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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단순히지식을암기하고이해하는사람보다

는지식을기반으로융합적사고를할수있는사람을필요로

하고있다. 교육은단순한지식의습득이나암기가아닌통합

적사고를통해정보를수집하고응용하는창의적인재 양성

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사회변화는기존의강의식교육

으로는따라잡을수없이빨라지고있다. 과거에는지식자체

가 자원이었기 때문에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으로도 많은 양

의지식을짧은시간에습득하는효율적인인재를키우는것

이 인재상이었지만, 현대 사회는 시대가 필요하고 자신이 원

하는 지식을 선택하고 조정하며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

었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는많은지식과정보중에서자신에게필요한것이무엇인지

를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및 인지적 전략 능력이 필요하다[1].

지금까지대학교육현장에서의수업은교수자중심의강의

를 통해 일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이루었다[2]. 이러한교수자중심의수업방식은많은지

식을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유용하나대학교육의본질인자발성, 비판성을함양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대학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

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 요

구, 흥미에대한가치를중시하면서창의력, 다양화, 유연성을

요구하게 되고,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 분

야도큰 변화를맞이하고있다[3]. 학습자중심수업이란학습

자가 동료학습자 또는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다양

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4].

이러한변화로최근대학교육현장에서지식의전달과전수

그 이상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플립러닝이 확산되고

있다. 플립 러닝은 융합 교육에 활용 가능한 수업 방식으로

대두되고있다. 플립러닝이란기존수업방식을뒤집어진행

하는수업으로, 지식전달은집에서, 과제해결은학교에서이

루어지는 것이다[4]. 플립 러닝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의

주체는 학생이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 진다[5]. 이 과

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학

문의경계를넘나드는문제를해결할수있게 된다. 플립러닝

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에 학습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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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나선형 자기 성찰적 순환 모형을 활용한 플립러닝 교수학습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설계로 J시에소재일개대학의간호학생 94명으로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플립러닝교
수법을 활용한 강의를 적용하였으며 강의 시작 전,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t=24.70, p<.001), 학습만족도(t=-11.05,
p=.015), 학습태도(t=6.85, p=.011), 학습동기(t=-11.72, p=.023), 학습지속참여의지(t=-7.52, p<.001) 모두통계적으로유의
하게증가하였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나선형자기성찰적순환모형을활용한플립러닝의교수학습법을적극적으
로활용하고자하며, 코로나19로비대면강의가불가피한현시점에다른유형의플립러닝과비교연구를통하여지속적인
플립러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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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수업에서교수자는학습자의이해도를검토하거나심화

학습을 유도하게 된다[6].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혁신과 그 성과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업시

간에교수가강의를하고온라인학습환경을이용하여학생

과의 상호작용 및 보충,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형태가 개별화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러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플립러닝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를 뒤집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육자들이 교실에서의 능동적인 학습을 간과한 채

강의 관련 동영상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도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플립러닝이 일어난 것은 아니

다. 플립러닝은유연성있는환경(flexible environment), 학습

문화(learning culture), 의도적인 학습내용(intentional

content), 전문교수자(professional educator)라는 4가지특징

을갖는다[7]. 학습자들이언제어디서나학습을선택할수있

도록 유연성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방식을

허용하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문화는 학습자들이 각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평가하며 지식의 구성에 참

여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학습

자들이탐색해야 할자료를구분하여수업시간을극대화시킬

수있는의도적인학습내용을구성하여수업시간동안에지

속적으로학습자를관찰하고적절한순간에적절한피드백을

제공하며 성과를 평가 한다[8].

간호교육에서 플립러닝 접근에 대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

플립러닝을적용한연구대부분이플립러닝의긍정적인효과

를보고한연구가대부분으로플립러닝의수업운영을가이드

할수있는방법론적연구들은찾아보기가어려웠다[9]. 국내

간호교육연구에서도 플립러닝의 운영효과에 대하여서는 보

고하고있지만수업설계및운영에대한다양한측면의접근

방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플립러닝 수업은 학생들이 미

리강의를듣고수업에참여하므로다양한학습자중심의활

동으로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하며

성취감과자신감, 도전감이증가되어자기주도학습의증진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한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게 되므로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증가할 것이

며, 이러한 결과는 이후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0].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수자가수업방법의개선및개발

을연구하는유용한접근방법인실행연구방법으로플립러닝

적용 수업설계와 운영을 수행하며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지속참여의지에효과가있는지를확

인해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나선형자기성찰적순환모형을활용한플립러

닝 교수학습법을 적용 후 강의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지속참여의지

의차이를파악하기위한단일군전·후실험설계인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연구참여자는 J대학교간호학과 2학년학생 중본연구

자에게기본간호학실습을수강한 119명 중 119명이참여하였

으며,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플립러닝 교수법을 활용한 강의를 적용하였으며 강의 시작

전,후자료를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참여한학생들의윤리적

고려를위해본연구자는해당학기수업을시작하는첫 시간

에학생들에게 플립러닝학습방법을소개하였다. 연구참여를

위해연구의목적과진행과정, 철회가능성에대한정보를제공

하였으며비밀이보장됨을설명하였다. 연구결과의정량적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분석 시 불성실한 응답 및 미응답

학생을 제외하고 94명의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1]이 개발한 도구

를홍혜영[12]이번역하고사용한도구를이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자기효능감 6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13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의범위는 23–11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3.2 학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 도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유

문숙[13]이 개발하고적용한도구로총 24개의문항으로구성

되어있다. 하위영역으로는학습자의수강태도 3문항, 교수자

의강의준비 3문항, 교수자의강의진행및내용 13문항, 학습

자의 수업평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서점수의범위는 24–120점이며, 점수가높을수록학습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학습태도

학습태도검사도구는Fraser & Fisher가개발한도구를손

가흔[1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교과 학

습에 대한 ‘감정적태도’, ‘행동의도적태도’, ‘인지적 태도’ 등

3개 요인을측정하고있으며, 각각 9문항, 5문항, 6문항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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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의 문항들 중 본 연구

와관련이있는문항들을추출하고일부는직접제작하여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습태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2.3.4 학습동기
학습동기 검사지는 Pintrich, Smith, Gracia와

Mckeachie[15]가 개발한 도구를 조원성[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자신의 능력인지와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관련된 자아효능감(self-efficacy), 내재적 흥

미에 관련된 것으로서 목적달성, 학습과정의 중요성 인지에

관련된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인지간섭에관련된 시험불안(test anxiety) 하위요인의총 22

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 중 22개 문항만을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2.3.5 학습 지속 참여의지
학습지속성에관한검사를실시하기위해차민정등[17]이

개발한수업참여측정도구검사지중 손가흔이추출하여사

용한 도구[14]를 사용하였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8월 15일

까지였고, 실험처치직후사후자료수집을시행하였으며, 사

후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25일

시행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20.0/window프로그램으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4)

3.2 나선형 순환모델 활용한 플립러닝 전·후 자기

효능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지
속의지 차이

나선형 순환모델 활용한 플립러닝 적용 후 지기효능감, 학

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지속의지차이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Effect by Application of the CPR Education (n=94)

4. 논의
본연구는나선형자기성찰적순환모형을활용한플립러

닝 교수학습법을 적용 후 강의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습지속참여의지

의 차이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다른 교과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시도되었다. 본 연구

에서 Bishop과 Verleger[8]의 Characteristics of flipped

class utilizing flipped learning methods 개념을 기반으로플

립러닝을 강의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강의 밖에서 일어나

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교내 실습 교과목에 적합하도록

플립러닝 강의를 전체적으로 설계하였고, 그 수업설계의 효

과를평가하였다. 이러한수업설계는간호학과학생및타전

공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나선형 자기 성찰적 순환 모형에 근거하

여 계획, 실행 및 관찰, 성찰의 단계를 주기적으로 순환하

도록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추후 플립러닝 효과

를 분석했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및 학습 지속참여의지

정도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수업설계안의 학술적 의의를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 21 73(77.7)
22~24 5(5.3)
≥25 16(17.0)

Gender
Female 89(94.7)
Male 5(5.3)

Scholastic standards
≥ 50% 45(47.9)
< 50% 40(42.6)

etc 9(9.5)

Religion

Protestantism 51(54.2)

Catholic 16(17.0)

Buddhism 1(1.1)
etc 12(12.8)

No answer 14(14.9)

Residence type
With family 71(75.5)

Alone 22(23.4)
etc 1(1.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74(78.7)

normal 19(20.2)
Non satisfaction 1(1.1)

Variables
Pre Post

t p
M±SD

Self-efficacy
2.96±.3

2
3.59±.91 t=24.70 <.001

Learning Satisfaction
4.36±.5

1
4.39±.52 t=-11.05 .015

Learning Attitude
2.52±.3

3
3.50±1.12 t=6.85 .011

Learning motivation
3.56±.4

3
3.52±.37 t=-11.72 .023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3.74±.4
5

4.04±.54 t=-7.5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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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기효능감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나선형 자기 성찰적 순환 모형에 근거한 수업설계는

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학습태도, 학습동기

및 학습 지속참여의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학습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효율적인 수업설계로 생각되며, 추후 다양한

강의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설계

는 강의내용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교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향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과 교수

간의 지속적인 쌍방향 피드백 방법은 추후 학생들에게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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