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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SW⋅AI는 더 이상 전공자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A대학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정보기술 활용 역량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2021년도부터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

을 개설하여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SW교육 특성상 학습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학습이 유지되어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SW기초 교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SW기초 교양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교적 효율적인 플립러닝 교수법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 후 수강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수업에 

대한 참여도,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도, 만족도, 학습 자료 적절도, 과제 및 퀴즈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하였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에듀테크 활용은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설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의미있

는 수업 설계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정보기술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SW기초 교양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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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이다. 말하기, 쓰기, 셈하기에 이어 프로그래밍은 디지

털 시대의 필수 기본 도구가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

래밍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수많은 분야에서 소프트웨

어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을 깨워주는 스마트폰 알람에서부터 잠들 때까지 

즐겨보는 SNS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지 않

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미래 세상에서 요구하는 국제 

인재는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가공하고 직접 만들 수

도 있어야 한다. 이에 세계는 미래 세상을 이끌 국제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 또는 

소프트웨어에 민감한 나라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유치

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SW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5년부터 소프트웨

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전 국민 SW⋅AI 교육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사람만 배우는 기술이 

아닌 것이다. 대학에서도 전공자여야만 배울 수 있었던 SW

교육을 SW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교생 대상의 SW

기초 교양교육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대학에서 전교

생 대상의 SW기초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오경선, 장은

실, 2021: 769-778; 장은실, 오경선, 2021: 125-151).

A대학에서도 시대에서 요구하는 국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도부터 신설된 교과목을 통해 SW기초 교양교

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비대면으로 SW교육을 진행해야만 했다. SW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상당수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SW기초 교양교

육을 진행하고 온전한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SW와 친숙하지 않은 다양한 전공

의 학생들에게는 SW교육의 동기부여 자체가 쉽지 않고 

SW교육 특성상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하여 참여도가 지속되

어야만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온라인 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형태가 가장 많은

데, 각 수업방식의 장점들을 반영하여 플립러닝 교수법에 

적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학기에는 학습 동기부여와 

수업 참여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에듀테크를 추가 활용

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에 SW기초 필수

교양 교과목을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으로 설계

하여 운영하였다.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설문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 2학기에 운영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

생들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수업 내실화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SW기초 교양교육

신기술 보유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공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

명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SW로 구현되어 있다. 즉, SW⋅AI 

교육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가 되는 교육이다.

미국은 2011년 컴퓨터학회(ACM)와 컴퓨터과학교사

협회(CSTA)라는 민간 기관에서 K-12 컴퓨터과학 교육과

정 표준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기본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SW⋅AI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AI발전연합

회(AAAI)와 컴퓨터과학교사협회(CSTA)는 공동으로 초⋅

중등학교의 AI교육을 위한 AI4K12(AI for K-12 Students)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였다. 유⋅초⋅중등학교(K-12) AI교육

을 위한 지침,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표준 교육과정,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실, 오경선, 2021: 125-151).

영국은 2014년부터 “컴퓨팅” 교육으로 전환하여 1학년

부터 12학년(5세~16세)의 모든 학년에서 “컴퓨팅”을 필수

로 교육하기 위해 독립 교과로 지정하였다. 영국은 초⋅중

등학교에서 AI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Machine Learning 

for Kids” 사이트를 개발하여 AI 문해력을 습득하도록 하였

다. 영국 초등학교는 2016년부터 AI가 적용된 TSL(Third Space 

Learn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AI 

교사”의 학습자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교육 운

영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장은실, 오경선, 2021: 125-151).

일본은 2021년 3월부터 “정보”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하

고 2025년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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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통계처리, 데이터과학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는 SW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일본의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장은실, 오경선, 2021: 125-151).

중국은 2000년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정보기술 교

육”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교과

로 규정하고 교과서를 편성하였다. AI교육의 필요성에 따

라 2017년 초⋅중⋅고등학교에 AI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유치원부터 초⋅중등교육, 직업교

육까지 AI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중국 정부는 SW⋅AI 교

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점점 많은 국가에서 SW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장은실, 오경선, 2021: 125-151).

한국도 2015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SW⋅AI 교육 강화를 시작하였다(오경

선, 장은실, 2021: 769-778; 장은실, 2020: 137-148).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는 34시간에서 자율시수를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도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

목을 편성하도록 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SW⋅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있다(전자신문, 2021).

2015년도부터 SW중심대학을 통하여 SW 전문 인력 양

성, SW 인력 양성 저변 확대,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SW 

특화 교육환경 구축, SW 가치 확산 등을 실현하기 시작했

다. 2019년도에 선정된 대학교부터는 SW 교육 혁신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함께 AI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AI 융합 

인력 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장은실, 2020: 137-148). AI 핵심 지식과 융합 역량을 갖춘 

선도 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는 AI 대학원을 

선정하여 AI 석학 배출, AI 전공 교수진 확충, AI 중심 

특화 교육체계 구축, 전교생 대상 AI 교육 확산 등을 운영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SW⋅AI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막

대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SW기초 교양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대학교에서는 전교생 대상의 

SW기초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오경선, 장은실, 2021: 

769-778).

2.2. 플립러닝 교수법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미국 과학교사 존 버그

만(Jon-Bergmann)과 에런 샘(Aron Sams)이 제안한 수업 

모형이다. 플립러닝은 학습 내용에 적용하는 과제 활동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이라고 불리며, 녹화 강

의를 먼저 수강한 후에 교실 수업에서 녹화 강의에서 부족

한 부분을 다른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

는 활동을 수행한다.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해 사전 학습을 

한 후에 본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교실 수업에 비하여 다양한 디지털 매체

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활동을 하게 되어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 동기부여 

및 흥미 유발에 효과가 있다(남선우, 2020: 1677-1691; 

윤승배, 양승혁, 박현순, 2021: 29-38).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강의실에서 진행했던 토론 및 심화학습의 형태

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설계한 플립

러닝 수업 모형을 변형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일반

적으로 사전 학습은 기존 방식의 녹화 강의로 진행하지만 

본 수업과 사후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기존 대면 수업에서의 플립러닝 교육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플립러닝 운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3. 에듀테크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을 합성한 단어이다. 교육 환경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교육 환경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위키

피디아, 2022).

인터넷 기술 기반의 이러닝(E-Learning)은 시간과 공간

의 효율성을 높여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면 에듀테

크는 온라인 환경 이상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개별 맞춤형, 적응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즉 에듀테크는 이러닝의 온라인 교육 중심에서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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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동기부여 및 흥미를 

지속시켜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효과적이다(남선우, 

2020: 1677-1691; 윤승배, 양승혁, 박현순, 2021: 29-38).

에듀테크의 대표 특징으로 첫째, 항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ICT 기술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

하여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개별 맞춤

형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선행 학습 및 인지 능력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 패턴과 상황을 분석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학습 상황을 제공하게 되면 학습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실제적이고 몰입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지속성이 필요하다. 학습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다.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실제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에 몰입하여 학습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초연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에듀테크는 

교수자에서 학습자에게 중심이 이동되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학습자를 학습에 참여시키고, 시간을 초월

하여 활발하게 상호소통의 학습이 가능하다(남선우, 2020: 

1677-1691; 윤승배, 양승혁, 박현순, 2021: 29-38).

학습 동기부여 및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

절하게 에듀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수업

에서는 에듀테크의 기술 도입이 더욱더 절실하게 대두되

었다.

3. 연구 내용

3.1. 연구 대상

A대학교는 정보 및 기술 활용 역량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1년도에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을 새롭게 신

설하였다. 충청캠퍼스와 고양캠퍼스에 각각 학기별로 10

개 분반씩, 총 40개 분반을 개설하여 2021년도에 입학한 

1652명의 수강생에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강좌를 2학기에 수강한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받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소속 학부별 수강생과 설문 응답자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3.2. 연구 방법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은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배

우는 교양임을 고려할 때, 본 교과 수강 후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어려

울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은

데, 이를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학습자들의 기술 

감수성이 높아지고 기술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부여

는 있는 상황이지만, 교양 수준이라도 비전공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학습욕

구를 지속할 수 있는 보조 교육 방식이 필요하였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경험

한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혼용하여 플립러닝 교수법

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여 플립러닝 수업을 설계하

였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본 연구자의 SW기초 필수교양 

강좌를 수강한 320명에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하였고, 운영 결과를 통하여 SW기초 교양교

육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3.3.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

러닝 수업 설계 및 운영

플립러닝의 사전 학습은 녹화 강의로 진행하였고 과제

를 부여하는데 여러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

도록 하였다. 학업 및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

학부 수강생 설문 응답자

건축토목공학부 11명 9명 (82%)

경찰경호학부 17명 13명 (76%)

공연예술체육학부 76명 43명 (57%)

글로벌비즈니스학부 18명 14명 (78%)

문화콘텐츠학부 74명 45명 (61%)

바이오융합학부 1명 1명 (100%)

보건복지학부 12명 9명 (82%)

사범학부 41명 32명 (78%)

소프트웨어공학부 37명 25명 (68%)

애완동물학부 1명 1명 (100%)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32명 18명 (56%)

합계 320명 210명 (66%)

<표 1> 수강생 및 설문 응답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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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직접 도와주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1:1채팅방을 운영하여 개별적

으로 지도하였다. 본 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하였

는데, 사전 학습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심화 및 응용문

제를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사례를 공유

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 결과물 중에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온라인 학습 활동지 패들렛에 

공유하였다. 공유된 학습 결과물들은 본 수업에서 함께 

보면서 줌 주석 기능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보충 설명하였다. 여러 학생들의 의미있는 

사례 또는 심화 및 응용 도전 학습 결과물을 명예의 전당

이라는 제목의 패들렛에 공유함으로써 학습 동기부여 및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후 학습은 패들렛

에 공유된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관찰하

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법을 확인하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

목은 15주 중에서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4주 동안 2차시씩 

총 28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플립러닝의 사전 학습은 1차

시에 녹화 강의로, 본 수업은 2차시에 온라인 화상 강의로 

진행하였다. 매주 2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에 대하여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설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그림 

1]은 플립러닝 수업 운영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플립러닝 

수업 설계에 활용한 에듀테크를 상호작용 활동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매 주마다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퀴즈를 진행하

였고, 프로그래밍 실습 형태의 과제를 수행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말고사를 

통해 총괄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으

로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주차별 수업 내용

에 따른 교육 방법과 학습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주차별 

수업 안내서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림 1] 플립러닝 수업 운영 과정

구분 1차시 (사전 학습, Pre-class) 2차시 (본 학습, In-class)

목표
- 주요 학습 내용 이해

- 학습 내용 중심으로 주어진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
- 심화 및 응용문제에 도전하여 해결

교수자 중심 활동

- 개념적 내용의 이론 강의

- 프로그래밍으로 문제해결 과정 실습 강의

- 강의 교안 제공

- 사전 학습 내용 점검 및 보충, 심화 및 도전 학습 안내

학습자 중심 활동
- 학습 내용 수강 및 이해

- 문제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실습하여 해결 후 제출

- 사전 학습 내용 확실히 숙지

- 심화 및 응용문제를 능동적으로 도전하여 해결

<표 2>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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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2021학년도 2학기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14주에 시행한 학기말 설문의 응답 

자료(응답자 총 210명)이다. A대학교에서는 SW기초 필

구분 적용 과정 활용 에듀테크 상호작용 활동내용

사전 학습

(Pre-class)

녹화 강의 제작
Ever Lec, Gom Mix, 

MS-PowerPoint

강의 콘텐츠 제공 LMS
- 교수는 주차별 녹화 강의 탑재

- 학생은 기간 내에 녹화 강의 수강 및 학습

사전 학습 관리
LMS, 카카오톡 

1:1채팅방
- 카카오톡 1:1채팅방을 운영하여 사후 학업에 대한 어려움 발생 시 개별 지도

본 학습

(In-class)

수업 운영 줌(Zoom) - 줌에서 음성, 채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진행

본 학습 관리 패들렛(Padlet), LMS

- 패들렛에 업로드 된 지난 주차 과제에서 핵심 내용을 보충하여 능동적으로 학습내용을 

심화 및 도전할 수 있도록 함

- 질의응답 시간에 줌 주석 기능을 이용하여 상호작용 활동을 하며 학습 참여 최대화

- 학습내용 점검용 퀴즈는 LMS에서 진행

사후 학습

(Post-class)

평가 및 피드백 LMS - LMS에 제출된 과제 평가 및 피드백

학습내용 공유 패들렛(Padlet) - 제출 과제에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패들렛에 업로드하여 공유

사후 학습 관리
LMS,

카카오톡 1:1채팅방
- 카카오톡 1:1채팅방을 운영하여 사후 학업에 대한 어려움 발생 시 개별 지도

<표 3> 플립러닝 수업 설계에 활용된 에듀테크

주차 학습 주제 강의 내용 교육 방법 학습 점검 및 평가

1 컴퓨팅 기반 문제해결 OT
- 왜 파이썬인가?

- SW와 변화하는 세상
강의, 문제해결 - 과제1

2 컴퓨팅 사고와 문제해결
- 컴퓨팅 사고 이해, 컴퓨팅 사고 4단계

- 알고리즘 이해와 표현
강의, 문제해결 - 퀴즈1

3 파이썬으로 하는 문제해결
-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

-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 및 실행 구조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2

- 과제2

4 순차구조와 문제해결(1)
- 변수 개념, 산술 및 문자열 연산자

- 표준 입력과 출력 함수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3

- 과제3

5 순차구조와 문제해결(2)
- 기본 자료형, 대입 연산자

- 표준 출력 함수의 다양한 출력 형태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4

- 과제4

6 자료 형태와 문제해결(1)

- 순서형 컬렉션 자료형 이해

- 리스트 이해, 리스트 제어함수

- 튜플 이해, 튜플 제어함수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5

- 과제5

7 자료 형태와 문제해결(2)

- 비순서형 컬렉션 자료형 이해

- 딕셔너리 이해, 딕셔너리 제어함수

- 세트 이해, 세트 제어함수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6

- 과제6

8 순차구조와 문제해결(1)
- 관계 및 논리 연산자, 조건식 표현

- if~else, if~elif~else, 중첩 if~else 등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7

- 과제7

9 순차구조와 문제해결(2)
- 선택문과 자료구조 활용

- 중첩 선택문 활용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8

- 과제8

10 반복구조와 문제해결(1)
- 반복문 개념 및 필요성

- while, for, break, continue 등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9

- 과제9

11 반복구조와 문제해결(2)
- 반복문과 자료구조 활용

- 중첩 반복문 이해, 중첩 제어문 활용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10

- 과제10

12 제어문 종합 활용 문제해결
- 커피 자판기 프로그램 문제해결

- 스마트폰 연락처 프로그램 문제해결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11

- 과제11

13 특정 작업의 수행과 문제해결(1)
- 함수의 개요

-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 함수 호출 등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 퀴즈12

- 과제12

14 특정 작업의 수행과 문제해결(2) - 함수의 변수 유효 범위 등 강의, 실습,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15 기말고사 총괄 평가

<표 4> 주차별 수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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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양 교과목으로의 운영 첫 해이고, 향후 대학핵심역량

의 정보 및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강의 평가와는 

별도로 본 교과목에 대한 학생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

다. 해당 설문은 구글 설문 주소를 공유하여 수강생들이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7점 척도형(매

우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결과는 기술통계로 제시하고 개방

형 질문의 응답 결과는 범주화 작업으로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3.5. 설문 방향 설정

대학 SW기초교육 효과성 측정 도구(홍성연, 구은희, 

신승훈, 이택균, 서주영, 2021: 37-46)를 토대로 에듀테크

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에 

대한 성실도,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도, 만족도, 학

습지원 적절도로 설문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폐쇄

형 문항을 통하여 본 교과목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고, 개방형 문항을 통하여 받은 추가 의견은 범주화 작업

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폐쇄형 설문 문항은 다음 <표 

5>와 같고, 개방형 설문 문항은 <표 6>과 같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을 에듀테크를 활

용한 플립러닝 수업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도, 만족도, 학습지원 적절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정보기술 

분야 교양 교과목에서 학습욕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을 제공하는데 의미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4.1. 폐쇄형 설문 분석

본 교과목에 대한 주요 설문에 앞서 수강생들의 수업 

성실도를 확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수강생들의 80.0%

는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14.8%는 보통으

로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성실히 참여하지 않

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수강생들이 스스로를 비교적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37.6%가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없다고 응답했고, 19.5%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42.9%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수업에 대한 이해

도는 다른 항목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SW 경험이 적은 비전공자가 많은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77.1%가 흥미롭다고 응답했고, 

14.8%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흥미롭지 않다

고 응답했다. 비전공자의 경우 SW 사전 경험이 부족하여 

이해는 쉽지 않지만 비교적 수업 내용은 흥미로워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수업에 대한 유익도는 82.9%가 유익하다고 응답했고, 

11.9%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익하지 않다

고 응답했다. 이는 원해서 수강한 과목은 아니지만 많은 

수강생들이 전반적으로 유익한 수업으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수업에 대한 추천도는 72.4%가 추천한다고 응답했고, 

19.5%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추천하지 않는

다고 응답했다. 보통으로 응답한 수치를 포함하면 비교적 

높은 추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번호 설문 내용

1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3 수업은 흥미로웠다.

4 수업은 유익했다.

5 수업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6 전반적으로 이 수업이 만족스럽다.

7 수업에서 제공된 학습 자료는 적절했다.

8 수업에서 제공한 과제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 수업에서 진행한 퀴즈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표 5> 폐쇄형 설문 문항

번호 설문 내용

1
SW기초교육 외에 SW관련 교양교과에서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2 수업에서 아쉬웠던 부분

3 수업에서 느낀 점

<표 6> 개방형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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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만족스럽지 않

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수강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수업 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90.0%가 적절하다고 응답

했고, 7.6%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플립러닝 수업에 활용한 에듀테크의 

모든 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수업에서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는 89.0%가 학습에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8.6%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매주 부여

한 과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수업에서 진행한 퀴즈에 대해서는 83.8%가 학습에 도

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10.5%는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매주 진행

한 퀴즈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본 교과목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수업 이해도, 흥미

도, 유익도, 만족도 모두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난 이해도는 SW기초교육에서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학습 효과 

또한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

목에 대한 성실도,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도, 만족

도, 학습지원 적절도에 대하여 설문 문항별 7점 척도의 

응답 수치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SW기초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기술 역량 강화 

및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이다. SW기초교육의 교육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효과성 

측정도구(홍성연, 구은희, 신승훈, 이택균, 서주영, 2021: 

37-46)를 사용하여 수업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도, 

만족도, 학습지원 등을 확인하였다. 학습지원, 만족도, 유익

도, 흥미도, 추천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공된 

학습 자료의 적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플립러닝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진행했던 과제와 퀴즈가 부담스러웠을 

[그림 2] 수업 성실도

[그림 3] 수업 이해도

[그림 4] 수업 흥미도

[그림 5] 수업 유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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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었는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이 긍정적으로 작

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수업 이해도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평균과 가장 높은 표준 편차가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으나,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 특성상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SW에 대한 

사전 학습 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W

기초교육에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SW관련 전공자들보다 비전공자들에게 나타

난 낮은 평균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강, 세분화

된 SW기초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하겠다.

4.2. 개방형 설문 분석

질적인 분석을 위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여 범주화 

작업으로 항목을 추출했고, 향후 SW기초 교양교육 개선 

방안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주별 

응답 건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SW기초교육 외에 SW관련 교양교과에서 다루었

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없음 또는 무응답”이 141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폐쇄형 설문에서 확인했던 수업

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SW 관련하여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래밍 관련한 응답이 36건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도 다루었으면 하는 SW관련 교양교과에 대한 다양한 의

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그림 6] 수업 추천도

[그림 7] 수업 만족도

[그림 8] 학습 자료 적절도

[그림 9] 과제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

[그림 10] 퀴즈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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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쉬운 점 없음 또는 만족함”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폐쇄형 설문에서 확인했던 수업에 대한 만족

도와 어느 정도는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쉬

웠던 부분에 대하여 어렵거나 다루는 내용이 많다는 응답

이 25건으로 많았다. 이는 앞서 확인했던 수업 이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의견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

움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어

렵다고 하는 의견과 함께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SW에 대한 다양

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SW기초 필수교

양 교과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W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체계적인 SW기초교육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에서 느꼈던 점에 대한 질문

에 “만족함, 유익했음, 재밌었음, 감사함”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폐쇄형 설문에서 확인했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유익도, 흥미도와 어느 정도는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느낀 점에 대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30건

으로 많았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좋았다는 의견은 15건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느낀 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능력 차이에 따른 분반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전공 또는 계열별로 수업

이 진행되어야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수강생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미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4.3.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

러닝 수업에 대한 성찰

SW기초교육의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 

번호 의견 내용 건수

1 아쉬운 점 없음 또는 만족함 155

2 어려웠음, 다루는 내용이 많음 25

3 대면 수업이 아니었던 점 16

4 실시간 수업의 필요 또는 불필요 6

5 짧은 퀴즈 시간, 퀴즈 어려움 5

6 다양한 예시, 더욱 상세한 설명 2

7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2

8 다음 심화 단계 과정 필요 1

9 시험 대신 재미있는 형태의 대체 평가 진행 1

<표 9> 수업에서 아쉬웠던 부분

문항
전체

평균

전체

표준편차

전공(N=25)/비전공

(N=185)별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업 참여도 5.50 1.246
전공 5.72 1.137

비전공 5.47 1.260

수업 이해도 3.92 1.801
전공 5.08 1.706

비전공 3.76 1.759

수업 흥미도 5.42 1.365
전공 6.16 0.850

비전공 5.32 1.392

수업 유익도 5.69 1.285
전공 6.44 0.768

비전공 5.58 1.308

수업 추천도 5.40 1.394
전공 6.04 1.136

비전공 5.31 1.406

수업 만족도 5.81 1.253
전공 6.44 0.821

비전공 5.72 1.279

학습 자료 적절도 6.14 1.083
전공 6.48 0.823

비전공 6.09 1.107

과제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
6.01 1.098

전공 6.48 0.770

비전공 5.95 1.122

퀴즈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
5.82 1.269

전공 6.40 0.866

비전공 5.75 1.296

<표 7>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 설문

결과 (N=210)

번호 의견 내용 건수

1 없음 또는 무응답 141

2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 앱 또

는 게임 개발 등
36

3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
12

4 웹사이트 제작 2

5 SW 또는 HW 기초 2

6 컴퓨터 그래픽 과정 2

7 OA, 자격증 과정 2

8 정보보호 분야 1

9 IOT관련(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1

<표 8> SW기초교육 외에 SW관련 교양교과에서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번호 의견 내용 건수

1 만족함, 유익했음, 재밌었음, 감사함 157

2 어려운 편임 30

3 새로운 것을 배워서 좋았음 15

4 매주 퀴즈가 유익했음 또는 부담됨 3

<표 10> 수업에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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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중요하다. 사후 학습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적 도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진행했던 학습 결과물 중에

서 의미있는 사례 및 심화 도전 문제 결과물을 패들렛에 

공유하였다. 공유된 다른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을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법을 확인하면서 

학습욕구가 자극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패들렛에 공유된 

사례들을 활용하여 과제를 응용하여 제출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볼 때 패들렛 활용이 학습욕구 증진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패들렛에 

공유된 의미있는 학습 결과물(일부)은 다음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패들렛에 공유된 학습 결과물은 본 학습의 실시간 수업

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보면서 보충 설명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높은 관심과 함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의 상호소통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 본 학습의 실시간 수업에서 질문을 하면 줌 주석 기능

으로 응답을 받아 소통하였고, 수업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 

1:1채팅방으로 상시 소통을 진행하였다. 줌 주석 기능을 

활용한 상호소통 화면은 다음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설문 외에 강의평가 주관식 의견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과 관련한 긍정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그림 12] 패들렛에 공유된 의미있는 학습 결과물2 (일부)

[그림 13] 줌 주석 기능을 활용한 상호소통 화면1

[그림 14] 줌 주석 기능을 활용한 상호소통 화면2[그림 11] 패들렛에 공유된 의미있는 학습 결과물1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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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인재가 갖추

어야 할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이다. 문제해결력 역량 강화

를 위해 컴퓨팅사고를 함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

적인 컴퓨팅사고 교육을 위해 SW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AI 국가전략, 디지털 뉴딜

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가 SW⋅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 SW⋅AI 교육 확산” 정책이 발표되

었는데, 이는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A대학

교는 정보 및 기술 활용 역량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2021학

년도부터 SW기초 필수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SW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

여 처음 접하게 되는 SW교육은 결코 쉬운 학업이 될 수 

없다. SW교육은 학습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학습이 유지

되어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혁신적인 교수

법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 플립러닝 교수법에 에듀테크를 활용하

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운영 후 수강생들에게 설

문을 통해 수업에 대한 참여도, 이해도, 흥미도, 유익도, 추천

도, 만족도, 학습 자료 적절도, 과제 및 퀴즈에 대한 학습지

원 적절도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제공된 학습 자료의 적절도와 과제 및 퀴즈에 

대한 학습지원 적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듀테

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이 SW기초교육 학습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방형 설문과 

강의평가 주관식 의견에 의하면 매주 있는 과제 및 퀴즈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패들렛에 공유한 

학습 결과물과 플립러닝 교수법으로 학습 동기부여를 얻

었고, 수업이 체계적이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원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 운영, 

둘째, 필수교양 교과목 특성상 반 강제적 수강 상황, 셋째, 

SW 이해 및 사전 경험 부족, 넷째,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

이 함께 수강하는 상황에 따른 전공별 맞춤형 교육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낮은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W기초 필수교양 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분화된 SW기초 교육과정을 

의견 내용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열심히 임해주셨다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잘 만들었으며 교수님의 알맞은 피드백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점이다.

패들렛에 과제 공유를 통해 동기부여, 1:1채팅방을 운영해 주셔서 좋았고 감사했음

1:1채팅방 소통이 굉장히 수월

철저한 피드백, 실강 녹강을 적절히 배분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주심

학생들 의견 반영이나 어려웠던 점 질문 피드백이 빨라서 좋았다.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실시간 줌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패들렛 공유를 통해 학습의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았고 피드백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주셔서 좋았다.

실시간 수업 중 상호작용이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잘 보였고, 수업의 질도 만족스러웠다.

피드백을 꼼꼼히 잘해주셨습니다.

이 수업은 너무 너무 퀼리티 있게 교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라 너무 너무 좋았다

모든 수업이 전부 알차게 구성되어 좋았고,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연 최고의 교수님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수강하는 내내 교수님의 열정과 수업에 담긴 정성에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 주시려 하시고, 피드백 수렴에 적극적이시며 단 한 주차의 강의도 성의가 담기지 않은 수업이 없었습니다.

<표 11>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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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SW에 대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SW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SW기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

용한 플립러닝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확

인하였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낮은 수업 이해도에 대해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완전

한 대면 수업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블렌디드 러닝, 하이

브리드 러닝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에듀테크

의 급속한 발전은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

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W기

초 교양교육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플립러닝 수업 설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의미있는 수업 설계 및 운영

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은 적극 수렴하고 낮게 

나타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SW인식, 컴퓨팅사고, 문제해결력 등의 영역으로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효과적인 SW기초 교

양교육이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정보기술 

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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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world that is changing with digital technology, SW and AI are no longer necessary only for those students majoring 

in these fields. The Corona pandemic has accelerated these changes even more. A University also reorganized its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competency curriculum to keep pace with these changes and opened SW basic compulsory liberal 

arts courses from 2021. Due to the nature of SW education, learning effects can be expected only when learning motivation 

and continuous learning are maintained. However, for learners who need to receive basic SW liberal arts education in a 

non-face-to-face class environment, the burden of learning has increased. Therefore, as a way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of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Edutech was used as a relatively efficient flipped-learning teaching method during the 

Corona pandemic and the class was designed and operated.

After operating a flipped learning class using Edutech in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students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the class through a questionnaire involving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interest, benefit, recommendation, satisfaction, 

appropriateness of learning materials, assignments and quizzes. Appropriateness of learning support was checked.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class using Edutech in the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and also in the area concerning the need for improvement measures.

Even in the post-Corona era, the use of Edutech is expected to develop more and more. In this respect, the flipped learning 

class design using Edutech in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can be said to be a meaningful class design and mode of 

ope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era. In future research, by conducting in-depth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we intend to develop a systematization plan for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that can be helpful in strengthening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of the students and nurturing their talents.

Key Words: SW Basic Education, SW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Flipped Learning, Edutech, 

Flipped Learning using Edut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