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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and implement a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based on flipped 

learning and to examine the effects. Methods: Participants were 57 students who were taking the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 at D university in N city. The study included processes of instructional design, action/effects 

and refle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with the SPSS/WIN 23.0. Results: In the instructional design 

stage, the class consisted of 3 parts: outside class (pre-learning), inside class (assessment, collaborative practice, 

peer review, reflection), after-class (self-directed practice, feedback). In the action/effects stage, the flipped learn-

ing was applied for 15 week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al design and then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were 

evaluated.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3.56, p=.001) and crit-

ical thinking disposition after the class (t=-3.72, p<.001). Finally, in the reflection stage, the researchers examined 

whether the four pillars of flipped learning occurred.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flipped learning applied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s effective in improv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action research method was a useful way to foster professor’s educational competency as well 

as to verify effects of a new nursing edu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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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영  외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

를 통해 일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

를 이루었다[1]. 이러한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식은 많은 지식

을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유용

하나 대학교육의 본질인 자발성, 비판성을 함양시키는데 한계

가 있어 대학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적

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최근 대학교육현장에서 지식의 전달과 전수 그 이상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플립러닝이 확산되고 있다. 플립러닝은 

‘거꾸로 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으로 교실수업에서 학생들

이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를 듣는 전통적 수업에

서 벗어나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다양한 멀티

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능동적인 사전학습을 하고 수

업시간에는 주제에 대한 적용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

다[2].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에 학

습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검

토하거나 심화학습을 유도하게 된다. 플립러닝의 핵심은 교실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참여 학습으로 바꿈으로 교실수업의 혁

신을 도모하는 것이다[3].

많은 교육자들이 교실에서의 능동적인 학습을 간과한 채 강

의 관련 동영상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도

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플립러닝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4]. 플

립러닝은 유연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 학습문화

(learning culture), 의도적인 학습내용(intentional content), 

전문 교수자(professional educator)라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

[4].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방식을 허용하며, 학습

자 중심의 학습문화는 학습자들이 각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

습에 참여하고 평가하며 지식의 구성에 참여한다[5]. 또한 교

수자는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학습자들이 탐색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여 수업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수업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과를 평

가한다[5]. 

최근 간호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

신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과 학업수행

도가 향상되었고[6], 기본간호학[7]과 건강사정 및 실습[8,9]교

과목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

소통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여성건강간호학[10]과 보건교육 및 

방법론[11]교과목에서는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가 향상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국내 간호학 교육에

서 플립러닝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플립

러닝이 간호대학생의 역량향상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은 기본간호학이론 교과목과 함께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에 입문하게 되며,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키는 수업설계를 하고 있다. 이

론수업을 선행하고 실습수업을 하게 되므로 실습수업은 이론

적 근거를 실무로 통합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플립러닝은 

학생중심의 교수방법이므로 실습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간

호수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교수가 설명해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해보며 동료학생과 토의하면서 자신의 

간호수행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8].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간호대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12]임을 감안

할 때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설계 시 이들 역량향상에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된 플립러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간호학 교육에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플립러닝으

로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다.

간호교육에서 플립러닝 접근에 대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 플

립러닝을 적용한 연구 대부분이 플립러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플립러닝의 수업운영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13]. 국내 간

호교육연구에서도 플립러닝의 운영효과에 대하여서는 보고

하고 있지만 수업설계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방법

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수업

방법의 개선 및 개발을 연구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인 실행연구 

방법으로 플립러닝 적용 수업설계와 운영을 수행하며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설

계와 운영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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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설계한다.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운영한다.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운영의 효과를 확인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설계와 운영

에 관한 실행연구이며 운영효과 파악을 위해 양적 및 질적 접근

의 혼합설계를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D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중 본 연구

자에게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66명 중 57명이 참여하였으

며, 연구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해당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습성과의 향상을 위

한 플립러닝 학습방법을 소개하고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 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

여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철회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조사 코딩자와 성적평

가자가 분리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1040708-201602-SB-003-01)을 받

았다. 

3. 연구 도구 

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

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자원을 선택하고, 적절한 학습전

략을 수행하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의 과

정으로[14] 본 연구에서는 Lee 등[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

평가’ 10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

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Lee 등[15]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2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제해

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

하는 개인적인 성향[16]으로 본 연구에서는 Yoon [17]이 개발

한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정/

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

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

항의 7개 영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

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

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 [17]의 연구

에서 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였다.

4.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Kemmis와 McTaggart [18]의 실행연구 모형을 

따라 계획, 실행 및 관찰, 성찰단계를 1학기 동안 1회 순환하였

다. Kemmis와 McTaggart [18]의 실행연구 모형은 나선형의 

자기 성찰적 순환 모형으로 계획, 실행 및 관찰, 성찰의 3단계를 

연구주기로 반복한다. 본 연구는 플립러닝 적용 수업설계라는 

새로운 교수법 실행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수업 요소 분석 후 수

업설계안을 개발하였고, 실행 및 관찰단계에서는 수업의 운영

과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성찰단계에서는 수업운영에 대한 성

찰을 실시하였다(Figure 1). 본 연구의 구체적 실행과정은 다

음과 같다.

1) 계획단계: 수업설계 

(1) 수업 요소 분석

플립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교수자로서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플립러닝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인

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수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수업운영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수업 관

련 요소로 분석한 측면은 학습자의 특성, 수업목표 및 내용, 수

업 환경, 교수자의 역량이었다. 

 

(2) 수업계획안 수립

플립러닝 수업은 교실 밖에서의 테크놀로지 기반 개별화 교

수방법과 교실 안에서 상호작용적 팀학습 활동으로 구성된다

[4]. 플립러닝 수업설계 시 고려할 점은 첫째, 테크놀로지의 도

움으로 개별학습이 가능한 영역을 교실 밖으로 배치하고 교수

자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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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lication of the action research model.
(Based on the work of Kemmis & McTaggart, 1988, p.11)

실 안으로 배치하는 분리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교실 밖 학습과 교실 안 학습을 연계하는 것이다[19].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설계는 Kim [19]의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한 D 대학교의 플립러닝 수업 설계안을 활용하

여 수업 전 ․ 후 교실 밖 활동과 수업 중 교실 안 활동을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2) 실행 및 관찰단계: 수업운영 및 효과 파악

201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주 동안 수업설계안에 

따라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운영하였다. 플립

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동안 D대학교에

서 실시한 2번의 「플립러닝 교과목 운영교수 간담회」에 참석

하였다. 교육학 전문가와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자의 수업 운영에 변화를 주었다. 

수업운영의 효과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수업운영 전 ․ 후에 조사하여 비교하였

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학기말에 개방식 설문조사 ‘지금까지

의 수업 중 좋았거나 도움되었던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점을 적어주세요’의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성찰단계: 수업성찰

15주의 수업이 끝난 후 연구자는 수업운영 및 효과를 살펴보

며 연구자가 운영한 수업이 플립러닝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지 반성적 성찰을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참여

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응표본 t-test

로 분석하였고 개방식 설문조사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내용분

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설계

1) 수업 요소 분석

플립러닝 수업과 관련된 요소로 학습자의 특성, 수업목표 및 

내용, 수업 환경, 교수자의 역량 측면에서 파악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학습자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은 간호학 전공실습을 처

음 접하며 매체 및 영상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수

업목표는 「인간생명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기반

으로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대한 간호술기를 수행한다」이며, 

본 연구가 시행되는 D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습성과 1.「인간 생

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여 전인간호수행에 요구되는 간호사의 

태도를 형성한다」와 학습성과 3.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적합

한 핵심간호술을 수행한다」의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수업 환

경은 주 1학점 2시수의 교내실습을 위한 기본간호학실습실과 

자율실습실이 있었으며, 각 학생들은 수업내용 관련 실습교재, 

동영상 CD,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을 구비할 수 있었고, 

실습실, 중앙도서관, 집, 그 외 장소에서 동영상 CD를 시청하

거나 자율학습을 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블랜디드 

이러닝 및 SNS 기반 교수전략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이러닝 

수업운영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았고, 2015년 12월에 본 연구가 

수행된 D 대학교의 e-러닝센터에서 각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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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ctional Design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 Applying Flipped Learning

Learning stage Learning content
Teaching․Learning activity

Students Instructor

Outside
pre class

Video clip &
workbook

․ Watching the video clips on learning 
content

․ [Workbook] Description of rationale 
for procedure

․ [Workbook] Summary for key 
concept, clinical implication, think 
about questions

․ Check the learning 
environment

Inside 
class

Prerequisite 
learning 
check 
(10 min)

Workbook ․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key 
concept, clinical implication

․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rationale for procedure

․ Identify learning readiness
․ Professor's questioning about 
rationale for procedure

Practice
(70 min)

Workbook
Practice equipment & 
items

․ Student's practice and feedback
․ Student's demonstration and peer 
review

․ Professor's demonstration and 
explanation about learning 
contents

Assessment 
and feedback
(10 min)

Workbook ․ Presentation of peer review result 
and feedback

․ Reflection and presentation
․ Question and answer about class

․ Feedback on peer review 
․ Guide for open lab
․ Guidance for the next class

Outside
after class

Workbook ․ Open lab ․ Feedback on learning activity 
utilizing a workbook

Figure 2. Instructional model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 applying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 개발을 위한 「플립러닝 운영 워크숍」에 참여하여 수

업 운영을 위한 역량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요소의 4가

지 측면에서 플립러닝 수업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 수업계획안 수립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의 설계는 Kim [19]의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한 D대학교의 플립러닝 수업 설

계안을 활용하여 수업 전 ․ 후 교실 밖 활동과 수업 중 교실 안 활

동을 구분하여 수립하였다(Figure 2)(Table 1). 

(1) 수업 전 교실 밖 활동

 사전 학습: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개별학습이 가능한 영

역을 교실 밖으로 배치하였다. 

 교실 밖 개별학습을 위해 실습교재와 관련 동영상 CD와 

워크북을 활용한다. 수업주제의 실습동영상을 미리 시청

하고 실습워크북에 있는 수행절차를 읽고 이론적 근거를 

기술하며 학습 ․ 성찰일지 중 주요개념의 정리, 학습내용

의 임상적 의미, 이해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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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 안 활동

 학습점검: 교실 밖 학습과 교실 안 학습을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의 학습준비도를 확인하고 학습일지의 질문에 대하

여 학생에게 각자 정리한 주요개념, 임상적 의미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이해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수업을 통

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실습활동: 동료 학생들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

역이었다.

 해당 수기술에 대해 교수의 시범 후, 학생들은 2명 또는 4

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동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

적 실습을 한다. 교수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실습수행과

정에 대해 피드백 한다.

 평가와 피드백: 수업에 대한 마무리와 교실 밖 수업 연계

를 준비하였다. 

 모든 학생의 개별실습이 종료되면 팀별로 1명의 학생이 

수행자가 되고 다른 학생들은 평가자가 되어 동료평가를 

한다. 동료평가가 끝나면 평가학생들이 수행학생에게 피

드백을 주며, 교수는 총괄 피드백과 함께 자율실습 시 주

의 사항을 설명한다. 마무리는 학생들이 성찰질문 ‘실습

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느낀 점, 결심 또는 

각오)’ 를 작성한 후 서로 발표하고. 교수는 마지막 요약정

리를 한 후 다음 수업주제를 소개한다.

(3) 수업 후 교실 밖 활동

 추수활동: 교실 안 학습과 교실 밖 학습을 다시 연계하였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제를 기록한 실습워크북을 제출하

도록 하여 학생들의 사전학습 정도와 성찰내용을 확인하

고 피드백을 적어 수업 당일 또는 다음날 학생들에게 돌려

준다. 학생들은 팀별 자율실습을 통해 수업주제인 실습내

용을 연습한다.

2.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운영

15주 동안 수업설계안에 따라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

습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을 운영하는 동안 직면했던 문제점

들은 「플립러닝 교과목 운영교수 간담회」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면했던 문제점

들과 실행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지 않고 왔을 때 어떻게 해

야 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전에 학생들은 실습동영상을 본 후 

실습워크북을 활용하여 개별학습을 수행한 후 수업에 참여하

였으나, 가끔 수업 전 동영상을 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 실습워크북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불성실한 학생이 

관찰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수업 중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플립러닝이 실패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게 되었다. 수업 

전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지도 전 개별적으로 동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고 동영상을 보고 온 학생들을 위주로 먼

저 실습지도를 하며 수업 중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원칙

을 지켰다.

‘사전학습 점검을 어떻게 하면 플립러닝 수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초기에는 사전학습 정도를 단순한 질의응답으로 확인하였

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열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교육학 전

문가들의 조언으로 수업 중 사전학습 확인을 위해 좀 더 구체적

인 질문으로 토의를 유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초기에는 학생

들의 발표와 질문이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며 침묵이 흐를 때가 

있었으나 핵심적인 질문, 연결형 질문으로 학습의 방향을 유도

한 결과 사전학습 준비와 학습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성실한 학생에게 발표와 토의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료평가를 통해 학

생들이 평가자, 또는 주체자로서의 입장에서 동료들의 실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였다.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성찰시간을 가진 

후 서로 발표를 하였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플립러닝 

수업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수업 후에는 실습워크북을 제출하도록 하여 교수자가 각 학

생들의 사전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실습워크북에 피드백을 하

였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플립러닝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자가 먼저 열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

다. 매주 동일한 내용으로 성찰을 하는 학생에게는 실습워크북 

피드백에 성찰적 질문(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또는 더 깊이 있

게 생각해 봅시다)을 추가하며 학생들에게 열의를 보여 주었

다. 매주 학생들의 성찰일지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며 수업운영

을 점검하였다. 

3.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운영의 효과

수업운영 효과를 양적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파악한 결과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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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57)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plan 
Learning run
Learning assessment

3.32±0.28
3.16±0.31
3.44±0.35
3.43±0.44

3.45±0.34
3.35±0.43
3.54±0.46
3.52±0.42

-3.56 (.001)
-3.74 (＜.001)
-1.94 (0.57)
-1.50 (.14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curiosity
Prudence
Self-confidence
Systematicity
Intellectual fairness
Health skepticism
Objectivity

3.49±0.26
3.34±0.45
3.35±0.66
3.47±0.46
3.05±0.55
3.93±0.34
3.42±0.44
3.87±0.34

3.62±0.30
3.55±0.54
3.42±0.61
3.62±0.51
3.26±0.51
3.93±0.45
3.65±0.48
3.95±0.44 

-3.72 (.001)
-3.09 (.003)
-1.19 (.241)
-2.39 (.020)
-2.96 (.004)
-0.18 (.858)
-3.02 (.004)
-1.29 (.203)

Table 3. Learners' Response of Flipped Learning (N=24)

Categories Response n (%)

Positive Pre class Prerequisite learning and watching the video was helpful 16 (66.6)

Inside class The question-and-answer teaching method was helpful
Professor's demonstration was beneficial
Team practice was beneficial

1 (4.2)
1 (4.2)
1 (4.2)

After class The open lab was helpful 1 (4.2)

Negative Pre class I wish I could write up the workbook after the class 2 (8.3)

Inside class I wish I could watch the video clip once more in class 2 (8.3)

수업운영 전 측정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3.32±0.28점이

었으며 수업운영 후에는 3.45±0.34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

다(t=-3.56, p=.001). 하위항목 중에서 학습계획이 3.16±0.31

점에서 3.35±0.43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3.74, p<.001) 

(Table 2). 수업운영 전에 측정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3.49±0.26

점이었으며 수업운영 후에는 3.62±0.30점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t=-3.72, p<.001)(Table 2). 

플립러닝 수업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한 개방식 설문조사 결

과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Table 3).

플립러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수업 전의 ‘사전학

습과 동영상 시청이 유익함’이 16명(66.6%)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학습과 동영상 시청이 유익함’으로 평가한 학생은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깨닫고 계속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수업내용을 모르고 참여하는 것보다는 수업 내용을 

알고 참여함으로 수업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었으며, 사전학

습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결국 자신에게 더 유용한 방법임을 

인식하였다. 

‘미리 동영상을 보고 실습일지를 써 오면서 공부도 하고 많

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예습할 생

각입니다’

‘선행학습을 한 후에 수업에 참여한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 

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었고 수업진행 하는데 있

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지 작성과 동영상 관람은 

먼저 하는 걸 계속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학습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나에게 더 

이해되고 좋았습니다’ 

플립러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수업 전에는 ‘수업 

후 학습이 더 좋음’이 2명(5.7%), 수업 중에는 ‘수업 중 동영상 

시청을 더 원함’이 2명(5.7%)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은 수업 후에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외운다는 단순한 암기의 효율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미리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배운 후에 과제를 하면 더 수월할 

것이라는 것과 과제 자체에 대해서도 실습책을 채우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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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보였다. 

‘수업 후 이론적 근거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행동 

후 이해하고 외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 오는 것이 수업시간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실습

책을 채우는 것을 다음날 제출한다면 더 잘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연구자의 수업성찰

‘실습수업에도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간호학

에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은 이론의 실무적용 즉 지식기반 또는 

근거기반 실무를 위함인데, 플립러닝 교수법은 실습수업 전 이

론적 근거를 탐색하고 실습수업을 통해 실무지식으로의 통합

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플립러닝은 유연성 있는 환경, 학습문

화, 의도적인 학습내용, 전문교수자라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

[4]. 본 연구자는 이 4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자가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진행하였는지 성찰하였다. 

첫째, 유연성 있는 환경이다. 플립러닝은 다양한 학습방식

을 허용하며 그룹학습이나 개별학습을 학습단원에 맞추어 재

조정하며 융통성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실습워크북과 실

습 동영상 CD를 각 학생이 구비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었고 자율실습은 팀별학습을 권장하였으나 개별학습도 

상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율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

우 자율실습실 외에도 기본실습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의 스케

줄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하였다. 다만, 실습시범 동영상

을 직접 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둘째, 학습문화이다.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 접

근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식

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방법을 평가하며 능동적으

로 지식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기존에 형성된 학습문

화를 단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수업의 주체임을 인지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늘어나고 능동적 태도를 갖게 된 것으

로 보였다.

“학교 다니면서 수업시간이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가는 수업

은 이게 처음이라 즐거웠고 도움 된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료평가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동료들로부터 평가받

거나 동료를 평가하는 경험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습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도적인 학습내용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자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학생들이 스스

로 탐색해야 할 자료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학습전략으로 수업

시간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수업 중에 운영했던 동영

상 시청을 사전학습으로 배치하여 수업시간을 확보하였고, 수

업 후 제시했던 과제를 사전학습으로 제시하여 주요개념과 이

론적 근거를 스스로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수업시간에는 주요

개념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이 실습으로 통합

되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들의 주요개념에 대한 과제수행의 정

확도와 참여도는 차시가 진행될수록 향상되었다. 

넷째, 전문 교수자이다. 플립러닝에서의 교수는 수업시간동

안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적절한 순간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

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습수업은 지속적인 순회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하게 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적

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실습워크북을 수업 후마다 제출하도록 하여 과제 수행도와 

성찰일지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하였다. 또한 수업 운영이 무엇

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질문을 이어 나가는 방법,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개방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위해 교수법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플립러닝 운영교

수 간담회에서 수업운영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류한 것도 도

움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플립러닝 적용 수업을 시도하기 전에도 수업 전 

예습을 위해 교과서를 읽거나 팀학습 보고서를 통해 수업을 뒤

집는 시도들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 중의 교수법이 교

수자중심이다 보니 학습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플

립러닝을 유도하지 못했었다. 플립러닝 적용 수업의 운영은 사

전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적용이 중요하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쉬운 점은 매주 학생들의 실습워크북을 

통해 피드백을 하는 일은 시간적 부담이 되어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플립러닝 적용 기본

간호학실습 수업설계와 운영을 통해 적용가능성과 효과를 파

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수업설계는 수업 전 교실 밖 활동, 교실 안 활동, 수

업 후 교실 밖 활동으로 구분하여 수립되었는데 수업 전 교실 

밖 활동에는 사전학습, 교실 안 활동에는 학습점검, 실습활동, 

평가와 피드백, 성찰활동, 수업 후 교실 밖 활동에는 추수활동

으로 자율실습과 학습활동 피드백으로 구성하였다. 

즉, 플립러닝의 특징적인 수업구조로 수업 전 학습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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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컨텐츠 제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실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Choi와 

Kim [20]이 제안한 플립러닝 설계 모형인 ‘PARTNER’ 모형에

서는 수업형태를 이론 강의, 이론과 실습병행, 실습위주 수업

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

록 하였는데, 실습위주의 수업인 경우 사전단계에서 수업자료

를 제공하고 교실수업에서는 협력학습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

하고 평가를 받게 하는 개인 및 팀 활동 중심 형태이므로 사후 

성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위주의 수업형태이기 때문에 교실 안 활

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수업 후 교실 밖 활동을 추가하여 자율실습과 실습

워크북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수업 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Kim [19]의 연구에서 교실 밖 

활동은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게시판이나 

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동을 통해 부족한 활동이 이

어지도록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특

성에 따라 자율실습을 구성하였고, 교수자가 실습워크북 피드

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준비와 참여를 점검하고 학생과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운영은 수업설계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수업운영 시 교

실 안 활동으로 학습준비도를 확인하고 주요개념과 임상적 의

미를 발표하였는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발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Choi와 Kim [20]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플립

러닝에서 사전학습에서 제시된 내용을 협력학습으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수업내용을 요약정리 하게 되면 교수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사전학습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Heitz, Prusakowski, 

George와 Franck [21]는 의과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4주 

동안 플립러닝 기반 응급의학실습을 운영하였는데 참여 학생 

중 31.1%가 사전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

전학습의 대상이 되는 환자사례를 응급실에서 찾을 수 없어 플

립러닝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플립러닝에서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교수자가 의도적

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는 동영상 매체와 실습워크북으로 의도된 교육환경을 구

성하였고 수업내 시간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간호중재 술기를 직접 

간호대학생이 직접 수행해보는 기본간호학실습의 특성 상 실

습동작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22] 교수자가 매 수업시간 마다 사

전학습결과를 점검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한 것이 효

과적인 수업운영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운영은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Kim [2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 동영상 사전 교육을 15주 동안 시행한 결과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Suk [23]이 사

회복지학부생 42명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10주 동안 시행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Choi [24]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플립러닝을 시행한 후 학습자 면담을 한 결과를 보면 수

업 전에 학생 스스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플립러닝 특성 상 학생들이 수업 전 

사전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본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난 결과

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플립러닝이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되기 

위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발 및 유지하게 하는 교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플립러닝에서는 자기주

도적 학습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영상 

매체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실습워크북을 활용하였다. 동영

상 시청시간은 학생이 반복학습을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을 정

도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Son 등[25]의 연구에서는 20~25분 정

도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동영상 시청에 소요되

는 시간은 15분 이내였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실습워크북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발하는 교수전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수업 전 보다 수업 후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Lee와 Eun [8]이 간호학과 2학

년 64명을 대상으로 6차시 18시간동안 건강사정 및 실습 플립

러닝을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

과와 간호교육은 아니지만 Mortensen과 Nicholson [26]이 승

마학 수강생 130명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15주 동안 진행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

다. Simpson과 Richard [27]는 간호학과 3학년 157명을 대상

으로 플립러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사

전 학습과 수업 중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이 비판적 사고를 향상

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Park과 Kim [28]은 교양 

및 전공교과목을 플립러닝 방식으로 수강한 대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정도를 확인한 결과 강의식 수

업을 들은 학생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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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

상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플립러닝을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학습내용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의 플립러닝은 학생이 수업 전 활동으로 학

습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학습내용 중 중요개념을 찾

아서 정리해보며 각 개념들이 임상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학습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작

성해보도록 하였다. 수업 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사

전 학습내용과 이해가 안 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서 교수자와 동료학생들과 함께 서로 토의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법이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

게 함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의 플립러닝 후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은 

Jang, Kim과 Kim [2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

를 근거로 볼 때 플립러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

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ark과 Hong [30]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기본술기 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근거로 볼 때 플립러

닝 적용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향상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은 기본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플립러닝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이라

는 기본간호학실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

수학습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 수업운영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수업 전 사전학습과 동영

상 시청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와 

Hwang [10]이 여성건강간호학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후 

학습자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전 학습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되어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반응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플립러닝 수

업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이 수업 후에 과제를 하고 학

습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는 수동적 학습자의 자세를 보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플립러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지만 수동식 교육

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런 학습방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이야말로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더 필요한 학생이라고 생각된다. 플립

러닝을 운영하는 동안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코칭해 줄 

필요가 있다. 

플립러닝 수업전략 개발을 위해 교수-학습설계 모형으로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을 사용한 Lee와 Hwang [10]의 연구와 본 연

구의 플립러닝 수업 개발 및 진행과정을 비교해보면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두 연구 모두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 

특성 및 학습환경 등을 파악하여 수업설계에 반영하였다. 반면 

Lee와 Hwang [10]의 연구에서는 수업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학습자 측면에서만 플립러닝의 학습효과를 검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을 운영하는 과정 동안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하는 다른 교수자와 수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경

험 공유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점검하여 수업 운영개선에 반영

하였다. 또한 플립러닝에 대한 평가 또한 학습자 측면에서의 

학습효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수업성찰을 통

해 플립러닝 수업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 수업운영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추후 플립러닝 수업 운영 시 개선해야 할 점을 확

인하여 다음 순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플립러닝 적용 수업설계와 운영은 수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실습수업에 적용한 연구이다. 플립러닝

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초기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사

례가 반드시 필요한데[20] 본 연구는 간호학 실습교과목을 실

행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다양한 학습유형에 따라 플

립러닝을 적용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가 플립러닝 적용 수업설계와 운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본간호학실습의 목표인 임상수행능력의 향

상에 플립러닝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것

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결 론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설계와 운영을 위해 Kemmis와 McTaggart [18]의 실행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 실행 및 관찰, 성찰단계에 따라 수업설

계, 수업운영 및 효과 파악, 수업성찰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계획단계에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로 구분한 플립러닝 

수업설계안을 개발하였다. 실행 및 관찰단계에서는 15주간 플

립러닝 수업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찰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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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업설계와 운영이 플립러닝의 4가지 특징인 유연성 있

는 환경, 학습문화, 의도적인 학습내용, 전문교수자 측면에서 

이루어졌는지 성찰하였다. 본 연구의 플립러닝적용 기본간호

학실습수업은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학습방식을 허용

함으로써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학생들은 플립러닝을 

진행할수록 자신들이 수업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학습문화가 형성되었다. 교수가 의도적으

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한 결과 학습자

의 사전학습의 준비정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수자 또한 플립러

닝 운영을 통해 질문을 이어나가는 방법, 학생 참여 유도방법, 

개방적 학습 분위기 조성방법을 습득해나가는 기회가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플립러닝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에 유용한 교

수학습 전략이다. 또한 새로운 간호교육방법을 시도함에 있어 

실행연구 형태의 접근은 단순히 교육적 효과의 검증에 머물지 

않고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교육현장의 개

선 및 교수자의 역량 향상에도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전후 

효과를 비교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의 교육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이 있는 실험연구의 접근이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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