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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플립드 러닝에서 학생들의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지원전략을 탐색한 것이다.  
충남에 소재한 K-대학의 15개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을 조사하여 426명의  데이터로 다변량 분산분석
(MANOVA)을 실시하였다. 학습자 특성으로는 남학생, 고학년, 플립드 러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 이전에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 ‘언제나 수시로’ 동영상 학습을 하는 학생이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교수전략으로는 보충심화형 
플립드 러닝 수업과 자연공학영역에서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지원전략으로, 첫째, 대학
은 여학생, 저학년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둘째, 교수자의 좋은 플립드 러닝 설계와 운영모델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수시로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하고 넷째, 플립드 
러닝 수업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교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학의 효과적인 플립드 러닝 수업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플립드 러닝, 효과인식, 계속의향, 다변량 분산분석, 지원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upporting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students'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in college flipped learning. It was analyzed 426 data b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by examining student's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on 15 flipped learning classes of K-university in Chungnam.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were male, senior 
students, students who knew flipped learning, students who did not have previous experience, and students 
who were learning video at anytime. As a teaching strategy, it was found that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were high in the supplementary deepening flipped learning class and natural science or 
engineering area. As a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ing strategies, First, the university should develop and 
operate flipped class learning strategy program for females and low-grade students. Second, it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good flipped learning design and operation model of instructor. Third, it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online learning contents that students can learn from time to time. Fourth, it 
should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eaching competency to develop and operate flipped learning classe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upport and spread the effective flipped learning classes of the universi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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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한 학습 환경 구축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이 용이해지면서 대학수업에서

도교수자가개발한콘텐츠를활용하는온오프블렌디드

러닝(On-off blended learning)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수업 방식 도입이 활발하다. 또한, 공개코스

웨어(OCW)나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의 급속한 확산은 대학 수업의

플립드 러닝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플립드 러닝은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의 한 형태로 온

라인콘텐츠로미리학습하고오프라인교실수업에서는

학생학습활동중심의구성주의방식으로운영하는것을

말한다. 2009년부터 초등교육에서 시작되고 중등교육현

장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육에서 혁신의 기

제로 활발히 연구되고 수업 현장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1].

플립드 러닝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개념적 정의[2]

와 도입에따른관심도나인식수준을파악하는연구[3],

대학에서의MOOC과의융합방안[4]이 연구되었다. 이러

한연구는점차플립드러닝의수업모형의개발[5], 온오

프연계교수설계전략에관한연구로교육공학적측면에

서의 연구[6]와 플립드 러닝이 학습동기, 만족도, 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7-11]가 이루어지고 있

다. 대학에서의 적용학문 분야로는의학, 공학, 과학, 수

학, 컴퓨터프로그래밍, 교육공학등전공교육과정뿐아

니라 교양영어, 의사소통 교육 등 교양 교육과정에서 광

범위하게플립드러닝을적용한후그효과와경험의사

례를분석한연구가 이루어지고있다[12-18]. 또한, 활발

한플립드러닝연구를반영하듯플립드러닝에대한메

타분석연구가이루어지면서성공적으로적용하기위한

요건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9].

한편,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의 기제로 온

라인 대중공개 강좌와 더불어 플립드 러닝의 도입을 대

학의 전반적인 수업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에 대한 방

안을 고안하여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

내에서의 플립드 러닝은 2012년 KAIST에서 첫 적용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실

제 대학은전공또는교양수업에서플립드러닝도입을

시도하고 일부의 학생들이 플립드 러닝 수업 방법을 경

험하는 초기 실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플

립드 러닝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대학은 무엇을 어떻

게지원해야할지에대한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플

립드 러닝 수업을 진행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플

립드 러닝에 대해 효과적인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플립드 러닝 방식의 수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수학습의 혁신이라고 할

수있는플립드러닝방식을도입한수업을수강한학생

들을 대상으로 학습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학습자 특성

과 교수전략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탐색해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플립드 러닝의 개념과 특성
플립드 러닝의 개념은 활발한 상호작용, 학습자 중심

의활동등을통해기존의전통적교수학습방법의한계

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기본적으로교실밖에서온라인및디지털콘텐

츠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는 과

제, 질의응답, 토론, 팀별활동등학생중심의다양한학

습활동을수행하는교수학습방법이다[20]. 또한, 플립드

러닝은교실에서체험기반학습과심화응용학습을제공

하는것이라할 수있다[21]. 플립드 러닝은교실밖에서

다양한테크놀로지와학습자료로학생들이미리공부하

고, 교실 수업에서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조절학습, 문제기반학습, 체험학습, 토론학습, 탐구학습

등의활동을통해서학습내용을적용하고종합정리하는

활동에 몰입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2 플립드 러닝 선행연구 분석
플립드 러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의 플립드 러닝의

수업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임정훈은대학교육에서플립드러닝의효과적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실제 플립드 러닝

수업 사례를 개발 운영해 보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들

이학생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교육적유용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수업 전 사전학습참여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퀴즈, 질의 및 응답, 팀별 토론, 공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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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활동, 온오프 연계 활동 등은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

한 반면 교수자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과 준비에 두세배

시간을 소요하였다[5].

노혜란, 최미나와 박선희는 대학 플립드 러닝 온라인

콘텐츠의개발유형, 전달유형, 운영유형에따른만족도와

성취도 차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유

형에서는 만족도는 플래시형이 높았으나 성취도에는 차

이가 없었고, 전달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PC형이 시스템

만족도는높았으나성취도에는차이가없었으며, 의무수

강 여부에 따라 만족도의 모든 영역과 성취도에 차이가

있어플립드러닝수업을할때온라인콘텐츠에대한차

별화된 교수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8].

김영학은 대학 교양 교과에서의 플립드 러닝 적용 사

례를 통해 교수자가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학

습 내용과 오프라인 학습 활동을 설계하여 수업을 운영

한결과학생들의수업참여도, 창의적사고력, 자기주도

적학습능력에대한설문을통해압도적인효과가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14].

한편, 시지현은 의대생을 상대로 플립드 러닝이 학습

접근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습자의심층적학습접근방식채택중심층적동기요

인이유의하게증가하여학습자의내재적동기와몰두를

유발하는것으로판단하였으나플립드러닝을다시수강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강의식 수업에 대한 선호도

를 드러내어 플립드 러닝의 도입과 확대를 위한 대학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17].

종합하면, 대학에서의 플립드 러닝은 미래의 대안적

교수학습방법으로플립드러닝의개념과특성을반영한

온오프라인수업이연계된플립드러닝수업이학생들의

만족도를높이고자기주도적학습과창의적사고력향상

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설계역량과이를위한철저한사전준비가필

요하고, 학생은 플립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을

통해높은만족도와성취도를경험해야하므로대학차원

에서어떠한교수학습지원전략이필요한지를모색할필

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연구의대상은충청남도에소재한 K-대학에서온

오프 플립드 러닝 수업 콘텐츠 개발을 지원받아 플립드

러닝 수업을 개설한 15개 교과목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

해 표집되었다. 플립드 러닝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

으로 2017년 6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총 수강생 466명 중 437명이 참여하였고 불성

실한 답변을제외한 4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 배경, 사전인지경험, 동영상 학습주기, 플

립드러닝의학습내용및교수전략특성은다음과같았다.

Variable Items Code N %

Lear

ner

char

ateri

stic

Sex
Male M 201 47.2
Female F 225 52.8

Year

First year 1 32 7.5
Second year 2 207 48.6
Third year 3 93 21.8
Fourth year 4 94 22.1

Previous

recognition

I have no idea ⑴ 86 20.2
I do not know ⑵ 177 41.5
I know ⑶ 135 31.7
I know very well ⑷ 28 6.6

Previous

course

experience

None N 309 72.5
1 subject

Y

86 20.2
2 subjects 23 5.4

More than 3 subjects 8 1.9

Video

learning

cycle

Only test ① 95 22.3
Month1-2 ② 49 11.5
Week1-2 ③ 218 51.2

Anytime ④ 64 15.0

Teac

hing

strat

egy

Flipped

Learning

type

Supplementary

Deepening type
S.D 129 30.3

Problem Solving type P.S 101 23.7
Experimental type EXP 58 13.6
Deep Discussion type D.D 138 32.4

Contents

area

Humanities or Social

Studies
H.S 201 47.2

Natural Science or

Engineering
N.E 175 41.1

Arts Arts 50 11.7

<Table 1> Learner characteristic and teaching strategy

3.2 조사 문항 및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에사용된조사도구는플립드러닝수업과정

에 대하여 학생의 효과인식의 관점과 계속의향 등 학생

요구 관점에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수업운영 적

절성(4)과 효과인식(4), 플립드 러닝수업에대한사전인

지(1)와 사전경험(1), 향후 플립드러닝 수업이운영되었

을 때 학생들의 요구사항으로 적용 교과(1), 학점 분포

(1), 동영상재생시간(1), 온라인플랫폼(1), 학점인정(1)과

계속의향(3), 서술식의견(3), 인적사항(3) 등의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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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고, 효과인식과계속의향에대한문항의척도는

4점척도로 ⑴전혀그렇지않다. ⑵그렇지않다. ⑶그

렇다 ⑷ 매우 그렇다로 하였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는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개발한 문항은 교육공

학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문항의 신

뢰도 Cronbach’s alpha는 효과인식이 .882, 계속의향이

.893으로 나타났고, 전체는 .904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같은자료처리과정을거쳤다. 첫째,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대해빈도, 평균, 표준편차등분석을실시하

였다. 둘째, 플립드러닝수업에대한학생들의효과인식

과 계속의향에 대한 학습자 특성에 따라 배경과 사전인

지경험, 동영상 학습주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학습자 배경 변인의 성(性)과 학년, 사전

인지경험 변인의 사전인지정도와 사전경험정도에 대하

여이원다변량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시

하였고, 학생들의 플립드 러닝 과정인 동영상 학습은 동

영상 학습주기 변인으로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

(One-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플립드러닝

수업에서의교수전략변인으로플립드러닝유형과학습

내용 영역이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대해서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를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사후 검증(Scheffé)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플립드 러닝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플립드 러닝 수업의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의 빈도와 평

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효과인식을

보면, 학습내용이해에도움이되었는지에대해평균 3.33

으로 96.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20으로

89.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21로 91.7%가 긍정적으

로응답하였고수업진행에만족하는지에대해서는평균

3.16으로 84.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Items ⑴ ⑵ ⑶ ⑷ M SD
Helpful for
understanding
contents

4
(.9)

13
(3.1)

249
(58.5)

160
(37.6)

3.33 0.58

Help to solve
learning difficulty

7
(1.6)

36
(8.5)

246
(57.7)

137
(32.2)

3.20 0.66

Improving learning
ability

5
(1.2)

30
(7.0)

263
(61.7)

128
(30.0)

3.21 0.61

Class progress
satisfaction

9
(2.1)

57
(13.4)

216
(50.7)

144
(33.8)

3.16 0.73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Effect Recognition

둘째로 플립드 러닝 수업의 계속의향에서는 이러한

수업이 확대되기를바라는지에대한 물음에평균 3.05로

8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향후 플립드 러닝으로

수업하는 과목을 계속 수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평

균 2.79로 6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플립드 러닝

수업의계속확산을위해선후배에게추천할지에대해서

는 평균 2.88로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Items ⑴ ⑵ ⑶ ⑷ M SD
Expansion of
flipped learning
lessons

9
(2.1)

67
(15.7)

239
(56.1)

108
(25.4)

3.05 0.71

Willingness to
enroll in future
classes

20
(4.7)

125
(29.3)

205
(48.1)

75
(17.6)

2.79 0.78

Recommended for
juniors or
colleagues

19
(4.5)

96
(22.5)

227
(53.3)

82
(19.2)

2.88 0.77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Continuous  Intention

4.2. 학습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4.2.1 학습자 배경에 따른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의 

차이 분석
학습자배경변인에따른효과인식과계속의향의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성(性)에 따른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유의미한차이

가있었으며(Pillai’s Trace=5.577, p<.01), 학년에따른효

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s Trace=5.945, p<.01). 성(性)과 학년간의 상호작

용 변인에서도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5.072, p<.01). 학년

의경우사후검증결과효과인식과계속의향모두 1학년

과 4학년,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4학년 집단간에통계

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학생

들의 배경 변인인 성(性)과 학년에 따라 남학생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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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일수록효과인식과계속의향이높음을알수있다.

Indepen
dent

Dependant
Pillai's
Trace

F df p
Partial
Eta2

Sex

Effect
recognition 5.577

(.004)

10.225 1/417 .001 .024

Continuous
intention

6.973 1/417 .009 .016

Year

Effect
recognition 5.945

(.000)

7.049 3/417 .000 .048

Continuous
intention

11.692 3/417 .000 .078

Sex×Ye
ar

Effect
recognition 5.072

(.000)

9.278 3/417 .000 .063

Continuous
intention

5.536 3/417 .001 .038

<Table 4> Two-way MANOVA of learner background

Depen
dent

Independent N M S.E F p Sheffé

Effect
recogni
tion

Sex
M 201 3.29 .05

10.225 .001 -
F 224 3.08 .04

Year

1 32 3.02 .10

7.049 .000
1<4
2<4
3<4

2 207 3.17 .04
3 92 3.14 .05
4 94 3.42 .05

Continu
ous
intentio
n

Sex
M 201 2.96 .07

6.973 .016 -
F 224 2.75 .05

Year

1 32 2.57 .13

11.692 .000
1<4
2<4
3<4

2 207 2.82 .04
3 92 2.80 .07
4 94 3.22 .07

<Table 5> Difference of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according to 
learner background

[Fig. 1] Differences in effect recognition among 
learner background groups

4.2.2 학습자의 사전인지경험에 따른 효과인식 및 
계속의향의 차이 분석

학습자가 플립드 러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지와플립드러닝수업의수강경험이있는지에따른효

과인식과계속의향의차이를알아보기위해이원다변량

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사전인지정도에따른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illai’s Trace=6.875,

p<.01). 사전경험여부에따른효과인식과계속의향에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illai’s Trace=8.724,

p<.01), 사전인지수준과 사전경험여부의 상호작용 변인

에서는효과인식과계속의향에유의미한차이가나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759, p>.01). 사전인

지 수준의 경우 사후검증 결과 효과인식에서는 모두 ⑴

전혀 알지 못하는 집단, ⑵ 알지 못하는 집단, ⑶ 알고

있는집단과⑷매우잘알고있는집단간의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계속의향에서는 ⑴ 전혀 알

지못하는집단이⑵알지못하는집단, ⑶알고있는집

단, ⑷매우잘아는집단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경험여부는 플립드 러닝 수

업을경험하지못한집단이효과인식과계속의향에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결과적으로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Dependant
Pillai's
Trace

F df p
Partial
Eta2

previous
recognition

Effect
recognition 6.875

(.000)

8.407 3/417 .000 .057

Continuous
intention

8.095 3/417 .000 .055

previous
experience

Effect
recognition 8.724

(.000)

17.413 1/417 .000 .040

Continuous
intention

7.925 1/417 .005 .019

Prevous
recognition
×

experience

Effect
recognition .759

(.603)

.638 3/417 .591 .005

Continuous
intention

.259 3/417 .855 .002

<Table 6> Two-way MANOVA of previous  recognition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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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
ent

Independent N M S.E F p Sheffé

Effect
recogniti
on

Previous
recognition

⑴ 86 3.06 .08

8.407 .000
⑴<⑷
⑵<⑷
⑶<⑷

⑵ 176 3.10 .05
⑶ 135 3.20 .05
⑷ 28 3.64 .10

previous
experience

N 308 3.40 .04
17.413 .000 -

Y 117 3.10 .06

Continu
ous
intention

Previous
recognition

⑴ 86 2.52 .10

8.095 .000
⑴<⑵
⑴<⑶
⑴<⑷

⑵ 176 2.89 .07
⑶ 135 2.96 .06
⑷ 28 3.25 .13

previous
experience

N 308 3.03 .05
7.925 .005 -

Y 117 2.78 .07

<Table 7> Difference of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according to 
previous recognition and experience

[Fig. 2] Differences in continuous intention between 
prior recognition and experience groups

4.2.3 동영상 학습주기에 따른 효과인식 및 계속의
향의 차이 분석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학생들의 동영상 학습주기에

따른효과인식과계속의향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일

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영상 학습주기에

따른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illai’s Trace=104.304, p<.01). 동영상 학습주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사후검증 결과 효과인식에서는 ① 시

험기간 때만 학습하는 집단은 ③ 주1-2회 하는 집단과

④언제나수시로하는집단간차이가있었고, ②월1-2

회 학습하는 집단과 ③ 주1-2회 학습하는 집단은 ④ 언

제나 수시로 학습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p<.01), 계속의향에서는 ① 시험기간 때만 학습하는 집

단, ② 월1-2회 학습하는 집단, ③ 주1-2회 학습하는 집

단과 ④ 언제나 수시로 학습하는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학생들은 플립드 러닝

수업과정에서 교수자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동영상학습

을 예습 또는 복습에 활용하였는데, 시험기간 때만, 월

1-2회, 주 1-2회학습하는학생들보다언제나수시로학

습하는 학생이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Indepen
dent

Dependant
Pillai’s
T

F df p
Partial
Eta2

Video
learning
cycle

Effect
recognition 104.304

(.000)

4860.586 4/421 .000 .979

Continuous
intention

2478.891 4/421 .000 .957

<Table 8> One-way MANOVA of video learning cycle

Depend
ent

Independent N M SD F p Sheffé

Effect
recogniti
on

①Only test 94 2.91 .50

4860.586 .000

①<③
①<④
②<④
③<④

②Month1-2 49 3.17 .46

③Week1-2 218 3.19 .51

④Anytime 64 3.85 .32

Continu
ous
intention

①Only test 94 2.60 .58

2478.891 .000
①<④
②<④
③<④

②Month1-2 49 2.82 .54

③Week1-2 218 2.85 .65

④Anytime 64 3.63 .52

<Table 9> Difference of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according to 
video learning cycle

[Fig. 3] Differences in continuous intention according 
to video learn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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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수전략에 따른 효과인식 및 계속의향의 차

이 분석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 사용된 교수전략으로 플립드

러닝유형과학습내용에따른효과인식과계속의향의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플립드 러닝 유형에 따른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illai’s Trace=3.224, p<.01),

학습내용에따른효과인식과계속의향에는유의수준 .05

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01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2.646, .01<p<.05).

플립드러닝유형과학습내용영역의상호작용변인에서

는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6.050, p<.01). 플립드 러

닝유형에따른집단간차이에대한사후검증결과효과

인식에서는 보충심화형(S.D)과 실험실습형(EXP) 집단

간, 심화토론형(D.D)과 실험실습형(EXP) 집단 간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계속의향에

서는보충심화형(S.D)과 실험실습형(EXP) 집단 간, 보충

심화형(S.D)과 심화토론형(D.D) 집단 간, 문제풀이형

(P.S)과 실험실습형(EXP)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있었다(p<.05). 또한, 학습내용에 따른효과인

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계속의향에

서는 인문사회영역(H.S)과 자연공학영역(N.E) 간, 예술

영역(Arts)과 자연공학영역(N.E)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p<.01). 교수전략 변인은 교과목의 특

성과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교수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플립드 러닝 유형으로는 보충심화형 플립드 러닝이, 학

습내용 영역은 자연공학영역이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ndepend
ent

Dependant
Pillai's
Trace

F df p
Partial
Eta2

Flipped
learning
type

Effect
recognition 3.224

(.004)

3.141 3/416 .025 .022

Continuous
intention

6.285 3/416 .021 .023

Learning
area

Effect
recognition 2.646

(.032)

1.421 2/416 .243 .007

Continuous
intention

5.232 2/416 .006 .025

Flipped
learning
type ×
Learning
area

Effect
recognition 6.050

(.000)

11.992 3/416 .000 .080

Continuous
intention

6.885 3/416 .000 .047

<Table 10> Two-way MANOVA of teaching strategy

Depend
ent

Independent N M S.E F p Sheffé

Effect
recogniti
on

Flipped
learning
type

S.D 128 3.22 .08

3.141 .025
S.D>EXP
D.D>EXP

P.S 101 3.23 .06
EXP 58 2.83 .08
D.D 138 3.27 .06

Learning
area

H.S 201 3.21 .04
1.421 .243 -N.E 175 3.20 .05

Arts 49 2.96 .12

Continu
ous
intention

Flipped
learning
type

S.D 128 2.95 .10

3.285 .021
S.D>EXP
S.D>D.D
P.S>EXP

P.S 101 2.99 .07
EXP 58 2.52 .10
D.D 138 2.83 .07

Learning
area

H.S 201 2.87 .05
5.232 .006

H.S<N.E
Arts<N.E

N.E 175 2.97 .06
Arts 49 2.53 .15

<Table 11> Difference of effect recogni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according to 
teaching strategy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특성과

교수전략에 따라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차원

에서의 지원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생의배경변인인성(性)과 학년은남학생일수

록, 고학년일수록효과인식과계속의향이높게나타났다.

이는 플립드 러닝 수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테크놀로지

활용과다양한수업의방식으로인해테크놀로지활용능

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학생과 아직 대학 수업에 익숙

하지않는저학년이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는테크놀로지활용능력과적극적참여학

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만의 학습전략이 부족

한 저학년을 위해서는 대학 수업의 다양한 전략들을 배

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플립드 러닝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플립드러닝수업방식은미리알고있

을수록, 플립드 러닝 수업 경험은 없을수록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은높게나타났다. 이는교수방법의혁신이라는

플립드 러닝이 대학에 도입되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학생이미리인지하도록해야함을의미한다.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 사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플립드 러닝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실제 수업에

서의학습활동을어떻게해야하는지등다양한학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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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 한편, 플립드러닝수업을

1과목이라도경험한학생보다사전경험이없는학생들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새로운 수업방법에 대한 신기성 효과

와 더불어 플립드 러닝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음을의미한다. 이것은또한, 기존의플립드러닝수

업의경험이좋은학습경험으로기억되지못했다고해석

할수도있다. 이는선행연구에서플립드러닝수업을경

험한학생이플립드러닝수업보다강의식수업을더선

호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17]. 새롭게 경험하는 플

립드 러닝을 학생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교수자를위한수업설계및운영전략등수업모

델 개발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플립드러닝수업에서학생들의동영상학습주

기는 언제나 수시로 학습하는 경우가 시험기간 때만 하

는 학생보다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플

립드러닝수업의가장큰특성이라고할수있는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수업 전후 학습의 활용 전략과 관련된

다. 매력적이고 양질의 동영상 학습 콘텐츠의 개발과 자

주 동영상을 학습하도록 정교한 온오프 학습 활동 전략

을수립해야할것이다. 또한, 교수자가설계개발한플립

드 러닝 수업 모형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전략변인으로플립드러닝수업유형

중에서보충심화형플립드러닝이, 학습내용영역으로는

자연공학영역이 효과인식과 계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플립드러닝유형과학습내용과의상호작용효과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 내용적 특성에

따라플립드러닝유형을정하고이에따른수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의 플립드 러닝 수업 유형에

대한 이해와 교과목 설계에서부터 단위 수업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교수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6]. 플립드

러닝수업을실행하기위해교수자는테크놀로지를활용

한학습콘텐츠개발능력을갖추어야할것이며, 개발된

학습 콘텐츠를 어느 시점에서 학습하게 할 것인지, 학습

여부를 언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온라인 콘텐츠를 통

해 학습된 상황에서 교실 수업에서는 어떻게 학생 활동

을운영할것인지등수업의설계역량을갖추어야할것

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

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수법 연구 모임을 지

원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 플립드 러닝의 수업 효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교과영역에서의 수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플립드러닝은전공및교양교과목등거의모든교과목

에적용될수있는방법으로교과목의특성을고려한학

문영역별 플립드 러닝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

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내플립드러닝수업을확산하기위한체계

적 논의와 더불어 효과적인 운영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플립드 러닝 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학습과 오프

라인 교실 수업이 융합된 교수학습방법이다. 따라서 온

라인 대학교육정책과 콘텐츠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수업

확산을 위해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학은 교수학습

의 혁신의 기제로 언급되는 플립드 러닝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의연구를통하여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단

계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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