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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
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Son, Park, Im, Lim,

연구의 필요성

& Hong, 2015). 즉 온라인의 사전학습과 오프라인의 토론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 가능

간호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질적

하도록 자극하는 교수법이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수업

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

시간에 더욱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다(Chaung, 2011). 이에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에 대한 이론교

하고,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더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

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할

록 하며, 효과적으로 학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도록 교육받는다(Han,

(Johnson, 2013).

2018). 이러한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에서 만

이러한 플립러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학업성취도(Educational

플립러닝 교수법의 활용도가 낮으며, 이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와 학업성

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도 드물게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플립러닝을「건강사정」교과목에

하다(Kim, 2002).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현재 간호교육은 전문적인 내용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지

이 향상되었으며(Lee & Eun, 2016),「기본간호학실습」교과목

식 전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문제

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Kim

해결 능력이나 실무적용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지적되

& Kim, 2017). 플립러닝을 적용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고 있다(Greenberger, Reches, & Riba, 2005). 따라서 교수학습

의 학업성취도(Della Ratta, 2015)와 학습만족도(Simpson &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Richard, 2015)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적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력을 개발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최근 다양한 교수법 중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학습목표로 하는「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과목에서 플립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Goodwin & Miller,

러닝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

2013). 플립러닝은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벗어나 수업 전에 동영상과 사전학습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개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교과목은 간호대학생이 비판적

인의 상황 및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며, 수업

사고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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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 애 외

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

으로 분석한 혼합연구이다.

로 한다(Sung, Hong, Jung, & Kim, 2015).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 지식 습득이 아닌 적극적

연구 대상

의사소통과 참여, 자기주도성, 협력학습을 위한 팀활동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양적연구의 대상자는 J대학교의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
정」교과목을 수강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혼합연구방법은 단일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99명(동의율 100.0%)이었다. 대

이용하는 것으로 주로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을 위한 유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각 연구방법의 단점을 보완하

의수준 .05(양측검증), 효과크기 .80,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산

여 연구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타

출하였을 때 각 군별로 2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분반

당도를 높이며 일반화를 증진할 수 있다(Lee, Kim, & Kim,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플립러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49명을

2013).

실험군으로, 강의식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50명을 대조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과목에서

으로 할당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확산효과를 방지하기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

위해 사전학습 자료 및 강의자료가 교류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취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연구를 통하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험이 끝난 후에는 모든 자료와 동영상

여 파악하고, 플립러닝 수업경험을 심층면담과 성찰일지를 통

을 모두에게 제공할 것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최종 분석 대

해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

상자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1회 이상 결석이나 지각을 하였거

고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한편 간호교육 분

나 설문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17명(실험군 8명, 대조군 9명)

야에서 플립러닝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을 제외한 82명(82.8%)으로 실험군 41명, 대조군 41명이었다.
질적연구의 참여자는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과목을

연구 목적

수강하는 학생 중 플립러닝(실험군)에 참여한 자로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9명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과목을 수
강하는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 도구

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
고, 심층면담과 성찰일지 분석에서의 연구문제는 “플립러닝의

●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경험은 어떠한가?”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 (2004)이 개발한 27문항의 5점 척
도로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신중성,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

∙ 첫째,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둘째,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 셋째,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의 7개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4,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는 효과를 파악한다.
∙ 넷째, 플립러닝을 적용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탐색한다.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Rovai, Wighting, Baker와 Grooms (2009)가 대

연구 방법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형식의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연구 설계

Park, Lee와 Bae (2010)가 주관적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적용한「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

의적, 심동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

과목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 학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연구방법으로 확인하고,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음

학습경험에 대한 심층면담과 성찰일지의 내용을 질적연구방법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79였

번안한 9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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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ark 등(2010)의 연구에서 .90,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사전학습 사정에서는 사전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스로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했는가를 점검받는 단계이다. 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 (2001)이 개발하고 Ha

때 연구자는 학습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전 지식을

(2003)가 수정한 23문항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습득, 문제풀이, 과제에 대한 강의노트 작성 등 수업 내용에

과제 난이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

대해 사전학습을 하게 하였다. 또한 임상사례 관련 문제풀이와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강의노트를 통해 본 학습에서 확인할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도

사전학습 연계는 사전학습에서 제시하였던 수업 내용을 협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4였고, Ha (2003)의 연구에서는

력학습으로 이행하기 위한 안내 및 지침을 공지하는 단계이다.

.79,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학습자는 동영상을 통하여 사전학습 시 제공되었던 질문내용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을 동료 학습자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해결하고, 연구자는
● 일반적 특성

교실을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제공하여 구성원들 간의 능동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문헌(Hwang, 2003)과 연구진 회의

인 참여와 토론을 격려하였다.

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 학업

협력학습은 플립러닝의 핵심으로 학습자 간 토론과 토의가

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합의한 성

기반이 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사전

(gender), 연령, 입학 시 전형유형, 졸업한 고교의 유형, 고교

학습 시 활용되었던 동영상 자료를 팀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성적, 전공 만족도, 선호하는 학습법, 가정 경제상황, 직전 학

토론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적절한 피드

기 학점, 아버지의 학력 수준, 본인의 성격 유형, 토론수업에

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대한 선호도, 온라인 수업의 만족 여부의 총 13문항으로 조사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다.

핵심요약 강의는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연구자는 심화
과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정리함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으로써 정보적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수업설계 및 적용

평가에서는 개별평가와 팀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수업 설계는 사전단계(Preparation), 사

활동을 통해 도달한 수업목표의 달성도를 확인․점검하였고,

전학습 사정(Assessment), 사전학습 연계(Relevance), 협력학습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Team activity), 핵심요약 강의(Nub lecture), 평가(Evaluation),

자 하였다.

사후성찰(Reflection)의 7단계로 구성된 Choi와 Kim (2015)의

사후성찰은 학습활동 직후 학생들이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PARTNER (Preparation, Assessment, Relevance, Team activity,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서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

Nub lecture, Evaluation, Reflec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

록 하였다.

사전단계는 요구분석과 사전학습 자료제공으로 구분하여 구

수업 운영은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성하였다. 요구분석에서는 학습자와 환경 및 교과목을 분석하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

였으며, 사전학습 자료제공에서는 학습주제에 따른 임상사례를

로 실험군은 플립러닝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전통적 강의식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실생활과 관련하여 제시함으로써 흥미

수업을 적용하였다.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교과목은 2학점

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Microsoft Office를 이

15주 수업으로 실험군은 총 6차시(12시간)에 걸쳐 플립러닝이

용하여 학생들이 미리 학습할 수업 영상을 제작(비판적 사고

적용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업진행은 연구자 1인이 단

관련 사례,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독으로 진행하였다.

하고 연구자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탑재하여 학습하도록 하

연구자는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플립러닝에 대한 개

였다. Microsoft Office Mix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강의자료

념과 진행과정 및 방법, 학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팀

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툴로서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퀴즈 문항

운영을 위한 팀 구성과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팀 구성은 무

을 제작하는 퀴즈 앱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학

작위 추첨을 통해 한 팀당 6-7명으로 총 8팀을 구성하였으며

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강의자료를 시청하는 시간은 10-20분

수업활동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협력학습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제작된 동영상을 자율적으로

이 진행되었다. 플립러닝은 총 3 단계로 운영되며, 사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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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참여하기 전 온라인 카페에

자료 분석 방법

탑재된 수업자료와 퀴즈 내용을 강의노트에 기록하여 수업 시
활용하고 수업을 마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학습에서는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

학습목표에 따라 작성해 온 내용을 토대로 동료학습자들과 토

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은 χ2-test와

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을 통해 연구자와 상호 피드백을

Fisher’s exact test로, 두 군간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

적용,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후 학습에서는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로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

필사된 면담자료와 성찰일지 자료에 대하여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필사된 면담자료와 성찰일지

을 제공하였고, 개인 성찰일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플립러닝 수업은 3주차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영상 강의

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핵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있는

를 진행한 후 임상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수업

문장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문장을 상호 연결하고 추상화함으

을 진행하였다. 6주차에는 간호사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 후

로써 범주를 도출하였다.

임상사례를 통해 간호사정을 도출하고 팀별 토의를 거쳐 발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주차는 임상사례를 통해 간호진단과 비

연구 결과

판적 사고 기준을 적용하여 팀별로 간호진단 진술문을 작성하
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11주차와 12주차는 간호계획과 간호수

플립러닝의 효과

행을 작성하기 위한 간호 기록체계를 강의한 후 사례를 제시
하여 정확한 기록양식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주차는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간호평가 유형에 대한 강의와 간호평가진술문을 작성한 후 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gender), 연령, 입학 시 전형유형, 졸업

상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간호과정을 팀별로

한 고교의 유형, 고교 성적, 전공 만족도, 선호하는 학습법, 가

적용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정 경제상황, 직전 학기 학점, 아버지의 학력 수준, 본인의 성
격 유형, 토론수업에 대한 선호도, 온라인 수업의 만족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 자료 수집 방법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연구목적과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99명의 학생에게 연구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 비판적 사고성향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플립러닝은 2015년 8월 31일부터

비판적 사고성향은 실험군이 5점 만점에 3.36(±0.26)점으로
3.05(±0.22)점보다

12월 18일까지 적용하였으며, 종료 후 2015년 12월 21일부터

대조군의

12월 25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자가 실험군과

(p=.017), 지적열정/호기심(p=.001), 자신감(p=.002), 지적 공정

대조군 모두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성(p<.001), 건전한 회의성(p<.001), 객관성(p<.001) 하위영역에

높았다(p<.001).

또한

신중성

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았다(Table 2).

연구의 윤리적 고려
● 학업성취도
본

연구는

C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2-1041055-AB-N-01-2015-0025)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본 연

학업성취도는 실험군이 5점 만점에 3.15(±0.47)점, 대조군이
3.19(±0.5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구에서 사용한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
감 도구는 모두 개발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다. 대상자의 윤리

● 학업적 자기효능감

적 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구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5점 만점에 3.07(±0.31)점, 대

절차에 강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 대

조군이 3.05(±0.4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상자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은 최소화하였다.
해당 대학의 학과장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대

플립러닝 참여 경험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 대상자의 특성

연구보조자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암호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77세였으며, 모두 여학생이었다.

하였으며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 자

입학 시 전형유형은 모두 일반전형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료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하였다.

졸업한 경우가 5명(55.6%)이었다. 1학년 1학기 학점은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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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7명(77.8%)이었으며, 본인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답변

13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개의 범주가

한 경우가 5명(55.6%)이었다. 토론․발표식 수업을 좋아하는

도출되었다(Table 3).

경우와 온라인 수업이 수업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경우가 각각 7명(77.8%)이었다. 또한 토의/토론학습을 선호하
는 경우가 5명(55.6%), 사례기반학습을 선호하는 경우가 3명
(33.3%)이었다.

∙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이 범주는 ‘서둘러 결론짓기의 보류’, ‘비판적 사고로 거듭나
기’,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과제물 제출 방식과는 다르게 과제물 작

● 대상자의 경험

성에 시간을 투자하여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관련 서적을 찾거

면담과 성찰일지 자료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한 결과

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완벽을 기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Table 1. Homogeneity Test o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Age
<20
≥20
College admission policy
General admission
Special admission
High school type
Academic high school
Non-academic high school
High school grades
High, middle, low
High, low, middle
High, low, middle
Middle, high, low
Low, high, middle
Low, middle, high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Preference learning methods
Lecture
Discussion
Case-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Academic grade
≥4.0
3.5-3.9
3.0-3.4
≤2.9
Fa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High school
Personality
Extrovert
Introvert
Preference for discussions
High
Usual
Low
Satisfaction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No idea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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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n=41)
n (%)
5 (12.2)
36 (87.8)
25 (61.0)
16 (39.0)
32 (78.1)
9 (21.9)
29 (70.7)
12 (29.3)
10 (24.4)
3 (7.3)
2 (4.9)
2 (4.9)
10 (24.4)
14 (34.1)
35 (85.4)
6 (14.6)
21 (51.2)
5 (12.2)
8 (19.5)
7 (17.1)
1 (2.4)
23 (56.1)
17 (41.5)
6 (14.6)
15 (36.6)
13 (31.7)
7 (17.1)
16 (39.0)
25 (61.0)
19 (46.4)
22 (53.6)
6 (14.6)
20 (48.8)
15 (36.6)
17 (41.4)
8 (19.6)
16 (39.0)

(N=82)
Cont. (n=41)
n (%)
12 (29.2)
29 (70.8)
29 (70.8)
12 (29.2)
31 (75.6)
10 (24.4)
24 (58.6)
17 (41.4)
10 (24.4)
3 (7.3)
7 (17.1)
3 (7.3)
7 (17.1)
11 (26.8)
32 (78.1)
9 (21.9)
20 (48.8)
7 (17.1)
8 (19.5)
6 (14.6)
3 (7.3)
30 (73.2)
8 (19.5)
5 (12.2)
12 (29.3)
18 (43.9)
6 (14.6)
20 (48.8)
21 (51.2)
19 (46.4)
22 (53.6)
6 (14.6)
23 (56.2)
12 (29.2)
10 (24.4)
5 (12.2)
26 (63.4)

χ2

p

3.64

.057

0.87

.352

7.87

.344

6.87

.443

38.71

.672*

0.73

.391

16.82

.722

15.23

.703*

1.31

.727

7.58

.371

0.00

.999

0.54

.762

4.88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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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결론지어왔던 것들을 지금은 ‘왜 이럴

예전에는 과제물을 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

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차원적인 고민을

고 끝냈는데, 이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아∼ 이렇게 썼지만 이렇

해가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이 옳다고

게 쓰면 더 좋은 거 같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주장을 하면서 이

좋겠다. 이러면서 더 생각을 끄집어내서 쓰고 해요(참여자 1).

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상대

아무래도 토론수업을 하게 되니까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도

방을 설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도 뿌듯하고 대견스럽

좀 더 편해졌고 섣불리 생각도 안하게 되는 점이요. 좀 더 깊

다고 하였다. 가끔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동료학습자

게 생각도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참여자 2).

들과 의사소통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무는 것? 그래 가지

더불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게 해 주어 고마

고 만약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 만약 이렇게 행동을

운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Table 2.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N=82)
Exp. (n=41)
Mean±SD
2.88±0.40
3.40±0.37
3.37±0.43
3.20±0.56
3.66±0.45
3.30±0.49
3.76±0.48
3.36±0.26
3.14±0.50
3.20±0.59
3.11±0.58
3.15±0.47
2.86±0.49
3.25±0.40
3.02±0.39
3.07±0.31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udence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Self-confidence
Systemicity
Intellectual/fairness
Healthy skepticism
Objectivity
Total
Academic achievement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Psychomotor domain
Total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 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Total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Cont. (n=41)
Mean±SD
2.66±0.41
3.11±0.37
3.08±0.40
2.98±0.53
3.29±0.39
2.90±0.34
3.34±0.56
3.05±0.22
3.18±0.65
3.22±0.65
3.18±0.60
3.19±0.57
2.82±0.58
3.28±0.55
2.94±0.59
3.05±0.47

t

p

-2.45
-3.50
-3.20
-1.82
-4.01
-4.23
-3.59
-5.90
0.32
0.12
0.57
0.38
-0.35
0.30
-0.78
-0.24

.017
.001
.002
.072
<.001
<.001
<.001
.004
.752
.906
.573
.078
.725
.766
.441
.053

Table 3. Students’ Experiences of Flipped Learning Dimension

(N=9)

Categories
Looking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Sub-categories
- Putting off making conclusions hastily
-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 Understanding and accepting various perspectives

Becoming self-directed learner

-

Rise in confidence

Difficulty in adapting to new teaching methods

30

Increased understanding of conten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and review
Performing iterative learning
Recognizing positive learning effect of participation class
Actively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Reduced burden of sharing opinions
Promoting dynamic interaction among members

- Psychological burden on preparing for class
- Frustration from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 Dissatisfaction on off-line class time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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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참여자 1).

참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학습내용을 동료 학습자들과 공
유하기 위해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의견이 분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름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자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도

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

배우게 되었다(성찰일지 중).

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부
끄러워 말을 아끼는 경향이 종종 있었으나 이 수업을 통해 자

∙ 자기주도 학습자로 거듭나기
기존 교육방식인 내용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신의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
감이 생기게 되어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토론학습이 주를 이루면서 문제해결 능
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준비해 오니까 말 할게 많더라고요. 근데 점점 하면서 말을

함으로써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배운 내용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토론을 할 때 친구들의 말을 듣는

이해하고 동료 학습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늘어난 거 같아요(참여자 6).

평소 예습․복습에 충실해야 하며 학습내용을 본 수업 전에

저는 일단 어려운데 어려운 과목에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

준비해야만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의사소통

하고 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자신감을 얻게 된 거? 아

도 원활해진다고 하였다. 토론수업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상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제일 많이 느낀 거

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정보를 경험하면서 이야

같아요(참여자 4).

기하고, 이것을 정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시험기간에 공부시간
도 아끼고 결과적으로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좋았다고 하
였다.

잘 몰랐던 점도 있고 헷갈린 것도 있었는데 토론도 하고 다
른 팀들과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풀리고 그랬
던 것 같아요(참여자 2).

나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4).

팀원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거는 최대한 설명을 해주
고 모르는 거 있으면 팀원들한테 도 물어 보기도 해요. 이러면
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팀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옛날에 저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는 갈수록 이해가 더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3).

자기 의견을 말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다 보니까 말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참여자 7).

동영상을 통해서 예습 복습하고 수업하면서 내 의견을 계속
말하니까 네다섯 번 읽은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심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지로 복습을 하니까 반복효과가 있는 것

팀별 학습 시 나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어 자신감이 생겼다(성찰일지 중).

같아요(참여자 5).
∙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나중에 자기들이 깨달아요. 내가 이걸 안 해오면 대화에 낄

이 범주는 ‘수업 준비에 대한 심적 부담감’, ‘전공지식과 경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저희 조는 그런 거 없이도

험의 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Off-line 수업시간 제약에 대한

잘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못마땅함’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은 단
20분 이내였으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팀별 학습을 하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

은 평균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황에 참

억에도 오래남아 시험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성찰일지

여자들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역부족이

중).

라는 생각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 하려
는 경우도 잠시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행동이 동

∙ 자신감의 상승

료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범주는 ‘적극적 자세로 토론에 참여’, ‘의견 공유에 대한

전공지식과 실습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상관련 학습활

부담감 감소’, ‘구성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증진’의 개념을

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컸고, 토론이 끝

포함하였다.

난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과 동영상 시청 후 강의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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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의 역량을 고려하는 한편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활동을 탐색하고 체계적인 수업설계가 필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써와야 되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요하다고 생각한다.

삼십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써 올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대조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에

때도 있어요. 또 일지도 수업 끝날 때마다 같이 내야 되니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플립러닝

힘들어요. 토론에서 발표까지 정리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일

을 적용한 Gu (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

지까지 쓰니까 다른 팀이 발표할 때 아예 듣질 못하는 거예요.

능감의 하부 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힘들었어요. 동영상 보는 것을 저는 한번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과제난

시작하면 한 시간은 넘어요. 오래 걸릴 때는 한 두 시간 정도

이도 선호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가장 낮았다. 자기조절 효

(참여자5).

능감이란 자기조절력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짜증이 나기

능기대 정도(Bandura, 1986)로 본 연구에서 자아조절 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 하였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내용을 정리하는데 힘들
었다.

대부분의 간호학과 4년제 교과과정 중 1학년 수업은 인성함양
을 위한 교양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짐을 고려해 볼 때 전공교

팀별 발표 시 산만하여 집중하기 힘들었다(성찰일지 중).

과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 컸

논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 즉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

던 것으로 보여 진다. 자신감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의

력에 보이는 신념 정도(Bandura, 1986)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
본 연구는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학습 환경과

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와 플립러닝 학습

성격, 성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웹 기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된 혼합연구이다.

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실험군은 강의식 수업을 적

때문에 학습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영향을 줄 수 있

용한 대조군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 이는 동일

고, 성격 유형은 53.6%가 내성적인 성격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적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용한 연구(Kim & Kim, 2017)와 건강사정 및 실습에서 6차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연구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증진

의 플립러닝을 적용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고

을 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응적 코칭 피드백을 제공

한 연구(Lee & Eun, 2016)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전학습 시 동

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먼저 학습하게 한 후 해결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

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학습을 통하여 동료학습자와 도

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

움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Kim & Park, 2001)으로 실험

향상되어 학습이 촉진되고 더불어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의

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교실

식 수업이 학습자들에게는 친숙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학습법

수업을 통해 토론활동과 자기 성찰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주도

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적 학습태도 역시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수자들은

한 6차시(12시간) 진행과정이 토론을 통한 인지적 상호작용 빈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적용하여 효과적인 학습 증진

도를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플립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대조군과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

러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

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

역량에 따른 동영상 강의와 적절한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새로

으로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중학

운 학습법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플립러닝 수업 운영

생을 대상으로 과학 교과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Choi (2015)의

횟수를 늘려 학습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강의식 수업에

필요가 있다.

만 익숙해 있던 학생이므로 새로운 학습법이 생소하였고, 플립

본 연구에서는 양적자료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플립러닝의

러닝 적용기간이 다소 짧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학습경험에 대한 심층면담과 성찰일지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새로운 학습법을 적용할 시에는 학습자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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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기주도 학습자로 거듭나기’, ‘자신감의 상승’, ‘새로운

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실험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가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로는

만 비판적 사고능력 개발을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능

‘서둘러 결론짓기의 보류’, ‘비판적 사고로 거듭나기’, ‘다양한

력을 배양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하는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

정｣ 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한 수업 적용이 문제해

‘예․복습의 중요성 인지’, ‘반복학습 수행’, ‘참여수업의 긍정

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성향에 긍

적 학습효과 자각’, ‘적극적 자세로 토론에 참여’, ‘의견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 부담감 감소’, ‘구성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증진’, ‘수
업준비에 대한 심적 부담감’, ‘전공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결론 및 제언

답답함’, ‘off-line 수업시간 제약에 대한 못마땅함’의 13개가
추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플립러닝 수업 후 기록한 성찰일지

본 연구는 플립러닝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

를 근거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한 결과(Lee & Hwang, 2016)

업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와 플립러닝 학습

‘수업의 집중도 및 이해도 향상‘, ‘예습을 통한 능동적 학습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된 혼합연구이다.

여’, ‘토론을 통한 동료 간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시간

플립러닝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데

과 노력이 많이 듦’, ‘예습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적이었으나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측면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플립러닝이 주요 수업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내용을 동영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한편 면담과 성찰일지의 내용 분석결과 ‘객관적 시각으로 바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라보기’, ‘자기주도 학습자로 거듭나기’, ‘자신감의 상승’, ‘새

으며 수업시간에 모둠별 토론수업을 통해 지식의 활용역량을

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 도출되어 대체로 긍

키우도록 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방식임을 확인

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판적 사

할 수 있었다(Kim & Kim, 2014; Ryu & Kim, 2014).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와 간호과정｣ 교과목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립러닝의 활용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반면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있어서는 실

본 연구는 플립러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양적

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습경

연구에서 사전조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연구결과 해석에

험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에서는 4개의 범주 중 3개의 범주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전․사후 조사가 설계된 플립러

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플립러닝

닝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실험연구의 수행이 필요

을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하다. 또한 다양한 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의 효과를 확인함으로

있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써 간호교육에서의 활용도를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변인
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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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 Mixed Methods Study*
Cha, Ju Ae1)․Kim, Jin Hee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ssons based on flipped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mixed methods paradigm. Participants were 82 nursing students (experimental group=41, control group=41)
for the quantitative study, and nine nursing students for the qualitative study. A flipped learning lesson and lecture
were provided in a class titled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Processes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flipped
learning lesson.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with a chi-square test and an independent t-test.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5.90, p=.004) of the
experimental group with flipped learning increased significantly, but their academic achievement (t=0.38, p=.078)
and academic self–efficacy (t=-0.24, p=.053)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From the content analysis after
the flipped learning lesson, four categories and 13 sub-categories were deriv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lipped learning is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eaching-learn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applying flipped learning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Keywords: Learning, Thinking, Achievement,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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