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플립러닝 강좌 개발 지원 운영 계획

2022. 05. 04(수)                                    문의/담당 : 박 현 정(3047)   

  1. 필요성 및 목적

    가. COVID-19 및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원격교육은 대학교육

의 뉴노멀로 부상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고 있음 

    나.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진행되는 플립러닝은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학

습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태도 함양 및 학습효과 향상을 극대

화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  

    다. 플립러닝 강좌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및 O2O(Online to Offline) 수업 역량을 증진하여 우리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운영 세부사항

    가. 내용 : 플립러닝 강좌 개발 지원(10개 강좌 모집)

우리대학 플립러닝 강좌 인정 기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동영상 혹은 기타 학습자료를 통한 자기주도 
사전학습과 고차적 사고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최소 7주 이상 병행 진행되는 강좌

    나. 대상 : 전임교원

    다. 추진기간 : 2022. 05월 ~ 2023. 01월(9개월)

공고 및 접수
▶

선정 결과 발표
▶

강좌 개발
▶

중간 컨설팅
▶

결과보고서 제출

05. 09.~05. 20. 05. 25. 5월~12월 7월~10월 2023. 01. 06

    라. 지원 : 강좌개발비 150만원(교수 1명 당 1개 강좌 개발 지원)및 업적평가점수 5점 

    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05. 09(월) ~ 05. 20(금)

        2) 신청방법 : 교육혁신원 홈페이지에 신청서 제출(https://cyber.sch.ac.kr/) 

    바. 강좌 개발 과정 및 센터 교육 지원사항 

강좌 개발 신청서 제출 - 강좌 분석 및 개별 문의 지원 

▼

강좌 설계

- 플립러닝의 개념 및 운영에 대한 특강 제공
- 1:1 또는 소규모 교육 제공  
- 컨설팅 제공(서면 또는 전문가 선택 가능) 
- 교육자료 제공(학생 안내자료, 가이드북 등) 

▼

컨설팅[필수]
- 강좌 개발 자가 점검 기회 제공 
- 강좌 개발 방향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 제공



    사. 선정교원 필수사항

        1) 컨설팅 참여(※승진대상 또는 신임교수 대상의 의무 참여 컨설팅으로 인정) : 3주 

이상 설계 자료(최소 1주 이상의 본인제작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 포함)를 바탕으

로 전문가 컨설팅 후 개선보고서 제출 

        2) 플립러닝 강좌 개발 결과보고서 제출 : 최소 7주 이상의 교수설계 자료(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수행할 학습내용/활동 및 평가 설계)

        3) 본인제작 사전학습 동영상 제출 : 최소 4주 이상, 주차별 10~20분 이상의 본인이 

직접 제작한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

        4) 성과확산을 위한 교내외 특강/세미나/포럼 등에서 개발 성과 발표 

        5) 개발 후 3개 학기 의무 운영

    아. 기타 유의사항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질 관리 지침]에 따라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및 불성실한 

내용 제출 시, 추후 교수학습혁신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전학습 자료 개발
- 스튜디오 및 자가촬영실 제공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저작도구 제공 

▼

본 수업 활동 및 평가 설계 

- 사전학습 연계 전략 안내
-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전략, 팀 기반 활동 설계 전략 등 안내
- 학습자 중심 활동 평가 방법 안내 
- 사후학습 전략 안내

▼

강좌 개발 수정·보완 및 재구성 
- 1:1 또는 소규모 교육 제공
- 강좌 개발 교수 간담회 제공 

▼

강좌 개발 결과보고서 제출 - 강좌 운영 관련 안내 및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