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수업 혁신 포트폴리오 최종 보고서 양식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학수
번호 07162_001 분반     1 교과목명   열전달

학점       3학점
수강대상 및 인원 3학년, 51명

수업만족도 
(강의평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여부

포함( ○ )
제외(    )

시간       3시간

관련 핵심
역량

협업봉사(  )% 비전도전( 30 )% 의사소통( 30 )% 정보문해(  )% 문제해결( 40 )% 세계시민(  )%
◉ 교과목과의 연관성 기술

 본 강좌에서는 열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인 전도, 대류 및 복사에 대한 물리적 현상, 수학적
모델링 및 해석을 이해하고 이를 공기조화,  냉난방,  환기 설비시스템에 적용하여 필요목적
에 부합되는 생활 및 생산공간을 창출하는데 응용한다. 따라서 신공간창출에 대한 비전과 
도전의식이 필요하며, 설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유기적인 의사소통 역량과 에너지절
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설비시스템의 창출을 위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설계 능력
과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
목표

 
1) 공기조화,  냉난방,  환기등 설비시스템에 적용하여 필요목적에 부합되는 생활 및 생산공
간을 창출함으로써 신공간창출에 대한 비전과 도전의식 함양- 열전달에 대한 전도, 대류
및 복사기초 이론을 이해한다.
2) 설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의사소통 역량- 열에너지 전달 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의 이해와 응용능력 함양
3) 에너지절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설비시스템의 창출을 위해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
능력-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열에너지 전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교육
내용

1) 전도,대류,복사의 개념,열전달과 열역학의 관점의 차이,에너지보존조건의 물리적 의미
2) 전도열전달-평면벽, 방사형계, 열저항, 휜해석 및 설계, 집중열용량계 
3) 대류열전달-경계층의 에너지 방정식, 층류, 난류경계층 열전달, 관유동 실험적 상관식
4) 열교환기 서론,총괄 열전달계수, 대수평균온도차(LMTD), ε-NTU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교수
방법

1) Preclass에서 주차별 강의자료 ppt 파일 및 해당주차 Flipped Learning 주차별 강의 동영
상을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한다.

2) 수업예정인 주차에 대한 예습을 진행한다. 이때 학습이력현황과 학습진도현황으로 학습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한다.

3) Class에서는 동영상 내용과 ppt화일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4)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을 한 경우 Quiz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중간/기말 성적평가에 반영
한다.

5) Class나 Postclass에서 해결할 주차별 문제(필요시 심화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시간을 부
여하고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업로드후에 전주차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와 질문에 대해 
feedback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이해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시간과 feedback으로
교과목에 대한 흥미 유발과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되도록 한다.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1) 공학의 특성상 한주의 학습내용에 대한 개념의 파악 및 이해가 다음주 학습에 미치는 순차
적인 연관성이 크고 학습자가 실제로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수업시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 따라서 동영상강의 자료와 ppt강의자료로 미리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습단계
에서 이해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수업시간에 확인 질문토록하는 것이 호기심과 
흥미 유발등 동기부여로 작용함

3) Class 중에 스스로 문제해결시간과 일정기간동안 리포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부여하고 사이
버 캠퍼스에 리포트 제출후 풀이과정등 을 feedback을 제공하므로 교과목에 대한 흥미 유발
과 자기주도 학습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함

교재
(수업 자료)

주교재- 열전달(Heat Transfer) Holman원저, 텍스트북스
부교재- 열전달(Heat Transfer) Incropera/ Dewitt 원저, 교보문고/사이텍미디어

주차별문제와 심화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 문제가 수록됨

학습자 분석

 1) 본교과목은 열유체역학의 선수과목 수강이 필요한 과목이며, 그 내용중 미적분학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주차별 예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주에서 진행
한 물리적인 개념을 놓치게되면 다음주 교과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학습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높은 편임- 플럽러닝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강의식 진행을 할 경
우 나타난 문제점임

 2) 따라서 주차별 내용에 대한 강의자료 ppt와 동영상강의를 미리 업로드하고 이를 반복
시청할 수 있어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나 수강생들이 강의방식에서 놓치기 쉬운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수강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동
영상을 시청기간을 충분히 부여함

 3) 이와같은 방법으로 이론과목의 특성상 뒤처질 수 있는 수강생에게 반복 동영상강의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업이론 및 개념에 대한 각 주차별 동영상을 통한 사
전학습으로 모르는 부분을 미리 파악토록하여 In-Class에 질문을 통한 개념에 대한 더 깊
은 이해가 가능하게 됨- 강의수업에 비해 동영상의 반복시청으로 열심히 따라온  수강생
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습효과를 얻음.

 4) 또한, Preclass에서 학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각 주차별 문제 해결에 호기
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방적인 개념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의 교과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



                                                  

학업 성취 
평가 방법

 1) 동영상 강의내용을 컴팩트하게 요약할 수 있으며, 강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 내
용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Inclass에서 수강자의 질문을 유도- 질문유도를 
위해 구두 Quiz통해 평가반영 

 2) 주차별 문제를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리포트로 제출 평가에 
반영

 3) 리포트 제출후 문제에 대한 개별질문에 답변하고 풀이과정을 거쳐 수강자의 문제해결
에 대한 feedback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진행

 4) 성적평가는 출석 20%( Inclass출석 , 학습진도현황 확인), 리포트 점수 20%( 사이버 캠
퍼스 리포트 기간내 제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의 비중으로 평가함( Inclass에서의 
구두 Quiz점수도 중간,기말평가에 추가 합산함)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1) 출석관리는 Inclass 전자출결과 학습진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과제는 주차별로 미리 사이버 캠
퍼스에 업로드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

2) Flipped Learning으로 동영상을 미리 시청할 수 있으므로 Inclass에 들어가기전에 확인할 수 있
으며, Inclass에서 교과특성상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차별 학습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Inclass 진행중 설명을 병행함

3)  수강생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는 Inclass에서의 질문은 개념과 내용에 대한 범위로 하고 과제문
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후에 리포트를 제출한 후 질문하도록 하여 문제에 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관리함.

4) 수업에 잘 따라오는 학생의 경우는 문제풀이에 굉장한 의욕을 보이며, 리포트 제출 후 많은 개
별적인 질문으로 이어짐

5) 부진한 수강생의 경우 개념파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반복시청을 권장함



                                                  

2. 주차별 수업내용

▣ (  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평면벽 열전도, 단열을 설명.

∙ 열저항의 개념, 방사형 계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평면벽 열전도, 단열, 열저항의 개념, 방사형 계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3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평면벽 열전도, 단열, 열저항의 개념, 방사
형 계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3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4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평면벽 열전도,단열, 
열저항의 개념, 방사형 계와 관련된 주제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질문을 제시하
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3주차별 문제
별첨2 5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
스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총괄 열전달계수를 설명.

∙ 단열재의 임계두께의 개념, 열원계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총괄 열전달계수, 단열재의 임계두께의 개념, 열원계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총괄 열전달계수,단열재의 임계두께의 개념,  
 열원계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4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총괄 열전달계수, 
단열재의 임계두께의 개념, 열원계와 관련된 
주제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4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
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전도대류계, 휜이란 ? 

∙  전도대류계 개념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휜 문제를 해결.

주차 
학습성과  전도대류계 개념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전도대류계, 휜이란 무엇인가? 접촉저항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5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5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전도대류계, 휜이란 
무엇인가? 접촉저항과 관련된 주제(토론주제)
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5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
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9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경계층의 에너지 방정식을 설명.

∙ 열 경계층, 기타 관계식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열 경계층, 기타 관계식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9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경계층의 에너지 방정식, 열 경계층, 기타 
관계식계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9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4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경계층의 에너지 방
정식, 열 경계층, 기타 관계식과 관련된 주제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
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9주차별 문제
별첨2 5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
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10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유체마찰과 열전달과의 관계를 설명.

∙ 난류경계층 열전달, 난류경계층 두께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난류경계층 열전달,난류경계층 두께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10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유체마찰과 열전달과의 관계, 난류경계층 
열전달, 난류경계층 두께에 대한 강의 동영상
을 학습

Flipped Learning 
10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유체마찰과 열전달
과의 관계,난류경계층 열전달, 난류경계층 두
께와 관련된 주제(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
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
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10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
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1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관내 층류 열전달, 체적온도의 개념을 설명.

∙ 관내 층류 열전달, 체적온도, 관내 난류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관내 층류 열전달, 체적온도, 관내 난류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1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관내 층류 열전달, 체적온도, 관내 난류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11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관내 층류 열전달, 
체적온도, 관내 난류와 관련된 주제 (토론주
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11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9-10주차 추가심화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에 올리도록 안내

9-10주차에 대한 추
가심화 문제
별첨3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12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관유동에 대한 실험적 관계, 기본 개념을 설명.
∙ 대류 열전달계수를 구하는 실험, 평행유동내 평판에서의 대류열전달,혼합경계층에 대한 
   활용법

주차 
학습성과   대류 열전달계수를 구하는 실험, 평행유동내 평판에서의 대류열전달, 혼합경계층에 대한 

  활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1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관유동에 대한 실험적 관계, 기본 개념, 대류
열전달계수를 구하는 실험, 평행유동내 평판
에서의 대류열전달, 혼합경계층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12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 Pre-Class에서 학습한 관유동에 대한 실
험적 관계, 기본 개념,대류 열전달계수를 구
하는 실험, 평행유동내 평판에서의 대류열전
달, 혼합경계층과 관련된 주제(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
변
∙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12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1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열교환기 서론, 총괄 열전달계수, 불결계수를 설명.

∙ 대수평균온도차(LMTD)를 적용

주차 
학습성과  대수평균온도차(LMTD)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1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열교환기 서론, 총괄 열전달계수, 불결계수, 
대수평균온도차(LMTD)에 대한 강의 동영상
을 학습

Flipped Learning 
14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4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 Pre-Class에서 학습한 열교환기 서론, 총
괄 열전달계수, 불결계수, 대수평균온도차
(LMTD)와 관련된 주제(토론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
변
∙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14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필요시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에 올리도록 안내

- 10



                                                  

2. 주차별 수업내용

▣ (  1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ε-NTU법을 설명.

∙ ε-NTU법, 열교환기설계의 고려할 점을 적용

주차 
학습성과  ε-NTU법, 열교환기설계의 고려할 점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   1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ε-NTU법, 열교환기설계의 고려할 점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학습

Flipped Learning 
15주차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
별첨1

5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개념토론 및 질문]

∙ Pre-Class에서 학습한 ε-NTU법, 열교환
기설계의 고려할 점과 관련된 주제(토론주제)
를 제시하고, 토론 진행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 Pre-Class 시 게시된 질문 중 공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제시
하고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

[조별 문제풀이]

∙문제를 제시하고,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질문정리자료
15주차별 문제

별첨2

6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필요시 문제를 제시하고,풀이 결과를 
사이버캠퍼스에 올리도록 안내

- 10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Flipped Learning 강좌를 진행한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의견을 표명해준 34건중에서 Flipped Learning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 강의방식에 비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6%, Flipped Learning
의 강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20%, 의견 표시 유보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보통이 24%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강의방식에 비해서 보통이상 긍정이 80%, 부정이 
20%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실제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열전달이 진짜 어려운 과목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동영상을 올려주셨기때문에 여러번 강의를
들을수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때 정확하게 요점과 푸는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수업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2) “플립러닝수업은 이번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올려주신 강의로 여러번 반복학습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제도 있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아주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4) “플립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부를 한 후 모르는 내용을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
른 전공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1:1로 질문을 하기 어려운데 열전달은 교수님께서 편하게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이번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시간을 조금 뺏겨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공조때는 더 열심히 하
겠습니다.”

5) “플립러닝 매우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박세은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플립 러닝이란 것을 해보았는데 정말 좋았고, 특히
주입식 암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생각하며 알아가는 수업이라 더욱 배운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어려운 과목이지만 비교적 잘 해낼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8)“혼자 공부해야하는게 너무 힘들었다”

9) “플립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문제풀이 자체도 집중할 수 있는 강의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실제로 Flipped Learning 강의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복학습의 장점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후 수
업시간에 질문을 통해 feedback 받는다는 점에서 1),2),4),6)과 같은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이를 통한 자
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의방식에 비해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도 Flipped Learning 
방식이 강의방식에 비해 교과를 수행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Flipped Learning 방식은 수강자가 이를 잘 Follow-up하는 경우 양호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
으나 이를 잘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성격도 있어 부진한 수강생의 경우 
오히려 일반 강의방식에 비해 더 힘들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 Flipped Learning에 대한 응답결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주차별로 제시된 문제와 심화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한 관련 전문기사나 기술사의 실무적인 문제
해결에 응용될 수 있어 3학년의 다른 전공과목의 이수나 전문분야의 자격취득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
다.

 - 강의평가 문항(주관식, 객관식) 분석 결과 정리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과는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상존할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이 과정을 잘 Follow-up하는 수강생의 경우 성적도 오르고 자기주도 학습
이 되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흥미를 높이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1) Flipped Learning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이와같은 방식을 자기주도 학습의 한 방
법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Flipped Learning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부진한 학생의 경우 대개 Flipped Learning 진행초기에 일반강의방식과 다른 Flipped Learning 수업
궤도로 들어와서 자기 루틴을 확립해야하는데 이를 강의 말미까지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
행초기에 수강생이 강의진행에 Follow-up하는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의 강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등에서 이른바 “Adaptive learning 기법”의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의 시스템 상황하에서 진행초기에 부진한 수강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본래 궤도로 들어와 자기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실
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예정이다.



                                                  

별첨1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3,4,5주차)
(Flipped Learning 주차별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자기 평가지 등)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88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86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89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2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93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88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86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89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2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93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9,10,11주차)

(Flipped Learning 주차별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자기 평가지 등)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99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2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4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599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2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597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4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12,14,15주차)

(Flipped Learning 주차별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 ppt,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자기 평가지 등)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09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6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1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11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1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13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09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06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1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11
http://cyber.gachon.ac.kr/mod/ubfile/viewer.php?id=107610
http://cyber.gachon.ac.kr/mod/vod/viewer.php?id=107613


                                                  

별첨2-(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주차별 문제 등)

Flipped Learning 3주차 문제

1) 2.5 cm 두께의 구리판, 3.2 mm 두께의 석면(asbestos), 5 cm 두께의 유리섬유(fibe glass)
로 형성된 복합벽 양면의 온도차가 560C 일 때 벽의 단위 면적당 열유동을 계산하여라.

2) 안지름이 3.0 cm이고 벽 두께가 2 mm인 강관(k= 46 W /m · C)이 있다. 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대류열전달계수(h)는 1500W/m2 · C이고 외부유체의 h는 197 W/m2 · C이다. 내 외부 
유체의 온도가 각각 223C, 57C일 때 관의 단위 길이(m) 당 열손실을 계산하여라.

3) 지름이 1 m이고 온도가 120C 인 구형탱크가 h  = 25 W/m2 · C이고 
T∞ =15C 인 주위유체에 놓여있다. 탱크바깥을 우레탄폼(urethane foam)
으로 둘러싸서 우레탄폼의 표면온도가 40C를 넘지않게 하려면 우레탄폼의
두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또한 우레탄폼으로 탱크를 둘러쌈으로써 열손실은 몇%나 
감소되었는가

Flipped Learning 4주차 문제

1) 어떤 건물의 벽이 두께가 각각 1.2 cm인 2개의 섬유 단열판(fiber insulating board), 8 cm 
두께의 느슨하게 채워진 석면층 및 10 cm 두께의 보통 벽돌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고 벽의 양
면에서의 열전달계수가 12 W /m2 · C일 때 총괄열전달계수를 계산하여라.

2) 두께가 각각 5 mm인 이중유리 사이에 두께가 4 mm인 공기층이 들어있고 이때 공기는 정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층 안에서는 전도열전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유리의 안쪽과 바
깥쪽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가 각각 12 및 50 W/m2 · C일 때 총괄열전달계수와 R값을 계산하여
라. 두께가 5mm인 한 장의 유리에 대하여 이 문제를 다시 풀어라.



                                                  

Flipped Learning 5주차 문제

1) 길이가 12 cm이고 지름이 2.0 cm인 알루미늄막대가 250C로 유지되는 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다. 막대 주위의 유체온도는 15C이고 열전달계수가 12 W/m2 · C일 때 막대로부터의 열손실
을 계산하여라.

2) 바탕온도가 120C이고 지름이 5 cm인 매우 긴 구리막대가 온도 20C인 주위유체에 노출되어 
있다. 막대와 주위유체 사이의 열전달계수가 20 W/m2 · C일 때 막대로부터의 열전달을 계산하
여라.

3) 단면이 직사각형인 원판형 핀(k=55 W/m · C, 길이 3 cm, 두께 2 mm)이 지름 3 cm인 관
에 설치되어 있다. 이 핀이 온도가 20C이고 대류열전달계수가 68 W/m2 · C인 대류환경에 놓여 
있다. 관의 벽 온도가 100C일 때 핀에 의한 열손실을 계산하여라.

추가심화문제1



                                                  

추가심화문제2



                                                  

Flipped Learning 9주차 문제

1) 2기압, 2C의 산소가 30 m/s의 속도로 한 변이 50 cm인 정사각형 평판 위를 흐른다. 평판의 
온도가 127C를 유지하고 있을 때 평판으로부터의 전체 열손실을 구하여라.

2) 20 kPa, 20C의 공기가 일정속도 20 m/s로 평판 위를 흐른다. 평판은 선단으로부터7.5 cm되
는 곳에서부터 75C로 가열된다. 선단에서부터 35 cm되는 곳까지의 총 열전달을 계산하여라.

3) 1기압, 90C이 공기가 60 m/s의 속도로 수평한 판 위를 흐른다. 판은 한 변의 길이가 60 cm
인 정사각형이고 균일한 온도 10C로 유지되고 있다. 총열전달은 얼마인가?

Flipped Learning 10주차 문제

1) 20 kPa, 20C의 공기가 길이 60 cm인 평판 위를 흐른다. 자유흐름의 속도는 30m/s이고, 평
판은 55C의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 x  = 30 cm에서 u=22.5 m/s로 되는 y의 값을 구하여라.

2) 문제 1)에서 평판의 선단으로부터의 거리가 15 cm되는 곳에서 마찰계수는 얼마인가?

3) 압력, 온도, 유속이 각각 200 kPa, 27C, 30 m/s인 공기가 정방형 수평평 판 위를 흐른다. 
평판은 57C로 등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판의 끝단 (edge)에서 Re 수가 106일 때 열전달을 계
산하여라.



                                                  

Flipped Learning 11주차 문제

1) 입구온도 Tm,i = 20C에서 출구온도 Tm,o  = 60C까지 물을 가열하는 시스템은 안지름과 바
깥지름이 20 mm와 40 mm인 두꺼운 벽의 관을 통하여 물이 지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의 
바깥 표면은 잘 단열되어 있으며, 벽 내부에서 전기적 가열을 통하여 q˙= 106 W/m3의 율로 균
일한 열을 공급하고 있다.

(1) 물의 질량유량이 m˙ = 0.1 kg/s일 때, 원하는 출구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의 길이가 얼
마나 길어야 하는가?

(2) 관의 안쪽 표면온도가 출구에서 Ts   = 70C이면, 출구에서의 국소 대류열전달계수는 얼마인
가?

Flipped Learning 12주차 문제

1) 어떤 집의 크롤스페이스(crawlspace)에 설치된 지름 D = 0.15 m의 단열되지 않은 박판 덕트
를 통하여 질량유량 m˙ = 0.050 kg/s로 고온의 공기가 흐른다. 고온의 공기는 103C로 들어가서 
L = 5 m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85C로 냉각된다. 덕트의 바깥 표면과 주위 공기온도 Tair = 0C
인 주위 공기 사이의 열전달계수는 ho = 6 W/m2K로 알려져 있다.

(1) 길이 L에 걸쳐서 덕트로부터의 열손실(W)을 계산하라.

(2) x = L에서의 열유속과 덕트 표면온도를 결정하라.



                                                  

2) 물이 3 kg/s로 5 cm의 내부 지름을 갖는 구리관을 지나면서 5C에서 15C로 가열된다. 관의 
벽온도는 90C로 유지된다. 관의 길이는 얼마인가?

3) 물이 0.8 kg/s로 표면 온도가 90C인 2.5 cm의 지름을 갖는 관을 지나면서 35C에서 40C로 
가열된다. 이러한 가열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관의 길이는 얼마인가?

4) 지름 6.33 mm의 관들이 정렬배치로 Sn = Sp  = 1.9 cm 되게 관군을 구성한다. 위로 50개
의 관을 쌓은 6열의 관군이다. 관의 표면온도는 90C로 일정하고 20C의 대기압공기가 관군을 따
라 흐르도록 하였고 관군에 들어오기 전의 입구속도는 4.5 m/s이다. 관군에 대한 단위길이당 총 
열전달을 계산하여라. 이러한 배열에 대해 압력강하를 계산하여라.

Flipped Learning 14,15주차 문제(10장)

1) 120C에서 물의 증발엔탈피는 2202.6 kJ/kg이다. 열교환기의 관측 포화 수증기를 포화수로 응
축시키는데 핀 관(finned-tube)열교환기가 사용된다. 공기는 열교환기의 핀 측에 사용되고 총괄
열전달계수는 47 W/m2 · C이다. 공기는 30C로 들어오고 40C로 나간다. 2500 kg/h의 수증기
를 응축시키는데 필요한 열교환기 면적은 얼마인가?



                                                  

2) 문제1)에서 공기의 유량이 40% 감소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 수증기 응축률은 얼마나 감
소되겠는가?

3) 대향류형 이중관 열교환기에서 0.9 kg/s의 오일을 사용하여 0.7 kg/s의 물을 35C에서 90C
로 가열한다. 오일의 비열은 2.1 kJ/kg · C이고 열교환기 입구에서의 온도는 175C이다. 총괄열
전달계수는 425 W/m2 · C일 때 열교환 면적 및 유효도를 구하여라.

4) 큰 공기조화장치에서 1500 m3/min, 1기압, 10C의 공기를 핀이 달린 관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가열하고 있다. 열교환기로 들어가는 뜨거운 물의 온도는 80C이고 총괄열전달계수는 50 W/m2 · 
C이다. 공기의 출구 온도는 37C이고 물의 출구온도는 48C인 열교환기의 면적을 구하여라.

5) 입구 온도 10C의 공기가 1-쉘 통로, 2-관 통로의 쉘–관 열교환기에서 100C의 수증기를 응축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관내의 유동 유체는 공기이고 총열전달 면적은 30 m2이며 열관류계수는 
150W/m2 · C이다. 이 열교환기의 유효도가 85%일 때 총열전달률을 구하여라.

6) 핀이 달린 직교류형 관 열교환기에서 물을 사용하여 공기를 15C에서 25C로 가열한다. 물은 
70C로 열교환기를 들어가서 40C로 나오고 총 열전달률은 29 kW이다. 열관류계수가 45 W/m2 · 
C일때 이 열교환기의 열전달 면적을 구하여라.

7) 문제 6)에서 물의 유량이 설계값의 1/3로 줄었을 때 이 열교환기의 열전달률을 구하여라.



                                                  

별첨3-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심화 문제)

Flipped Learning 12주차 심화문제

1) 지름이 12.7 mm이고, 길이가 94 mm인 금속 원통에 대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원통은 전기가열
기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가열되며, 그것은 저속풍동 내에서 공기와 직교유동을 하게 된다. 자유흐름 
공기속도는 V = 10 mm/s이고 온도는 26.2℃로 유지되는 유동조건하에서 전열기의 전력손실 P는 46 
W이고, 평균 원통 표면온도 Ts는 128.4℃로 측정되었다. 전력손실의 15%는 표면복사와 양단에서의 
전도에 의한 누적효과의 손실로 평가되었다

 

(1)실험결과로부터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라.
(2)실험결과를 적절한 상관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 대류열전달계수와 비교하라. 
 
2) 고온의 가압수는 공간의 난방이나 산업의 여러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물은 관 속을 
통과하고 공기는 관바깥을 직교유동으로 통과하는 관군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의 바깥지름이 
16.4 mm이고 세로피치 SL과 가로피치 ST가 각각 SL = 34.3 mm, ST = 31.3 mm인 지그재그배열
을 고려해 보자. 공기 유동방향으로는 7열의 관이 있고, 1열당 8개의 관이 있다. 보통의 운전조건은 
원통표면의 온도가 70℃, 그리고 공기의 상류온도와 속도는 각각 15℃와 6 m/s이다. 공기 측 대류계
수와 관군에 대한 열전달률을 구하라. 또한 공기 측의 압력강하(N/m2)는 얼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