 여름 방학 간 

정규 학기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심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Ge와 동료들(2015)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TEAM교육의 대표

적인 수업 전략으로 시각 표상화(Visual Representation)를 꼽는다. 

이제까지는 문장의 배열로 가득한 글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다면, 시각 

표상화는 지식을 글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방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정보 처리, 지식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업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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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 Jiang과 Liu(2015)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과학 학습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 컴퓨터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추상적이고 복

잡한 과학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PhET 상호 시뮬레이션

(http://phet.colorado.edu/)’을 통해 특정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시각적인 객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각 표상화가 글로 가득한 기존의 교과서보다 더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시각 표상화는 학생들

의 주의를 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하여 그

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화 장치

는 학생들의 과학적 이해와 추론, 다른 영역에서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학생들의 표현 방식, 논증, 문제 표현 

및 의사소통이 향상되는 점을 돕고 있다.

Castrol-Alonso과 동료들(2015)은 STEAM교육을 위한 역동적

인 시각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체현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체현인지이론에 따르면, 개념은 

주로 감각 운동적이다(Barsalou, 1999). 개인은 어떤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해 특정 개념을 활성화시킬 때, 지각적이고 운동적인 정보를 

활성화시킨다. Goldin-Meadow(2009)는 몸동작이 아이들의 지식

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몸동작은 간접

적으로는 의사소통 환경에, 직접적으로는 인지상태에 영향을 준다. 

체현된 학습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학습의 수단이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경

험을 더욱 유의미하고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체현학습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 학습에서 

다중 감각양식을 활용하고 풍부하게 지각되는 환경일수록, 학생들의 

학습과 이해 그리고 동기를 유발하며, 개념적으로 지식과 일치하는 



- 54 -

움직임(예: 몸동작)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행과 학습, 이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몸을 직접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현상

을 직접 이해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이해, 동기를 유발한다

(Black, Segal, Vitale, & Fadjo, 2012). 이에 Castrol-Alonso와 

동료들은 체화된 인지 체계와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가

능성이 단순하게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보다 더 역동적이

고 사실적인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다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

술을 통해 시각화를 더 동적으로 보강하고 확장한다면, 기존의 시각

화 전략에서 등장했던 문제, 곧 학습자가 지식 습득을 위해 미디어

를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통해 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조절하고 학습자의 몸동작을 통

해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로는, 변현정과 나일주(2013), 서연화

(2016) 등이 수행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인 ‘비주

얼 내러티브’가 있다. 비주얼 내러티브란 어떤 절차를 연속된 그림

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원리이다. 비주얼 내러티브는 언어와 시각의 이중채널을 통해 정보

를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

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절차적 과제가 일련의 

장면으로 시각화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보의 단계와 변형

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 정

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의 배움 속도에 맞추어 지식

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시각 표상화 전략보다 더 넓은 감각을 포함하는 다감각 전략은 다

음과 같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 현실, 시뮬레이션 및 

가상 현장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Raskind, Smedley, & Higgins, 

2005) 다중 감각 기술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은 이미 

STEAM교육에 도입되고 있다. 사람들은 각각 선호하는 감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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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Fleming & Baume, 2006) 배움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시

각 효과를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에게는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해 시각에 많은 자극을 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

지로 청각을 통한 학습력이 높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강의 등을 

청취하며 학습 성취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활동 중심적인 수업 방식을 통

해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Fleming, 2001). 다양한 감각을 통

해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뇌가 3D이미지

를 처리하는 방식이 2D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과 매우 다르며, 다

양하고 새로운 감각을 통해 새로운 신경 경로가 개방될 수 있기 때

문이다(Liu & Chiang, 2014). Alexander과 동료들(2013)은 학생

들을 위한 학습 모듈을 가상 3D 모델에 기반하여 만든 실습 활동들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3D모델을 기준으로 현실에서 구현 가능

한 모델을 재설계하는 과학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Taljaard(2016)는 STEAM이 성공하려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

학 과목에 단순히 예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업을 하는 방식에 증강 현실, 태블릿PC와 같은 다

양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태블릿PC의 수업 도입을 추천한다. 학생들은 태블릿PC를 통해 다

중 감각(Reich, 2013)을 사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

(Walling, 2014)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태블릿PC의 기능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으며, 내장된 카메라로 실험실

의 실험 및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개발

하는 등 그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많은 학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Walling(2014)은 태블릿 컴퓨터가 단순하게 신기술을 도입한 

장난감이 아니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도구상자라고 주

장한다. Walling(2014)은 학습 환경에서의 태블릿PC 사용이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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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10대들

에게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수업 방식 중심 접근법

수업 방식을 특히 신기술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

다. 신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사의 교육 방식에 중대한 영

향을 미쳤다(Lei et al, 2013, NSF Task Force on 

CyberLearning, 2008). STEAM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21세기의 

평생 학습자로 교육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개인 응답 시스템(Personal Response Systems) 또는 클리커

(clickers)는 과학 교실에서의 대규모 강의에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

다. 클리커는 과학 수업에서 동료 학습(Peer Instruction)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

여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동료 학습은 개념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적 추론과 논증에 참여하도록 한다. 동료 학습 

세션에서 학생들은 전형적인 객관식 형태로 개념적 질문을 받게 되

며, 1-2분 동안 문제에 대해 생각한 후 클리커(또는 플래시 카드와 

같은 다른 대안)를 사용하여 개별 답변을 제출하게 된다. 교사는 학

생들의 반응 분포에 따라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후속 질문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잘못 대답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상호토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사는 토론이 끝난 후 

학생들로 하여금 보완된 답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동료 학습은 학

생들의 개념 학습 성취도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Kalman, Milner-Bolotin, & Antimirova, 2010). 구성주의에 기

반한 이러한 전략에 의해 학생들은 도전적인 문제들을 풀게 되며, 

답을 구성하여 예상하고, 동료 학생들의 대답을 비판하기도 하고 평

가하며 지속적으로 잦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 클리커의 ‘딸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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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수업 중 학생들의 문제 해결 활동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Shen 

외 2015).

컴퓨터 기반 모델링 환경 및 가상 실험을 포함한 컴퓨터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CVS)은 모든 수준의 과학 교육에서 인기 있는 교육 

도구가 되었다(NRC, 2011; Scalise, Timms, Moorjani, Clark, & 

Holtermann, 2011; Shen , Lei, Chang, & Namdar, 2014). 잘 

알려진 예로 볼더(Boulder) 대학에서 개발한 PhET 인터랙티브 시

뮬레이션이 있다. PhET 시뮬레이션은 초등, 중등 및 대학 수준을 

다루는 다양한 과학(및 수학) 주제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추상적이

고 복잡한 과학 현상을 시각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및 직접적 상호 작용 기회를 제공 받아 문제 중심적인 학습을 실습

할 수 있다(예: Lancaster, Moore, Parson & Perkins, Wieman, 

Adams & Perkins, 2008). 또 다른 좋은 예는 

ChemCollective(www.chemcollective.org)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서 개발했다. 이 도구는 가상 실험실, 자습서 및 일반 화학 교육용 

테스트를 포함한 온라인 활동 모음으로, 이 가상 실습실은 학생들이 

화학을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공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래밍 활용 학

습법은 공학 수업에서 채택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이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Repenning, 2013). 하지만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하고 수학적 사고를 기르며 논리 기반의 공학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래밍은 STEAM수업에 매우 도움이 되

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스크래치(Scratch) 및 앨리스(Alice) 등

의 프로그램은 코딩과 프로그래밍 개념을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

게 소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Scratch는 MIT Media Lab의 연

구원이 개발한 게임 코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게임을 만들기 위해 퍼즐 조각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Scratch 웹 사이트(scratch.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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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 스스로 새로운 영상이나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다른 사용자가 이미 만든 게임을 함께 공유할 뿐 아니라 누구나 

기존 게임을 사용하여 비슷한 코딩으로 새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지

원하고 있다. 

정보, 네트워크 및 웹 기술 향상으로 인해 컴퓨터 지원 협업 학습

(CSCL)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Goodyear, Jones, & 

Thompson, 2014; Stahl, Koschmann, & Suthers, 2006). 이 교

육적 접근법은 사회 구조와 상호 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구축된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으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학습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사회적, 과학적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Namda and Shen(2014)는 예비 과학 교사를 위한 원자력에 대한 

과학 학습 단위 개발 연구를 문서화하기도 하였다. 학습 단원에는 

그림, 텍스트 및 개념 맵의 세 가지의 고유한 학습 유형을 제공하는 

지식 구축 및 공유 플랫폼(ikos.miami.edu)이 만들어졌다. 

교육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

는 엔터테인먼트 수단이 되었다. Gee(2007)는 게임 상에서 플레이

어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적극적, 비판적으로 학습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Smith(2015)역시 교실 내에서 STEAM 활동

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게임을 예시하고 있다. 그

가 예시로 드는 게임은 Minecraft로, 모든 주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게임이다. Minecraft의 레고 타입 블록은 특정한 환경

을 구성하고 사물을 창조하고 창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

은 물리 과학 수업에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역동적이고 잠재

적인 에너지를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를 

개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팀 별로 자석이나 바람을 사

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으며, 차를 만들면서 자동차의 

디자인에 그들이 배운 미적 지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수학 기술

을 활용하여 자동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학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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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NRC, 

2011). 과학 교육에서 게임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게임을 실제로 교육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잘 알

려진 예로 Foldit(http://fold.it/portal)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이 

어떻게 분열하는지에 대한 온라인 퍼즐 비디오 게임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게임이 공식 커리큘럼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인간 학습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OpenCourseWare(OCW)에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많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 참여하였고, 지식 보급을 위한 인기 있는 자료가 되

었다. 대학 수준의 강의로는 MOOC가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

교 학생을 위한 온라인 강의로는 칸 아카데미 (http://www. 

khanacademy.org) 비디오가 있다. 이러한 비디오를 수업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짧은 비디오가 필요하다. 강사의 목소리만 담긴 비디오가 

아니라 실제로 얼굴이 담긴 자료여야 한다(Shen 외, 2015).

평가 중심 접근법

Ifenthaler, Siddique, & Mistress(2015)에 의하면 모든 수업의 

강의는 그 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날의 질문(question for the day)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날의 질문

은 각 강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에 맞게 각 강의를 구성하기 위

한 것이다. 그날의 질문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질문에 답하도록 

고안된 세부 질문이 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해당 질문

에 대한 답을 얻어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Spector(2015)에 따르면 STEAM에 기반한 커리큘럼 진행은 학

습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정교한 추론 기술을 익히고 사용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술은 수학이나 과학 등 각각의 과목

을 배울 때 습득되는 기술이 아니라, 논증의 기술, 수학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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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시각적 표현 기술, 작문 기술 등과 같은 기술로 각각의 과목

들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얻게 되는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표 Ⅱ-4>와 같다.

개념 원리 상세지침

주제별 

중심 

접근법

시각 

표상화

-다양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Ge 외, 2015).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호 시뮬레

이션을 통해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게 하라(Shen, 

Jiang, Liu, 2015).

-학습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

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라(변현

정, 나일주, 2013).

체화된 

인지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

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

(Castrol-Alonso 외, 2015).
다감각 

원리

증강현실, 타블렛 PC등을 사용하여 다감각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라(Taljaard, 2016).
모델 중심 

접근법

수학과 미적 경험을 융합하여 지식의 이해를 촉

진하라(Bu & Hohenwarter, 2015).

이야기 

중심 

접근법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도록 하라 (Biin & 

Weston, 2015; 이하룡, 2013).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

시하라(Prince & Felder, 2006).

학습자 

중심 

접근법

능동적 

학습

-21세기가 요구하는 스킬에 기반하여 학습을 도

모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Coffland & Xi, 2015).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

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표 Ⅱ-4> 융합인재교육(STEAM)의 수업 설계 원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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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

어라(Shen, Jiang과 Liu, 2015).

협동 

중심적 

접근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

습을 통해 교육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해 소그룹

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하라

(Froyd, 2008).

학습 공동체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구조적

(또는 교육적) 체계를 확립하라(Gabelnick, 

Macgregor, Matthews, & Smith, 1990; 

Taylor, Moore, MacGregor, & Lindblad, 

2003).

수업방

식 중심

적극적인 

학생 응답 

고려

클리커를 사용하여 동료 학습(Peer Instruction)

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수업 내 

활동 구성

한 수업에서 여러 번 강의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6분 정도 덜 강의를 하라(Ruhl, 

Hughes and Schloss, 1987)

신기술 

도입

컴퓨터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교육 비디오,컴퓨

터 게임, 오픈 코스웨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배

우게 하라(J. Shen 외 2015).
연구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하라(Froyd, 2008).
교사중심 

상호교류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

들과 교류하라(Froyd, 2008).

평가 

중심 

접근

평가의 

기준 확립

학습 목표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과 학생의 수업 

평가를 자세하게 서술하라(Froyd, 2008).

피드백의 

강조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널리 

사용되는 접근 방법인 수업 응답 시스템을 도입

하라(Fies & Marshall, 2006).



- 62 -

2. 플립러닝

가. 플립러닝의 개념 및 방법론적 특성

1) 플립러닝의 개념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뒤집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

서 착안되었듯, 전통적인 수업형식을 뒤집는 것이다. 교실에서 지식

전달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실 밖 가정에서 과제가 이루어지는 기존

의 수업 형식을 뒤집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지식과 내용을,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전인 교실 밖(Out 

side class)에서 미리 보고 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하여 수

업시간 교실 안(Inside class)에서는 팀별활동, 토론, 질의응답 등 

학생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수업방법의 전환이 

플립러닝이다(한형종·임철일·한송이·박진우, 2015; Bergmann 

& Sams, 2012; Brunsell & Horejsi, 2011; Galaway, Corbett, 

Takaro, Tairyan, & Frank, 2014;  Tucker, 2012). 현재 현직 

교사들이 플립러닝방법론을 수업에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플립러닝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Ash, 2012; Drysdale 외, 2013; Wright, 2012). 

플립러닝은 2007년 미국의 화학교사인 Bergmann의 ‘교실을 뒤집

는’ 수업활동에 대한 작은 실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

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고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채웠다

(Bergmann & Sams, 2012). Bates & Gallaway(2012)는 플립러닝

의 교실 밖 사전학습에서 온라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Tucker(2012) 역시 교실 밖에서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이 플립러닝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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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교실에서는 

강의 대신에 이전에 과제로 부과되었던 과제에 대한 개별화된 안내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교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형태의 변화는 “거꾸로 교실”, “역 진행학습”, 

“반전학습”, “Flipped Learning", " Inverted Learning"," Inverted 

Classroom"." Flipped Classroom"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활동 등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한형종·임철일·한

송이·박진우, 2015). 

Bergmann과 Sams(2013)는 플립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

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학습활동이라고 본다. 또한 학습

의 중심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활동이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학습을 하느냐가 중요한 고려대상임을 강조한다. 

Strayer(2012)는 플립러닝의 전개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은 수업 전 학습에서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운 개념을 오

프라인 현장인 수업 내부에서 확장하고 심화해 가는 활동이라고 주

장한다. 

Bishop과 Verleger(2013)는 다소 광범위한 플립러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테크놀로지 기반의 동영상 강의를 통한 교사중

심의 사전학습, 협력 및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학생 중심의 교실 수

업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플립러닝으로 규정하며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에 교실 밖에서 진행되는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

인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기보다 교실 안에서의 학습자 중심 환경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발전하였으며(Berrett, 2012; Hung, 2015), 

플립러닝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실수업에서 진행되었던 개념 습득을 

수업 전에 수행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수업에서 문제해결학습, 협

력학습 등의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해 습득된 개념지식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 학습에 

대한 자기 책임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업 과정에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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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호 작용 경험을 가지게 된다(김영배, 2015; Bishop & 

Verleger, 2013; Davies 외, 2013; Gannod 외,2008; Jamaludin 

& Osman, 2014; Warter-Perez& Dong, 2012). 따라서 전통적

인 강의식 수업과 비교할 때, 플립러닝에서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

자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되며, 교사는 학습

자의 학습 과정과 진도에 대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지수준에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다(임규연·진명화·김시원·조일현, 2016).

이민경(2014)은 이러한 플립러닝으로 인한 수업구조와 교사 역할

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수업이 학생중심활동으로 

바뀌면서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

지는, 보다 인간적인 교실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교실 공간은 

교사가 교단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

로 구성됨으로써 위계적인 교실문화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플립러

닝을 통해 이러한 위계적 공간으로서의 교실이 해체되고 보다 평등

하고 수평적인, 열린 교실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식

을 전달하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새로운 교육 방식인 플립러닝에

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한 이희숙·허서정·김창석

(2015)의 연구에 의하면, 플립러닝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발언 

기회가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비지시적인 언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식을 전달하는 배타적인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전

환된다.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교사는 권위자인 감독자에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돕는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 수업이 교사중심

이었다면 플립러닝에서는 학생중심으로 바뀌게 되며, 교사의 역할도 

학생들에게 주어진 지식을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돕는 조력자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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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실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게 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교사는 주어진 교과지식을 전달하

는 매우 답습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플립러닝에서는 교사가 자율적 재량에 의해 수업방법을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플립러닝은 기존의 강의를 교실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교실 안에 다양성을 도입하고 수업도 다양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의적 활동은 

기존의 수행평가를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교사가 기획하고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보다 커지게 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교사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로서 존재하기 때

문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적인 학습에 실질적으로 개입하

기가 어려웠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전달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

고, 학생들의 배움과 학습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주기 어려운 시스템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

들의 학습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평가

뿐이었다. 이러한 평가위주의 학습 진단은 교사의 학생지도나 교실

수업에의 피드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구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플립러닝에서는 지속

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체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

으로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된다. 교사가 학생들

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업이다. 물론 학생상담이나 교

실 밖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

용할 수 있는 매우 규칙적으로 배당된 시간이다. 플립러닝에서는 학

생들의 학습을 교사가 돕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가 가능해짐으

로써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교사의 관

심과 기대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효과인 ‘피그말리온’효과를 

교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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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전통적인 교실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Ⅱ

-5>와 같다.

2) 플립러닝의 방법론적 특성

또한 플립러닝을 주도적으로 연구해온 Sams와 Bergmann은 플립

러닝 네트워크(The Flipped Learning Network)를 설립하였는데, 

플립러닝 네트워크 위원회(Flipped Learning Network Board)에 

따르면 플립러닝의 특성을 네 가지 기둥(pillar)에 비유하여 설명하

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융통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 학습문화(learning culture), 의도적인 학습내용

(intentional content) 전문적인 교육자(professional educator)이

다. 그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융통성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립러닝은 다양한 학습방식을 

수용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협업이

나 개별학습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데,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공

간을 창조하는 것이 플립러닝의 특징이다. 나아가 교실을 뒤집는 교

구분 전통적인 교실 플립러닝

수업방식과 

내용

교사가 강의중심으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 

중심

미리보고 온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와 심화를 위한 

학생활동과 배움 중심

교사의 역할 지식전달자/ 통제적 훈육자 코치/ 멘토/ 가이드

상화작용 교사-학생간 제한적 상호작용 학생간 자발적 상호작용

수업분위기 통제적이고 수동적 분위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

<표 Ⅱ-5> 전통적인 수업과 플립러닝 교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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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학습자의 학습 계획과 평가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

인다.

둘째, 플립러닝은 교실의 풍토가 학습자 중심의 학습문화로 바뀌

는 것을 돕는다. 전통적인 교사중심의 수업모델에서 교사는 정보의 

원천이자 절대 권력자의 위엄을 갖는다. 그러나 플립러닝 모델에서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그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주제에 

대하여 깊은 탐색을 하도록 유도하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지식 구성에 몰입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습을 평가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실문화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의 정교한 

수업설계에 의해 의도된 학습 내용이 수업에 용해되어 있다. 플립러

닝을 실행하는 교사들은 절차적 유창성(procedural fluency)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플립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그

들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탐색해야하는지를 결정한다. 교사들은, 학습자 중심, 활동

적 학습전략, 학년수준과 교과를 수용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의도적인 학습내용을 활용한다. 

넷째, 플립러닝에서는 교사는 교과내용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교실보다 플립 클

래스에서 전문성 있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수업

시간동안,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맨 순

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의 과업을 평가한다. 전문성 있는 교사

들은 실제 수업 속에서 반성적이며 그들의 수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나아가 그늘의 교실에

서 통제된 무질서를 인내한다. 전문성 있는 교사들은 플립 클래스에

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플립러닝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

본적 인자(essential ingredient)로 존재한다(FLN, 2014).

방법론적 특성에 기반한 플립러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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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가 대량의 학습 내용을 다루고 전달해야하는 요구와 학생들

이 학습 콘텐츠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축해야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효과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Bishop, Verleger, 

2013). 둘째,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적용

하기 때문에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학습 상 어떤 부분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교수자에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며, 이에 교수

자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즉시 알리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Butt, 2014; Critz & Knight, 2013). 셋째, 플립러닝

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Azemi, 

2013; Critz & Knight, 2013; Enfield, 2013). 넷째, 플립러닝은 

교사 - 학생 및 동료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Gannod 

외, 2008; Gaughan, 2014). Goodwin과 Miller(2013)는 특히 플

립러닝의 수업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었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도 역시 긍정적으

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플립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학습 방법에 유연하게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Bishop, Verleger, 2013a; Kellogg, 2009; 

Herold 외; Roehl, Reddy, & Shannon, 2013; Schwartz, 2014 

). 왜냐하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인 강의와 달리 학생들은 수업 전 

녹화된 강의 자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Amiri, Ahrari, Saffar, & Akre, 2013; 

Boucher, Robertson, Wainner, & Sanders, 2013; Forsey, 

Low, & Glance, 2013). 결론적으로 플립러닝을 도입한 교수자들

은 수업 시간에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학습법을 개발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더 효과적

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Johnson & Renner, 2012; 

Lage 외, 2000; Stay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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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립러닝의 학습 모형 및 교육효과

플립러닝의 해당 학습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사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부터 탈피한, 학습자의 주체적 활동에 

중점을 두는 수업 모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각 모형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는 도식([그림 Ⅱ-8] 참조)은 학습자 중심 학습 모형

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Bishop & Verleger, 

2013).  

[그림 Ⅱ-8] 학생 중심 학습 모형 관계(Bishop & Verleger, 

2013)

참여 학습은 동료지원학습과 문제중심학습을 포괄하는 학습모형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동료지원학습과 문제중심학습이 학

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동료

지원학습은 협력학습, 동료 지도, 협동학습 등을 포괄하는 학습 모

형으로서 학습 동료 간 협력과 협동을 중요시 하는 학습 모형이고, 

문제 중심학습 모형은 학습자와 소집단의 관심 문제와 방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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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학습 및 동료지원 학습

과 공통적이다.

플립러닝은 종종 전통적인 강의 기반 교육법에 포함된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의 방식과 효율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 강의실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

진 교육법으로 주로 교수자가 선택한다(Strayer, 2007). 

Bergman, Overnyer, 그리고 Wilie(2013)에 따르면 플립러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들이 개별화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개별화 학습을 통해 학습내용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 이

해도가 증가하고, 이에 학습 결손이 일어난 학생들도 쉽게 뒤처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함에 따라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교사와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즐기도록 한다. Hamdan 외(2013)에 따

르면, 대부분의 플립러닝 연구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과 학습효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고, 강의보다는 상호작용이 있

는 교실 활동을 선호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Bergmann & 

Sams(2012)의 연구는 플립러닝이 다양한 학습 능력과 환경을 지

닌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Strayer(2007)의 연구와 Davice, Dean, & Ball(2013)의 연구도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실행한 학급이 그렇지 않는 학급의 학업 성취

도가 더 높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Greenberg, Medlock 와 

Stephens(2011)가 대수학 영역의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에서 플립러닝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Flumerfelt

와 Green(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 수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플립러닝이 적용되었을 때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플립러닝의 효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플립러닝은 초등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고 흥미를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임정훈·김상홍, 2016). 이희숙, 



- 71 -

강신천, 김창석(2016)은 플립러닝의 학습효과 관련 요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 관련 변인들이 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습동기 변인이 가장 많은 기여

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호작용과 학습참여도 변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플립러닝 관련 변인들이 인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상호작용 변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

고 있고, 다음은 교수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성 형성에 무엇

보다도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플립러닝을 수업설계에 적용한다면 학습자는 자

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 자료를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며, 

스스로 학습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 중심적이면서도 

용이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수업시간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협력학습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전통적 강의

식 수업과는 다르게 플립러닝에서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고 즐

거운 배움이 가능한 학습법이 될 수 있다(이희숙 외, 2015; 정민, 

2014).

배도용(2015)은 한국어 어휘교육론 수업의 진단 평가에서 플립러

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송은자, 이철현

(2016)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 특정 단원에 플립러닝 STEAM 모델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민경(2014)은 플립러닝의 효과와 의미

와 관련하여 남자 중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플립러닝은 강의 내용을 집에서 미리 학습하고 학교에서 학습

을 참여형 수업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의 성적 변화와 학습태도, 교

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또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교육자들에게 플립러닝은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를 제공하는 

기술과 동의어이다(Overmyer, 2012). 수업 전 수업과 관련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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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도를 높이는 학생 태도

(attitud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며

(Bolliger, Supanakorn, & Boggs, 2010; Fernandez, Simo, & 

Sallan, 2009; Hill & Nelson, 2011; Holbrook & Dupont, 2010; 

Lonn & Teasley, 2009), 학생의 품행(behavior)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hester, Buntine, Hammond, & Atkinson, 2011; 

Foertsch, Moses, Strikwerda, & Litzkow, 2002; McCombs & 

Liu, 2007),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활동(performance)에도 

그러하다(Alpay & Gulati, 2010; Crippen & Earl, 2004; 

Traphagan, Kusera, & Kishi, 2010; Vajoczki, Watt, Marquis, 

& Holshausen, 2010).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인지 및 정의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와 관

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플립러닝이 수업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이

해도를 증진시키며(최정빈·김은경, 2015; Davies, Dean, & Ball, 

2013; Warter-Perez & Dong, 2012),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임

철일·김선영·이지현·김현수·한형종, 2014; 이희숙·강신천·김

창석, 2015),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여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정숙, 2014; 이민경, 2014; 최정빈·

김은경, 2015;  Bates & Galloway, 2012; Begmann &, Sams, 

2012; Frydenberg, 2013; Nwosisi, Ferreira, Rosenberg, & 

Walsh, 2016). 인지적 학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김남익·전보

애·최정임, 2014), 수업참여도 및 흥미도 증진(신정숙, 2014), 의

사소통 및 글쓰기 능력향상(김백희·김병홍, 2014), 자기 결정성 

요인과 인지된 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협력지향성과 인지

적 실재감의 매개효과(임규연·진명화·김시원·조일현, 2016), 자

아 효능감 향상 등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Enfield, 2013; Love, Hodge, Grandgenett, & Swift, 2014).  

Butt(2014)는 통계 강좌 학습자 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한 결과 80% 학습자가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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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효과는 정보공학강좌(Davies, Dean, & Ball, 2013), 

미디어 관련 강좌(Enfield, 2013), 1학년 대상의 대형 강좌인 기초

공학 교과목에 적용한 Morin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면담 및 FGI를 실시한 연구

(Findlay-Thompson & Mombourquette, 2014; Murphree, 

2014)에서도 플립러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플립러닝은 학

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Kong, 

2014; Strohmyer, 2016) 협동 능력 역시 향상시키는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Strohmyer, 2016). 플립러닝에서 진행되는 수업시간의 

토론 덕분에 학습자들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며(Strohmyer, 

2016),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역시 함양될 수 있다(Kong, 

2014; Rahman A. 외; Stone, 2012). 플립러닝에 대하여 학생들

과 교사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Enfield, 

2013; Lage, 2000).

현재 한국에서 플립러닝 방법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교육

적 효과를 검증한 사례로는 김영학(2016), 김은경(2016) 등을 들 

수 있다. 김영학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스스로 플립러닝에 참여함

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스스로 향상되었다고 느꼈으며, 창의

적 사고력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수업 전에 스스로 수업 계획

을 수립한 후 학습에 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였다고 답

하였다. 김은경은 3학기에 걸친 플립러닝 적용 수업의 긍정적 결과

를 바탕으로 플립러닝의 효과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플립러

닝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희숙·강신천·김창석(2016)은 플립러닝의 학습효과에 대한 구

조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 플립러닝 관련 변인들이 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습동기 변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

고, 다음으로 상호작용과 학습참여도 변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어서 플립러닝 관련 변인들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호작용 변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다음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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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진다고 한다.

다. 플립러닝의 구성 요소 및 수업 설계

1) 플립러닝의 구성 요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습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강의 중

심의 교사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부터 학습자의 주체적 활동에 중

점을 두는 수업 모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Bishop & Verleger, 

2013). 

참여 학습은 동료지원학습과 문제 중심 학습을 포괄하는 학습모형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동료지원학습과 문제 중심 학

습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지원학습은 협력학습, 동료 지도, 협동학습 등을 포

괄하는 학습 모형으로서 학습 동료 간 협력과 협동을 중요시하는 

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중심학습 모형은 학습자와 소집

단의 관심 문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능

동적인 학습 및 동료지원 학습과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한 공통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한

다(Davis & Minifie, 2013; Kirschner, 외, 2006). 플립러닝을 도

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전에 강의를 미리 듣게 하는 것은 효

과적인 협동 학습과 능동적 학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공통 토대

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Boucher 외., 2013; Critz & 

Knight, 2013; Forsey 외, 2013; Gaughan, 2014; Guerrero 외, 

2013; McGivney-Burelle & Xue, 2013; McLaughlin 외, 2013; 

McLaughlin 외, 2014; Slomanson, 2014; Toto &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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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Yeung & O’Malley, 2014).

2) 플립러닝의 수업설계

플립러닝 상에 단일하고 고정적인 형태의 교수학습 모형은 없다.

(이지연·김영환·김영배, 2014; Chen, Wang, Kinshuk, & Chen, 

2014) 앞서 언급한 플립 러닝의 기본적인 요소와 특징을 갖추기만 

한다면 플립러닝으로 인정받고 있다(Hadman 외, 2013). 하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플립러닝의 공통된 구조를 분석하자면 주로 수업 

전, 중, 후인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텍사스 대학의 교

수 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t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다섯 단계 구분을 따르기도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전 활동으로,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며 개별학습하고,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의 형

태로 준비한다. 두 번째 단계는 수업활동의 도입부로, 교사는 피드

백을 통해 선수학습 상태를 확인하거나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에 대

한 대답을 제공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업 진행 단계로, 학생들은 

팀별로 과제와 토의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 중 교사의 역할

은 교수자는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을 보조하고 학생들이 가진 오

개념을 바로잡거나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단계는 수업 

후 활동으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차적인 적

용활동을 하며,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더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일과 시간 중 단

계로, 교수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교수자는 학생이 어떤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습 속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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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옥(2014)은 플립러닝에 활용 가능한 이론이 학습자 중심 학

습 모형이라고 보고 능동적인 학습, 동료-지원학습, 협력학습, 협동

학습, 문제-중심학습 등을 중심으로 사회과 플립러닝 수업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그림 Ⅱ-9] 참조).  

[그림 Ⅱ-9] 사회과 플립러닝 수업모형(전희옥, 2014)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2014)의 학습자 중심 플립러닝 수업의 

적용사례에서 플립러닝의 수업을 위한 단계별 활동내용 설계 주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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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활동 주요원칙

수업전

동영상 시청

수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식과 원리로 구성
주제당 5분단위의 섹터로 나누어 1차시에 3개 내
외의 비디오 강의를 만들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제공
동영상을 본 후 퀴즈, 마인드 맵, 댓글 토론, 포스
트잇의 형태로 학습의 정도 확인

강의노트
스스로 알게 된점, 이해가 안가는 점,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

교사-학생
상호작용

강의내용 질의 응답
피드백제공
페이스북, Classting, 등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운영체제 , 동영상강의, 질문, 퀴즈, 
과제방 등

수업
도입

수업준비도 
확인

사전지식 점검
간단한 사전 지식 평가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강의 듣기

적용 과제
안내

동기 유발 자료제공
활동에 대한 호기심 유발

수업중

팀구성
동료교수, 활발한 의사소통,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팀원 배정

적용 과제
수행

강의를 통해 배운 핵심 주제 및 내용 적용 활동
교과서 확인 및 지식의 형식지화

교사-학생 
상호작용

모니터링 및 피드백
팀별 소규모 강의, 질의 응답

교실 환경 
구성

책걸상 배열
디바이스 구축 등

수업후

고차적 지식 
적용과
제수행

체험적 지식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에 기반한 심
화활동

활동평가 팀별 퀴즈 활동 및 발표(수행평가)

일과중
교사-학생 
상호작용

핵심주제를 확인하거나 습득된 지식을 확장시켜나감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출
처를 찾거나 교사(또는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온-오프라인 틀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표 Ⅱ-6> 플립러닝 수업을 위한 단계별 활동내용 설계 원칙(이지연· 

김영환·김영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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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및 중등 교실에서의 플립러닝 수업 설계, 관리 및 평가 방법

을 연구한 Yoshida(2016)는 플립러닝 연구를 진행하며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업 구성을 따랐다. 학생들은 수업 전 웹 사이트에 게

시된 사전 녹화 비디오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고 수업 중 수업 설

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각 수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약 40분간 사전 녹화 된 비디오 강좌를 

청취한 후, 동영상의 미니 퀴즈를 약 5분간 본 후, 5분간 동영상에 

대한 Q & A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수자가 미니 강의를 약 15분간 

진행한 후, 5분간 교수자가 수업 활동을 지시하였다. 이후 60분간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하여 총 90분간의 플립러닝 수업을 진행하였

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플립러닝을 위한 수업설계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사에 초점을 두는 교육으로부터 탈피한 학

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수업 모형이라는 공통점을 보

이고 있다(Strohmyer, 2016; Long 외 2016).

라.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1)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플립러닝은 기존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

선 물리적으로 교실 밖 수업과 교실 안 수업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김은영·이영주, 2015; 송주

연·홍광표, 2016; 이상철, 2012). Winter(2016)에 따르면 플립

러닝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학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개별 공간(individual space)은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제공

하는 온라인 환경이다(Bishop & Verleger, 2013; FLN, 2014). 

이 공간은 교사 중심의 공간으로서 학생들은 녹화 된 강의, 교육용 



- 79 -

비디오 및 기타 온라인 도구 형식으로 이루어진 선별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Bergmann & Sams, 2012; Berrett, 2012;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Hung, 2015;  Jensen 외, 

2015). 이 개별 공간은 제시된 콘텐츠를 직접 시청하거나 콘텐츠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심리적 활동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인지적 학습 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ies"에 의해 뒷

받침된다(Clark & Mayer, 2008). 플립러닝을 가장 잘 지원하려면 

개별 공간에서 콘텐츠의 교육 설계는 멀티미디어 학습 원칙(Day & 

Foley, 2006)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룹 공간은 학생들

이 공동 작업 및 대화형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교실 환경이다

(Bishop & Verleger, 2013; FLN, 2014). 학생 중심의 공간에서 

교사는 문제 중심 전략과 같은(Hamdan 외, 2013; Jensen 외, 

2015) 적극적인 학습 전략을 통해 수업 지침을 제공한다. 그룹 공

간은 지식의 집단 구축과 "학습자 참여"를 강조하는 협동 학습 이론

에 의해 뒷받침된다(Sfard, 2009). 

Flipped Learning Network(2014)에 따르면 플립러닝은 크게 

네 가지의 원리, 곧 F-L-I-P을 따른다. 첫째, 유연한 환경

(Flexible Environment)이다. 플립러닝은 다양한 학습 모드를 수용

한다. 교육자들은 종종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

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한다. 이

러한 물리적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

다. 또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는 학습 일정에 대해 유연하며, 학생 

학습 평가에 대해서도 유연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둘째, 배움의 문

화(Learning Culture)의 원리는 정보의 주요 원천이었던 전통적인 

교사 중심 모델에서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수업을 전환한다. 

수업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풍부한 학

습 기회를 창출하는 데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평가하면서 지식 구축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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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한다. 세 번째, 의도적인 학습 내용(Intentional 

Content)의 원리에 의하면 플립러닝의 교육자는 이 학습 모델을 통

하여 학생들이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유연함을 개발하는 방법을 지

속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제 설정을 하

도록 도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육자는 학년 수준 및 주제에 따라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학

습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에 할당된 수업 시간을 의도

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네 번째, 전문적인 교육자(Professional 

Educator)원칙에 따르면, 전문 교육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수업보다

는 플립러닝에서 더욱 중요하고 때로는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그들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순간순간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업을 평가해야한다. 전문 교육자는 자

신의 교육방법을 돌아보고, 다른 교육자들과 소통하며 교육방식을 

발전시키며,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교실에서 통제된 혼란을 

용인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자는 플립러닝 수업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플립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가 된

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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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연한 

환경(Flexible 

Environment)

L: 배움의 

문화(Learnin

g Culture)

I: 의도적인 

학습 

내용(Intentio

nal Content)

P: 전문적인 

교육자(Profes

sional 

Educator)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상호 작용하고 

그들의 학습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정한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중심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개인, 소그룹 

및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학습 

속도 조정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한다.

피드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을 위해 

관련 

콘텐츠(일반적

으로 

비디오)를 

제작 혹은 

제공한다.

수업 시간에 

진행 중인 

형성 평가를 

관찰하고 

미래의 교육을 

위해 수업을 

기록한다.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숙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접근 가능하고 

스스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차별을 둔다.

다른 

교육자들과 

협력하고 

반성하며 

교육적 책임을 

진다.

<표 Ⅱ-7> 플립러닝 구성요소 (Flipped Learning Netwo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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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Wang, Kinshuk, & Chen(2014)에 따르면 네 가지의 요

소로 구성된 FLIP모델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 보

다 수업 콘텐츠 계획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플립 러닝의 핵심은 

“오늘의 강의”에서 “오늘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수업 방식이므

로 수업 중에 어떤 종류의 활동을 완료해야하는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제공해야하는지를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네 가지 요소

로 구성된 FLIP모델은 이러한 요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위 모델은 학생들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배움의 환경에 놓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신기술이 활용되는 컴퓨터 학습 플랫폼

에 대한 설명력이 없으므로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된 FLIPPED

모델에 세 가지 추가 구성 요소를 도입한다. 첫째, 발전적 네트워킹 

활동(Progressive Networking Activities), 둘째, 흥미롭고 효과적

인 학습 경험(Engaging and Effective Learning Experiences), 

그리고 다변화되고 원활한 학습 플랫폼(Diversified and Seamless 

Learning Platforms)이 그것이다.

학습자 중심 학습이론인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은 ‘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방법’으로서의 광의의 의미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Michael, 2006; Prince, 2004). 여기서 ‘능동

적’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교실 학습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주로 경청하고 필기하는 수동적인 학습 활동을 했던 

것으로부터, 학습자의 자율적인 요구에 따라 학습 과제와 방법을 결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학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능동적 학습은 Chickering과 Gamson(1987)이 제안한 액티브 

러닝 학습에 기반한다. 그들은 액티브 러닝의 이상적인 모범 사례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일곱 가지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소통을 장려한다. (2) 학생들 간의 호혜성와 

협력을 향상시킨다. (3)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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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작업 시간을 강조한다. 

(6) 높은 기대치를 갖고 소통한다. (7) 다양한 재능과 학습 방법을 

존중한다. 능동 학습이란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 및 참

여에 중점을 둔 교육학의 포괄적인 용어이다(Prince, 2004). 능동

적 학습을 증진시키는 교수법은 "학생들이 학습하고 활동하며 생각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 활동(Bonwell & Eison, 1991, 

p.1)으로, 학습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어야한다(Prince, 

2004).

플립러닝을 도입하는 교수자는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전

략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Bishop & Verleger, 2013; Gannod 

외; Hamdan 외, 2013; ; Lage 외, 2000; Stayer, 2012). Jensen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플립러닝은 "능동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며 플립러닝에서 능동적 학습을 사용하면 학

생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능동 학습이란 학

생이 지식을 의미 있게 적용하며 배우는 방법으로(Frydenberg, 

2013), 분석, 평가 및 종합(Bonwell & Eison, 1991; Roehl, 외, 

2013)과 자기 반성(Bonwell & Eison, 1991; Frydenberg, 2013; 

Michael, 2006; Roehl 외, 2013)과 같은 고차원 사고 기술을 사용

한다. 능동 학습 상세지침은 종종 학생이 스스로 개별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학생 중심(student-centered)

으로 간주된다(Bishop, & Verleger, 2013a; Critz & Knight, 

2013; Ferreri & O’Connor, 2013; Gannod, 외, 2008; Herold, 

Lynch, Ramnath, & Ramanathan, 2012; Hoffman, 2014; 

Michael, 2006; Schwartz, 2014; Taylor, McGrath-Champ, & 

Clarkeburn, 2012; Wilson, 2013).

능동적 학습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교수자의 강의 

중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강의자의 말을 듣거나 메모하는 것은 일반

적인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능동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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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강의 중 교수자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것은 능동적 학습

이라 볼 수 있다(Bonwell & Eison, 1991; Bownwell, 2006;  

Race, 2007; Richardson, 2008). 보다 급진적인 능동적 학습법이

란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최소한의 교육지도만 받는 동시에, 해결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실질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스스로 세울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Bonwell & 

Eison, 1991; Kirschner 외, 2006). 이러한 접근법은 발견 학습

(discovery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탐구 학습(inquiry-learning) 또는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이라고도 한다(Kirschner 외, 2006).

능동적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애경, 2017; 배성아·성소연, 2016; Bonwell, 1996; 

Bonwell & Eison, 1991; Michael, 2006; Richardson, 2006). 능

동적 학습의 지지자들은 능동적 학습이 사고 능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강의법보다 우수하다고 주

장한다(Bonwell, 1996; Bonwell & Eison, 1991, Davis & 

Minifie, 2013). 또한 학생들의 태도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Bonwell & Eison, 1991, Davis & Minifie, 2013, 

Grant 2013), 학습 활동에 학생들을 더욱 몰두하게 하였고

(Bonwell, 1996; Bonwell & Eison, 1991), 자기 주도 학습(Toto 

& Nguyen, 2009)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생들 각각이 가진 자기

만의 학습 방법에 더 적합하다(Bonwell, 1996; Bonwell & Eison, 

1991). 또한 능동 학습법은 지식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강의 기반 접근법과 그 효과가 유사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Bonwell & Eison, 1991, Grant 2013).

플립 러닝에서 적용되는 능동 학습법의 네 가지 상세지침으로는

(a) 개인적인 활동,(b) 짝과 함께 하는 활동,(c) 비공식 소그룹 활

동,(d) 학생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있다(Zayapragassarazan & 

Kumar, 2012). 이러한 활동들은 개념 체계화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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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브레인스토밍, 협업 글쓰기 (collaborative writing), 사

례 기반 학습 (cased-based instruction), 협력 학습 

(Collaborative Learning), 협동 학습 (cooperative learning), 역

할극 (role-playing), 모의 실험 (simulation),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bas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 (Problem-Based 

Learning: PBL), 동료 지원 학습 (Peer-Assisted Learning), 및 

동료 지도 (peer teaching)로 이루어진다(전희옥, 2014; 

Zayapragassarazan & Kumar, 2012). 능동학습법은 학생들로 하

여금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는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활용하도

록 요구한다(Bonwell & Eison, 1991).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전체적인 수업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갈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익숙한 수업

방식이 될 것이다(Roehl 외, 2013). 

이와 같은 학습법들의 공통 핵심은 상호 의존성이다(Smith, 

2005).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이라는 용어는 1822년에 처음 

Coleridge에 의해 도입되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상호 

의존성이란 서로에게 의존하는 사실 또는 조건을 말하며, 모든 사회

의 제도, 정부, 종교, 산업, 상업 등은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자연

적 구조를 가진다.

동료지원학습(Peer-Assisted Learning)은 평등한 지위 또는 조

화로운 동반자인 학습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돕는 학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료 지원

학습의 방법으로 협동학습, 협력학습, 동료지도 등의 학습방법을 들 

수 있다.

최근 플립러닝에서는 동료교수법의 일환으로 ‘하브루타(havruta)’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권도윤, 유진은, 2017; 임정훈, 2016; 임정

훈, 2015; 최병조, 2016). 대표적인 유태인 학습법중 하나인 하브루타

는 학습파트너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학습 파트너와 함께 책

을 읽으면서 책에 담겨있는 다양한 내용과 의의가 삶에 관해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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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을 탐구하고 그 의미에 관해 같이 토론한다(Kent, 2010; Kent 

& Cook, 2014). 동료지원학습 혹은 동료교수법(Peer-instruction)

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학생 파트

너에게 교사가 되어 서로의 생각을 명확히 하며 끌어내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주제에 대해 서로 바르게 이해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돕는다(전성수, 2012).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서로의 지식과 지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거

나 과제를 성취하며 지식을 더 깊게 이해하는 학습법으로(Grant, 

2013). 능동 학습의 하위 개념이라 볼 수 있다(Bishop, Verleger, 

2013a). 이는 구성원이 4~6명인 소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협동 학습이란 공

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 협동 활동 내에서 개

인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룹 구성원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mith, 2005). 이 때 모든 구성원은 성

공적인 작업을 위해 협력해야 하기에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자연

스레 증가하며, 구성원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단체로 묶인 전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

기에 책임감 또한 증가한다. 이미 미국의 공학 교육 현장에서 해당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학 교수진의 14 %와 모든 교수진의 27 

%가 수업의 대부분 또는 모든 수업에서 협동 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Astin, 1993). 

협동 학습은 비판적 사고와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고(Grant, 

2013; Laal & Laal, 2012), 지식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학습 성

과를 향상시키며(Grant, 2013; Michael, 2006), 학생의 관심과 참

여도를 증가 시킨다(Laal & Laal, 2012). 협동 학습은 또한 학생

들이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게 만들며(Laal & Laal, 2012), 개

인적 활동에 비해 인지적, 동기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Jarv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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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et, & Jrvenoja, 2010; Michael, 2006). 플립러닝에서는 이러

한 협동 학습에 기반 한 소그룹 토론이나 문제기반학습과 같은 학

습자 중심 활동에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풍부

하게 제공한다(박태정·차현진, 2015; Bharali, 2014).

이 학습법은 학생들의 긍정적 상호의존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 구

성원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진정한 협동학습이 가능하려면 과제가 협동

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가 체제에서 기회도 균등해야 하며, 협

동적 피드백 구조, 집단과정에 대한 배려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수업모델들의 공통적 특성은 이질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

습 집단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점, 평가 체제가 집단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학습 문화는 민주적 과정에 근거하므로 학생들은 자신

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협동학습에 대

한 완전한 합의는 없지만 다음 요소 즉, 긍정적인 상호의존, 면-대

-면 상호작용, 개인적 책무성, 소집단과 대인 기술, 집단 자기-평

가 등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협동 학습효과에 대한 메타 분

석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함께 그리고 혼자 학습

(Learning Together & Alone)방법”으로 협력, 경쟁, 개별화 학

습을 통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2002).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은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배우

고자 하는 상활을 가리킨다. 개별 학습과 달리, 협력 학습에 종사하

는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묻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서로의 

업무를 점검하면서 상호 자원과 기능을 자본화한다. 협력 학습은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풍토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델이다. 협력 학습은 학습자들이 상호 의존하는 공통 과

제에 종사하는 방법론과 환경을 가리킨다. 이 학습 방법은 면-대-

면 대화와 온라인 토론(온라인 포럼, 채팅방 등)으로 구성된다. 협

력학습은 비고츠키의 비계발달지대 이론에 나타난 학습 고유의 사

회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그의 이론에 근거를 둔다. 이 학습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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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교유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용어(Umbrella 

Word)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협력학습 활동은 협력적 글쓰기, 집단 

프로젝트, 협동적 문제해결, 토론, 스터디 팀을 비롯, 기타 다른 학

습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플립러닝 수업상세지침

플립러닝 수업의 상세 지침에 대한 연구는 크게 수업 전, 중, 후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업 전에는 신기술 도입을 통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수업 전

Sams & Bergmann(2013)에 따르면 플립러닝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수업에서 면대면 시

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수업의 요소 중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플립러닝을 실행하는 대부분의 교사는 수

업 중의 강의 시간, 학생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를 없애고, 학생들

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청할 비디오를 제작한다. 이 때 비디오

는 스크린캐스트(Screencast)를 통해 10-15분간의 분량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스크린캐스트란 컴퓨터 전체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웹캠으로 교수자가 강의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동

시에 교수자가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하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수업

의 요소를 동시에 녹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따라가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교수자는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파

워포인트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할 수 있다.  

교수자가 스크린캐스트 비디오를 녹화하며 라이브러리를 점차적으

로 구축한다면 학생들은 이 교육용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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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전의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 목표를 달성했음을 입증해야한다. 학생들은 

같은 날 같은 비디오를 보는 대신,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각자의 

속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임정훈(2016)에 의하면 교육용 비디오는 반드시 학생들의 학습시

간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손성호, 김상홍(2016)

에 의하면 초등교육에서 플립러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상학습을 

위한 영상제작은 주제 당 5분 단위의 섹터로 나누어 소단원 당 3개 

내외의 비디오 강의를 만들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매 차시별 영상을 보는 것은 부

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일주일에 3개 정도, 각 영상은 10

분 내외의 길이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민경(2014), 

Bergman과 Sams(2012)는 학생들의 집중도에 따라 영상을 7분 

내외 분량으로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초중고

교생보다 집중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분 이상으로 개발할 수

도 있다.

Albert & Beatty(2014)에 따르면 수업 전 비디오는 다음과 같

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에서 다루는 교과서의 각 장을 

비디오 강의로 변환하고, 이 강의를 여러 학습 분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각 비디오 학습 분반은 각 주별 강의 자료를 요약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이 비디오를 보고 각 수업 전에 지정된 

독서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이 이 비디오를 보는 중에 

참고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지원한다면 더 좋다. 각 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짧은 부분으로 나누어야하

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는 15개의 장을 각각 2 ~ 4 개의 분반

으로 나누었으며, 각 장은 평균적으로 약 76 분의 강의를 담고 있

다.

교수자는 토론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할당된 독서량 

및 강의를 흥미 있게 제공하기 위해 (a) 각 장마다 학생들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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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질문, (b) 응용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사례, (c) 핵심 

개념에 초점을 둔 무비 클립, (d) 주제와 관련된 기사나 케이블 채

널에서 편집된 멀티미디어 자료 등 네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사용

하였다.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

여하는 것은 플립러닝학습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해 퀴

즈를 영상을 보는 중간에 포함하거나, 영상을 보며 정리된 학생들의 

노트를 점검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블로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Bergmann & Sams, 2012). 다

음 <표 Ⅱ-8>는 플립러닝 수업 전 활동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정

리한 것이다.

종류 설명

선행 학습 

방향 제시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

식을 분절하여 제공하라(박진우, 임철일. 

2016).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박진우·임

철일, 2016).

수업목표와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을 명확

히 안내하라(박진우·임철일, 2016).

교육방법 또는 교수상세지침의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김백희, 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

과제 
제시 

종류

온라

인 

비디

오, 

멀티

미디

1) 강사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비디오 시청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Amresh, 

Carberry, & Femiani, 2013).

2) 피드백이 가능하고 대화형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학습 도구(Kellogg, 2009; Kellogg, 

2013; Lucke 외, 2013; Sadaghiani, 2012; 

<표 Ⅱ-8> 플립러닝 수업 전 활동



- 91 -

어

Strayer, 2012).

3) 칸 아카데미 등과 같은 온라인 리포지토리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비디오(Amiri, Ahrari, 

Saffar, & Akre, 2013).

4) 오디오가 포함된 강의 슬라이드와 같은 멀

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Bijlani,Chatterjee, & 

Anand, 2013; Herold 외, 2012; Lage, et 

al, 2000).

5)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

라(손성호, 김상홍, 2016).

텍스

트

특정한 책이나 챕터를 미리 읽는 과제(Butt, 

2014; Davis & Minifie, 2013; Ferreri & 

O’Connor, 2013; Murphree, 2014).

제시 

방법

분절

화

학습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김보경, 

2014; Albert & Beatty, 2014; Kurup & 

Hersey, 2013).

사전 

제공

수업에서 다룰 질문 혹은 문제를 사전에 제공

하라(Brookfield & Preskill, 2005; Ewen, 

2000).

보충 학습 자료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청각 자료, 아웃라

인, 혹은 가이드 제시(방진하, 이지현, 2014; 

Taylor, McGrath-Champ, and Clarkeburn, 

2012).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

도록 하라(손성호, 김상홍, 2016).

수업 외 

협동 학습

수업 외 협동 학습을 위한 그룹 과제나 온라인 

토론 및 이메일 교환(Hoffman, 2014; 

Herold, Lynch, Ramnath, and Ramanathan 

2012).



- 92 -

수업 전과 중, 후를 연관시키는 상세지침

김보경(2014)에 따르면 플립러닝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강의교

재 예습이 교실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예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준비도가 높아지며, 이에 질문, 토론, 프로젝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김보경에 따른 수업설

계안은 수업 전 강의교재를 학습하며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고, 강의

비디오를 학습한 후 온라인이나 SNS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수

업 중에는 팀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토론하며 퀴즈에 대한 답

을 함께 내리고, 팀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때 퀴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한형종 외, 2015; Talley & Scherer, 2013). 다음 <표 

Ⅱ-9>는 플립러닝 수업 전과 수업 중 활동을 연결시키는 설계원리

와 상세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종류 설명

퀴즈 혹은 과제

온라인 퀴즈(Love, Hodge, Grandgenett, & 

Swift, 2014).

수업 중 퀴즈(Arnold-Garza, 2014).

성적에 포함되는 수업 전 활동 혹은 과제(신정

숙, 2014; Murphree, 2014).

강의 노트 작성(이지연·김영환·김영배, 

2014; 전희옥, 2014; Brookfield &Preskill, 

2005; Toqeer, 2013).

모의고사(Bishop, & Verleger, 2013b).

직접적인 

명시

내용에 

대한 명시

수업 중 활동에 직접 연결된 수업 전 활동:

1) 학급간 토론, 발표 또는 과제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수업 전 내용 강조(Ferreri & 

O’Connor, 2013).

2) 수업 전 내용이 수업에 적용되거나 논의 될 

<표 Ⅱ-9> 수업 전 활동과 수업 중 활동을 연결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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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상세지침

  Roach(2014)는 능동 학습, 특히 협업 활동에 기반한 플립 러닝 

수업의 네 가지 상세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1) 생각-쌍-공유

(Think-Pair-Share): 이 활동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해(McLaughlin 외, 

2013).

3)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강의 계획서 제공(한

형종·임철일·한송이·박진우, 2015; Hung, 

2015).

4) 수업에서 다룰 질문을 미리 수업 전 학습에

서 다루게 하라(Teo, Tan, Yan, Teo, & Yeo, 

2014).

5)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서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Kim, Kim, Khera, & Getman, 

2014; Vaughan, 2014).

학습 

방법에 

대한 명시

교육방법 또는 교수상세지침의 개념, 방식을 안

내하라(김백희·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

수업 전 미리 자료를 보고(Watch), 요약하고

(Summary), 질문하는(Question) 위스키

(WSQ) 상세지침을 활용하라(Bergman, Sams, 

2014; Raths, 2014).
수업 준비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Kim 

외, 2014).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 및 질문

수업 전 학생들이 올리는 피드백이나 질문

수업 안 강의 복습

수업이 시작할 때 교수자가 수업 전 학생들이 

배웠어야 할 내용을 짧게 복습(Azemi, 2013; 

But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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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다. 이 활동은 소규모로 짝 지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우들 앞

에서 발표해야 하는 압력을 받지 않고도 토론의 효과를 누릴 수 있

기 때문에 대형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매우 좋다. (2) 소그룹 토론: 

소그룹에서의 토론은 생각 - 쌍 - 공유의 아주 자연스러운 연장이

기 때문에 (1)의 상세지침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소그룹에

는 토론 주제와 토론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목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 간 대화 흐름과 주제를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문제 중심 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은 이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TEM) 분야에서 특히 다루어지는 교육법으로, PBL을 도입함으로 

얻어지는 이점에는 유연한 학습 기술, 평생 학습 기술, 효과적인 문

제 해결 기술, 효과적인 공동 및 협력 능력, 학습에 대한 본질적으

로 동기 부여 등이 있다(Hmelo-Silver, 2004). (4) 사례 연구: 이 

활동은 PBL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

는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하여 정책 제

안을 개발하고 수업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례 

연구 교육과 플립러닝을 결합하면 STEM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제안되었다(Herreid & Schiller, 2013).

비형식적 협동 학습(Informal Cooperative Active Learning) 상

세지침이란 학생들 간 모임을 만들어 짧게는 수 분, 길게는 수업 시

간 내내 지속되는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공동 학습이다. 수업에서 설

정한 공동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게 하

는 것이다(Johnson et al, 1998). 비형식적 협동 학습 방식은 학생

들이 혼자 학습하였다면 생겨났을법한 오해, 부정확한 이해, 이해 

부족의 문제점들을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며 수정하고 학습 경험

이 개인화되고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음 그림은 비형

식적 협동 학습의 한 사례로,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대해 10~15분

마다 서로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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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끼리의 토의와 의논을 위하여 약 10~12분마다 강의를 중

단하면 강의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학생들을 강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 역시 갖고 있

다(Smith, K., Douglas, T., Cox, M., 2009).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구성하고, 설명하며, 요약하는 동시에 기존의 방대한 

지식의 네트워크에서 그들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어디에 위

치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비공식 협동 학

습법에는 수업 전후의 집중적인 토론이 포함되고, 수업 중 수업 파

트너와 함께 수업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포함되지만, 교

수자는 재량에 따라 토론 시간을 재배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러

한 학습법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례는 김영학(2016)의 연구

에서 볼 수 있다.

비형식적 협동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

도록 돕는다(Mazur, 1997; Landis 외, 2001; Novak 외, 1999; 

Michael & Modell, 2003; Felder & Brent, 2003; Johnson et 

al, 1998). 학생들의 토의 시간은 교사가 강의 노트를 재구성하고, 

휴식을 취하고,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효과적인 수업을 계속

해서 진행해나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을 듣고 학생들이 수업의 개념과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중요성은 

Seymour(2001)의 연구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STEM이 등장하기 

전 미국의 교육 방향이었던 SMET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는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플립러닝과 토의식 수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재설계하거나 여러 설계 요소를 구조화해야 하는 등 교수 

설계가 갖는 중요성이 주목받아야 한다(김남익·전보애·최정임, 

2014; 임정훈, 2016; Brookfield & Preskill, 2005; 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 하지만 플립러닝에 기반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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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수업에 대한 기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김백희·김병홍, 

2014; 신정숙, 2014; Jump, 2013; Toqeer, 2013; Vaughan, 

2014), 플립러닝을 기반 토의식 수업을 진행한 국내 연구로는 박진

우·임철일(2016)이 있다.

형식적 협동 학습(formal Cooperative Active Learning) 상세지

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협동 학습의 핵심은 긍정적인 상호의존

성이다.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이 학습에 성공하

지 못하면 본인 역시 성공할 수 없기에, 서로를 돕고 함께 학습해야 

하며,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긍정적인 상호 의

존성을 북돋아주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으로는 (1) 그룹에서 정한 

대답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한다. (2) 모든 구성원들이 그룹

에 주어진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룹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을 다해 수

행한다. (4) 한 그룹에 속한 구성원은 같은 성적을 공유한다. (5) 

모든 구성원은 각자 찾은 자료를 공유한다. (6) 주어진 과제를 충실

하게 해내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Smith, 2005). 

학습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구

두로 설명하고, 배우는 개념의 성격을 서로 토론하고, 다른 학습자

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과거에 배운 지식과 현재 학습 간 관계를 서

로 설명하며 도움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

협동 학습의 목적 중 하나는 각 구성원의 책임성 강화이다. 학생

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어느 

단체에 가서도 책임감 있게 문제를 구성하고 풀어가는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그룹 활동에서 각 구성원은 각자의 

책임감 함양을 위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을 분담하게 된다. 

이 때 각자가 한 만큼의 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 결과를 개인과 소속 그룹에 통보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런 피드백으로 인해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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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별적인 책임성을 강화시

키는 상세지침으로는 개별 시험 제공, 자가 평가 및 동료 학습자 평

가, 개별 학습자 무작위 호출 및 그룹 과제 보고 등이 있다(Smith, 

2005). 

형식적 협동 학습 그룹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hnson(1998)에서 다루고 있다. 수정 중 교수자의 

역할은 (1) 수업 목표 지정, (2) 수업 규모 결정, (3) 과제와 긍정

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한 설명, (4)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과제 지원을 제공하거나 팀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룹 활동에 개입

하는 것, (5)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돕는 역할 등을 

맡는다.  

수업 후 수업 평가의 방식

플립러닝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 형태가 아니다. 수업의 주요 구성 요소를 이

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이후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

의 이해를 입증하면 된다. 학생들은 시험을 몇 번이고 다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성적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이

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성적 평가의 요소 중 일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ams & Bergmann, 2013). 다음 

<표 Ⅱ-10>과 <표 Ⅱ-11>은 플립러닝 수업 후 활동과 상세 지침

을 정리한 것이다.

종류 설명

점검

준비해 온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하라(Ewens, 

2000).

수업 중 퀴즈를 보게 하라(김남익·전보애·최정

<표 Ⅱ-10> 플립러닝 수업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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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4; 김보경, 2014; 이지현, 2013; 최정

빈·김은경, 2015).

응용(Application)

문제 기반 학습, 사례 연구 및 프로젝트 실행과 

같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침이 적은 응용 활동

(Azemi, 2013).

토론

(Peer Discussion)

조별 토론을 하고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기

(Boucher, Robertson, Wainner, & Sanders, 

2013).

협동

(Collaboration)

그룹 프로젝트, 문제 해결, 역할극, 짝과 문제를 

토의(Forsey, Low, & Glance, 2013).
무임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팀 내

에서 번호를 정하여 팀간 퀴즈활동에서 번호를 

지목하여 활동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지시(Direction)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단계별 자세

한 지침, 모의고사 및 클리커와 같은 도구를 활

용한 체계적인 능동 학습 활동(Arnold-Garza, 

2014).

사전학습과 토의주제의 연계성에 대해 학습자에

게 질문하라(Ewens, 2000).

교사가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학습목표를 
달성토록 가이드의 정도나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자기반성

(Reflection)

일지 쓰기와 같은 자기 반성과 같은 수업 안 활

동(Lasry, Dugdale, & Charles, 2014).

적극적 참여 유도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동료학습
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종류 설명

상호 작용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라(Ewens, 2000).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

(최정빈, 김은경, 2015).

<표 Ⅱ-11> 플립러닝 수업 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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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의 연계 

 교사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업시간의 확장, 수업공간의 다양화, 다

양한 수업자료의 연계적 활용,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소통공간 확보,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별 학습 자료 제공 등이 고려된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이 당면한 어려움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

을 것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분절되어 있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실

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을 지

향한다. 이에 학습자의 수학, 과학, 공학에 대한 동기와 자기 효능감

을 높이고, 과학지식수행능력이 향상되어, 과학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DiFrancesca, Lee, & McIntyre, 2014; 

Wendell & Rogers, 2013).

안내 보충학습을 안내하라(한형종 외, 2015).

단체 활동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Kim 

외, 2014).

점검

탐구지, 핵심사항질문지(CIQ), 구조화된 성찰일지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하라(김백

희· 김병홍, 2014; 이지현, 2013; 최정빈, 김은경, 

2015; 한형종 외, 2015; Brookfield & Preskill, 2005; 

Galway 외, 2014).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임정훈, 2016).

기록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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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

용할 때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수민, 김영신, 이태상(2014)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실제 

수업 적용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는데, 어려운 점

으로 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준비의 어려움, 그리고 시간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하

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업방법에 대한 지침과 수업자료의 부족을 느

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지원, 박혜정, 김중복(2013)은 융합인

재교육(STEAM)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사들이 겪는 수업시간의 부

족을 보고하고 있다. 전달해야 할 통합교과의 지식과 활동내용이 많

고 장기 프로젝트나 블록타임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 현

재의 교육시수 배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을 위

한 기본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신영준, 한선

관(2011)은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하였을 때, 어

떤 교육적 요소를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담아내야 하는가

에 대한 어려움, 관련 교육내용과 교수전략의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신현준· 한선관, 2011;  이경진·김경자, 

2013; 이지원·박혜정·김중복, 2013; 임수민·김영신·이태상, 

2014; 임유나 2012;  정미경·박상완, 2016). 첫째, 수업시간 부

족에 대한 어려움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전달해야 할 통합

교과의 지식과 활동내용이 많고 또한 장기 프로젝트나 블록타임으

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 현재의 교육시수 배정은 그렇지 못

하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STEAM)은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니와 교사 또한 충실하지 못한 교육 성과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둘째, 수업자료 준비의 어려움이다. 학습주제와 

연관된 다(多)학문적 지식을 현장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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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그렇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추어 융합인재교육(STEAM) 자료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 셋째, 융합적 지식의 획득은 취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핵심은 간(間)학문적 지식

을 융합적으로 획득하여 창의성으로 전이되게 하는 것이다. 융합인

재교육(STEAM)에서 시행하는 체험활동은 융합적 지식획득을 위한 

것인데, 학습자들은 간 학문적 지식보다는 체험활동자체에 대한 흥

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다각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특히 학습자의 간학문적 획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의 차이가 실제 

수업국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

다. 

따라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플

립러닝은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에서 모두 교육적 효과를 보이

는 플립러닝은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

육적 접근인 융합인재교육(STEA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간략하

게 말해서 교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여러 어려움은 플립러닝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플립러닝은 교실수업 전에 기초지식

과 개념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확장하는 효과

를 볼 수 있다.

또 각종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 밖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수업 공간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플립러닝에서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접하게 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매개로 삼아 다 학문적 지식

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와 연계할 수 있다. 

한편 플립러닝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간 상호작용

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일 뿐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역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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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속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즉 각종 첨단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학습자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상호작용 기반 학습을 통하여 교사

와 학생간의 소통 활성화가 이루어진다(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

진우, 2015; Galway, Corbett, Takaro, Tairyan, & Frank, 

2014). 플립러닝의 이러한 특성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소통과 연관된 여러 문제점 및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플립러닝은 학습효과를 비롯한 많은 장점에

도 불구하고 그 적용 범위가 단일교과 단일학문에 국한된다는 한계

를 지니는데 이 점은 다 학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인재교

육(STEAM)과 연계하여 극복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즉각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 

러닝(Social Learning)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한 블

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학습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 일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속하는 거꾸로 수

업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요 개념을 사전에 미리 학습

함으로써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로써 해당 지식에 대한 이해력 신장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도 증대될 수 있다(진민혜·신영준, 2016).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교사가 사전학습을 제공하며 클라

우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하여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

트폰을 통해 손쉬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전 학습 콘

텐츠 자체도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지식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므로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박현주 등(2015)은 Flipped learning(플립러닝)이 가진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은 해당 지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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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을 미리 학습하여 학교 수업 시간에는 융합인재교육

(STEAM)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융합인재교

육(STEAM)교육에 적합한 학교 급별, 또는 교과별 교수 전략 또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외국의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모형(SCIS의 순환학습, SALTER’s Chemistry의 STS, Active 

Physics의 7E) 등과 같이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융합인재교육

(STEAM)수업을 시행한 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한 후 귀납적으로 융

합인재교육(STEAM)수업 모형을 개발/구성하는 것도 주요 해결 방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인재교육(STEAM)의 원활한 실행 및 진행을 위해서

는 우선 기초지식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현주는 융합인재교

육(STEAM)교육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활발하게 실행되

기 힘든 이유에 대하여 1위가 융합인재교육(STEAM)이해 및 인식 

부족, 2위로 홍보 및 관심 부족, 3위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교육 정책, 4위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5위로 기초 

지식의 중요성을 꼽았다. 이는 기초 지식이 축적된 후에야 비로소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희망적인 것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

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대체로 긍정적 답변이 돌아왔다는 점이다. 현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행하고 있는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45.5%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그 비율은 44.1%였다. 고등학교는 34.9%로 

조사 되었다. 많은 학교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행해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기준 3,127개의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약 27.13%에 해당하는 학교가 융합인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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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STEAM)을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학교 급별로 살

펴보면, 초등학교는 약 30.75%, 중학교는 약 27.43%, 고등학교는 

약 17.49% 수준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행하고 있는 것

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 시행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급은 초

등학교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 초등학교에

서 융합인재교육(STEAM) 시행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융합인재교육(STEAM) 시행 비율이 차츰 낮아지는 경

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급이 올

라갈수록 상급학교 진학의 부담이 커지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관련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전면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 실행되고 있었다. 모든 학교 급에서 월 1-2차시 정도로 융합

인재교육(STEAM) 수업을 실행하고 있고, 주 1차시 이상 융합인재

교육(STEAM)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약 15% 내외로 조사

되었다. 이것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공학의 본성과 예술·인

문 사회의 본성이 포함된 교수학습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기보다

는, ‘STEAM’의 개념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교 또는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을 교과의 융합으로 이해하거나 특정 교과를 위한 정책으

로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STEAM이 지향하는 융합적 교과 운영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합인재교육(STEAM)을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현주 외(2016)에 의하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주로 어떤 

교과에서 수행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59.0%의 교사들이 과학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수학에 8.3%, 국어에 7.4%, 실과에 

5.9%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이 과학 교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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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지향하는 융합적 교과 운영이 학

교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 교과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 형태는 학교 급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

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학에 응답한 비율이 75.4%로 나타나 과

학 편중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혹은 효

과는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전

반적인 전환이다. 토론 및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이 말하기를 융

합인재교육(STEAM)을 통하여 학생 또는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한다.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통해 학생

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이 학

습 내용을 이해하는지, 딴 짓을 하거나 조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성격, 성향, 특징, 장점, 능력 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평상시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학생에 대해 단정 짓는 

태도와 생각에 변화를 가져 왔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되었다. 

반면 융합인재교육(STEAM)에 반드시 위와 같은 장점만을 수반

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 및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에 의하면, 융합인

재교육(STEAM)의 어려움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교육과정 내용

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의 지속성 및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처음 시작하는 방법, 교사간의 합의 등으로 

나타났다. 수동적이며 도전에 소극적인 한국인의 문화, 빠른 결과의 

요구 등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의 어려움으로 이야기되

었다.

박현주 외(2016)에 의하면 첫째, 융합인재교육(STEAM)은 교사

와 학생 모두 주도적으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하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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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순환을 경험하도록 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 의하면, 융

합인재교육(STEAM) 수업은 특정한 내용이나 형식에 고정되어 있

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나름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재미와 쾌감을 느

끼게 하는 수업이라 답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으로 진행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

로 활동하는 수업을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하여 큰 만족감을 얻

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

해 나타나는 학생의 교육 효과와 더불어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지고 있는 매력, 교사 스스로 느끼는 쾌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에게 주는 만족과 감동으로 인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지속한

다는 것이다. 이때의 만족감은 교사 자신의 것도 있지만, 학생의 열

정 및 성취,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

다. 

셋째,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교사, 학생, 학습 결과 

전면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답하였다. 교사는 융합인재교

육(STEAM)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생 또는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의 잠

재력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

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는지, 산만한 행동을 하는지 등

을 관찰할 수 있다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성격, 성향, 특징, 장점, 능력 등에 대한 관

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융합인재교육(STEAM)은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학생의 인

식 및 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변

한 것과 같이, 학생들 또한 자신 또는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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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바람직하게 변했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적인 수업방식 하에서는 

주로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화두였다면,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에서 학생들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

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학습 결과의 질적 변화도 생겨났다. 모둠 협력 활동으로 

스스로 문제를 설계하여 해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력, 자신감, 발표력, 의사소통력, 사회성, 배려, 협동, 인성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여섯째, 학부모의 태도 역시 학교에 학생에 대한 긍정적 또는 우

호적인 태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학부모의 태도는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에 대한 만족감, 학생의 변화, 학습 결과의 

질적 변화 등의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자기

소개서 작성 또는 대학교 수시 전형 입학시험에 이러한 수업이 도

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학생과 부모들이 태도의 변화를 보인 데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위와 같은 장점 못지않게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행

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 역시 존재하였다. 그것은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교과 교육과정 내용과 연관된 수업 부

담감,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의 지속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

신, 새로운 교육 시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교사간의 합의를 이끌

어 내는 어려움 등이었다. 더불어 수동적이며 도전에 소극적인 한국

인의 문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요구

하는 사회 문화 등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 실행 상의 어려움

으로 제시되었다. 

여덟째,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또는 복귀를 위해서는 융

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의 

쾌감 경험, 교육행정가의 인식 변화, 교육과정 조정 및 평가의 자율

성, STEAM 수업을 위한 시간 확보,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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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 교과 교사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교사들의 인식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매우 제한적으

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STEAM 교육

에서 보다 중요시 되는 사항은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을 통해 

공학과 예술 및 인문학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이다(백윤수 외 2011a).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강영숙, 구은정(2016)에 의하면 융합인재교육(STEAM)만을 진

행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수업 시간 내 모든 내용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과내용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학생들

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통해 얻은 결과와 교과서의 내용

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이 느끼기에 융합인재

교육(STEAM) 수업은 기존의 수업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갖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을 하

면서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각자 가진 수업 역량에 대한 효

능감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 상세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이 접목된다면 기대할만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으며 웹을 기반으로 즉각적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능동적인 디

지털 네이티브로, 플립러닝은 이러한 디지털 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

습 시스템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특히 플립러닝이 의미 있게 여겨지

는 이유는 현직교사가 플립러닝 개념을 소개하고 그 방안을 제안했

다는 점과 함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면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

는 가능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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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이 교육적으로 중점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첫

째,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과 둘째, 개별화된(personalized) 학

습이라는 점에 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은 플립러닝을 설계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로 Dewey의 철학 혹은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사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플립러닝은 교사가 수업의 주

체가 되는 강의식 수업 방식과는 상반되게 교사는 단지 촉진자로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의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해 나가는 

학생 중심의 수업환경 구축에 효과적 역할을 한다. 강영숙 외

(2016)에 의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개념

이나 지식 습득에 대한 부담이 없어 사전학습을 제시할 때 실생활

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문제 중심 학습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함께 협력학습을 통해 성공의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학습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플립러닝은 교사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기존

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

사 스스로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습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고민

하면서 학생 하나하나의 흥미와 관심, 준비도를 고려한 수업을 준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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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를 개발하기 위해 설계·개발 연구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개발 연구 (Developmental/ 

Development Research) 라고도 불리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실천들을 타당화하고 교수

설계의 이론기반을 실증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 설계와 기술 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임철일, 2012; Richey & Klein, 2014). 

Richey와 Klein(2007)에 의하면 설계·개발 연구는 과정이나 절

차를 연구대상에 포함하며, 이론과 실제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인공물(artifact)을 연구결과로서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llis & Levy, 2010). 이 때 인공물이란 설계모형 및 설계원리, 

설계전략, 설계지침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설계·개발 연구는 

설계, 개발, 평가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실제로 교육공학 전

문가들이 학습을 촉진시키고 수행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비

교수적 혹은 교수적 개입을 창출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다양한 제

안들과 상응할 수 있다(Reiser, 2012; Richey, Klein, & Tracey, 

2011). 

설계·개발 연구는 연구의 주제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

과 절차를 포함한다(임철일, 2012).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Rothenberger, & Chatterjee, 2007; Peterson, 2007; 

Reigeluth, 1983), 공통적으로 모형 개발 및 타당화의 절차를 따른

다. 

설계·개발 연구는 모형 연구(model)와 산출물 및 도구 연구

(products and tools research)의 두 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유

형 2의 연구는 설계모형, 설계원리와 설계전략, 설계지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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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활용된다. 설계와 개발과정의 일반적 분석을 지향하고 일반화

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모형 연구는 특정 프로젝트에

서 사용한 설계 및 개발과정을 설명하여 분석하는 유형1의 산출물 

및 도구 연구 유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산출물 및 도구 연구는 맥락 

의존적인 특징을 띠는 반면 모형 연구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 모형 연구의 탐색 주제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model development), 둘째, 모델 타

당화(model validation), 셋째, 모델 사용 연구(model use)가 그것

이다. 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포괄적 모형을 개발한 뒤에 구성 요소 

과정을 개발한다. 모형 타당화의 경우, 모형 구성요소에 대한 내적 

타당화를 거치며, 이어 모형 영향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진행한다. 

모형 사용에 대한 연구의 경우, 모형 사용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연

구하고, 설계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연구, 설계자 전문성과 설계자 

특성에 대한 연구의 순서를 따른다. 결국 유형 2의 모형 연구란 모

형과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모형의 개발 또는 기존의 

개발 모형이나 과정 혹은 기법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탐색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이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설계와 개발을 촉

진시키는 조건들을 확인하고 기술한다. 설계모형이나 설계 원리를 

개발하는 연구일수록 추상성이 증가하며, 설계 지침을 개발하는 연

구일수록 구제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이지현·박정은, 2014; 

Reigeluth, 1983; Reigeluth & Carr-Chellmann, 2009).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 및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산출물 및 도구 연구가 아

닌 유형 2의 모형 연구 형태를 취하며, 이에 모형 개발 연구와 모형 

타당화 연구의 두 단계를 진행하였다. 모형 개발 연구의 연구방법으

로는 사례연구, 전문가 심층 면담, 문헌 검토, 사고 구술 기법 등이 

사용하였고, 모형 타당화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토, 심층 면담, 실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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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설계 원리 개발’과 ‘설계 원리 적용’

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문

헌 고찰을 통해 1차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곧 1차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2차 수업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2차 수업설계 원리는 2차 타당화 과정을 

통해 내적 타당도를 평가받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3차 

수업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3차 수업설계원리는 현장 교사에게 사

용성 평가를 받아 내적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사용성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함께 반영하여 최종 수업설계

원리로 개발하였다. 외적 타당화의 결과로 최종 수업 설계 원리를 

확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그림 Ⅲ-1]과 같다.

Richey & Klein(2007)의 

모형연구
본 연구

단계 탐색 주제 단계 연구방법

모형 

개발

·문헌분석을 통한 포

괄적 모형 개발

설계원리

개발
·선행문헌 검토

모형 

타당화

·전문가 검토, 사용

성 평가 등을 통한 내

적 타당화

설

계

원

리

적

용

내적

타당화

·전문가 타당화 검

토 (1~2차)

·현장교사의 사용

성 평가(교수자 반

응)

·수업 실행 등을 통

한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

수업 실행

·학습자 면담

·학습자 반응평가 

(흥미도, 만족도, 태

도)

<표 Ⅲ-1> 본 연구의 단계별 주요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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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본 연구의 단계별 연구 방법, 진행절차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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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

리 개발

본 수업설계원리 상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1차 수업설계원

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1차 수업설계원리는 교수설계전문가에

게 타당성을 검토 받은 후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더불어 현장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수업설계원리 개발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

초적인 방법은 선행문헌 검토이다. 본 연구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Reigeluth(1983)가 제안

한 이론구성 절차(theory-construction process)를 따랐다. 그는 

교수설계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네 단계의 귀납적 접근과 네 

단계의 연역적 접근의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Reigeluth, 

1983). 각종 자료와 경험, 직관 등을 통해 ‘형성적 가설’을 마련

하는 것이 귀납적 접근의 1단계가 된다. 교수설계이론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방법이나 산출물 등을 기술하여 분류하는 것이 2단계이다. 

이후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교수설계 원리들을 추출하

는 것이 3단계이며, 마지막으로 교수설계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4단

계가 된다(Peterson, 2007). 연역적 접근은 귀납적 접근의 1단계

에서 3단계를 거치기 전에 4단계를 미리 개발하는 방식이다. 원리

를 미리 개발한 후 상세하게 이론과 상세 지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Reigeluth는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함께 이

루어지는 이론 구성 절차를 순환적인 과정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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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차 수업설계 원리 개발을 위해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였다. 현존하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조사, 선정, 분석, 종합의 네 단계를 거쳐 1차 설계원리 및 지침을 

개발하였다. 

첫째, 선행문헌은 주제의 범위(Bidwell & Jesen, 2003)와 자료의 

종류(Gall, Borg, & Gall, 1996)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권위, 파급력, 

관련성을 기준(Hart, 2001)으로 선행문헌을 선정했다. 국내외 저널에 

실린 논문, 도서, 기관연구보고서, 기사, 웹사이트 등에서 선택했다. 연

구 주제별 키워드를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 

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학술database로 제공하는 

EBSCOebooks, Edacation Source, ERIC, EBSCOhost,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riss.kr), 구글

학술검색서비스 (http://scholar.google.co.kr) 를 통해 적합한 문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연구 및 최신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행문헌 검토 시 권위, 파급력, 관련성의 선정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적절한 문헌을 선택하였다(Hart, 2001, 2008). 선택된 문헌들

에 인용된 참고 문헌을 추적하여 관련된 참고 문헌을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선행 문헌 분석 단계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 STEM, 

플립러닝,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을 대 주제로 하

고,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설계모형, 융합인재교육(STEAM) 수

업설계원리, 플립러닝 수업설계모형,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를 소주제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개념 및 

특징, 등장배경, 교육적 효과, 구성요소, 수업설계, 수업설계원리 및 지

침, 플립러닝의 개념 및 방법론적 특성, 등장배경, 교육적 효과, 수업설

계,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덧붙여, 조별 

학습, 팀 기반학습,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 중심 학습,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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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환경, 학습자 중심 학습 등에 대한 문헌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플립러닝 수업설계를 위한 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1차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문헌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로 범주화 및 대응을 

통해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였다(Hart, 2001, 2008). 종합 

단계를 통해 1차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내용과 수준의 일관성

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간 연관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명제와 자세한 상세 지침의 명제들의 

실제 구현 방향을 도출하였다(김선희, 2014). 수업설계원리는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된 원리들과 가이드라인을 도출된 구성요소

별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견한 원리를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를 

설계원리로, 이를 가리키는 요소는 상세 지침으로 다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설계원리와 지침을 범주화하고 재구조화

한 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표 Ⅲ-2>참조). 융합인재교육

(STEAM)에서 플립러닝 수업설계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요소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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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융합인재교육의 개념 

및 특징

-융합인재교육의 

구성요소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설계원리

-융합인재교육 수업의 

상세지침

→

플립러닝

-플립러닝의 개념 및 

특징

-플립러닝의 구성요소

-플립러닝 수업의 

설계원리

-플립러닝 수업의 

상세지침

↖

융합인재교육과 

플립러닝의 융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및 이론적 정당성

↙

<표 Ⅲ-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 설계 원리 

개발 과정

나.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선행 문헌 고찰과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타당화

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Johnson & Christensen, 2010; J. Lee, 2012).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기 상세지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수정 및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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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며 참

여한 전문가 패널의 프로필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전문가 타당화는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면 연구자가 해당 전문가

의 지식, 경험,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선정

참여전문가 프로필 타당화 참여단계

구

분
직위

경력

(년)
최종학력 전문분야

1차

타당화

2차 

타당화

A 조교수
18

(교사경력

6년포함)

박사

교육공학
교수설계원리 V V

B 연구원 15
박사

교육공학
교수설계원리 V V

C 교사 10
박사

교육공학
교수설계원리 V V

D 교수
20

(교사경력

5년 포함)

박사

초등과학

교육

과학교육,

융합인재교육

(STEAM) 

V V

E 교수 18
박사

공학박사

코딩교육,

융합인재교육

(STEAM)

V V

F 교사 17
박사

교육공학

교수설계원리

플립러닝 
V V

G 수석교사 23
박사수료

컴퓨터교육

수학교육, 

플립러닝,

융합인재교육

(STEAM)

V V

<표 Ⅲ-3> 전문가 패널 프로필 및 타당화 참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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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하지 못하면 편향된 관점의 단편적인 지식만 수집된다

(Steiner & Norman, 2008).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하는 작업은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수는 최소 3명에

서 10명 사이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본 연구는 전문가 선정의 기준을 해당 분야 석·박사 취득자, 관

련 논문을 게제하거나 발표한 적이 있는 자로 정했다(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 또한 현업 전문가 선정기준

(Ericsson & Charness, 1994)을 바탕으로 교직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수업이나 융합인재교육(STEAM) 플

립러닝 경험이 있는 경력자도 포함했다. 또한 STEAM 교재개발 국

책사업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적용 운영 담당학교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수

업 적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타당화

를 수행하는 현직교사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

학 소속 전문가의 경우에도 초등교사 경력이 있어 현장을 잘 이해

하고 있거나 초등교육 관련연구를 진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수

업설계원리 개발과 원리 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설계 전문가 및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교사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수업설계원

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화 검토를 의뢰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

사를 밝히고 참여에 동의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

성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검증

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립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Johnson & Christen, 2010;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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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

화 검사도구를 활용한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Ⅲ

-4>는 1차와 2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사용된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에 대한 평가문항이다.([부록 1] 참조). 관련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초기 설계 상세지침과 설계원리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

을 평가하기 위해 타당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1차, 2차 총 두 차례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구는 연구의 소개,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토로 구성되었다. 타당화 질문지의 평가문항은 Jang(2011)과 

Lee(2012)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문가 사전검토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수업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용어의 대표성 및 적절성, 조직화의 논리성 및 적

절성, 수정 보완 및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과 전화통

화, 면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 검토 후 수합하였다.

1차, 2차 타당화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수업설계

의 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전문가 의견은 4

점 척도로 수합되었고, 선택형 문항에 덧붙여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개진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수업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

도,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진행

되었다.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은 4점 척도와 

함께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사용하여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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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목적 방법
수업 설계 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가 문항

1차

및

2차

수업설계

원리와 

상세지침

에 대한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심층

면담

선택형 

문항 

(4점 

척도)

·접근법 중심의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개방형 

문항

·수정 및 보완 의견

·추가 개선 사항

<표 Ⅲ-4>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화 평가 문항

다음 <표 Ⅲ-5> 는 1차 및 2차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활용한 수

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전반에 대한 평가 문항이다. 수업설계원리

와 상세지침 전반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 사용한 본 평가 문항은 나

일주, 정현미(2001)의 개발문항을 본 연구에 최적화된 문항으로 수

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것이다.

영역 문항

타당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업설계원리를 잘 

제시하고 있다.

설명력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설계시 고려해야 할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

다.

유용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Ⅲ-5> 수업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검사지 평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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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의 타당화 

검토를 위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쳐 선정했다. 우선 전

문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메일 혹은 전

화 통화로 연구 참여 동의 의사를 물었고, 동의한 전문가들을 패널

로 구성했다(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 이후 각각의 

전문가와 개별 면담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통화시간을 정하

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사전검토를 포함하여 타당

화 횟수에 따라 한 번에서 두 번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이 진행되기 전, 개별 전문가에게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를 이메

일로 송부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읽어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

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심층면담과 답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적 모색의 일환이었다.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일 심층면

담은 전문가와 연구자의 이해도에 따라 1-2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서는 우선 연구자가 수업설계원리의 개발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문가로부터 이해되

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질문

에 차례대로 답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화 검사 설문지에 응답을 요

이해도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설계원리-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제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연결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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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는 순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설문 응답 후, 전문가

에게 설문 문항과 관련된 수정 및 보완사항, 수업 설계 원리에 대한 

개선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연구자가 진행할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 면담과 설문을 통해 수집

된 선택형 문항 응답내용에 대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정

이 필요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였다. CVI값은 각 설문항목에 대해 타

당하다고 여기는 전문가의 비율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의 

인원수를 전체 전문가의 인원수로 나눈 값이다(Grant & Davis, 

1997; Rubio 외, 2003). CVI는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CVI는 측정 충실도 및 타당도 정도를 

알려준다(Rubio 외, 2003). CVI값은 각 설문항목에 대해 타당하다

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비율을 제공한다. 이 값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인원수를 전체 전문가의 인원수로 나눈 것이다. 평가는 

4점 척도, 곧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다. 구성된 타당화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정 값이 3 혹은 4인 경우, 긍정적인 평가로 간주하여 1점 처리한

다. 반면 전문가 평정 값이 1 혹은 2인 경우 부정적인 평가로 여겨 

0점으로 처리 된다. CVI는 각 항목별 타당도 정도로서 

Lynn(1986)은 최소 5인의 전문가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

해서 CVI 값 1점에 해당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조

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5인 이상이고 10인 이하일 경우, 3점 미만으

로 응답한 전문가의 수가 1명 이하일 때만 설문지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한 것이다(Lynn, 1986). 반면, Grant와 Davis(1997)는 CVI 

평균이 0.8이상이면 타당도가 높고, 5명에서 9명의 전문가가 참여

했을 때는 0.8이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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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평가

자가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 수로 나눈 값이다

(Rubis et al, 2003). 예를 들어 10개 문항 중에 전문가들이 똑같

이 일관되게 응답한 항목이 5개라면, IRA 값은 5/10, 즉 0.5이다. 

IRA의 목적은 평가자 간의 일관된 의견이 호환되는지 알아보는 것

이다. IRA 값이 0이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이면 의

견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다. IRA 신뢰도 지수는 검사가 측정하

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보여준다. IRA 

신뢰도 지수에서는 일반적으로 IRA 값이 0.8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ubis et al, 

2003).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연

구자가 현장에서 기록할 수도 있고, 전문가가 직접 타당화 질문지에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후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

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면담 종료 후 진행한 검토 과정을 통해 수업설계원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

선행문헌 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발된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학교현

장 교사들에게 수업설계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학교현장 교

사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설계 과정에서 수업설계원리가 얼마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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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봄으로써 수업설계원리나 상세

지침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Jang, 2011).

1) 연구평가자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는 8년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장교사를 1인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표 Ⅲ-6> 참조).

2) 연구 도구

사용성 평가를 위해 김성욱(2016)이 제작한 사용자 반응 평가 도

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이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개

방형 문항으로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수업설계원리의 강점, 약

점, 개선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추가해야할 부분, 설계하기 어

려웠던 부분,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속 경력 학력 관심분야
STEAM

교육경험

플립러닝

경험

A초등학교

담임교사
8년 석사수료

STEAM교육, 

플립러닝

SW교육

4년 2년

<표 Ⅲ-6> 사용성 평가 참여 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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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사용성 평가는 초등학교 현장교사들 중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한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로 선정하였다. 본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업설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교사는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반영된 교수학습지

도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해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실행

해보았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업설계원리

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본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수정ᆞ보완 과정에 적용하였다.

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

원리 적용

외적 타당화(external validation)는 산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이 학습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

다(Richey & Klein, 200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수업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평

가를 진행하기 위해 최종사용자인 학습자가 본 수업설계원리가 적

용된 수업을 통해 학습한 이후 설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반

적으로 학습자 반응 평가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에 대한 

사용자 반응 분석을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수정,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이성흠, 2005; Quesenbery,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적용된 수

업설계원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작업과 더불어 수업설계원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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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였다.

가.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제주시 소재 A 초등

학교이며,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개인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구비되었다(<표 Ⅲ-7> 참조).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일 최

종승인번호(IRB No. 1709/002-004)를 받았다. 연구 참여 대상자

가 미성년자이므로 학생 개인과 함께 법정대리인(학부모)에게 서면

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학급 30명 

학생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27명 전원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참여자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

용도 안내되어 있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 외의 목적으

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안을 위해 직접 금고에 보관하고 암호화 

된 개인 컴퓨터에서 분석 후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나. 수업실행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와 세 부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

교사참여자(1인) 담임교사 교사경력-8년

학생참여자(27인)
남학생 14명, 

여학생 13명
해당학년-4학년

<표 Ⅲ-7> 교실 수업실행 수업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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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부분의 회의는 현장검토를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요구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전문가인 교사와 수석교사와의 협의를 통하

여 연구의 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다음 [그림 Ⅲ-2]는 교사, 수석교사,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수업

실행을 위해 회의를 한 수업준비 회의 장면이다.

[그림 Ⅲ-2] 수업 실행을 위한 교사, 수석교사, 연구자 회의 장면 

두 번째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에서 사

용하게 될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의 회의를 진행하였

다. 2달에 걸쳐 2주 당 1회 진행된 대면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수업에 사용하고 싶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현재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시 활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

한 플립러닝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교사는 그동안 플립러닝 수업에서 클래스 1,2,3을 사용하

였다. 하지만, STEAM의 각 영역에 맞는 기초교과지식 뿐만 아니

라 활동에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 문서자료를 담기 위해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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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교사

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융합인재교육

(STEAM)수업 시 활용 가능한, 여러 교과의 내용지식(contents 

knowledge) 및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안한 요구사항

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융합인재교육(STEAM)시 설계과정

에는 여러 교과의 내용지식(contents knowledge)이 필요한데, 융

합인재교육(STEAM) 수업 시 주제에 따라 교사가 선정한 기초 학

습 내용을 융합인재교육(STEAM)의 각 영역에 맞추어 플립러닝의 

형태로 제공하고, 이 자료가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다른 동

료교사들과도 공유할 수 있으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활용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는 부족함이 있어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본 연구 후 새로운 초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제안 사항들을 반영하여 어플리케이

션 개발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교사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 세

부 사항들이다. 첫째,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여야 하

며, 둘째, 각 영역의 주제에 자료가 탑재되어 지속적인 재사용이 가

능해야 하며, 셋째,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 진행 시, 차시형태

활용이 편리해야 하며, 넷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에 

대한 각 교과영역을 화면에 표시하여 어떤 영역의 내용을 학습하는

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영상을 보고난 후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섯째, 학습이 끝난 후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서의 글쓰기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곱



- 130 -

째, 영상, 사진, 문서 자료를 다양하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퀴즈 형태도 단답형, 선지형, 주관식, 또는 퀴즈 없음 기능이 구현되

도록 할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2개월에 걸친 교사와의 직접 회의

를 통해 수정 반영을 거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 

Ⅲ-3]은 플립러닝을 위하여 개발된 STEAMedu 화면자료이다. 

[그림 Ⅲ-3] 개발된 STEAMedu 어플리케이션 화면

(수업을 위해 학습자료가 탑재된 모습)

 



- 131 -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 시 주제에 따라 교사가 선정한 기초 학습 내용을 S.T.E.A.M. 

각 영역에 따라 플립러닝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EAM의 각 영역에 따른 자료들이 플립러닝 방식으로 개발, 탑재

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다음 수업자료에 재활

용될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수업설계원리를 수업에 적용 및 실행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교사는 선행문헌에서 도출된 설계원리를 검토하며 학교

현장전문가로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용어들을 체크하였고, 이후 

현장에 맞게 용어를 쉽게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용어나 단어 등이 

수정 되고,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에서 누락된 상세지침을 추가하였다. 이를 반영한 초기수업설계원리

는 전문가 패널의 타당화를 거쳐 검증되었다. 교사는 개발된 수업설

계원리에 따라 연구자와 함께 수업을 설계한 후 본 수업을 진행하

였다. 본 수업 2주 전에는 플립러닝이 접목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합

인재교육(STEAM) 수업을 진행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도를 보편화하였다. 수업 1주일 전에는 교사

가 학교의 태블릿 PC를 점검하여 수업준비도를 확인하였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수업 적용을 통해 기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원활

한 수업진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였다.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8>과 같다.

회차  회의 진행 주제 산출물

1

(2016/11.12)
연구진행 계획 공유 연구진행일정, 수업일정

2

(2017.1.17)

수업설계원리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3 상세지침 수정보완, 상세지침 단어수정보완,

<표 Ⅲ-8> 수업실행 전 현장 교사와의 사전회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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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융합인재

교육(STEAM)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적

용된 수업실행을 위한 2차시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표 Ⅲ-9 참

조)

(2017.1.31)

4

(2017.2.7)

개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간확인, 수정사항건의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 

개발물 확인 및 건의사항

5

(2017.2.14)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이해, 

개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간확인, 수정사항건의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이해,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 

개발물 확인 및 건의사항

6

(2017.2.21)

수업 주제에 대한 탐색 및 

논의, 개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간확인, 

수정사항건의

수업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중인 어플리케이션 

개발물 확인 및 건의사항

7

(2017.2.25)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

주제에 대한 확정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주제에 대한 확정

8

(2017. 3.11)

수업실행 할 학급에 대한 

이해, 학습자, 학습환경확인

학습자, 학습환경에 대한 

확인

9

(2017.3.25)
사용성 평가 수업준비

학교교실 기기 

준비상태확인 및 세팅

10

(2017. 4.1)

사용성 평가 수업준비, 

연구동의서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지도안, 사용성 평가

11

(2017. 4.8)
사용성 평가 수업준비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지도안 

STEAMedu에 들어갈 

수업자료제작

12

(2017.4.12)
수업실행 수업준비

갤럽시탭, 핑퐁, 

클래스1,2,3에대한 

학습자 활용준비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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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실행은 ‘튼튼한 다리 타워 만들기’라는 주제였으며, 최종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적용된 2차시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부록 2]-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적용한 교수학습과정안 참조)

본 수업은 총 2차시로 구성되었으며 1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해당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설계하여, 학생들

에게 본 수업 전에는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 배려, 소통, 자기효능

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수업 후에는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는 통제 집단이 없는 실험 집단 조사로, 실험 시행 전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실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차이점

이 있다 해도 실험으로 인해 발생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백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주제
튼튼한 타워만들기

적용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총차시 2차시

관련과목 

및 

단원

과학: 화산과 지진

수학: 측정,(무게),도형, 규칙성

미술: 표현기법, 조형요소와 원리 

학습목표

1. 지진에 안전하고 튼튼한 타워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2.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구조체를 

설계하고 이를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타워를 디자인할 수 있다. 

4. 지진실험을 통해 튼튼한 구조형태를 

탐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도구 및

 어플리케이션

기기-갤럭시 노트 10.1 

어플리케이션-핑퐁, 클래스1,2,3, STEAMedu

<표 Ⅲ-9> 본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실행 수업 설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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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근, 2004).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선택한 까닭은, 

본 연구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플립러닝에 적용하기 위한 예

비 연구 혹은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융합인

재교육(STEAM)에 적합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

존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이 요구되고 기존 교육과정의 구성을 파

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습내용과 활동, 주제, 수업차시를 동일하게 

맞춘 통제집단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덧붙여 수학흥미

도, 과학흥미도, 배려, 소통,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위 변인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실시한 후 과학적인 태도 검사

로 대부분의 경우 실시 및 확인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

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각각의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고 선행연구들이(남창우, 장선영, 2013; 유지원, 2014, 김성욱, 

2016)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후 면담을 통해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현장교사의 반응과 설계원리 적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평가하였다. 교사와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4명을 선정하여 방과 후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설계원리 구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현장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으로 확인된 사항은 분석과 검

토를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수업설계원리로 확정하였다.

다. 검사 도구

본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수업실행을 실시한 수업에 대한 학습

자 반응 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업 

전후 학생들의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 배려, 소통, 자기효능감 등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수업 효과와 관련된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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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본 수업설계모형이 학생들의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 배려, 소통, 

자기효능감과 같은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록 4]와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후 교사가 추천한 학생 4명과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했다. 면

담은 수업과정에서 태블릿 PC와 STEAMedu어플리케이션 사용, 융

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의 장단점, 개선점에 대

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내용은 동의하에 녹취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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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플립러닝의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한다. 교사는 본 설계원리를 토대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다룰 학습 내용을 플립러닝의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전 미리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개발한 STEAMedu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

습하게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

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에 관련된 태도의 발달을 지향하고 있다. 

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초기 수업설계원리 개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를 개발하

기 위하여 선행문헌에서 확인된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 

수업의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분석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융합인

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적인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도출하였다. 특히 플립러닝은 수업을 

진행하는 당시의 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전후에 적용되는 원리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전, 중, 후 과정으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을 구분하여 1차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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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1차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

수업단계

접근법
세부원

리
수업 전: 개별 공간(individual space) 

중심(Winter2016)
수업 중: 그룹 공간 중심(Bishop & 

Verleger, 2013)
수업 후

기대치 
중심 

접근법
(Expec
tations
Decisi

on)

명료
성의 
원리

학습목표, 학습범위, 교사의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하라(Froyd, 2008).

-클리커 등을 활용하여 기초지식 
학습내용을 확인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사전 학습을 확인하라(최정빈, 
김은경, 2015).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김보경 
2014).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박진

우·임철일, 2016).

-모든 수업의 강의는 그 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question for 
the day)으로 시작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기초적으로 학습할 내용 및 
핵심용어(Key vocabulary)를 선별하여 
제시하라(Froyd, 2008; 
박진우·임철일, 2016).

-학습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라(변현정· 
나일주, 2013).

-수업 시간에 진행 
중인 형성 평가를 
관찰하고 미래의 
교육을 위해 수업을 
기록하라(FLN 
2014).

-성과에 대한 기대를 공식화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라(Froyd, 

-수업 후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표 Ⅳ-1>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1차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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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달성했는지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없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라(Angelo & 
Cross, 1993; 
Stead, 2005).

상호 
작용의 
원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순간순간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하고, 그들의 작업을 평가하라(FLN 
2014).

-학생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학습 속도 
조정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하라(FLN 
2014).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상호 
작용하고 그들의 학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정하라(FLN 2014).

목표 
달성의 
원리

영상을 보는 중간에 퀴즈를 포함시켜라
(Bergmann & Sams, 2012).

영상에 대한 학생들의 노트를 확인하
라(Bergmann & Sams, 2012).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임정훈, 
2016).

학습 
방식 
중심 

접근법

시각 
표상화
의 원리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한 자료를 
제공하라(Ge 외, 2015; 
Castrol-Alonso 외, 2015; 변현정· 
나일주, 2013; Taljaard, 2016).

-기초지식에 관한 시각화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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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라(Shen, Jiang, Liu,2015; Ge 
외, 2015; 변현정·나일주, 2013).
스크린캐스트(Screencast)를 통해 
10-15분간의 영상을 제작하라(Sams & 
Bergmann, 2013).

체화된 
인지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다감각
의 원리

-증강 현실,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라(Taljaard, 2016; Walling, 
2014).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라(FLN, 
2014).

-교과별 기초지식의 연관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라(Bin & 
Westeon, 2015).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하라(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 
Hung, 2015).

융합의 
원리

모델 
중심 

접근법

교육방법 또는 교수전략의 개념, 방식을 

안내하라(김백희, 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

수학과 미적 경험을 융합하여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라(Bu & 
Hohenwar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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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심 

접근법

수업에서 다룰 질문을 미리 수업 전 학

습에서 다루게 하라(Teo, Tan, Yan, 

Teo, & Yeo, 2014).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제시하고 해결하라(Froyd, 2008).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서 질문할 내용

을 준비하게 하라(Kim, Kim, Khera, & 

Getman, 2014; Vaughan, 2014).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
하라(Herreid & Schiller, 2013).

위스키(WSQ) 전략을 활용하라

(Bergman, Sams, 2014; Raths, 

2014)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라(Prince & Felder, 2006).

개별화
의 원리

개인별 
적합성
의 원리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자료 탐색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라.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라(Froyd, 
2008)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청각 자료, 아

웃라인, 혹은 가이드를 제공하라(방진하, 

이지현, 2014; Taylor, 

McGrath-Champ, and Clarkeburn, 

2012).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라(Froyd, 
2008).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라. 필요시 핵심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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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라(손성호·김상

홍, 2016).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라(손성호, 김상홍, 2016).

제공한다.교사가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학습목표를 달성토록 가이드의 정도나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2016).

세분화
의 원리

학습내용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김보경, 2014; Albert & 
Beatty, 2014; Kurup &
Hersey, 2013).

할당된 수업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
성하라(FLN 2014).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최정빈·김은경, 
2015).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하여 제공하라(박진우·

임철일 2016).

한 수업에서 여러 번 강의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6분 정도 덜 강의를 하라(Ruhl, 
Hughes and Schloss, 1987).

능동 
학습법

학습자 
중심의 
원리

학습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라(Palou 외, 2015; Bellanca, 
2010; Garrisom, 2011).

학생중심으로 활동을 
결정하라(Froyd, 2008).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수업과정을 
제공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Coffland& Xie, 2015).

학생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Aschbach
er, Ing, and Tsai,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보다 관련이 
있는 수업을 제공하라(Aschbacher, 
Ing, and Tsa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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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라(Shen, Jiang과 Liu, 2015).

2013).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동료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자기주
도학습
의 원리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라(Biin & Weston,2015; 이하룡, 
2013).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라(FLN 2014).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구조적(또는 
교육적) 학습 
공동체를 
확립하라(Gabelnick, 
Macgregor, 
Matthews, & 
Smith, 1990; 
Taylor, Moore, 
MacGregor, & 
Lindblad, 2003).

 -학습자원 사용법을 안내하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라(Bergmann & 
Sams, 2012).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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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Prince & Felder, 2006).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FLN 2014).

협동 
중심적 
학습

소그룹
별 학습

협동중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설계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팀별활동을 구성하라(Prince & 
Felder, 2006).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해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하라(Froyd, 2008).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학습 조직 모델(Learning 
Organization model)을 따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팀워크의 방식을 
따르게 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라(Froyd, 
2008).

동료 
학습(P

eer 
Instruc
tion)

서로에게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는 또래 
학습을 권고하라(Mazur, 1997).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클리커 등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한국교육학
술정보원, 2003; 
Kim 외, 2014).

짝을 지어 토론하고 생각을 학우들 에
서 함께 소리 내어 공유하도록 하라
(Roach 2014).

무임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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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팀 내에서 번호를 정하여 팀간 

퀴즈활동에서 번호를 지목하여 활동하

라(손성호·김상홍, 2016).

단체 
학습

“함께 그리고 혼자 학습(Learning 
Together & Alone)방법”을 도입하
라(Johnson & Johnson, 2002).

학생들끼리 모여 
배운 과목을 
복습하고 예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설정하라(Froy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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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1차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 논리

구조는 기대치 중심 접근법, 학습 방식 중심 접근법, 융합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능동 학습법, 협동 중심적 학습 등 여섯 가지의 큰 

원리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원리를 수업 전, 중, 후로 나누어 분류하

였다. 기대치 중심 접근법은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일정량의 지식을 얻기를 기대하는 원리로, 그 세부 원리로는 명료성

의 원리, 상호 작용의 원리, 목표 달성의 원리 등 세 가지를 포함한

다. 명료성의 원리는 선행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원리로, 수업 성과

에 대한 기대를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미리 공지하며, 수업 시작 전

의 재 공지, 수업이 끝난 후 이 성과를 실제로 달성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상세지침을 포함한다. 또한 세부 원리에 상호 작용의 원리

와 목표 달성의 원리를 포함하여 명료하게 제시된 성과의 목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로 제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두 

번째 원리인 학습 방식 중심 접근법은 시각 표상화의 원리, 체화된 

인지의 원리, 그리고 다감각의 원리 등 세 가지의 세부원리로 이루

어져 있다. 

텍스트를 읽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배움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시도하는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시각뿐 

아니라 다감각적이고 전체적인 인지의 과정을 거쳐 배움이 체화되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원리인 융합의 원리는 모델 중심 

접근법과 문제 중심 접근법 등 두 가지의 세부원리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는 기존 교육방식인 과목 중심적 교수방식에서 벗어나 큰 

문제의 틀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 원리인 개별화의 원리는 개인별 

적합성의 원리와 세분화의 원리 등 두 가지 세부원리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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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립러닝 원리에서 도출된 개별화의 원리는 학생들마다 배우

는 속도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배움 제공 원리를 

제시하는 원리이며, 세분화의 원리는 학생들이 배우는 개별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리인 능동 학습법은 

학생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원리로 학습자 중심의 원리, 자기주도학습의 원리 

등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끝으로 협동 중심적 학습은 융합인

재교육(STEAM)의 목적, 곧 융합적,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통한 시너지효

과를 일으키기 위해 두 명이 짝지어 활동하는 동료 학습, 세 명 이

상이 함께 힘을 합쳐 과제를 완수하는 소그룹별 학습, 그리고 반 전

체가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 학습 등 세 요소로 구성된다.

2. 내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내적 타당화를 통해 수업 설계원리의 타당성을 입

증하였다. 설계원리의 내적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설계원리에 대한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와 한 차례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설계원리를 개선시켰다.

가.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1차 설계원리의 이론적, 논리적 측면을 개선하고 현장 교사의 실질

적 측면 개선을 위하여 1차와 2차, 총 두 차례 이루어졌다. 본 타당

화는 설계원리 전반과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화로 이루어졌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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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가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전문가 7인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검토를 의뢰하였다.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평가문항은 전반적인 설계원리의 타

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

였으며, 더불어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설계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1차 설계원리에 대한 예비 및 1차 전문가 타당화는 설계원리전문

가 교육공학박사 4인, 융합인재교육(STEAM)과 관련된 연구 경험

이 있는 과학교육박사 1인, 컴퓨터공학박사 1인, 그리고 융합인재교

육(STEAM)과 플립러닝의 수업 적용 경험이 있는 수석교사 1인 

등 총 7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타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G

타당성 4 2 2 3 4 4 4 3.29 0.71
0.33

설명력 3 2 3 4 3 3 4 3.14 0.86

유용성 3 2 2 3 3 3 3 2.71 0.71

보편성 3 2 3 3 2 3 4 2.86 0.71

이해도 3 2 3 4 3 3 3 3.00 0.86

설계원리-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3 2 2 3 3 2 3 2.42 0.57

<표 Ⅳ-2>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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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설계원리 도출 과정, 설계원리 전반과 상세지침에 대

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 수업설계원

리를 잘 제시하는지를 묻고 있는 타당성(평균 3.29), 수업설계원리

가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명력(평균 3.14), 제시된 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이해도(평균 3.0) 등

은 비교적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보편성(평균 

2.86)과 수업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유용성(평균 2.71), 그리고 제시된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의 연결이 타당한지를 묻는 타당성(2.42)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의미하는 CVI 지수

는 설명력과 이해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0.86을 보였으나, 타당성, 

보편성, 유용성에서는 0.7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의 연결이 타당한지를 묻는 항목이 0.57로 가장 낮았다. 이

는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간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

문이었다.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수합된 의견 및 보완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전문가 의견 구분 개선 사항

원리와 

상세지침과의 

연계성 부족

(전문가 F)

- 설계원리와 상세지침 간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 시간표상화의 원리에서 사전학습활동과 본시 

활동간 연계성이 부족

- 본시활동에서 이미 습득한 사전지식을 어떻게 

<표 Ⅳ-3> 1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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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화할 것인지 제시할 것

- 개별화 원리의 본시활동 상세지침을 개선할 것

- 기능습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함
설계 원리 

적용의 타당성 

보완

(전문가 B)

- 본 원리의 STEAM 기반 플립 러닝 설계원리들이 

왜 STEAM기반 플립 러닝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용어 및 문장 

표현의 추가

(전문가 B, C, 

D, E)

- 융합교육에 필요한 플립 러닝의 형태와 해당 수업 

설계에 필요한 원리를 수업의 흐름에 따라 제시할 

것

- 기존 교육과 STEAM 기반 교육의 차이를 

설계원리상에 반영할 것

- 설계 원리의 수업 단계별 적용 방법 및 교사 

입장에서의 반영 방법을 상술할 것

- 상세지침의 기술 형태를 보다 명확히할 것

- 융합인재교육(STEAM)에 특화된 플립러닝 

수업설계 상세지침을 강조할 것

- 체현인지와 다중감각, 융합의 원리 부분 설명 보완

- 융합인재교육(STEAM) 3단계(‘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의 각 요소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

- 학생들이 정의적 영역의 개발 및 융합교육을 인지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제시

용어 및 문장 

표현의 수정

(전문가 C, G)

- 설계원리 5. “체화된 인지의 원리(Embodies 

cognition)”를 “체현 인지(Embodied 

cognition)의 원리”로 수정

- 설계원리 6. 다감각 매체의 

원리를“다중감각(Multimodal)의 원리”로 수정

- 명료성의 원리 상세지침 1과 4가 중복됨

- 상세지침 4의 수업 후 내용은 목표달성의 원리에 

포함할 것

- 단계별 기대치를 명료하게 제시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가 학습 방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의 특성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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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된 수정사항

1차 타당화 검토를 통해 전문가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

한 플립러닝 수업에서 수업설계원리의 구조적 적절성, 그 적용 가능

성을 고려한 세부 내용 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관계 설정이 안고 있는 불명확성을 지적하

고 제안된 설계원리가 일반적인 수업 설계원리에 대해 갖는 차별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설계원리 및 그 도출 과정에 대해 상술하

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의 핵심원

리를 부각함으로써,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좀 더 적절하게 수정해

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였다.

제시된 일부 상세지침들의 적절한 통합을 통한 상세지침 간 위계

와 의미의 명확화, 제시된 각 상세지침들에 대한 예시 및 해설의 보

강 등을 과제로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전자의 목적이 설계원리의 

간단한 제시를 통해 실제 수업에서의 기대효과 및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후자의 목적은 설계원리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계원리에 융합인재교육(STEAM)의 틀에서 접근할 것을 

권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3

단계 요소인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융합인재교육(STEAM) 및 정의적 

드러나도록 상세지침용어를 조정하고 중복제시된 

상세지침은 공통세부원리로 간결화할 것
용어 및 문장 

표현의 개발

(전문가 C)

- 본 연구의 강조점이 들어가는 원리 3-5개 정도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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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대한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획득뿐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성취감 제고를 유도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상(improvement)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이라는 플립러닝의 교육적 효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문

제를 지적한 의견들도 있었다. 그 중 한 전문가는 시각표상화의 원

리 및 개별화의 원리에 해당하는 본시 활동 상세지침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각 지침이 담고 있는 전략적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

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확한 용어 사용 및 시각 자료의 

단순화, 단계별 목표의 명확한 제시 등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실용

성을 염두에 둔 개선 사항이 제시되었다. 특히 상세지침 용어의 수

정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의 특성이 보다 잘 부각되리

라 기대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와 활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제시

된 예시의 구체화 및 조직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 의견, 본 설

계원리를 활용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새로운 플립러닝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설계원리를 <표 Ⅳ-4>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수정된 설계원리는 <표 Ⅳ-5> 및 

<표 Ⅳ-6>과 같이 도출하였다.

1차 설계원리
2차 설계원리

접근법 세부원리

기대치 중심 
접근법(Expectati

ons

명료성의 원리 1. 명료성의 원리

상호 작용의 원리 2. 상호작용의 원리

<표 Ⅳ-4>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 러닝 

2차 수업 설계원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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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목표 달성의 원리 3. 목표달성의 원리

학습 방식 중심 
접근법

시각 표상화의 
원리

4. 시각 표상화의 원리(Visual 
Representation)

체화된 인지
5. 체현 인지(Embodied 

Cognition)
다감각의 원리 6. 다감각 매체의 원리

융합의 원리

모델 중심 접근법

7. 융합의 원리

문제 중심 접근법

개별화의 원리
개인별 적합성의 

원리 8. 개별화의 원리

세분화의 원리

능동 학습법

학습자 중심의 
원리

9. 능동의 원리
자기주도학습의 

원리

협동 중심적 학습

소그룹별 학습

10. 협동 중심의 원리
동료 학습(Peer 

Instruction)

단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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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설 명 

1. 명료성의 원리 교육과정에서 수업에 포함할 내용과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 한다.

2. 상호 작용의 원리 학습자, 동료학습자, 교수자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을 지원한다.

3. 목표 달성의 원리 수업을 위해 제공된 학습내용 습득 여부를 확인한다.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Visual Representation)

지식을 문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 한다.

5. 체현 인지의 원리
(Embodied Cognition)

학습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다루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6. 다감각 매체의 원리 증강현실,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학습선호도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지원한다.

7. 융합의 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융합, 감성적 활동, 창의적 사고가 유기적으

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8. 개별화의 원리 학습에 대한 자료와 탐색의 기회를 개인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라.

9. 능동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하며 자기주도 학습이 되도록 한다

10. 협동 중심의 원리

(Cooperative Learning)
수업 활동을 소그룹 중심의 동료학습을 권고한다.

<표 Ⅳ-5> 2차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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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

수업 단계

설계 원리
수업 전: 개별 공간(individual 
space) 중심(Winter,2016)

수업 중: 그룹 공간 중심(Bishop & 
Verleger, 2013)

수업 후

1.명료성의 
원리

1.1 학습목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하라(Froyd, 
2008).

1.5 사전 학습을 확인하라(최정빈·김은경, 
2015).

1.6 클리커 등을 활용하여 기초지식 

학습내용을 확인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1.7 교육방법 또는 수업 진행 방식을 

안내하라(김백희, 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

1.2 상황제시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박진우·임철일, 

2016).

1.8 수업의 내용강의는 그 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question for 
the day)2)으로 
시작하거나(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창의적 설계를 하기 1.3 기초적으로 학습할 내용 및 

<표 Ⅳ-6> 2차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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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Key vocabulary)를 
선별하여 제시하라. 

위한 상황제시로 시작하라.1.4 수업단계에 따른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라(Froyd, 2008).

2.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2.1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김보경 2014)3).

2.2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 
순간순간에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간에 진행 
중 한 형성 평가를 분석하고 추후 
교육을 위해 수업을 기록하라(FLN 
2014)4).

2.4 수업 후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없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라(Angelo & 
Cross, 1993; 
Stead, 2005).

2.3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내용전달식 강의시간을 최대한 줄여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라(Madden et al, 
2013; Ruhl, Hughes and Schloss, 
1987).

3. 목표 
달성의 
원리

3.1 영상을 보는 중간에 객관식, 
단답형의 퀴즈를 
포함시켜라(Bergmann & 
Sams, 2012).

3.2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임정훈, 
2016).

3.2 수업에서 상황을 제시하며 

질문할 내용을 미리 수업 전 

학습에서 다루게 하라

  (Teo, Tan, Yan, Teo, & Ye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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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서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Kim, Kim, Khera, & 

Getman, 2014; Vaughan, 

2014).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4.1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한 
자료를 제공하라5)(Ge 외,  
2015; Shen, Jiang, Liu, 
2015; Castrol-Alonso 외, 
2015; 변현정과 나일주, 
2013; Taljaard, 2016).

4.3 창의적 설계과정을 시각화된 자료로 
기록하도록 하라.

4.2 스크린캐스트(Screencast)를 
통해 대상 학년에 따라 
영상의 길이를 맞추어 
제작하라(최서윤,2016; Sams 
& Bergmann, 2013).

4.4 학습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라6)(변현정·나일주, 2013).

5. 체현된 
인지의 
원리

5.1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5.2 수업 전 미디어 조작능력을 
확인하고 기능습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라.

6. 다감각 6.1 신기술인 증강 현실, 6.2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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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원리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라(Taljaard, 2016; 
Walling, 2014).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라(FLN, 
2014).

6.3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라(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 
Hung, 2015).

7. 융합의 
원리

7.4 위스키(WSQ:Watch-보고, 

Summary-요약하고, 

Question=질문하는) 전략을 

활용하라(Bergman, Sams, 

2014; Raths, 2014).

7.5 STEAM과목의 융합을 위해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라.

7.6 수학과 미적 경험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설계과정에 필요한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라(Bu & Hohenwarter, 
2015).

7.7 창의적 설계를 목적으로 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훈련을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라(Bin & 
Westeon, 2015).

7.8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Herreid & Schiller, 
2013).

7.9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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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라(Prince & Felder, 2006).

8. 
개별화의 

원리

8.1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자료 
탐색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라.

8.6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 과정 
중에 개별화 된 피드백을 제공하라. 

 
8.8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라(Froyd, 
2008).

8.2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청각 자료, 아웃라인, 혹은 
가이드를 제공하라(방진하, 
이지현, 2014; Taylor, 
McGrath-Champ, and 
Clarkeburn, 2012).

8.3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여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8.7 교사가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학습목표를 달성토록 가이드의 정도나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8.9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최정빈·김
은경, 2015).

8.4 학습자료의 수준차를 다르게 
제공하라.

8.5 창의적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등 지식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박진우·임철일 
2016; 김보경, 2014; Albert 
& Beatty, 2014; Kurup & 
Hersey, 2013).

9.1 학습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9.6 학생중심으로 활동을 



- 159 -

9. 능동의 
원리

제공하라(Palou 외, 2015; 
Bellanca, 2010; Garrisom, 
2011)

결정하라7)(Froyd, 2008).

9.7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수업과정을 
제공하라8)(Christensen & Knezek 
2015; Coffland& Xie, 2015).

9.14 학생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Aschb
acher, Ing, and 
Tsai, 2013).

9.8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보다 관련이 
있는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라(Aschbacher, Ing, and 
Tsai, 2013).

9.2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9.9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라(Shen, Jiang과 Liu, 2015).

9.10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동료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제공하라(손성호, 김상홍, 2016).

9.3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수 있도록 
하라(Biin & Weston, 2015; 
이하룡, 2013).

9.11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9)(FLN 2014).

9.15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구조적(또는 
교육적) 학습 
공동체를 9.4 학습자원 사용법을 안내하라. 9.12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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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Bergmann, 
Sams, 2012).

확립하라10)(Gab
elnick, 
Macgregor, 
Matthews, & 
Smith, 1990; 
Taylor, Moore, 
MacGregor, & 
Lindblad, 
2003).

9.5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Prince 
& Felder, 2006).

9.13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FLN 2014).

10. 협동 
중심의 
원리

10.1 협동중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설계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10.4 팀별 구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라(Prince & 
Felder,2006; Froyd, 2008).

10.10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해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하라(Froyd, 
2008).

10.5 학습 조직 모델11)(Learning 
Organization model)을 따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팀워크의 방식을 
따르게 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10.2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10.6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클리커 등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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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이 질문은 각 수업에 의
미를 부여하고 목적에 맞게 각 수업을 구성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갈 수 있
어야만 한다. 

3)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강의교재 예습이 교실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준비도가 높아지며, 이에 학생들은 
질문, 토론, 프로젝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업 전 강의교재를 학습하며 학생이 질문을 만들도록 
하며, 강의비디오를 학습한 후 온라인이나 SNS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수업 중에는 팀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토론하며 퀴즈에 대한 답을 함께 내리고, 팀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4) 학생의 수업 성취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평가로, 교사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에
게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
가?”를 1분 내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각 수업별로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다음 수업에서 질문을 요약

2015).

10.3 서로에게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는 또래 학습을 
권고하라(Mazur, 1997).

10.7 짝을 지어 토론하고 생각을 학우들 
에서 함께 소리 내어 공유하도록 
하라(Roach 2014).

10.1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한국교육학술
정보원, 2003; Kim 외, 
2014; Froyd, 2008).

10.8 무임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팀 내에서 번호를 정하여 

팀간 퀴즈활동에서 번호를 지목하여 

활동하라(손성호, 김상홍, 2016).
10.9 “함께 그리고 혼자 학습(Learning 

Together & Alone)방법”을 
도입하라(Johnson & Johnson,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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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응답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5) 가상 현실 등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보다 더 역동적이고 사실적

인 시각화를 제공한다.
6) 비주얼 내러티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한다. 비주얼 내러티브란 수업의 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

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원리이다. 비주얼 내러티브는 언어와 시각의 이중채널
을 통해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절차적 과제가 일련의 장면으로 시각화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보에 대한 단계와 변형이 더 쉽
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의 배움 속도에 맞추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7)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깊이 있게 주제를 탐구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

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9) 교육자들은 종종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

원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
연한 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10) 다양한 수업 내, 수업 전후 등에서 학생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으로 서로 교류하며 수
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11) 1. 주제: 과제를 제시한다. 2. 개인적 성취: 과제를 내부화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여 팀 구성
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3. 지적 역량: 본인의 입장에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팀에 기여할 수 있
는 두 가지의 역량을 파악하여 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4. 팀 목표: 팀 전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의 구성원의 역량을 수용하여 적용한다. 팀 내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누가 어떤 세부 과제에 책임을 지는지 등을 계획하고 합의한다. 5. 행동 계획 실행 : 계획을 실행하며 각자는 
실제로 주어진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를 향해 가는지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여 
의식하여야 한다. 

12) 협력, 경쟁, 개별화 학습을 통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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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수업 설계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2차 설계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

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 시 참고 가능한 

수업설계원리를 잘 제시하는지를 묻고 있는 타당성(평균 3.7), 수업설계

원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

는 설명력(평균 3.7), 수업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유용성(평균 3.7), 그리고 제시된 설계원리가 수업

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이해도(평균 

3.7) 등은 모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시된 설계원리가 수업을 

설계하는 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보편성(평균 3.57), 제

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연결이 타당한지를 묻는 타당성(평균 3.57)

은 3점이 세 번 등장하였다. 전문가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

를 의미하는 CVI 지수는 1.00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IRA 신뢰도 지수 

역시 1.00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A B C D E F G

타당성 4 3 3 4 4 4 4 3.7 1.00 1.00

설명력 4 3 3 4 4 4 4 3.7 1.00

유용성 4 3 3 4 4 4 4 3.7 1.00

보편성 3 4 3 4 3 4 4 3.57 1.00

이해도 4 3 3 4 4 4 4 3.7 1.00

설계원리-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4 3 3 4 4 3 4 3.57 1.00

<표 Ⅳ-7> 2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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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된 보완사항

  설계원리에 대한 2차 타당화 검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수합된 의견 

및 보완사항을 정리하면 <표 Ⅳ-8>과 같다. 전문가들은 2차 설계원리의 

타당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적한 설계 원리의 구조적 적절성이 개선되

어, 2차 설계원리에서 수정되어 도출된 열 가지의 원리들에 대해서 만족

스러운 평가를 내렸다. 이는 설계원리가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

러닝의 핵심원리를 부각하고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전문가 타당화와 다른 점은 상세지침에 대한 보

완사항을 지적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세지침의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원리와의 연결고리를 지적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대한 평균 점수(3.57)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사실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표 Ⅳ-8>에 보인 상세지침 

및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표 Ⅳ

-9>, 3차 수업 설계 원리 및 <표 Ⅳ-10>과 같이 상세지침을 개발하였

다. 

전문가 의견 구분 수정 사항

원리와 상세지침과의 

연계성 보완

(전문가 A, B)

-체현된 인지 원리와 상세지침의 연결성이 낮아 보

인다.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는 세부원리

5.1은 개별화의 원리에, 수업 전 미디어를 조작하

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세부원

리 5.2는 목표달성의 원리에 더 적합해 보임.

-능동의 원리에 속하는 디지털 문해력을 다루는 세

부원리 9.3은 개별화의 원리에 더 적합해 보임.

-세부원리 2.2는 목표 달성의 원리에 적합해 보임.

-다감각 매체의 원리에 세부원리6.2는 적합하지 않

<표 Ⅳ-8> 2차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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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임.

-세부원리7.5와 7.8은 융합의 원리로 보기 어려움.

-세부원리 9.3과 9.4는 능동의 원리로 보기 어려움

용어 및 문장 표현의 

모호함 보완

(전문가 A, C)

-“창의적 설계” 혹은 “감성적 체험”과 같은 모

호한 단어들을 배제할 것.

-“질문을 제시하라” 그리고 “상황을 제시하라”

와 같은 지침이 하나의 상세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데, 두 가지의 상세지침으로 분리할 것

-목표 달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수업목표 달성 여부

를 확인하는 설명이 더 적합해 보임.

-융합의 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세부원리 8.8과 두 번째 원리가 중복됨

용어 및 문장 표현의 

보완

(전문가 B, C)

-“다감각 매체의 원리”를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로 수정할 것.

-세부원리 7.5와 10.4이 중복됨

-세부원리 10.6과 1.6이 중복됨

-세부원리 10.9와 개별화의 원리가 중복됨

-세부원리 7.7은 융합이 아닌 제시의 원리로 기술

되어야 함

-체현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할 것

설계 원리의 부재에 

대한 보완

(전문가 B)

-목표 달성의 원리에 ‘수업 중’ 단계에 필요한 원

리를 제시할 것.

-세부원리 8.6의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지침을 기술할 것

-세부원리 9.13의 지침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용어 및 문장 표현의 

개발 필요

(전문가 C, D)

-체현인지, 다감각 매체, 융합의 원리에서 강조되는 

원리를 새로 찾을 것.

-체현인지와 다감각 매체의 원리를 통합할 것.

-목표 달성의 원리’에서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

적 영역, 융합적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향상

성을 확인할 것.

-정의적 영역의 내용을 개별화의 원리에 포함시켜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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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의 원리의 상세지침이 부적절함.

용어 및 문장 표현의 

추가

(전문가 F)

-상호작용의 원리에서 커뮤니티기반 사전학습시에도 

학습자와 콘텐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기술할 것.

-협동의 원리에 따른 상세지침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수업 전, 중, 후의 

연계성 부족

(전문가 F, G)

-시각표상화의 원리에서 수업 전 학습 활동과 수업 

중 간 연계성이 부족함. 이미 획득한 사전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

요함. 

-체화된 인지의 원리에서 수업 전 사전 지식과 기능

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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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설 명 

1. 명료성의 원리 교육과정에서 수업에 포함할 내용과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 한다.

2. 상호 작용의 원리 학습자, 동료학습자, 교수자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을 지원한다.

3. 목표 달성의 원리 학습자의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Visual Representation)

지식을 문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 한다.

5. 체현 인지의 원리
(Embodied Cognition)

학습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다루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6.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증강현실,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학습 선호도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지원한다.

7. 융합의 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융합, 감성적 활동, 창의적 사고가 유기적으로 통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8. 개별화의 원리 학습에 대한 자료와 탐색의 기회를 개인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라.

9. 능동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하며 자기주도 학습이 되도록 한다.

10. 협동 중심의 원리

(Cooperative Learning)
수업 활동을 소그룹 중심의 동료학습을 권고한다.

<표 Ⅳ-9> 3차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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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

수업 단계

설계 원리 수업 전: 개별 공간(individual 
space) 중심(Winter,2016)

수업 중: 그룹 공간 중심(Bishop & 
Verleger, 2013)

수업 후

1.명료성의 
원리

1.1 학습목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하라(Froyd, 
2008).

1.7 사전 학습을 확인하라(최정빈, 
김은경, 2015).

1.2 상황제시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
한 개요를 제공하라(박진우·임
철일, 2016).

1.8 교육방법 또는 수업 진행 
방식을 안내하라(김백희, 
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

1.3 기초적으로 학습할 내용 및 
핵심용어(Key vocabulary)를 
선별하여 제시하라. 

1.4 수업단계에 따른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라(Froyd, 2008).

1.9 수업의 내용강의는 그 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question for the 

<표 Ⅳ-10> 3차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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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자원 사용법을 안내하라. day)13)으로 
시작하거나(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창의적 설계를 하기 위한 
상황제시로 시작하라.

2.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2.1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김보경 
2014)14).

2.3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내용전달식 
강의시간을 최대한 줄여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라(Madden 외, 2013; Ruhl, 
Hughes and Schloss, 1987).

2.4 수업 후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없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라(Angelo & 
Cross, 1993; Stead, 
2005).

2.2 커뮤니티기반 사전학습시 학습자
와 콘텐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라.

3. 목표 
달성의 
원리

3.1 영상을 보는 중간에 객관식, 답
단형의 퀴즈를 포함시켜라
(Bergmann & Sams, 2012).

3.5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 순간순간에 학생들에게 피드
백 제공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간에 진행 중 한 형성 
평가를 분석하고 추후 교육을 
위해 수업을 기록하라(FLN 
2014)15).

3.7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임정훈, 2016).

3.2 수업에서 상황을 제시하며 질문
할 내용을 미리 수업 전 학습에
서 다루게 하라(Teo, Tan, Yan, 
Teo, & Yeo, 2014).

3.3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서 질문
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Kim, 

3.6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Herreid & Schiller, 

3.8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 정의
적 영역, 융합적 영역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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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hera, & Getman, 2014; 
Vaughan, 2014).

2013). 상되었는지 확인하라.

3.4 수업전 미디어 조작능력을 확인
하고 기능습득을 위한 별도의 시
간을 마련하라.

4. 시각 
표상화
의 원리

4.1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한 자료
를 제공하라16)(Ge 외,  2015; 
Shen, Jiang, Liu, 2015; 
Castrol-Alonso 외, 2015; 변
현정·나일주, 2013; Taljaard, 
2016).

4.3 창의적 설계과정을 시각화된 
자료로 기록하도록 하라.

4.2 스크린캐스트(Screencast)를 통
해 대상 학년에 따라 영상의 길
이를 맞추어 제작하라.(최서윤, 
2016; Sams & Bergmann, 
2013).

4.4 학습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라17)(변현정·나일주, 
2013).

5. 체현된 
인지의 
원리

5.1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
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
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
습을 지원하라(FL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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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6.1 신기술인 증강 현실,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라(Taljaard, 2016; 
Walling, 2014).

6.2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라(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 Hung, 
2015).

7. 융합의 
원리

 7.1 위스키(WSQ:Watch-보고, 
Summary-요약하고, 
Question=질문하는) 전략을 
활용하라(Bergman, Sams, 
2014; Raths, 2014).

7.2 수학과 미적 경험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설계과정에 필요한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라(Bu & 
Hohenwarter, 2015).

7.3 창의적 설계를 목적으로 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훈련을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라(Bin & Westeon, 
2015).

7.4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라(Prince & 
Feld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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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화의 
원리

8.1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자료 탐색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라.

8.7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 
과정 중에 개별화 된 피드백을 
제공하라. 

8.9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라(Froyd, 
2008).8.2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청각 자

료, 아웃라인, 혹은 가이드를 제공
하라(방진하, 이지현, 2014; 
Taylor, McGrath-Champ, and 
Clarkeburn, 2012). 8.10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최정빈, 김은경, 
2015).

8.3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여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8.4 학습자료의 수준차를 다르게 
제공하라.

8.8 교사가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학습목표를 달성토록 가이드의 
정도나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손성호·김상홍, 
2016).

8.1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라.(Biin & Weston, 
2015; 이하룡, 2013.

8.5 창의적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박진우· 
임철일 2016; 김보경, 2014; 
Albert & Beatty, 2014; Kurup 
& Hersey, 2013).

8.6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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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9. 능동의 
원리

9.1 학습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라(Palou 외, 2015; 
Bellanca, 2010; Garrisom, 
2011).

9.4 학생중심으로 활동을 
결정하라18)(Froyd, 2008).

9.11 STEAM과목의 융합을 
위해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라.

9.5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수업과정을 
제공하라19)(Christensen & 
Knezek, 2015; Coffland & 
Xie, 2015).

9.12 학생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Aschbacher, 
Ing, and Tsai, 2013).

9.2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Castrol-Alonso 외, 
2015).

 

9.6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보다 
관련이 있는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라(Aschbacher, Ing, 
and Tsai, 2013).

9.7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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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라(Shen, Jiang과 Liu, 
2015).

9.8 학습자들이 학습의 주체자로서 
동료학습 자들과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제공하라(손성호, 
김상홍, 2016).

9.13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구조적(또는 교육적) 학습 
공동체를 
확립하라20)(Gabelnick, 
Macgregor, Matthews, 
& Smith, 1990; Taylor, 
Moore, MacGregor, & 
Lindblad, 2003).

9.9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제공
하고 학습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21)(FLN 2014).

9.3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Prince & Felder, 2006).

9.10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과 특
성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
(Bergmann & Sams, 2012).

9.11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FL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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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동 
중심의 
원리

10.1 협동중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설계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10.4 팀별 구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라(Prince & Felder, 
2006; Froyd, 2008).

10.10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해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하라(Froyd, 
2008).10.5 학습 조직 모델22)(Learning 

Organization model)을 따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팀워크의 
방식을 따르게 
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10.2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10.6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클리커 등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

10.7 짝을 지어 토론하고 생각을 학
우들 에서 함께 소리 내어 공
유하도록 하라(Roach, 
2014).

10.1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한국교육학술정
보원, 2003; Kim 외, 
2014; Froyd, 2008).

10.3 서로에게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는 또래 학습을 
권고하라(Mazur, 1997).

10.8 무임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팀 내에서 번호를 
정하여 팀간 퀴즈활동에서 번
호를 지목하여 활동하라(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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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이 질문은 각 수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에 맞게 각 수업을 구성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갈 수 있어야만 한
다. 

14)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강의교재 예습이 교실 수업
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준비도가 높아지며, 이에 학생들은 질문, 토론, 
프로젝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업 전 강의교재를 학습하며 학생이 질문을 만들도록 하며, 강의비디오를 
학습한 후 온라인이나 SNS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수업 중에는 팀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토론하며 퀴즈에 대한 답
을 함께 내리고, 팀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15) 학생의 수업 성취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평가로, 교사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1분 
내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각 수업별로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다음 수업에서 질문을 요약하여 응답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16) 가상 현실 등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보다 더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시
각화를 제공한다.

17) 비주얼 내러티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한다. 비주얼 내러티브란 수업의 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
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원리이다. 비주얼 내러티브는 언어와 시각의 이중채널을 통해 정
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절차
적 과제가 일련의 장면으로 시각화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보에 대한 단계와 변형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

호·김상홍, 2016).

10.9 “함께 그리고 혼자 학습
(Learning Together & 
Alone)방법”을 도입하라
(Johnson & Johnson,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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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의 배움 속도에 맞추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18)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깊이 있게 주제를 탐구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

생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 다양한 수업 내, 수업 전후 등에서 학생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으로 서로 교류하며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21) 교육자들은 종종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해

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22) 1. 주제: 과제를 제시한다. 2. 개인적 성취: 과제를 내부화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여 팀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3. 지적 역량: 본인의 입장에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량을 파악하여 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4. 팀 목표: 팀 전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성원의 역량을 
수용하여 적용한다. 팀 내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누가 어떤 세부 
과제에 책임을 지는지 등을 계획하고 합의한다. 5. 행동 계획 실행 : 계획을 실행하며 각자는 실제로 주어진 과제가 달성하
고자 하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를 향해 가는지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여 의식하여야 한다. 

23) 협력, 경쟁, 개별화 학습을 통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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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성 평가

1) 사용성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점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가 실제 수

업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

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수업설계원리가 실제 사용자인 학

교 현장의 교사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

이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는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으

로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8년 경력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적용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수

업 실행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융

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설계원리가 반영된 수업을 직접 

진행하기 전에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 안을 작성하면서 사용성 평

가를 실시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이 타당한지, 

그 내용이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교사는 안

내된 설계원리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합

된 자료는 최종 수업설계원리에 반영되었다. 사용성 평가에서 작성된 

교수ᆞ학습과정안은 [부록 2]와 같다. 다음 <표 Ⅳ-11>는 사용성 평

가를 실시한 교사와의,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설계원리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수업설계원리의 강점 설계원리의 약점 설계원리의 개선점

수업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을 통해 수업의 

모든 상세지침이 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하

수업 전, 중, 후 지침
이 재배치 되어야 하

<표 Ⅳ-11>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수업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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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을 통해 수합된 설계원리에 대한 현장 교사의 기타의견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적용한 수업

설계 시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에 대해 응답하였다.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은 사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차시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수업의 흐름을 설계하고 수업 목표의 진

술, 수업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미리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으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낄 만

한 활동들로만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수업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목적 없이 즐겁기만 한 

수업의 경우, 수업 이후 융합인재교육(STEAM)의 목표달성유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본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

은 이러한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열 가지로 제공된 간단한 수업설계원리를 통해 전체 수업의 흐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본 수업설계원리와 상

세지침을 통해 자세한 수업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계원리는 수업 전, 중, 후 단계에서 교사가 놓치지 말아야할 상세

지침을 제공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는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상세지침이 단일 

차시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

목표 달성의 유무를 
명확히 함

는지 유무가 불확실함 는 경우가 있음 

수업설계를 할 때 수
업 전, 중, 후를 고려
할 수 있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세지침들이 있음

의미가 모호한 상세지
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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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수업에서 적용

될 때 매우 유의미한 상세지침들이지만 융합인재교육(STEAM) 수

업에서 이 모든 지침들이 적용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상세지침들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교사가 어떻게 상세지

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교사는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직접 적용한 수업을 설계하면

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 주었다. 첫 번

째로 수업 전, 중, 후 과정에서 상세지침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의미가 모호한 상

세지침들의 경우 상세지침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자세한 설명 및 예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교수자 반응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플립러닝 방식이 적용된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수업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설계 및 사용성 평가를 위

해 진행된 수업에 적용된 교수·학습과정안이 학생들의 참여와 성

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설계원리

가 적용된 교수·학습과정안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

치기 쉬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주제와 

어긋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STEAM)의 경우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수업

설계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잘 준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교사

의 컨디션 등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사는 활동 동반 수업의 경우 사전 설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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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령 태블릿 배분의 경우에도 

(학생 두 명 당 1대를 줄지, 각자에게 1대씩을 줄지, 또는 한 모둠

에 1대를 줄지 등) 목표 교육 효과에 따라 섬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스마트 활용 수업 진행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집중을 유도

하기 위해 몇 가지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첫째로, 학생들이 만들

기를 수행하는 사이에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게 하였는

데 이는 학생들의 수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 <표 Ⅳ-12> 는 사용성 평가 후 교사의 반응을 수업설계원

리별로 정리한 것이다.  

3차 설계원리 사용성 평가 후 교사 면담 결과

1. 명료성의 원리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
게 인식함

2. 상호 작용의 원리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이야기하고 산출물로 표현함.

3. 목표 달성의 원리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하여 학
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함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Visual 
Representation)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였을 때 학생들의 만족
도가 높음.

5. 체현 인지의 
원리(Embodied 
Cognition)

몸을 사용하여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

를 느낌.

6. 다감각 매체의 
원리

활동 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도를 유발시
키나 지식 전달식 수업이 필요할 때도 있음.

7. 융합의 원리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내용과 실생활문제해결력의 신장

<표 Ⅳ-1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 후 

수업설계원리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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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팀 활동 전략을 추가 제안하고, 소

통 유도 방법에 대한 상세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자료의 제한 범위에 대한 설계원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교사는 아침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적 활동이 일어난 점을 놀라운 사실로 꼽았다. 학생

들은 수업 활동 과정에서뿐 아니라. 영상 시청 중에도 사전학습부분

의 안내자 역할을, 기기의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는 등 동료교수로서

의 조력자,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플립러닝이 적용되지 않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학생들이 문제해결활동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교사들이 설명과 개입을 통해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에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빈도가 플립클래스를 적용한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이 

감성적 체험을 거쳐 문제해결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하였고 플립클래스를 적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의 토의, 토론 및 결과물 제작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정해

진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하

을 가능하게 함.
8. 개별화의 원리 해당 사항 없음.

9. 능동의 원리
학생들이 흥미롭게 스스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10. 협동 중심의 

원리

잘하는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이 아닌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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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수업한 것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내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융합

인재교육(STEAM)수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내

용과 실생활문제해결력의 신장을 전부 하나의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에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G)

이는 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목표 달성의 원리와 융

합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참

여율이 높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생

들은 결과물을 곧바로 제작해야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전 설계를 하고 결과물을 제작

하게 되니 시간에 쫓겨 잘하는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이 아

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교사 G)

이는 능동의 원리와 협동 중심의 원리가 함께 작동된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교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좋아했던 점은 학생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서 자

신들이 이해한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이야기하고 표현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학적 내용의 문제해결 과정을 거쳤

으며 교과 내의 성취기준도 달성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부한다

는 느낌보다는 즐겁게 논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즐거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모든 수업의 활동

들이 극대화되어 학생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명료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가 작

용된 점이 수업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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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edu에 담긴 사전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며, 목표가 명확하

고 자신이 아는 내용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 즐겁고 적극

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교사 G)

 본 연구의 교사는 직접적 신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아

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수업을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없고, 전달식 수업이 필요한 순간

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기본 지식이 전달된 이후 융합인재교육

(STEAM) 및 플립과정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이

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영상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논

의들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구체적인 영상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제

한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중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학생들의 시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답

했다. 학생들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기보다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

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수업 시간과 관련된 상세지침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 <표 Ⅳ-13>은 3차 설계원리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교사와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차 설계원리의 강점 3차 설계원리의 개선점

수업 전, 중, 후로 나누어진 설계

원리와 상세지침이 수업의 흐름의 

수업 전, 중 후 실효성을 더 극대

화하기 위하여 상세지침의 재배치

<표 Ⅳ-13> 교사 면담을 통한 3차 설계원리의 강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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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용성 평가 후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3차 설계원리

의 상세지침 중 교사가 수업을 하며 보완하고 또 수정을 제안한 사

항을 다음 <표 Ⅳ-14>로 정리한 것이다. 

 

3) 사용성 평가를 통한 최종 설계 원리 개발 결과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후 설계원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명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해 설계된 수업을 진행한 후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행은 한국 창의 과학 재단에 있는 지도

안을 참고하였다. 초등 3-4학년이 4월 수업 때 사용하기 적합한 

단원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여러 지도안 중 ‘튼튼한 타워 만들기’

계획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가 필요하다.

활동 중심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 유무를 명확하게 안내

하여 수업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였다.

의미가 애매모호한 상세지침의 명

료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시간 관리를 통제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교사가 제안한 개선점 수정할 사항

수업 중 온라인에 작업 과정과 결
과물을 공유하도록 함으로 서로 
댓글을 달아주며 모둠 간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하였음

명확하고 상세한 수업과정안을 설
계원리에 기반하여 작성할 것

태블릿과 만들기 재료의 개수를 
평소보다 적게 배분하여 협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

팀 활동 전략을 제안할 것

구체적인 완성물을 요구하였음

<표 Ⅳ-14> 교사 면담을 통한 3차 설계원리에 대한 교사의 개선 제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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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제로 수업 진행을 설계, 실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후 교수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배려와 소통 부분에 대한 설계 원리의 수정 및 

상세지침 단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들이 상세

지침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수

업 전 중 후 단계에 대한 재 진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도출된 최

종 설계원리에서 수정된 세부 원리는 다음 <표 Ⅳ-15>과 같다.

수정된 세부 원리

1. 명료성의 원리

1.1
“학습목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하라(Froyd, 2008).”을 수업 중 단계로 이동.

1.4 
“수업단계에 따른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라(Froyd, 2008).” 를 수업 중 단계로 이동.

1.5
“사전 학습을 확인하라(최정빈, 김은경, 2015)”와
“클리커 등을 활용하여 사전학습 여부 및 기초지식 
학습내용을 확인하라(Crouch & Mazur, 2001; Mazur, 
1997).”를 통합하여 “클리커 등을 활용하여 사전학습 여부 
및 기초지식 학습내용을 확인하라.”로 수정.

1.6

1.7

“교육방법 또는 수업 진행 방식을 안내하라(김백희, 김병홍, 
2014; Albert & Beatty, 2014; Brookfield & Preskill, 
2005; Dallimore, Hertenstein, & Platt, 2004).”을 수업 
전 단계로 이동.

1.8

“수업의 내용강의는 그 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의 질문(question for the day)으로 
시작하거나(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창의적 설계를 하기 위한 상황제시로 시작하라” 의 내용을 
“수업의 시작은 이날의 핵심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나 오늘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오늘의 질문으로 시작하라.”로 
내용 변경.

<표 Ⅳ-15> 사용성 평가로 제안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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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작용의 원리

2.1
2.1 “학생들이 수업 전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 등을 질문
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 ”을 3.3 중간으로 이동.

3. 목표 달성의 원리

3,3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서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
(Kim, Kim, Khera, & Getman, 2014; Vaughan, 2014).”
내용변경을 하여 “3.3 학생들이 수업전 영상을 보면서 궁금
한점 등을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로 수정.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4.2

“스크린캐스트(Screencast)를 통해 대상 학년에 따라 영상
의 길이를 맞추어 제작하라(최서윤,2016; Sams & 
Bergmann, 2013).”를 내용 변경하여 “4.2 영상의 길이를 
대상학년에 맞추어 인지적 특성에 알맞게 분절화하여 제공하
라.”로 수정.

5. 체현 인지의 원리

5.3

체현된 인지에 핑퐁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생각과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므로 생각표현등 주관식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지원하는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상세지침에서 추가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시각화된 자료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구를 사용하라.”

6. 다감각 매체의 원리

6.2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라(FLN, 2014) 
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상세지침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변경하여 “사전학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학습
공간을 재배치하고,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용이하도록 
학습공간을 유연하게 제공하라.”로 수정.

6.3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라(Gilboy, Heinerichhs, & Pazzaglia, 
2015; Hung, 2015).”를 내용 변경하여 “3D 프린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라.”로 
수정.

추가
본 연구를 위하여 제공된 앱을 통하여 사전영상만 간단히 볼 
수 있는 앱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전학습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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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진술로 사전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최적화된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높이고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었음을 토대로 하여 추가된 상세지침을 기존의 
상세지침, 다감각 능동의 원리에 추가.

7. 융합의 원리

7.7 
7.7 “창의적 설계를 목적으로 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훈련을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라(Bin & Westeon, 2015).” 와 “7.8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Herreid & 
Schiller, 2013).” 상세지침을 합쳐서 하나로 변환하여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맥락이 있게 상황제시를 하여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라.”로 수정.

7.8

7.9 삭제.
9. 능동의 원리

9.5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Prince & 
Felder, 2006).”를 수정하여 융합의 원리, 수업 전 단계로 
이동.

9.7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수업과정을 제공하라(Christensen & 
Knezek, 2015; Coffland & Xie, 2015).” 와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보다 관련이 있는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라(Aschbacher, Ing, and Tsai, 2013).”를 
합하여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하라.”로 수정.

9.8

9.9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라(Shen, Jiang과 Liu, 
2015).”를 수정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며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학생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라.”로 수정.

9.10
문장수정:“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제공하라.”

9.11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F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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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설계 원리

이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최종 설계원리는 다음 <표 Ⅳ

-16>와 같고 상세지침은 <표 Ⅳ-17>과 같다.  목표/소통, 감각/체

현, 능동/협력의 세 범주 하에 모두 열 개의 설계원리가 도출되었으

며, 70개의 상세지침이 도출되었다. 목표와 소통의 범주 하에는 명

료성의 원리, 목표 달성의 원리, 융합의 원리,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

가 포함된다. 감각/체현의 범주 하에는 시각 표상화의 원리, 체현 인

지의 원리, 그리고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가 있다. 능동/협력의 범

주하에는 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능동의 원리, 그리고 협력 중심

의 원리가 있다. 명료성의 원리,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그리고 

융합의 원리는 수업 전에 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체현 인지의 원리

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 중 적용된다. 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목표 달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능동의 원리, 

그리고 협력중심의 원리는 수업 전, 중, 후 모두 적용된다.

2014).”를 수정하여 능동의 원리, 수업 전으로 이동.

9.12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Bergmann & Sams, 2012).” 
모호하게 서술되어 개선 요구. 

9.13
문장 수정: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FLN 2014).”

10. 협동 중심의 원리

수정
협동중심(Cooperative)의 원리를 협력중심(Collaborative)의 
원리로 수정.

10.5

“학습 조직 모델(Learning Organization model)을 따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팀워크의 방식을 따르게 하라(Ifenthaler, 
Siddique, & Mistress, 2015).” 를 수정하여 전 단계로 
이동.

10.7 삭제

1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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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최종설계원리 설 명 

목표/소통

1. 명료성의 
원리

교육과정에서 수업에 포함할 내용과 기
대치를 명료하게 안내 한다.

2. 목표 달성의 
원리

학습자의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다.

3. 융합의 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

식의 융합, 감성적 활동, 창의적 사고가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한다.
4. 개별화의 

원리

학습에 대한 자료와 탐색의 기회를 개인

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감각/체현

5. 시각 
표상화의 원리 

지식을 문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여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시각화 한다.

6. 체현 인지의 
원리

학습자가 스스로 도구나 미디어를 다루

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7.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증강현실,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학

습 선호도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지원한

다.

능동/협력

8. 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학습자, 동료학습자, 교수자간의 상호작

용과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을 지원한다.

9. 능동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하며 자기주

도 학습이 되도록 한다.

10. 협력 

중심의 원리

수업 활동을 소그룹 중심의 자발적이고 

동등한 동료학습을 권고한다.

<표 Ⅳ-16> 최종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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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

수업 단계

설계원리 수업 전: 개별 공간 중심 수업 중: 그룹 공간 중심 수업 후

1.명료성의 
원리

1.1 교육방법 또는 수업 진행 방식을 
안내하라.

1.5 클리커 등을 활용하여 사전학습 
여부 및 기초지식 학습내용을 
확인하라.

1.2 상황제시를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라.

1.6 학습목표,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를 
명료하게 안내하라.

1.3 기초적으로 학습할 내용 및 
핵심용어(Key vocabulary)를 
선별하여 제시하라. 

1.7 수업단계에 따른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라.

1.4 학습자원 사용법을 안내하라. 1.8 수업의 시작은 이날의 
핵심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나 
오늘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오늘의 질문으로 시작하라.

<표 Ⅳ-17> 최종 수업설계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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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2.1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24).

2.3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을 통해 내용전달식 
강의시간을 최대한 줄여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2.4 수업 후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없는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라.

2.2 커뮤니티기반 사전학습시 학습자와 
콘텐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라.

3.목표 
달성의 
원리

3.1 영상을 보는 중간에 객관식, 
답단형의 퀴즈를 포함시켜라.

3.5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 순간순간에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간에 진행 
중 한 형성 평가를 분석하고 
추후 교육을 위해 수업을 
기록하라25).

3.7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

3.2 수업에서 상황을 제시하며 질문할 
내용을 미리 수업 전 학습에서 
다루게 하라.

3.3 학생들이 수업 전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라.

3.6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

3.8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융합적 
영역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라.3.4 수업 전 미디어 조작능력을 확인하고 

기능습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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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 
표상화의 
원리

4.1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한 자료를 
제공하라26).

4.3 창의적 설계과정을 시각화된 
자료로 기록하도록 하라.

4.2 영상의 길이를 대상학년에 맞추어 
인지적 특성에 알맞게 분절화하여 
제공하라.

4.4 학습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라27).

5. 체현된 
인지의 
원리

5.1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라.

5.2 시각화된 자료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구를 사용하라.

6.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

6.1 신기술인 증강 현실, 태블릿PC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라.

6.4 3D 프린터, 과제물, 매체, 
인쇄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성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라.

6.2 사전학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학습공간을 재배치하고,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이 
용이하도록 학습공간을 유연하게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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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높이고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는, 사전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플립러닝 영상을 제공하라.

7. 융합의 
원리

 7.1 위스키(WSQ:Watch-보고, 
Summary-요약하고, 
Question=질문하는) 전략을 
활용하라.

7.3 수학과 미적 경험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설계과정에 필요한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라.

7.4 창의적 설계를 목적으로 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훈련을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공하라.

7.2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7.5 주제에 포함된 과제, 문제점, 
질문, 어려운 점과 내용을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라.

7.6 현실의 사례를 제시하여 맥락이 
있게 상황제시를 하여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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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화의 
원리

8.1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자료 탐색 
기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라.

8.7 창의적설계, 감성적 체험 활동 
과정 중에 개별화 된 피드백을 
제공하라. 

8.9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라.

8.2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청각 자료, 
아웃라인, 혹은 가이드를 제공하라.

8.3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여 
영상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하라.

8.10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라.

8.4 학습자료의 수준차를 다르게 
제공하라.

8.8 교사가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학습목표를 달성토록 가이드의 
정도나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8.1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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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창의적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절차 등 지식을 분절화 하여 
제공하라.

Literacy)을 
기를수 있도록 
하라.

8.6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

9. 능동의 
원리

9.1 학습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라.

9.4 학생중심으로 활동을 
결정하라28)

9.10 STEAM과목의 
융합을 위해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라.

9.5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하라29).

9.11 학생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

9.2 학습자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하라.

9.6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며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학생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라.

9.3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30).

9.7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제공하라.

9.12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고 
연관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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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

도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구조적(또는 
교육적) 학습 
공동체를 
확립하라.31)

9.9 학습에 사용된 개념을 학습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게 자신이 
스스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

10. 협력
(Collabora
tive) 
중심의 
원리

10.1 협동중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설계하라.

10.4 팀별 구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라.

10.10 수업 중 혹은 
수업 외 학습 
활동을 위해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별 
활동을 하게 
하라.

10.5 학습 조직 모델32)(Learning 
Organization model)을 따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팀워크의 
방식을 따르게 하라.

10.2 개인 학습, 팀 기반 학습, 그리고 
단체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하라.

10.6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클리커 등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라.

10.11 온․오프라인 
학습공동체 / 
탐구공동체를 
조직하라.

10.3 서로에게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는 
또래 학습을 권고하라.

10.9“함께 그리고 혼자 
학습(Learning Together & 
Alone)방법”을 도입하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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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강의교재 예습이 교실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준비도가 높아지며, 이에 학생들은 
질문, 토론, 프로젝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업 전 강의교재를 학습하며 학생이 질문을 만들도록 
하며, 강의비디오를 학습한 후 온라인이나 SNS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수업 중에는 팀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토론하며 퀴즈에 대한 답을 함께 내리고, 팀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25) 학생의 수업 성취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평가로, 교사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에
게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
가?”를 1분 내로 작성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각 수업별로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다음 수업에서 질문을 요약
하여 응답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26) 가상 현실 등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보다 더 역동적이고 사실
적인 시각화를 제공한다.

27) 비주얼 내러티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한다. 비주얼 내러티브란 수업의 내용이나 절차를 연속된 그림
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원리이다. 비주얼 내러티브는 언어와 시각의 이중채
널을 통해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절차적 과제가 일련의 장면으로 시각화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보에 대한 단계와 변형이 더 쉽
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의 배움 속도에 맞추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28)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 깊이 있게 주제를 탐구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9) 학생들이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을 주도하여 학생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개발하

여 학생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30) 교육자들은 종종 플립러닝의 환경을 위해 학습공간을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그룹 작업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학습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31) 다양한 수업 내, 수업 전후 등에서 학생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으로 서로 교류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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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32) 1. 주제: 과제를 제시한다. 2. 개인적 성취: 과제를 내부화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여 팀 구성

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3. 지적 역량: 본인의 입장에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하여 팀에 기여할 수 있
는 두 가지의 역량을 파악하여 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4. 팀 목표: 팀 전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의 구성원의 역량을 수용하여 적용한다. 팀 내부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누가 어떤 세부 과제에 책임을 지는지 등을 계획하고 합의한다. 5. 행동 계획 실행 : 계획을 실행하며 각자는 
실제로 주어진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를 향해 가는지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여 
의식하여야 한다. 

33) 협력, 경쟁, 개별화 학습을 통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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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의 목적은 개발한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실제로 

사용해 봄으로써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원리를 확

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에 따라 

교수적 산출물을 만든 후, 이 산출물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외적 타당화의 목적이다(Richey & 

Klein,2007).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토대로 현장교

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이후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통해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외적 타당

화를 위한 수업실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업실행 평가에는 융합인재교육(STEAM) 경험이 있으며 교육경

력 8년의 초등교사 1인 그리고 해당 학급 학생 27명이 참여하였다.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교수자의 반응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수업

설계원리의 사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

였으며, 학습자 반응 평가는 설문지 작성과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수

업의 효과와 흥미도, 자기효능감, 배려와 소통 태도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외적 타당화 과정에서 수합된 학습자의 반응을 분

석하여 최종 수업설계원리를 확정하였다.

가. 수업의 실행

1차 수업실행에는 제주시 A 초등학교 4학년 남자14명, 여자 13

명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아침활동시간에 STEAMedu어

플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하였다. 사전학습의 강조점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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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명확

히 하는 것이었다.

수업을 실행하기 전 플립러닝 형태가 적용되지 않은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의 경험도를 보편화 시켰다. 또한 플립러닝을 위한 준비로 수업 일

주일 전부터 교사가 태블릿 PC를 직접 점검하였으며, 수업시간 중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SNS로 클래스1,2,3, 클리커의 일종인 핑퐁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수업적용을 통해 기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

여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팀은 4명씩 5팀, 5명씩 

2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STEAMedu을 학

생들이 사용하게 될 태블릿 PC에 설치하여 각각의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교사

는 파워포인트와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

였고, 영상자료는 유투브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플립러닝 학습을 진행하였다. 태블릿 PC를 

통하여 영상을 보고 학습 도중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퀴즈를 보게 하였다.

플립러닝 상에서 사전학습은 가정에서 마치고 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아침활동시간에 학교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

은, 연구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학부모의 지지와 관심을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4학년이라

는 점, 부모님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학습 용도로만 제한적

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플립러닝 방식

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 입장에서 수업 자료를 가정에서 보고 

와야 할 경우,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태블릿PC로 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숙제에 활용하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영어 숙제를 할 때 컴퓨터를 쓰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

는 경우 부모님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단어를 찾아본다고 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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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부모님은 숙제를 하는 경우에 한해 컴퓨터 사용을 허

락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핸드폰이나 태블릿PC는 숙제 외

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본인의 노력여부가 아닌 부모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 학생이 

집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가정학습 대신 학교 정규수

업일정 이전 시간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최대 15분 이내로 

계획된 플립러닝 사전영상 시청을 위해 아침활동시간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하

여 교사가 교실수업에서 플립러닝 방식을 지원하는 영상을 보여주

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차시의 수업은 자료 활용에 대한 자유도를 제한하여 창의적 

설계활동을 위한 재료와 범위를 지정하였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협동심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교사는 팀 단위의 협

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기 재료의 개수를 평소보다 적게 배분하

였다. 이를테면 칠판에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4명 단위의 팀에

게 2개의 보드마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두 

개의 보드마카로 누가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

인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또한 어려운 난

이도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업 중 검색 용

도의 태블릿을 팀 별 1대만 배분하였다. 플립러닝 수업 과정에서 영

상의 상영은 아이들 개개인의 속도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각자 볼 

수 있도록 하고, 검색 및 공유 용도로 태블릿을 써야하는 경우에는 

모둠별로 1명만 사용하게 하였다. 다음 [그림 Ⅳ-1]은 

STEAMedu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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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1차 수업 장면 – STEAMedu를 활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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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2]은 SNS 클래스 1,2,3을 활용한 학생들과의 상

호작용장면이다.

[그림 Ⅳ-2] SNS 클래스 1,2,3을 활용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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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3]과 [그림 Ⅳ-4]은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을 위한 수업활동을 진행한 장면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설계

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그림 Ⅳ-3] 2차 수업 장면 - 창의적설계를 위한 수업활동

[그림 Ⅳ-4] 2차 수업장면- 감성적 체험을 위한 수업활동

수업실행 후 교사와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동료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지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대방이 얼마만큼 활동에 참여하

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음 [그림 Ⅳ-5]은 자기/상호 평가

지의 예시이다. 



- 206 -

[그림 Ⅳ-5] 2차 수업 후 - 학생 자기/동료 평가지 작성 예시 

 

나. 학습자 반응 평가

1) 수업실행 학습자 면담

 플립러닝 사전 영상을 통해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을 한 학

습자들의 반응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영상을 태블릿 PC로 

수업 전에 개별적으로 본 것에 대하여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면 여러 권의 교과서를 볼 필

요가 없어서 여러 권의 교과서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한 의견이 

있었으며,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다 물건이 쌓이는데, 태블릿 PC로 하

면 하면 물건들이 간단해서 좋아요.(학생 A) 

태블릿 PC에 담긴 자료가 공부할 때 앞에 수업할때 도움이 

되는 담긴 자료가 많고 더 활발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질문도 더 적어졌어요.(학생 B)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학습에 이미 익숙한 현 세대는 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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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매체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본 것

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S펜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을 때 더욱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펜으로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요. 연필로 글씨 쓰는 것

은 손에 힘들어가고 힘든데, 그냥 터치만 하는 것이 더 편하

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학생 C)

S펜으로 쓰는 것이 글씨 쓰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그

래서 쓰는 게 좋아요. 종이에 쓰는 것보다 더 좋아요. 뭔가 

재밌어요.(학생 A)

쓰다보면 느낌이 좋아져요. 어떻게 느낌을 표현해야 할지 모

르겠지만.(학생 B)

막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연필로 쓰는 것보다 쉽게 쓸 수 

있어요(학생 D)

s펜으로 쓰면 가면서 달팽이처럼 미끄러지면서 부드러우면

서 비누같이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계속 쓰고 싶어

요.(학생 A)

학생들은 또한 수업 전 미리 관련된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침활동시간에 미리 하니까 좋았어요.(학생 B)

아침에 할 게 없는 애들도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니까 그걸

로 보면서 같이 보면 되니까 짝꿍끼리 같이 보면 되니까 좋

았어요.(학생 A)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하는 것 보다는 검색창에 쳐서 댓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 올려놓은 자료는 이해하기 좋았어요.(학생 D)

학생들은 칠판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태블릿 P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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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 중 후자를 더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학습할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재미

있다고 대답하였다. 오랫동안 칠판을 보게 했을 때 학생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보이거나 목이 아프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태블릿 PC로 영상을 볼 때는 학생들 스스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떠들지 않게 되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실 때 잘 그리지 못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은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림이 실감나게 더 집중이 되요.(학생 C)

 학생들은 또한 반 전체가 다 함께 영상을 TV로 보는 것 보다 개

인별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과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학습하는지 알 

수 있어서 명확하고 개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답했다.

애들이 TV로 보면 같이 보는 건데, 태블릿 PC로 보면 개별

적으로 보니까 집중이 더 잘 돼요. 패드는 앞에서 바로 하니

까 좋아요.(학생 C)

앱에 과목이 다 나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무슨 과목의 무

슨 내용인지 각각 알 수 있으니까 그 과목이랑 내용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학생 B)

 학생들은 또한 한 과목을 집중해서 배우기보다 여러 과목을 종합

적으로 배우는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의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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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업이 다 합치니까 일반 수업보다 융합인재교육

(STEAM)수업이 더 활용한 자료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한 

과목을 합치는 것은 평범하고 여러 과목을 합치니까 더 재

밌고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학생 A)

태블릿 PC 로 영상으로 본 것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 보다 

더 이해가 잘 가고 그래요 도움이 되었어요.(학생 B)

학생들은 또한 수업에서 진행하는 활동 자체에 매우 흥미를 느껴 

더욱 배움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진 그래프처럼 조사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기자처럼 하

는 활동이. 포스트잇에다가 하는 활동이 더 재밌었어요.(학

생 A)

그냥 수학 수업보다 오늘 수업이 더 좋았어요. 더 재밌고 어

렵지 않게 느껴져서 좋아요.(학생 D)

빨대로 다리 만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만드는 게 재밌

어요.(학생 C)

  여기서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은 

서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 의

견을 내는 데 대한 학습자들의 적극성이 수업활동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식 수업이 아닌 플립러닝방식 수업의 

경우, 학습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플립러

닝 수업의 장점은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수업실행 학습자 면담 결과

사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최종 수업설계원리가 수업실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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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가 적용된 수

업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과 교

사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해당 <표 Ⅳ-18>은 융합인재교육

(STEAM)수업을 한 학습자의 반응을 수업설계원리별로 분류한 것

이다.

최종 설계원리 수업실행 학생 면담 결과

1. 명료성의 원리

수업 전 영상을 미리 시청하고 수업에서 
활용할 내용을 배움으로 융합인재교육
(STEAM)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를 명확히 인지하였다.

2. 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
리

교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었다.

3. 목표 달성의 원리

교과서에서 나온 목표를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을 통하여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

4. 시각 표상화의 원리 
(Visual Representation)

태블릿 PC로 학습 내용을 영상화 하여 보

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하여 학습을 

할 수 있었다. 

5. 체현 인지의 원리
(Embodied Cognition)

몸으로 하는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적극

적으로 배움을 습득할 수 있었다.

6.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
리

이미 학생들이 익숙한 태블릿 PC, 앱, S펜

을 통해 활발하게 학습하고 집중력이 높아

지는 것이 가능했다. 

7. 융합의 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 과목만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의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8. 개별화의 원리
앱에서 제공하는 학습 내용이 과목별로 세

분화되고 또 짧게 영상이 제공되었기 때문

<표 Ⅳ-18>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진행한 

학습자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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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활동시간에는 개발한 STEAMedu어플을 통해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학습을 함

으로 해당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

었으며, 수업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3) 학습자 반응평가

본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교과흥미도와 만족도에 긍

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단일집

단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들에서 사용된 설문은 교과

흥미도와 수업만족도를 측정했다. 사용된 설문문항은 흥미도에 대한 

10문항(수학 문항, 과학5문항) 배려와 소통에 대한 문항10문항( 배

려 5문항, 소통 5문항),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문항은 가치인식 

8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자아개념 8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이루

어졌다. 또한 이공계 진로선택 4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흥미도, 배려와 소통, 자기효능감 부분의 

에 개인별로 다시 반복하여 학습이 가능하

였다. 

9. 능동의 원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며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흥미를 느끼기에, 미리 학습

한 것을 기억해내어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10. 협력 중심의 원리

팀워크를 하는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의견 충돌의 과정에서 학

생들은 모든 팀원들이 골고루 참가의 기회

를 가지고 공정하게 의견을 내세워 공평하

게 역할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댓글달기 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움

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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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도출하였다. 교과흥미도의 경우 박현주(2012)가 개발한 교

과 흥미도에 관한 과학창의재단 개발 연구 방식을 차용하였다. 또한 

수업만족도의 경우 10점 척도로 개발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항 목 영역 문항개수

흥미도
수학 5문항

과학 5문항

배려와 소통
배려 5문항

소통 5문항

자기효능감
수학 4문항

과학 4문항

<표 Ⅳ-19>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 결과, 학생들은 10점 만점의 상당히 높은 흥미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이 적용된 수업이 학습자의 

학습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차원에서 단일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는 

초, 중, 고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과성을 분석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보고서(박현주(2016))에

서 사용된 검사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설문문항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상으로 양호

한 수준이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다음 <표 Ⅳ-20>와 같다.

영역 사례수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학흥미

도
27 12.15 3.07 13.59 2.58

<표 Ⅳ-20> STEAM 태도 사전ᆞ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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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5, **<.01, ***<.001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의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측정한 학습자의 STEAM 태도 항목 

중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 소통 항목은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강남화(2017)에서 분석한 융

합인재교육(STEAM)을 받은 초등학교 통제군이 과학흥미도를 제외

과학흥미

도
27 15.26 3.68 17.81 2.34

배려 27 18.00 3.45 18.48 3.97

소통 27 14.22 3.38 15.81 2.72

자기효능

감-수학
27 10.26 3.85 11.85 4.73

자기효능

감-과학
27 12.22 2.58 14.11 8.18

영역
사후- 사전

평균

차이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수학흥미

도
27 1.44 1.97 3.814 26 0.001**

과학흥미

도
27 2.56 2.91 4.558 26

<0.001**

*

배려 27 0.48 2.34 1.068 26 0.295

소통 27 1.59 2.37 3.486 26 0.002**

자기효능

감-수학
27 1.59 4.68 1.767 26 0.089

자기효능

감-과학
27 1.89 7.55 1.300 26 0.205

<표 Ⅳ-21> STEAM 태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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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학흥미도와 소통 항목에서 긍정적인 점수 변화의 폭이 드러

난 것과 같은 선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업설계 원리

를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STEAM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 및 면담 결과

수업 후 연구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

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업 만족도 검사문항은 총 10개이고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세부내용은 본 수업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태도,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STEAMedu 

어플리케이션을 쓴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학습내용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Ⅳ-22참조). 만족도 검사 문항 중 일부는 수업 후 실시되었던 학생 

4명과의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도 진행되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학생

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반응 평가 문항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은 재

미있었다.
9.70 1.03 5 10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8.85 2.28 0 10

앞으로도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계속 하고 싶다.
9.63 1.33 5 10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9.48 1.55 3 10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9.04 2.28 0 10

<표 Ⅳ-22> 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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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평균은 4.56점에서 10까지 분표하

였으며, 대개는 8점 이상으로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할 때 주요한 원리나 개념의 

교과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수업해주는 것이 좋다는 학생 반응은 

4.56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요 원리나 개념의 교과

내용을 플립러닝 방식으로 공부한 것이 좋다고 대답한 학습자의 만

족도 평균은 8.67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8.89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며,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

립러닝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좋다.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을 통해 과학과 기술, 공학 등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만족

한다.

8.81 2.42 0 10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

행되어서 좋다

9.30 2.15 0 10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교과내용을 직접 수업

해주시는 것이 좋다. 

4.56 3.69 0 10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할 

때 STEAM EDU 앱을 통해서 공부

한 것이 좋다.

8.67 2.57 0 10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할 

때 STEAM EDU 앱을 통해 공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8.89 2.41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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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1차 수업과 2차 수업 후 각각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냥 과목보다 융합인재교육(STEAM)수업이 더 좋아요. 여

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더 좋아요.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

는 게 애들이 좋아하니까 떠들지 않아서 집중이 잘돼요. 선

생님이 칠판으로 하는 거 잘 안보여요. 티비로 하는 것은 목

을 돌려야 해서 목이 아파요. 태블릿 PC는 그냥 보면 되니

까 좋아요.(1차 수업후 -학생 B)

오늘 활동한 것 엄마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재미있어서

요. 지진 그래프처럼 조사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기자처럼 

하는 활동이. 포스트잇 에다가 하는 활동이 더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로 수업하면 계속 우리가 적는데 그것보다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할 게 

없는 애들도 선생님께서 태블릿 PC로 영상을 개별적으로 

보게 나누어 주니까 그걸로 보면서 같이 보면 되니까 짝꿍

끼리 같이 보면 되니까 좋았어요.(1차 수업후 -학생 C)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실 때는 잘 그리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데, 영상으로 보는 것은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림이 실감나게 더 집중이 되요. 애들이 티

비로 보면은 같이 보는건 데, 태블릿 PC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니까 집중이 더 잘 되요. 패드는 앞에서 바로 하니까 좋아

요.(1차 수업후- 학생 D)

앱에 과목이 다 나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무슨 과목의 무

슨 내용인지 각각 알 수 있으니까 그 과목이랑 내용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설명하시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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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있는 자료로 보는 것이 더 좋았어요. 더 재미있었어

요.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1차 수업후-A)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학습 방식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방식으로 수업한 것에 대

해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블릿 PC에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높게 나타난 설문

의 결과와 일치한다.

전에 경험했던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보다 이번 수업은 태

블릿 PC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 STEAMedu에 담

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며 수업해서 전해주었을 때보

다 훨씬 집중과 이해가 잘되었으며,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다. 태블릿 

PC를 통해 과목별로 나누어진 영상을 접할 수 있는 플립형태의 학

습자의 흥미와 만족도가 높여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반응

은 태블릿PC의 영상을 통해 제공된 STEAM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

지 학습 자료가 시각적으로나 학습형태면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었다는 방증이 된다.

2차 현장수업적용 후 실시된 면담에서는 학생들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이 플립러닝 형태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였다.

영상에 튼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었어요.(2차 수업 후 - 학생 C)

수업 앞에서 영상을 보면 뒤에 수업을 활동을 할때 기억하

니까 다른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올 때 그 영상을 기억해서 

참고하면 좋아요.(2차 수업 후 - 학생A)

영상에 나온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었어요. 단단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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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떨어지는 단점을 보고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해

서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논하고 설계를 했어요.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요. 영상에 높은 빌딩 예쁜 빌딩이 나와서 참고해서 

더 예쁜 빌딩을 만들려고 했어요.(2차 수업 후 - 학생 D)

이러한 반응들은 수업자체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STEAMedu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플립러닝으로 실시된 융합인재

교육(STEAM)이 창의적 설계에 영향을 끼치고,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설문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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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

석을 통해 개발된 설계원리를 전문가 타당화 및 사용성 평가를 통

해 완성하였다. 개발된 설계원리를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흥

미도, 태도 중 소통영역, 그리고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에 관한 해석 및 논의 사항, 연구결과가 지닌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

의 원리 및 상세지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설계원리에 대한 논의 중 핵심적인 원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원리

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설계원리와 소통과 상호작용의 수업설계원리

이다. 본 연구에서 수업설계원리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태

도 중에서 소통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수업 전 활동에 임함으

로써 수업 중 활동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고(Christensen & Knezek, 2015),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 습

득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습 흥미도 또한 증가되었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Akinoglu & Tandogan, 

2007; Bonwell & Eison, 1991; Gallagh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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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력 중심의 원리 역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플립러닝

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리이다. 학습 내용을 

사전에 플립러닝으로 배우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그룹별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도우며 활동에 적극적

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 학습과 협력 학습은 경쟁에

만 매몰된 학습 방식의 대안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을 위

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리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수업실행을 통해 알 수 있듯,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협동 

학습의 원리를 협력 학습으로 바꾼 본 연구는, 이 활동을 공부가 아

닌 모둠 간 놀이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덜 구조화된 환경에서 최선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학생들 간 협력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을 가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Berrett, 

2012; Bishop, Verleger, 2013;  Hung, 2015). 초등학교의 환경

에서도 협력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이 연구를 통

하여 협동 학습 실천가와 협력 학습 실천가 사이의 대화 및 아이디

어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각 표상화의 원리와 능동의 원리가 핵심적이다. 

시각 표상화의 원리와 능동의 원리가 핵심적인 이유는 플립러닝 수

업에 있어 수업 내용을 수업 전에 영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능동성과 호기심, 자기주도성이 증가하고 학습에 활기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 것으로

(Ge et al, 2015; Shen, Jiang, Liu, 2015), 태블릿 PC와 앱을 다

루는데 익숙한 학생들은 스스로 미디어를 조작하고 직접적이고 능

동적인 제스쳐를 통해 역동적으로 지식의 이해를 촉진하게 된다

(Taljaard, 2016). 이 원리가 해당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론에서 지적했다시피 교사들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진행할 시

간이 부족하고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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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학생들

로 하여금 수업의 내용을 태블릿PC를 통하여 제공된 앱에 이미 제

시된 수업의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미리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원

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수업시간을 수업 전으로 확장하

고, 태블릿 PC를 통해 학습하기에 어디서든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공간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다양

한 수업자료를 미리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서 연계적으로 활용하였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별 학습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선행문헌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더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

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강남화, 2017; 박현주 외, 2015; 임수민, 김영신, 이

태상, 2014). 플립러닝의 방법론을 도입하지 않고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진행하였을 경우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플립러닝의 방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전에 학습하도록 함으로 시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해당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

본 지식에과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업설계원리는 사용자에 따라 선

택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설계원리와 차별이 된다. 

교사는 교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내용과 

복잡성, 그리고 레벨에 따라 다른 수업설계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10개의 수업원리에 따른 70개의 

상세지침이 도출되었으나, 상세지침 각각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즉, 모든 상세지침을 단일 차

시 수업에 모두 포함할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수업실행을 4차시의 

수업시간에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수업 후 활용에 대한 상

세지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제약으로 작용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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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가 융합인재 양성

을 위한 체제적이고 체계적인 플립러닝을 설계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업실행을 통

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활동

에 제한에 대한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활동시간을 제

한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자들이 몰입하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한계

점, 곧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지식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지식의 융합이 협동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보

강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신동희 외, 2012; 이경진·

김경자, 2012). 

둘째, 수업활동에 필요한 교구들의 절적한 배분에 관한 원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 태블릿PC

와 같은 미디어 도구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

다. 재료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협력도가 떨어지고 창의성

도 생각만큼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

인 판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재료를 제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재료와 시간을 무조건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재료, 

완성해야 하는 결과물의 크기 등의 요소에 제한을 가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 중 유연성을 발휘

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료의 양, 미디어 사용 여부 등을 분석하

여 제공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수업설계원리 또한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었다. 

나. 현장교육실천가와 연구자가 교수학습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설계․ 개발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방법 유형 2를 적용하면서 현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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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실천가의 참여를 최대화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연구 시작부터 현장교육실천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설계․ 개발 연구방법론

의 핵심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문제 해결

에 실천적이고 과학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교육적 문제를 위한 혁

신적인‘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어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소통하는 교사(FLN, 2014), 곧 실천가와의 상호작용은 

이 연구방법론의 핵심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만을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원리가 실제에 적용되었을 

때 실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타당한 예측변인인지를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천 간 상호작용은 보다 복잡하

고 역동적이다. 현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또는 실제적 변화를 위

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단 하나의 처방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본 연구는 이에 당면한 문제 및 그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 방안

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천가와의 긴밀한 상호작

용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고안해보려 시도하

였다(Richey & Klein,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시스템의 특

수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실천가와의 장기간의 지

속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현장교육실천가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명의 교사가 협업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교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Reinking & Bradley, 2008: 78-79)을 고려해, 현장의 변화를 

원하는 교육실천가인 현장교사와 수석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수업대회에서의 수상경력,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수업지도안개발 참여 경험 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하기 어려

운 여러 가지 제약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 이를 보완하는 

수석교사와의 협업은 이 연구를 통해서 목격한 바람직한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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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다. 현장교사 1인과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는 이론의 

전문가인 연구자와 현장실천가인 교사가 협업을 통해 학습과 교수

에 관한 이론들이 새로운 수업이론으로 통합 설계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현장에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어있고, 수업컨설팅 및 현장개선 

역할을 하는 수석교사의 활용은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

이 되었다. 현장교사와 연구자는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수석교사의 중재가 큰 역

할을 하며, 때로는 현장교사가 이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경험이 훨씬 풍부한 수석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

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연구 설계는 학교와 교실에서 발생하는 

현실상황에 바탕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Joseph(2004)의 주장과, 

오랜 기간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연구 진행을 위해서

는 학교교사의 위치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diSessa 와 Cobb 

(2004)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활용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러닝을 설계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효과적인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러닝을 위해서는 어플리

케이션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의 현장 적용에 앞서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에 활용할 

STEAMedu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STEAMedu에서 제공하

는 영상의 길이는 1분 내외였고 최대 1분 40초 정도의 길이를 유

지하였다. 이러한 영상의 길이는 선행문헌에서 검토한 시간, 곧 5분

보다 짧은 것이 사실이다(이지연·김영환·김영배, 2014).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학습자들이 더 집중해서 학습하

였고 영상을 더욱 즐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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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시간이 긴 단일 영상보다는 짧은 시간의 영상 여러 개를 제공

하였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영상을 부담 

없이 여러 번 볼 수 있었고, 덕분에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이 컴퓨터나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hauhan(2017)의 주장에 의해 지

지될 수 있다. 

둘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고 

교사들은 추후에 이를 보다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고

려되어야 할 주요한 개념이 바로 아카이브이다. 본래 아카이브란

(archive)란 가치를 지닌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해 한시적 또

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디지털 콘텐츠

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식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종덕 외, 2013).

본 연구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목적으로 

개발된 STEAMedu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STEAM을 위한 교육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STEAMedu

를 통하여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와 지식공유

(Knowlede Sharing)를 가능케 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교사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

사한 주제에 대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과거 이미 진행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

다. 과학, 공학, 기술, 예술, 수학 각 영역에 탑재해 있는 자료들은 

새로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증가한다. 또한 지식 공유 측면에서도 

누구든지 플립러닝 방식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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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같은 학교 교사, 융합인재교육(STEAM) 교과 연구회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공유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앱을 통해 축적되는 자료들을 저장하는 아카이브 구축

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에는 지식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기관에

서도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

한다(이종덕 외, 2013).

라.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송은자와 

이철현(2016)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립러닝을 적

용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동

영상을 미리 보고 온 학생들은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 면에서 유의

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호와 김상홍(2016)에 따르

면 플립러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수업준비가 필요

하며, 학생들의 상호작용 또한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학급 분의기가 성공요인이 되며, 학생들이 개별

적으로 영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며 배움을 주고받아 더욱 효과적인 학습

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가

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우며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STEAMedu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하여 교사가 직접 만든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미리 플립러닝 수업

을 진행하였다. 영상의 완성도나 학습 내용이나 구성 측면에서 미리 

다른 교사들이 만든 학습 영상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

르치는 해당 교사가 직접 개발한 동영상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교사와 교감할 수 있는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의지를 더 고취시키기 때문이다(손성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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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홍, 2016). 이에 해당 연구는 교사가 직접 개발한 동영상을 통하

여 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고 익숙한 플립러닝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학급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플립러닝 뿐만 

아니라 융합인재교육(STEAM)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을 구성하

여 함께 목적을 달성하며 의사소통하고 교류했기 때문이었다. 학습

자 스스로가 원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

은 자신들이 미리 배운 지식을 친구들과 함께 활용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재미있게 학습에 임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

주며 스스로 그 내용을 복기할 수 있다. 이는 교실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과는 다른 것으로, 친구 또래인 동

료학습자가 알려주는 내용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부담이 적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배우는 학생과 이를 듣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라 

볼 수 있다.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 중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대답하

며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해주는 답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학습 방법을 체득

하게 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가 

제안하는 교육변화의 맥락에 포함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학습은 

교실과 분리 될 것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수업

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교수자란 하나의 학교에

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독립 계약자로서 일하게 

될 것이며, 교과서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Frey, 2013). 미

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역시 예측하기를 학생들은 

대화식 학습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학이나 읽기를 학습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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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전통적으로 인간 교사를 통해 학습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불

러올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추

세가 늘고 있으며, 이에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지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며 학생

들로 하여금 사회적 동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Kurzweil, 2010). 따라서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은 이러한 미래에 대비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키워낼 수 있으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교육변화의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창

의적 인지 역량과 인성적 정서 역량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 혁신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와 지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소통, 감각/체현, 능동/협력의 세 범주 하에 에 모두 열 

개의 설계원리가 도출되었다. 목표와 소통의 범주 하에는 명료성의 

원리, 목표 달성의 원리, 융합의 원리,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가 포함

된다. 해당 범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수업에 포함할 내용과 기대치

를 명료하게 안내하며, 학습자의 수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융합, 감성적 활동, 창

의적 사고가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별로 세분화하

여 제공한다. 감각/체현의 범주 하에는 시각 표상화의 원리, 체현 인

지의 원리, 그리고 다감각 매체 활용의 원리가 있다. 해당 범주에서

는 지식을 문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효과를 사용하여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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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상세 지침을 담고 있다. 학습자는 스스

로 도구나 미디어를 다루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

며, 이러한 기회는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학습 선호도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통해 지원된다. 능동/협력의 범주하에는 소통과 상호 

작용의 원리, 능동의 원리, 그리고 협력 중심의 원리가 있다. 학습

자, 동료학습자, 교수자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을 지

원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기성찰을 하며 자기주도 학습이 되도록 하

고, 수업 활동을 소그룹 중심의 자발적이고 동등한 동료학습을 권고

한다.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 중 상세지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소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재미를 느끼게 된다.

둘째, 개발된 설계원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의 흥미, 

태도, 만족도를 검증하였다. 흥미도를 살펴본 결과.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의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측정한 학

습자의 STEAM 태도 항목 중 수학흥미도, 과학흥미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통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

족도 대개는 8점 이상으로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주

요 원리나 개념의 교과내용을 플립러닝 방식으로 공부한 것이 좋다

고 대답한 학습자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고 8.89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며,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된

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에서 진술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개발된 설계원리는 교육학 분야의 학자와 현장교육실천가의 의

견을 모두 고려한 원리이다. 처방적 지식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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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설계원리는 교수자들이 필요에 따라 수

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

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과학, 수학 흥미도를 제고

하고 학습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학습만족도를 높여, 학습의 효

과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은 주입식 교육 방

식을 포함한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재 양성을 목

표로 설계된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이다. 융합인재교육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학제 간 융합을 표방

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플립러닝

은 온라인 수업 및 오프라인에서의 토론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하고 교사와 학생 간 일방적 관계를 수평적인 상호 

보완 관계로 재편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유도한다.

창의와 융합 개념은 그 다양한 함의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과는 별

개로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소비, 소모되면서 그 의

미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탐색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학생 간 상하관계와 주입식 

체계에 기반을 둔 수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왔고, 교사와 학생은 수

업을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닿아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전제로 할 때 창의와 융합 개념의 성급한 도입은 교사와 학

생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하나의 공허한 구호에 머물기 쉽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섬세한 수업설계

원리의 수립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적용 및 개선일 것

이다. 다양한 제도적 제약을 안고 있는 현행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

도 불구하고, 본래 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의 자아실현과 성

취를 위한 가치 중심 활동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통해 통합인재교육 및 플립 러닝의 도입을 통해 획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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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성과도 배가될 것이다. 물론 그 도입 및 적용 과정에서도 

우리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임은 물론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전반적 문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교육자 및 교육 설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성패에 따라 이성과 감성의 조화, 학제 

간 융합을 통한 통합적 사고력의 신장, 교수와 학습의 소통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와 능동적 문제의식의 확대라는 기대 효과가 상당 부

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정당성과 

현실적 실용성을 갖춘 수업 설계 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

적으로 전달해온 지식들은 이제 학습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상호보완적 수업 방식

을 적용하지 않는 한 많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

게 되었다. 이에 다 학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과 플립 러닝을 결합한 수업 설계 원리 및 상세지침의 개

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플립러닝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자의 능

동성 고취를 통해 학력 향상을 유도하고 그 내용을 공유, 소통함으

로써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학제 간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

과 결합하여 새로운 수업 방식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그 완성을 보기는 어렵다. 본고는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 과제에 대해 제출되는 하나의 제안이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도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점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이를 

현장에서 장기적,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

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전술한 현실적 어려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제시되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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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방향성은 점점 더 뚜렷해 

질 것이 분명하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설계 원리의 틀은 

학제 간 융합 교육과 상호 소통형 교육 방식의 결합이다. 이를테면 

원리로서의 교육 설계 간 융합을 시도한 것이다. 원리와 상세지침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부딪혔던 문제는 설계상의 이론적 정합

성과 구체성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설계의 개선이라는 목

적에 충실히 임하고, 분명한 방향성과 실제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의 제시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입증해 나갈수록 교사들

의 동기 부여 및 자신감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

습자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통해 창의, 융합, 인성의 계발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및 감수성의 신장 또한 가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교육이든 명분뿐인 새로움을 강요하는 원리는 오래 

가지 않아 폐기되고 만다. 4차 산업혁명은 예측불가능성으로서의 미

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

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이 기존

의 틀에서의 탈피와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방

식을 유지한다면 이는 곧바로 새로운 사회 환경 및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몰이해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 발견되는 갈등 요소에 대

한 단기적 처방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 

즉 이해와 공감,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단순한 구호로 그

쳐서도 곤란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더욱 구체적, 현실적이면서

도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절실한 상황인 것

이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긴 안목과 인내를 갖고 교육 현장의 체

질을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본 연구가 그 나름의 몫을 감

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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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 해석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위한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적용할 때 

수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시발점으로서의 성격

을 띤다.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원리에 대한 논의이기 때

문에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플립러닝을 사용하는 학교별 차이

를 고려한 설계원리의 적용 및 이에 따라 도출되는 차이점을 탐색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2016년까지 융합인재교육(STEAM)교육 사업의 효과를 분

석한 강남화(2017)의 연구에 따르면 융합인재교육(STEAM)의 효

과성 측정 범주를 인지적 성과, 정의적 성과, 사고력, 인성, 진로, 소

양, 창의성의 일곱 가지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성과

에 한하여 그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추후 다른 범주의 효과성도 측

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상세지침이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의 원리에 포함된 상

세지침 3.7 “오늘의 수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목

적으로 퀴즈를 사용하라”와 같은 지침은 수업에 반영하지 못하였

다. 또한 융합의 원리에 포함된 7.1 “위스키(WSQ:Watch-보고, 

Summary-요약하고, Question=질문하는) 전략을 활용하라”와 같

은 상세 지침은 수업 전에 적용할 수 없었다. 플립러닝에서는 특히 

수업 후 활동이 중요한데, 수업 후 활동에 많은 주목을 하지 못하였

던 것이 연구의 한계로 드러난다.

융합인재교육(STEAM)과 플립러닝의 수업설계원리와 관련하여 

향후 다음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학습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플립러닝에서 제공되는 학습자료들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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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어 전국의 교사들에게 

공유, 사용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아트. 수학 영역 등의 각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기초적 영역에 따

른 학습 자료들은 동영상 자료보다 메타데이터로 활용되기가 편리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유용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스타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학습자

들은 플립러닝을 위해 1분 내외 혹은 2분내외의 짧은 영상자료로 

여러 개로 제공된 것을 무척이나 선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10분내외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어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패턴이 보다 더 짧은 주기로 변화되

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칠판수업보다 개별적으로 주

어진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 교사가 수업해주는 편을 선호하며, 연

필로 노트에 쓰는 것보다는 스마트 패드에 쓰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학습자의 기존 학습패턴이나 스타일에 대한 연

구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지, 학습자들의 학습 스타일 및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교수학습과정안은 현재 대두되는 여러 가지 학습 유

형을 고려해 큰 틀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많

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방법들, 학습형태에 맞춘 교사들의 

수업 설계 방법, 교수학습과정안 기술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과정안의변화, 과정중심평가, 교사의 자율

성, 선택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의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어 추

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였고,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서 수업이 진행되었는

데, 스마트교육과 연관되어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3D프린터를 통한 메이커교

육이 실시되고 있어 그에 관련된 추후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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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를 위

해 도출된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1. 연구의 소개 2.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작성해주시는 전문가 프로필에서 이름은 자료의 식별용으로 사용되

어 논문에는 기재되지 않을 것이며, 전문가 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인 전

공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부분만 논문에 기재될 것입니다.

홍현미 올림

서울 대학교 대 학원 교육 학과 교육 공학 전

공

전문가 프로필

이  름

최종학력

소속/직책

전공 분야

실무 및 연구경력

교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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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원리 전

반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 문항들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

하여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 매우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

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업설계원리를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설명력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시 고려해야 할 

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보편

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이해도

제시된 설계원리는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위한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는데 이해

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 □ □ □

설계원리-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제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은 연결이 타

당하다.
□ □ □ □

3점 이하로 응답하신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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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수업 - 교수학습과정안

튼튼한 다리 만들기

과목 과학, 수학, 미술 총차시 2

단원

(내용)

과학: 화산과 지진

수학: 확률과 통계, 규칙성,

미술: 건축

교육과

정

과학-(12) 화산과 지진: 이 영역은 화산과 화성암, 지진에 대해 

다룬다. 지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화산 활동과 지진은 사

람들에게 직간접적 인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

해를 주기도 한다. 이 영역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다양

한 물질을 알게 하고, 지진 발생의 원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게 한다. 또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암석인 

화강암과 현무암을 관찰하여 화성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영역은 중학교 1~3학년군의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와 

연계되며 판구조론 개념을 학습하여 지진 환경의 변화 를 이해

하는 데 기초가 된다.

수학-(마) 확률과 통계: 자료의 정리: 실생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간단한 그림그래프로 나타내고, 표나 그래프가 자료

의 특성을 알아 보는 데 편리함을 알 수 있다. 막대그래프와 

꺽은선그래프: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연속적인 변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꺽은선 그

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막대그래프와 꺽은 선그래프의 특성을 비교

할 수 있다.

과학-(12) 화산과 지진: 이 영역은 화산과 화성암, 지진에 대해 

다룬다. 지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화산 활동과 지진은 사

람들에게 직간접 적인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

해를 주기도 한다. 이 영역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다양

한 물질을 알게 하고, 지진 발생의 원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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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알게 한다. 또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암석인 

화강암과 현무암을 관찰하여 화성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영역은 중학교 1~3학년군의‘지구계와 지권의 변화’와 

연계되며 판구조론 개념을 학습하여 지진 환경의 변화 를 이해

하는 데 기초가 된다.

수학-(다)측정-2.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mm와 1km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1cm와 1mm, 1km와 1m의 관계를 이해하고,

길이를 단명수와 복명수로 표현할 수 있다. 물건의 길이나 거

리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길이에 대한 양감을 

기른다.

미술-2.표현방법: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한다.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의 사용 방법을 익히기-표현 활

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를 알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힌다.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재료와 용구에 따른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익히고, 이

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학습목

표

1. 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2. 지진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진 발생 시 

대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지진에 안전한 건물의 형태를 탐구하여 본다.

4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구조체(뼈대)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준비물(☆)
유의점(※)

상세지

침

Pre 

Clas

s

사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분석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행에 

알맞은 과목과 단원, 차시를 살펴보고 연계

하여 진행할 부분을 선정한다.

◎ 학습 주제 선정

 - 교육과정 분석에 알맞은 수업 진행을 

위하여 창의과학재단에 업로드 외어 있는 

다양한 학습 주제와 과정안에서 가장 알맞

☆과학창의재단 
STEAM 자료 
사이트: 
http://steam.kof
ac.re.kr/

※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학
년 교육과정의 
범위 내의 자료
를 선정하거나 

1.1 / 

1.2 / 

1.3

1.4 / 

5.2 / 

6.1

9.4 / 

10.1

http://steam.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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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제를 선정한다.

◎ 차시별 계획 수립

 - 학년의 수준과 현재 학급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과정안을 재구성하여 차시별 계

획 수립한다.

◎ 태블릿 활용 수업 사전 전개

- 수업 진행에 필요한 PingPong, 

SteamEdy 앱을 다른 교과에서 수업과 

연계지어 사전 활용한다.

재구성하여 활
용한다.

☆Pingpong앱, 
SteamEdu앱

사전

플립

영상

준비

◎과학관련영상

 - 지진이란 무엇일까? 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게 “지진

은  이다”의 문장을 제시하고 영상

을 본 뒤  안에 들어갈 단어를 퀴즈로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은 수업 시작 시 클릭

커를 활용하여 함께 확인한다.

 

◎과학관련영상

 -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다른 나라

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퀴즈를 통

해 응답하도록 한다.

◎기술 관련 영상

 - 원하는 수치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지진의 횟수를 검색하

되 포털사이트에서 무분별한 자료를 검색

하여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SteamEdu앱 3.1 / 
3.3 / 
4.1 

8.1 / 
8.2 / 
8.5

9.1 / 
9.2 / 
9.3

9.5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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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수학 관련 영상

 - 수업시간에 연도별 지진횟수 그림그래

프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그래프 예시를 학

생들에게 보여주고 자료를 파악하는 방법

을 미리 알고 오도록 한다.

In
Class

상황 
제시
(10
분)

◎ 사전 학습 확인하기

 - 사전 학습 영상을 보고 왔는지 확인

 - 안 보고 온 학생들은 따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활동1. 지진은  이다

● 지구 환경변화 및 지진에 대해 

알아보기 

Co 지진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 사전 영상을 보고 생각한 “지진은 

 이다.”의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핑퐁 앱을 통해 적어서 제출

2.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각자 이야기해 

보기

● 지진의 원인은 무엇일지 알아보기

Co 지진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1. 사전 영상을 보고 생각한 지진이 발생하

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핑퐁 

앱을 통해 적어서 제출

2.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각자 이야기해 

보기

☆Pingpong앱

1.5/1.
8/6.2/

8.3

1.6/5.
2/10.6

/

4.4/10
.6

창의적
설계

(20분)

◎ 활동2. 지진은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

Co 지진은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할 만큼 

큰 문제일까?

포스트잇

☆태블릿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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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2.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요?

3.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를 정리해서 알아보기

 - 모둠별로 2대의 태블릿을 활용하여 정

해진 년도의 우리나라 지진 발생횟수를 

알아본다.

 - 사전 영상에 소개된 수치자료 조사방법

을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학생들이 조사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 영상을 다시 보고 알 수 

있도록 한다.

 - 큰 포스트잇 한 장을 10회의 지진 발생

횟수로 정하고 자신들이 조사한 연도의 

지진 횟수를 알맞은 포스트잇 장수로 

칠판에 붙인다.

4.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생각보다 많은지 적은지 이야기하기

5. 언제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지 발표

하기

6. 지진이 우리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할 

중요한 문제인지 이야기하기 

7. 사전 영상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상황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야기하

기

8.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하기

9.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물들은 어떠해야

할지 이야기하기

10. 교사가 제시하는 영상을 보고 튼튼한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생각하고 발표하

※ 학생들이 통

계청 사이트 검

색을 못할 경우 

다시 사전영상

을 보도록 안내

한다.

☆

https://youtu.b

e/R1wTazC97l

I

4.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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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감성적

체험

(50

분)

◎활동3. 지진을 견디는 튼튼한 다리를 만

들기

●●●●  튼튼한 건물을 위한 구조 뼈대 

만들어보기 

 “불안한 사각형, 튼튼한 삼각형” 

CD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만들

기 

1. 사전 영상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상황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야기

하기

2.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하기

<튼튼한 건물 만들기>

 - 모둠별로 빨대 60개와 테이프를 가지고 

50cm 책상 사이를 버틸 수 있는 다리를 

만들도록 안내

 - 다리만들기의 평가 기준 안내(튼튼할 

것, 아름다울 것, 많은 테이프를 사용하

지 않을 것, 모둠별로 협동하여 제작할 

것)

 - 준비물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제작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다리를 만드는 동안 

순회하며 잘하고 있는 점과 보충할 점을 

수시 지도한다.

 

3. 다리만들기가 끝나면 모둠별 다리위에 

카프라를 올려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

딜 수 있는지 하중 실험을 한다.

4. 모둠별로 완성된 다리를 찍고 Class123 

프로젝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도

록 한다.

☆빨대, 테이프

※학생들이 제

작 전에 평가기

준을 알고 제작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자기/동

료평가지

7.5

8.6 

2.2/2.
3/4.3/
9.6/9.
9/9.10
/9.11/
10.7/1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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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및 정리하기

1. 모둠별로 올린 다리의 사진을 보거나 

다른 모둠으로 가서 만든 다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만든 다리와 비교하여본

다.

2. 느낀 점을 Class123 프로젝트 게시판

에 글로 남긴다.

3. 학생자기/동료평가 기록하기

Post

Class

활동

평가

하기

◎ 학생들 활동 평가하기

1. 모둠별로 올린 사진을 보고 모둠별 다리

의 장점과 보충이 필요한 점을 피드백한다.

 - 다리 만들기를 중점으로 한 활동에 대한 

평가

 - 모둠별로 협동하는 모습과 의사소통의 

모습에 대한 평가

2. 학생들이 올린 댓글을 보고 궁금해하는 

점이나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하여 

댓글을 추가로 달아준다.

2.4/8.
8/8.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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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우수(A) 보통(B) 미흡(C)

감
성
적
체
험

과
제
집
중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좋으며 끈기 있
게 해결하고 모둠활
동에도 집중해서 참
여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좋으며 끈기 있
게 해결하나 모둠활
동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부족하고 모둠활
동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함

호
기
심
과 
자
신
감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구조
물의 특징을 생각하
며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에 주도
적임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주도성이 다
소 약함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호기심
이 거의 없고 친구
들의 활동을 거의 
모방함

창
의
성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
남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소극적으
로 참여함

창
의
적
설
계

해
결
방
안 
및 
계
획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논리적
이며 이해하기 쉽게 
제작 계획을 세움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
였음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
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
려움이 있음

문
제
해
결 
과
정

튼튼한 구조물 제작
을 위해 주어진 재
료의 쓰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작 계
획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제작해 나감

튼튼한 구조물 제작
을 위해 주어진 재
료 및 제작 계획 바
탕으로 무난히 제작
함

튼튼한 구조물 제작
에 수동적이며 참여
가 부진함

산
출
물
도
출

규칙을 생각하며 구
조물을 만들어 공유
함

무난히 구조물을 만
들어 공유함

활동에 참여가 부진
하고 공유 활동에도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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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평
가  
영
역

이
름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총평
집중과 
끈기

호기심
과 

자신감
창의성

해결방
안 

및 계획

문제해
결 과정

산출물
도출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

가

방

법

평가영

역
평가기준

평 가

상 중 하

자

기 

평

가

감성적

체험

◆ 제작계획을 바탕으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는가?

창의적

설계

◆ 규칙을 생각하며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
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는가?

◆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구조
물을 만들었는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동

료 

평

가

감성적

체험

◆ 학급커뮤니티에 작품을 게시하고 상호 
피드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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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차 수업 - 교수학습과정안

튼튼한 타워 만들기

과목 과학, 수학, 미술 총차시 2

단원

(내용)

 과학: 화산과 지진

 수학: 측정(무게), 도형, 규칙성, 

 미술: 표현기법, 조형요소와 원리

학습

목표

1. 지진에 안전하고 튼튼한 타워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2.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구조체를 설계하고 이를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타워를 디자인할 수 있다. 

4. 지진실험을 통해 튼튼한 구조형태를 탐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준비물(☆)

유의점(※)
상세지침

Pre 

Clas

s

사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분석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진

행에 알맞은 과목과 단원, 차시를 

살펴보고 연계하여 진행할 부분

을 선정한다.

◎ 학습 주제 선정

 - 교육과정 분석에 알맞은 수업 진

행을 위하여 창의과학재단에 업

로드 외어 있는 다양한 학습 주제

와 과정안에서 가장 알맞은 주제

를 선정한다.

◎ 차시별 계획 수립

 - 학년의 수준과 현재 학급의 실태 

☆ 과 학 창 의 재
단 STEAM 자
료 사이트: 
http://steam.ko
fac.re.kr/

※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학년 교육과정
의 범위 내의 
자료를 선정하
거나 재구성하
여 활용한다.

☆Pingpong앱, 
SteamEdu앱

6.1/10.1/10

.2/

10.3

5.1/5.2/

http://steam.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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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과정안을 재구성

하여 차시별 계획 수립한다.

◎ 태블릿 활용 수업 사전 전개

- 수업 진행에 필요한 PingPong, 

SteamEdu 앱을 다른 교과에서 수

업과 연계지어 사전 활용한다.

사전

플립

영상

준비

◎사전 영상 제작

1. 인트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달성하

는 목표와 수행할 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사전 학습해야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2. 과학(S)관련영상: 지진이 어떤 흔

들림을 가져오는지 영상을 통해 알

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3. 공학(E)관련 영상: 똑같이 가건물

을 쌓았으나 흔들림에 강한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도록 한다.

4. 미술(A) 관련 영상: 다양한 고층빌

딩들이 단순히 높게 쌓은 것이 아

니라 심미성까지 갖추고 있는 모

습을 보고 쌓을 탑의 심미성을 고

려하도록 한다.

5. 수학(M) 관련 영상: 학생들이 배웠

던 다양한 도형들과 도형의 모양

에 따른 안정성과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여 탑을 만들 때 어떤 도형

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전 영상 탑재 및 안내

 - SteamEdu 앱에 미리 자료를 탑

☆SteamEdu앱 1.1/1.2/1.3/

3.1/3.2/4.1/

4.2/7.2/8.2/

8.5

3.3/5.1/8.1/

9.1/9.2/9.3/

9.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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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학생들이 미리 사전학습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궁금한 점은 Class123앱 프로젝

트 게시판에 미리 질문을 올리도록 

한다.

◎ 사전 학습 확인하기

 - 수업 당일 아침시간에 사전 학습 

영상을 보고 왔는지 확인

 - 안 보고 온 학생들은 따로 볼 수 

있도록 한다.

In

Class

상황 

제시

(10

분)

◎ 상황제시

● 지진의 영향과 튼튼한 구조 

알아보기

 -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어떤 흔

들림이 있었나요? 사전영상에서 

본 흔들림을 Pingpong앱을 통해 

적어서 제출해봅시다.

 - 지진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구조를 간단히 

그려서 Pingpong앱을 통해 적어

서 제출해봅시다.

◎ 학습목표 확인 및 활동 안내

 - 학습목표: 다양한 도형을 이용하

여 지진에 안전한 타워를 만들어봅시

다.

 - 활동1. 튼튼하고 멋진 타워 설계

하기

 - 활동2. 모둠별 타워 만들기

 - 활동3. 타워평가하기

◎ 활동 평가기준 안내

 - 지진을 잘 견디는 튼튼한 타워를 

잘 만들었는가?

☆Pingpong앱 1.5/1.6/5.3/

7.4/7.5/10.

6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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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타워를 만들었는가?

 - 모둠별로 즐겁게 의사소통하며 

활동에 참여했는가?

창의적

설계

(20분)

◎ 활동1. 튼튼하고 멋진 타워 설계하

기

●●● 지구 환경변화 및 지진에 

대해 알아보기 

 - 여러분이 제출한 다양한 구조를 

바탕으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타

워를 설계해봅시다.

 - 여러분이 타원를 설계할 때 생각

할 것은 첫 번재로 튼튼함, 두 번째

로는 아름다움입니다.

 - 설계가 완성되면 설계도면 위에 

모둠별 타워의 이름을 정하도록 

합니다.

2.3/3.4/8.7/

9.5/9.7/9.8/

9.9/

9.10/10.5

감성적

체험

(50분)

◎ 활동2. 모둠별 타워 만들기

●●● 모둠별 설계 도면 

공유하기

 - 설계한 모둠별 설계 도면을 1명이 

설명하고 나머지 모둠원들은 다

른 모둠을 돌아다니며 도면에 대

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 다른 모둠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 모둠별 타워만들기

 - 완성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모둠별 타워를 만들도록 합니

다.

 - 모둠별로 만든 타워의 평가 기

준은 2가지입니다.

 * 기준1: 바닥을 흔들었을 때 

타원에 놓인 물건들이 

☆모둠별 화이

트보드

※ 지워질 수 

있으므로 학생

들에게 사진으

로 기록 하도

록 한다.

☆Class123

☆빨대(30개)

매직테이프

※ 너무 많은 

테이프를 사용

한 경우에는 

감점이라는 사

전 안내를 통

해 테이프에 

의존하여 타워

를 만들지 않

2.3/3.4/5.3/

6.2/7.3/7.4/

8.6/8.7/9.5/

9.7/9.8/9.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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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에 가장 잘 있는 

건물

 * 기준2: 바닥을 흔들었을 때 

무너짐이 적은 건물

 - 모둠별로 완성한 타워는 

이름과 함께 Class123의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니다.

도록 함.

◎ 활동3 타워 평가하기

●●● 모둠별 타워의 견고함 

평가하기

 - 모둠별로 만든 타워를 수평, 

수직 흔들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기준1: 바닥을 흔들었을 때 

타원에 놓인 물건들이 

제자리에 가장 잘 있는 

건물

 * 기준2: 바닥을 흔들었을 때 

무너짐이 적은 건물

☆원기둥(빨대, 

연필 등) 평평

한 판

※바닥에 원기

둥 모양의 물

체를 놓고 위

에 평평한 판

을 올린 뒤 타

워를 판 위에 

올려 판을 움

직여 평가한다.

3.4/5.3/6.2/

8.6/9.5/9.7/

9.8

◎ 상호 평가하기

- 학생들이 프로젝트 게시판에 올린 

사진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의 타워에 대하여 장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칭찬, 더 알고 싶은 내용

을 모둠별 사진에 댓글로 적는다

- 학생자기/상호평가지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

한다.

☆학생자기/상

호평가지

☆Class123

3.4/

Post

Class

활동

평가

하기

◎ 학생들 활동 평가하기

1. 모둠별로 올린 사진과 건물 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타워의 장점

과 보충이 필요한 점을 피드백한

다.

☆Class123 2.4/8.8/8.9/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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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 만들기를 중점으로 한 활동

에 대한 평가

 - 모둠별로 협동하는 모습과 의사

소통의 모습에 대한 평가

2. 학생들이 올린 댓글을 보고 궁금해 

하는 점이나 더 알고 싶어 하는 부

분에 대하여 댓글을 추가로 달아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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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우수(A) 보통(B) 미흡(C)

감
성
적
체
험

과
제
집
중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좋으며 끈기 있
게 해결하고 모둠활
동에도 집중해서 참
여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좋으며 끈기 있
게 해결하나 모둠활
동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
이 부족하고 모둠활
동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함

호
기
심
과 
자
신
감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구조
물의 특징을 생각하
며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에 주도
적임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주도성이 다
소 약함

지진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는 활동에 호기심
이 거의 없고 친구
들의 활동을 거의 
모방함

창
의
성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
남

튼튼한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소극적으
로 참여함

창
의
적
설
계

해
결
방
안 
및 
계
획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논리적
이며 이해하기 쉽게 
제작 계획을 세움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
였음

구조물 제작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
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
려움이 있음

문
제
해
결 
과
정

튼튼한 구조물 제작
을 위해 주어진 재
료의 쓰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작 계
획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제작해 나감

튼튼한 구조물 제작
을 위해 주어진 재
료 및 제작 계획 바
탕으로 무난히 제작
함

튼튼한 구조물 제작
에 수동적이며 참여
가 부진함

산
출
물
도
출

규칙을 생각하며 구
조물을 만들어 공유
함

무난히 구조물을 만
들어 공유함

활동에 참여가 부진
하고 공유 활동에도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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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평
가  
영
역

이
름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

총평
집중과 
끈기

호기심
과 

자신감
창의성

해결방
안 

및 계획

문제해
결 과정

산출물
도출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
가
방
법

평가영
역

평가기준

평 가

상 중 하

자
기 
평
가

감성적
체험

◆ 제작계획을 바탕으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
드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는가?

창의적
설계

◆ 규칙을 생각하며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는가?

◆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구조물
을 만들었는가?

◆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를 생각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는가?

동
료 
평
가

감성적
체험

◆ 학급커뮤니티에 작품을 게시하고 상호 피
드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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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융합인재교육(STEAM) 태도 검사지

(     ) 학년  (     )반  (     )번   

성별 ① 남자(      ) ② 여자(      )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대한 태도 

번

호
질문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나는 수학 체험활동, 수학 퀴즈 풀이, 

수학 관련 글읽기 등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2
난 수학시간에 친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3 수학 지식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5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노력해도 수학이 여전히 어렵다. ① ② ③ ④

7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수학 성적이 좋다. ① ② ③ ④

9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

학에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과학 실험 기자재를 다른 친구

와 사이좋게 나누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수학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12 과학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과학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데 도움 ① ② ③ ④

본 설문지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

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자료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

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한 문항에 하나씩 여러분의 평소 생

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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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14 수학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③② ④①수학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16

③② ④①나는 과학을 좋아한다.17

③② ④①
과학 시간에,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18

③② ④①
수학 시간에,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의

견을 교환한다.
19

③② ④①나는 수학을 좋아한다.20

③② ④①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21

③② ④①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22

③② ④①
수학 시간에,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23

③② ④①
과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

이다.
24

③② ④①나는 과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25

③② ④①나는 수학을 잘한다.26

③② ④①
나는 과학 축전, 과학관 견학, 과학관

련 글 읽기 등을 즐긴다.
27

③② ④①나는 수학 공부가 싫다.28

③② ④①
과학 시간에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의

견을 교환한다.
29

③② ④①나는 과학 성적이 좋다.30

③② ④①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

학에 필요하다.
31

③② ④①과학 지식이 일상 생활에 반드시 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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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나는 수학 시간에 친구의 문제 풀이

가 나와 다르더라도 끝까지 듣는다.
33 ① ② ③ ④

34 나는 과학이 재미없다. ① ② ③ ④

③② ④①
수학 지식이 반드시 일상생활에 필요

한 것은 아니다.
35

③② ④①
수학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

움이 된다.
36

③② ④①
과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37

③② ④①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38

③② ④①나는 수학이 재미없다.39

③② ④①
수학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은 멋진 일

이다.
40

③② ④①과학 지식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41

③② ④①나는 과학 공부가 싫다.42

③② ④①
나는 노력해도 나는 과학이 여전히 

어렵다.
43

③② ④①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44

③② ④①
나는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
45

③② ④①
나는 과학 시간에 친구의 발표를 주

의 깊게 듣는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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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 대한 만족도

다음질문에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해당하는 

곳에 V 표를 해주세요.

번

호
질문 0(아니요)--5(보통)--네(10)

1 STEAM 수업은 재미있었다. 0 1 2 3 4 5 6 7 8 9 10

2
STEAM 수업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다.
0 1 2 3 4 5 6 7 8 9 10

3
앞으로도 STEAM 수업을 계속 

하고 싶다.
0 1 2 3 4 5 6 7 8 9 10

4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을 통해 과학과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7

나는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서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8

STEAM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이 교과내용을 직접 수업해주

시는 것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9

STEAM 수업을 할 때 

STEAM EDU 앱을 통해서 공

부한 것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STEAM 수업을 할 때 

STEAM EDU 앱을 통해 공부

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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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ocial needs and the positive perception within 

the education system for STEAM (an acronym fo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education, 

teachers at school are experiencing a lot of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STEAM.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eachers have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designing 

classes to implement STEAM in the current curriculum; they 

lack time and don’t have the ability to develop the class 

materials themselves. Moreover, there is lack of developed 

materials to carry out STEAM. The main source of these 

difficulties lies in what it seems to be the logical weakness 

of STEAM, which appears to be contradictory: in order to 

implement STEAM,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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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knowledge from the individual subjects before they 

participate in STEAM, but how can it be possible? The 

difficulty lies when the school wants to teach students this 

foundational knowledge from the individual subjects as well 

as implement STEAM at the same time, when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resources. What kind of educational 

pedagogy should we adopt in order to help students gain the 

basic knowledge from the individual subjects as well as to 

carry out STEAM　 education which will help students 

increase their creativ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emotional mat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school teachers by introducing the teaching method, 

Flipped Learning, who want to implement STEAM, of which 

the purpose is to cultivate creative, well-rounded students 

required by the future society. Flipped Learning is a teaching 

method that enables learners to individually and actively 

access conceptual knowledge before class. During class, 

Flipped Learning help students acquire high level knowledge 

such as applic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through 

classroom activities. Therefore, Flipped Learning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epare students 'preliminarily' 

with the conceptual knowledge of various subjects which are 

needed for STEAM with the help of technology outside the 

classro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sig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Flipped Learning 

instruction for STEAM which can be practically used in 

school learning.

Type Two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was applied in this study. In total, there were 34 

participants, including 7 experts, 27 students an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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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The procedur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1) to 

derive a draft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from previous studies, 2) to validate two times 

through the experts’ review process, 3)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on-site teachers, and 4) to externally validate 

the principles through applying them in cla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eaching 

design principles of Flipped Learning for STEAM were 

presented in ten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divided in 

three categories: goal/communication, sensation/embodiment, 

and active/cooperation. The ten principles include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he principle of goal attainment, the principle of 

visualization, the principle of embodied cognition, the 

principle of multi-sensory media use, the principle of 

convergence,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 the principle of 

activeness,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veness. Each 

principle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Through the two internal validation processes 

involving seven experts, the initial 15 principles have been 

reduced to 10 principles and their contents have changed 

slightly. The external validation was carried out with one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 and 27 students in the 

classroom. Through the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mathematics interest, science interest, and communication in 

students was discovered. In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through interviews of teachers and learners, the students 

were more active in pre-class activities in STEAM with the 

method of Flipped Learning applied in the proposed 

principles.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possible to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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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using new technologies.

Finally, the methodology of development research, Flipped 

Learning applied in STEAM, and the discussions on the 

principles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as well as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Keywords : STEAM, Flipped Learning, Design Principles for 
classroom
Student Number : 2006-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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