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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learning is an instructional design implementing peer instruction by reducing traditional
face-to-face lecturing. However, students tend to be afraid of replacing face-to-face lecturing with
peer instruction.

We applied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o two sections of General Physics

2 for electromagnetism and modern physics. We controlled the ratio of face-to-face lectures to
the entire class meeting hours to be 1/2 for one section (N=288) and 1/3 for the other section
(N=296). Students’ achievements were not statistically distinguished between the two sections.
Students’ satisfaction with lecturing was indistinguishable. However, while students in the 1/3
section prefered peer instruction, those in the 1/2 section were satisfied with instructional design.
According to a correlation analysis, students’ satisfaction correlated with achievements only in
the 1/2 section. Therefore, we conclude that flipped learning is systematically worked in the 1/2
section rather than in the 1/3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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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트 러닝이 적용된 물리 수업에서 면대면 강의의 분량과 수강생의 만족도 및
성취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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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트 러닝은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의 비중을 줄이고 동료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동료 학습이 면대면 강의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수강생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일반물리 2 수업 2개 분반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여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를
평가했다. 두 학기 동안 한 분반은 면대면 강의의 분량이 전체 수업 시간의 1/2이 되게 하고, 다른
한 분반은 1/3이 되도록 조절하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기반의 동료 학습을 시행했다. 학업 성취도는
두 분반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했다. 면대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분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동료 학습 만족도는 1/3분반이, 수업 설계 만족도는 1/2분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1/3분반은 그렇지 않으나 1/2분반은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3분반 보다는 1/2분반에 플립트 러닝이 체계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물리교육, 플립트 러닝, 동료 학습

I. 서 론

온라인 교육 자료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 선
도적인 대학들은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플립트 러닝 (flipped learning) [1,2] 은 학습자가 스스로

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강의들을 웹에 공개하고 있다. 플

수업을 준비하여 강의실 수업에서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립트 러닝의 구조 안에서 교수자는 이를 학습자의 예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대학 수준의 물리학을 가르치는

위한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8–10]. 둘째, 교수

데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3,4]. 플립트 러닝의 기본 구

자의 일방적인 강의 대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조는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 시간 내에 교수자가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교육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적어도

학습자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시의적 학습 (just-

물리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소그룹 문제 풀이와 같은

in-time-teaching)” [5] 과 학습자들이 협업하여 서로의 이

협업적 교육을 경험할 때 [11,12],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해를 돕는 “동료 학습(peer instruction)” [6,7]을 병행하는

혹은 학습자들 간에 연계성 (engagement) 을 형성할 때 [6,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플립트 러닝을 적용한 교실에서 교수

7,13–16], 교과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여

이 분명해졌다. 플립트 러닝의 틀 안에서 교수자의 목표와

스스로 예습하게 한 후,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효과적인 기법들을 적절하게

강의하는 대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컨텐츠를 체화할 수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있도록 동료들과 대화형 수업을 진행한다.

플립트 러닝은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수업에 비해 학습

플립트 러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자가 자유롭게 배움의 과정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 [1].

분명해진다. 첫째, 플립트 러닝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분명한
교육 목표를 전달하고 학습 컨텐츠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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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준비하는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교육적 목표를 설정한다.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준비한 것
을 기반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면이 잠재적으로 플립트 러닝의 불안 요소가 되기
도 한다. 만약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대해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있는 학습이 이뤄지기 어렵
다. 이런 맥락에서 플립트 러닝의 구조 안에 전통적 면대면
강의로 학습자의 준비 정도에 상관 없이 코스의 전반적인
목표가 이뤄지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
므로 학습자의 예습,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 기법, 그리고
전통적 면대면 강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플립트 러닝을
적용할 때 면대면 강의의 역할과 효용을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여 교과목을 설
계하는 교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며, 여러 가지 방향
으로 탐색해야 하는 연구 주제가 된다.
저자들의 선행연구 [4]에서 이미 U대학의 일반 물리 1(대
학 신입생들이 봄 학기에 주로 역학, 열역학을 미적분학 기
반으로 배우는 기초 물리 교과) 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여
2번의 학기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면대면
강의 분량을 주요한 변인으로서 삼았다. 첫번째 학기에는
한 교수자는 200명 규모의 분반에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수
업을 진행했고, 다른 한 교수자는 200명 규모의 다른 분반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고등학교에서
다룬 주제들과 겹치는 중간 고사까지 두 분반의 전체적인
성적 분포가 유사했으나 기말고사에서는 플립트 러닝을 적
용한 분반의 성적이 전통적 강의 중심의 분반의 성적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두번째 학기에는 한 교수자가
200명 규모의 한 분반에는 면대면 강의 분량을 1/2로, 다른
한 분반에는 1/3로 하고 나머지 수업 시간은 소그룹 문제
풀이 중심의 대화형 강의를 진행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에서 두 분반의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립트 러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수업에 적용하면, 면대면 강의의 비
율이 줄어들어도 학습자들의 학습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학습자들에게
다소 새롭고 복잡한 주제들이 주어졌을 때, 플립트 러닝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본 연구를 진
행하게 된 동기이다.
본 논문은 U대학에서 일반 물리 2(대학 신입생들이 가을
학기에 주로 전자기학, 현대 물리학을 미적분학 기반으로
배우는 기초 물리 교과)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한 연구이다.
일반 물리 2는 일반 물리 1에 비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
하기 어렵고, 수학적 표현 너머에 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보통 학생들은 교수자가 면대면 강의로
이러한 주제들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1, January 2021

Table 1. The Class Formats of Two Sections.

Before Class

In Class
After Class

Section
1/2
1/3
Lecture notes, movie clips and
reading materials are assigned.
Quiz tests are given.
Face-to-face lecture:
Face-to-face lecture:
90 minutes
60 minutes
Group discussion :
Group discussion :
90 minutes
120 minutes
Homework problems are assigned.

이것은 전통적 강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플립트 러닝의 기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 물
리 2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였을 때 면대면 강의의 역할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번의 학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각 학기마다
같은 학력 수준의 2개 분반에 면대면 강의 분량을 1/2(이하
1/2분반)과 1/3(이하 1/3분반)로 통제하였다. 수업 형식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은
교수자가 준비한 강의 노트, 영상, 읽기 자료들을 숙지하
고, 퀴즈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실 수업의 전체적인 구
성은 교수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면대면 강의 (face-to-face
lecturing) 와 학생들이 옆에 앉은 2 - 3명의 동료들과 진행
하는 동료 학습 기반의 토론 (group discussion) 이다. 수업
은 일 주일에 2회 진행하였고, 1회는 90분으로 구성되었
다. 1/2 분반은 매회 45분은 면대면 강의에, 나머지 45분은
토론식 문제 풀이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1/3분반은 첫 회
수업의 60분은 면대면 강의에, 나머지 30분은 토론식 문제
풀이에 활용하였다. 두번째 회의 수업은 토론식 문제 풀
이만으로 진행하였다. 한 주간의 모든 수업이 끝나면 연습
문제를 과제로 내주었으며,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풀어 제출하게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면대면 강의의 분량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 면대면 강의의 분량은 학습자의 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방 법
선행연구인 [3] U대학에서 플립트 러닝을 적용한 일반
물리 2의 수업 구조와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수업 구조를
비교하면 Fig.1과 같다.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 오기 전에

Student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Flipped Physics Classrooms Having Different · · · – Heeseung Zoe et al.
Contents Delivery

Self-study

Before Class
Contents Delivery
Summary Lecture

In Class

Unidirectional
Lecture

Peer Instruction/
Group Problem Solving

Individual
Assignment

After Class

Assimilation
Individual
Assignment

Assimilation

<Traditional Lecture Oriented Class>

<Flipped Class>

81

핵심 주제와 과제 문제를 조교와 토의할 수 있는 연습반이
진행되었다.
위에 제시한 2개 분반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기 위해,
학기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활용한다. 학기 별로
시험 문제들은 달랐으나, 같은 학기 내에서는 분반에 상관
없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제시하였다. 두 분반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학기 말에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다. 이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으며, 각각의
요소는 1점에서 5점으로 다섯 단계의 척도로 측정했다.
• 면대면 강의 (L: Lecture) - 수업 시간에 들었던 교수
자의 강의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Fig. 1. (Color online) Comparision of the structures
of traditional lecture oriented class and flipped class.
(Credit: [4])

• 동료 학습 (PI: Peer Instruction) - 수업 시간에 동
료들과 함께 진행한 문제 풀이와 토론 시간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상에서 동영상 강의
와 강의 노트를 학습하고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 퀴즈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학생들은 퀴즈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었고, 정답률이 80% 이상이 되는 결과만 성적에 산출하
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두 가지 형식의 강의를 준비한다.
먼저 예습으로 내어준 컨텐츠를 요약하고 중요한 쟁점을
다시 부각시켜 설명하는 전통적 면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학생들을 3 –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문제
풀이 중심의 동료 학습을 진행한다 [5–7,11,12]. 교수자는
컨텐츠의 핵심 주제를 반영하는 문제를 엄선하여 학생들에
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10-15분 정도 소그룹 내에서 토론하
면서 문제를 푼다. 이때 교수와 조교들은 소그룹들을 옮겨
다니면서 소그룹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컨텐츠와 관
련된 질문에 답한다. 그리고 나면 교수는 학생들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며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주중 2번 교실에서 만나는 동질(같은 학력 수준)의 2개의
분반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고 이 방법을 적용했다.

• 수업 설계 (ID: Instructional Design) - 플립트 러
닝을 기반으로 설계된 수업의 체계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첫째, 한 분반에는 전체 강의 시간에 대해 면대면 강
의의 분량이 1/2, 다른 한 분반에는 1/3이 되도록 유
지했다.
• 둘째, 1/3분반에서 오로지 소그룹 문제 풀이 중심의
강의만 진행하는 주중 두번째 수업의 참여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유를 강조하기로 했고, 이 점은
플립트 러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1].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요소들은 전통적인 물리 강의 형식과
같다. 매주 학생들에게 서술형 문제를 과제로 내주었으며,

첫째, ‘면대면 강의 (L)’ 의 요소는 1/2분반과 1/3분반에
서 각각 학생들에게 면대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를 측정하고자 했다. 두 분반에서 강의한 시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교수자가 같은 내용을 강의했기 때문에, 면대면 강의
비중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동료 학습 (PI)’ 의 요소는 강의의 요소를 대체한
문제 풀이 기반의 동료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
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통해 주어진 지식을 확
인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문제 풀이가 아니라, 강의에서 주
어진 핵심 개념을 세워가고 정련하는 도구로서 동료 학습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 했다.
셋째, ‘수업 설계 (ID)’ 의 요소는 면대면 강의를 줄이고
동료 학습을 늘린 방식이 체계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동작하고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면대면 강의의 분량이 줄어들어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지만, 동료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
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면대면 강의와 동료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수업 구성 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SPSS 21.0 for Windows (SPSS)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1/3분반과 1/2분반의 학업 성취도 및 수업 만족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m, sd),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1/3분반과 1/2분반의 학업 성취도와 수
업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과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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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ents’ Achievements. m and sd stand for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N indicate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ection.
Semester Section

N

1/3
1/2
P -value
t-value
1/3
2nd
1/2
P -value
t-value

140
151

1st

156
137

Midterm Exam
m
sd
54.239 17.868
54.556 16.830
0.876
−0.156
59.740 19.074
61.616 19.360
0.405
−0.834

Final Exam
m
sd
53.828 20.838
57.854 18.171
0.277
−1.088
60.365 21.532
59.970 21.720
0.876
0.156

III. 결 과

해야 한다. 둘째, 이 결과는 학생들이 각 분반에서 직면해야
했던 심리적인 도전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실제 교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강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설
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으며,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수업 만족도 (Students’ Satisfaction)
수업 만족도의 면대면 강의 (L), 동료 학습 (PI), 수업 설
계 (ID) 의 결과를 바교하면 Table 3와 같다. 세 가지 모든

1. 학업 성취도 (Students’ Achievements)

항목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항
목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2에서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결과로 2
개 분반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첫번째 학기는 1/3분반과 1/2분반의 중간고사 성적의 평
균은 1/2분반 (54.556) 이 1/3분반 (54.239) 보다 더 높았으
나 t = 0.15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말고사 성적 또한 1/2분반 (57.854) 이 1/3분반 (53.828)
보다 평균이 더 높았으나 t = −1.088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학기도 마찬가지였다. 중간고사 성적은 1/2분
반 (61.616) 이 1/3분반 (59.740) 보다 평균이 더 높았으나
t = −0.834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말고사 성적도 1/3분반(60.365)이 1/2분반(59.970)보다
평균이 더 높았으나 t = 0.156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한 플립트 러닝은 면대면 강의 분량
에 변화를 주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플립트 러닝의 장점을
지지한다. 즉, 학습의 중요한 과정은 변인이 되었던 면대면
강의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 [4]에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1학기 물리학 수업에 플립트 러닝
을 적용하여 얻은 결론과도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측면이 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본 강의 분량은 1/3과 1/2 정도의 수준이었다.
1/3에서 1/2까지 강의 분량을 줄이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다
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플립트 러닝의 동료 학습과
여러 활동들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을 적용하여 면대면 강의 분량을 이보다 더 줄일
때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보다 세심하게 연구

면대면 강의의 분량이 줄었을 때, 학생들은 동료 학습이 자
신의 학습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
히 면대면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플립트 러닝 기반의 수업 설계보다는 면
대면 강의나 동료 학습의 요소에 보다 더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 학습의 만족도는 면대면 강의가 줄어든 분반
에서 더 높았다. 면대면 강의 만족도(L)는 1/3분반(4.016)
이 1/2분반(3.895)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 = 1.904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
지만 동료 학습 만족도 (PI) 는 1/3분반 (4.158) 이 1/2분반
(4.027) 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016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면대면 강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은 동료 학
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대면 강의가 줄어든 분반에서는 수업 설계에 대
한 불만족이 심화되었다. 수업 설계 만족도(ID)는 1/2분반
(3.812) 이 1/3분반 (3.385) 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t = −5.085 로 유의수준 0.001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면대면 강의가 줄어들면, 학생들은 동료
학습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따라가는 것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지만, 수업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면대면 강의의 요소가 동료 학습의 요소로
전환되더라도 실제적인 학업 성취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다른 요소들보다 수업 설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확실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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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ents’ Satisfaction for L (Lecture), PI (Peer
Instruction) and ID (Instructional Design). m and sd
stand for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N
indicate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ection including
two semesters.
Section

N

1/3
296
1/2
288
P-value
t-value

L
m
sd
4.016 0.787
3.895 0.748
0.057
1.904

PI
m
sd
4.158 0.726
4.027 0.838
0.044
2.016

ID
m
sd
3.385 1.126
3.812 0.887
0.000
-5.08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L,
PI, ID ) and achievement (SA) in 1/3 sections (N=29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L
PI
ID
SA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

L
1
0.410∗∗∗
0.191∗∗
0.018

PI

ID

SA

1
0.273∗∗∗
0.106

1
-0.038

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L,
PI, ID ) and achievement (SA) in 1/2 sections (N=288).∗ :
p < 0.05, ∗∗ : p < 0.01, ∗∗∗ : p < 0.001.

3.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
수업 방식의 각 요소들이 수강생의 학업 성취도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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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I
ID
SA

L
1
0.321∗∗∗
0.296∗∗
0.141∗

PI

ID

SA

1
0.564∗∗∗
0.187∗∗

1
0.216∗∗

1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했다. 여기서 수업 만족도를
확인하는 설문 조사의 문항들은 학기나 분반에 상관 없이
동일했다.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학기별로는 달랐으나, 동일 학기내에서는 분반
에 상관없이 같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반별
학업 성취도를 새롭게 환산했다.
• 모든 학기 각 분반의 기말고사 점수를 중간고사 점수
로 표준화했다. 표본의 숫자가 충분히 많으므로 정
규 분포를 가정하고 기말 고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간 고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되도록 환산했다.
각 분반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를 참고하여 수업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려 하였다. (하지만 Table 2에서
보듯이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아서 환산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 분반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한
학기의 학업 성취도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는 1/3 분반의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사이
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1/2 분반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분반의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는 Table 4에 정리되었다. 면대면 강의와 성적의 상관관
계는 r = 0.018 (p > 0.05), 동료 학습과 성적의 상관관계
는 r = 0.106 (p > 0.05), 수업 설계와 성적의 상관관계는
r = −0.038 (p > 0.05)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3분
반의 수업 만족도는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1/2분반의 수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면대면 강의와 성적의 상관
관계는 r = 0.141 (p < 0.05), 동료 학습과 성적의 상관관
계는 r = 0.187 (p < .01), 수업 설계와 성적의 상관관계는
r = 0.216 (p < .001)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2분반
은 수업 만족도의 모든 요소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면대면 강의, 동료
학습, 수업 설계 순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반과 1/2분반의 수업만족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검
증한 결과, 1/3분반의 수업만족과 성적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으며, 1/2분반의 수업만족과 성적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1/3분반은
그렇지 않지만, 1/2분반은 수업의 요소들에 만족하는 학생
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3분반보다는 1/2분반에 플립트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시스템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2분반의 수업만족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이 결과
에 따르면 플립트 러닝이 적용된 1/2분반의 수업 만족도 중
수업 설계만이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만족은 성적에 긍정적 영향 (β = 3.149, p < 0.05)
을 미치고 있었으며, 1/2분반의 수업만족은 성적 전체 변량
의 5.7% (F = 5.733, p < 0.01) 를 설명하고 있었다.
면대면 강의를 줄이는 플립트 러닝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수업 설계를 다른 요소들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 듯 보이지
만, 바로 이 수업 설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하지만 강의 분량이 다소 높은 1/2
분반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높지만, 강의 분량이 적은 1/3
분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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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students’ satisfaction (L, PI, ID) on students’ achievement (SA) (N=288).
p<0.01, ∗∗∗ : p<0.001.
Explanatory Variable
L
PI
ID
Intercept

Dependent Variables
SA

β
1.769
1.757
3.149
34.036

IV. 결론과 토의

SE
1.530
1.581
1.482
6.863

Beta
.071
0.079
0.150

t
1.156
1.111
2.215∗
4.959∗∗∗

∗

: p<0.05,

∗∗

:

R2

F-value

0.057

5.733∗∗

이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
는다. 첫째, 플립트 러닝을 적용하는 수업에서 전통적인

플립트 러닝을 수업에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학습

면대면 강의의 비중을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

성취도가 향상되거나 적어도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생들은 여전히 스토링텔링 능력이 뛰어난 교수에게서 아름

그와 함께 수업 참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점수화 되지 않

답고 매끄럽게 준비된 강의를 들을 때 보다 긍정적인 학습

는 자기 인식과 평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의해야만 한다.

경험을 한다고 생각한다.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이것

왜냐하면 교육은 점수로 파악되는 적절한 학업 성취도에

은 수업의 질적 요소로서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형성하는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심리 고찰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립트 러닝의 핵심은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를 줄이는
대신, 학생들이 동료 학습 기반의 문제 풀이 및 토론 활동에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다른 기법들
을 시도하기 위해 면대면 강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과목과 주제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고급 물리학 과목의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면, 비록 최종적인 학업 성취도에는 큰 차
이가 없을지라도,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할 때 면대면 강의나 동료
학습과 같은 개별적 요소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몇몇 주제들은 복잡한 수식을 전개하여 긴 호흡의 설명을

그것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수

해야만 한다. 따라서 면대면 강의의 분량을 정하는 것은

학습 설계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세심한 고려를 해야한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교수 학습 작업이다.

오늘날 우리는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

본 논문에서 우리는 대학 신입생들이 두번째 학기에 배우

학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전대미문의

는 기초 물리학 과목인 일반 물리 2에 플립트 러닝을 적용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수자

때 면대면 강의 분량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1/3과

에게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남겨준다. 비대면 강의를 통

1/2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면대면 강의 분량을 조절하면서,

해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학습 효과를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업 만족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높이기 위해 동영상과 과제의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만

상관 관계를 2개 학기 동안 총 4개반의 분반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학습자들이 감내

조사하였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

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 교과

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두 분반의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목들이 늘어간다면, 학생들은 정말 잘 배울 수 있겠는가?

다르지 않았으며, 면대면 강의, 동료 학습, 수업 설계의 세

우리의 연구는 교수 학습 설계를 학습자의 환경과 학습자의

부분으로 이뤄진 수업 만족도도 두 분반 모두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두 분반 사이에 가장 명확한적 차이점은
바로 수업 설계에 대한 만족도였다. 첫째, 1/3분반에 비해

반응에 근거해 매우 세심하게 진행해야 할 것을 함의하고
있다.

1/2분반은 수업 설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1/3
분반은 그렇지 않으나 1/2분반은 수강생의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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