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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업 성취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D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실험
군 38명, 대조군 36명이었으며 실험군에게는 플립러닝 수업을 대조군에게는 기존의 수업 방식을 4주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 후 플립러닝 수업을 실시한 실험군의 활력징후 학업 성취도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나(t=2.921, p=.005)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후 비판적 사고성
향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2.277 p=.029). 향후 간호학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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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using flipped learning on self confiden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and critical think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 experimental groups and 36 control groups, who were in the second 
yea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D university, and Flip learning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four weeks, while the existing teaching methods were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vital signs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experiment with 
flip learni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2.921, p=.005), but other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critical think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experiment than before (t=2.277 p=.029).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 in the control group. 
In the future, various studies using flip learning in nursing are needed. 
Key Words : Flipped learning,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Corresponding Author : Su-Jeong Yi(12181056r@dankook.ac.kr)
Received May 12, 2020 Revised   June 3,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6, pp. 389-399,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6.38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39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발맞추어 간호교육에서 사회적 책무를 갖
춘 역량 있는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간호교육프로그
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이 관리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간
호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간호 실무에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 체계적인 문제해결 능력 양성, 학습자의 비판적인 
사고능력 향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새
로운 교수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2]. 학생중심의 교
육은 더 높은 수준의 학습자 자율성과 학습 성과 및 동기
를 부여하며 가장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 중 하나가 
플립러닝이다[3].

플립러닝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해 미리 학
습하고,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으로[4] 전통적인 교육과 임상실무 수행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어 간호학, 의학, 약학에서 유용할 것이
라는 제안이 있었으며[5, 6]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최근 간호 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7].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수업에서
의 학습과정을 전이시키며[3] 이러한 플립러닝을 통해 교
사의 역할은 지식전달자에서 지도자, 촉진자로 변화하고 
수업은 학생중심 활동으로 변화되며, 교수-학습자 사이
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8]. 또한 플립러닝
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더욱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더 긴
밀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으로 학업성
과를 달성하게 한다[9].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암기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학생들은 논리적 일관성에 근거하여 
결론을 탐구하고 추론하는 체계적인 습관을 개발하지 못
한다[10]. 강의식 교수법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
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력 등의 함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교육의 목
적이 지식 습득이 아닌 지식 활용으로 변함에 따라 교육
의 주체도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4]. 플립러닝
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현장에서는 플립러닝교수
법의 활용도가 낮다. 최근 간호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서는 대
학생 핵심역량과 학업수행도[11]가, 기본간호학[12]과 
건강사정 및 실습[7, 13]교과목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자

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여성건강간
호학[14]과 보건교육 및 방법론[15]에서는 학습동기와 
학습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국외에서도 간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16] 및 
학습 만족도[17]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
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
해 간호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플립러닝의 적용과 효과를 알아볼 필
요가 있다.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은 기본간호학이론 교과목과 
함께 실습을 연계시키는 수업설계를 하고 있다. 이론수업
을 선행하고 실습수업을 하게 되므로 실습수업은 이론적 
근거를 실무로 통합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18]. 플립러
닝은 실습수업을 통해 배우는 간호수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주입식으로 설명해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찾아
보고 분석해보고 동료학생과 토의하면서 자신의 간호수
행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전통
적인 기본간호학 실습은 학생들이 예습 없이 실습에 임
하며 교수의 강의와 시범 후 학생 스스로 연습하도록 하
여 실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본인의 수행 
과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즉각적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19]. 또한 학생들은 
교수 시범교육에 대해 수동적으로 임하고 자기 주도적이
지 못하며 실습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간호학생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 감소, 임
상실습 시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한다[20]. 플립러닝은 수동적인 수
업이 아니라 토론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수업으로 수업
참여도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4]. 따라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 플립러닝을 활용하
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보를 적
용하고 분석하며 종합하고 추론할 때 유용하다[21].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 수업은 사전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면대면 수업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교과목 학습목표에 도달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
화한다[2]. 간호활동 수행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간호학생
의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도록 도우므로 환자의 간호문제에 맞는 정확하고 
안전한 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 플
립 러닝은 능동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과 관련된 
자신감이 향상된다[2]. 기본간호술기의 학업성취도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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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동기, 학습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
감 등 간호학생들의 내적인 요인이 교수의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 실습지도내용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22]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학습 패턴과 지식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므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4].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국내 연구
들을 살펴보면, Kim과 Kim[18]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이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전
보다 수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Choi
와 Kim[23]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이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전보다 수업 후 향상
하였고, Jung과 Yang[10]의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에서 정보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실험 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간호
학 교육에서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으로 플립러닝을 운
영하고 그 효과를 밝힌 연구가 적고 연구마다 결과의 차
이가 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군의 사전 사후를 비교한 
것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실험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기본
간호학 실습 교육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업성
취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

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
업 성취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이 간호학생
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이 간호학생
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이 간호학생
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업
성취도 및 비판적 사고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의 유사 실험 연
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는 2019년 1학기 D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4명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D대학은 한 분반 당 17-20명씩 6개
의 분반으로 기본간호학 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전 던지기로 2개의 분반을 실험군으로, 2개의 분반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각 분반의 모든 수업은 다른 날
짜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의 확산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24]를 참고하여 효과크기 0.8, 유
의수준 0.5, 검정력 0.80으로 하여 산출된 표본수는 각 
집단 26명이었다. 이에 탈락자를 고려한 실험군 38명, 
대조군 36명을 선정하여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에
게 본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
였으며 작성된 설문을 성적과 전혀 무관하고 연구 중 언
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대상자는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교수자가 
할 경우 학생들이 연구 참여에 강압을 느낄 수 있어 자료 
수집은 작성한 학생이 직접 봉투에 넣고 연구 보조원이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연구의 참여의 대가로 소
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Lee[25]가 개발한 활력

징후 수행자신감과 전반적인 자신감 도구, Kim과 
Kim[26]이 개발한 유치도뇨관 삽입술 수행자신감 도구
를 사용하였다. 활력징후 수행자신감과 유치도뇨관 삽입
술 수행자신감 문항은 수기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중
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지정한 *(중요) 마크가 있
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100점까지의 숫자평정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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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배운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
과 앞으로 배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에 대한 내
용의 총 4문항으로 ‘전혀 자신 없다’ 0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100점의 숫자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활력징후 수행자신감과 전반적 
자신감의 도구개발 당시 Chronbach’s α=.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력징후 수행자신감의 신뢰도 Chronbach’s α
=.87, 전반적 자신감의 Chronbach’s α=.93의 이었다. 유
치도뇨관 삽입술 수행자신감의 도구개발 당시 
Chronbach’s α=.94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
=.94이었다. 

2.3.2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측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기 중 ‘활력징후(25문항)’, ‘유치도뇨관 삽
입술(43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학습성취도의 
점수는 단계별 수행 절차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절차
에 따라 수행했는지를 70점으로 하여 가장 큰 비중을 두
었고, 시간 내 수행 10점, 숙련도 10점, 핵심술기 수행 
태도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은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배부한 실습지침서에 포함
되어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각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 전 주 수업시간에 다시 공지하였다. 학업
성취도는 평가자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명의 평가
자가 각각 항목을 분리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시 평
가하여 평가자간 일치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Yoon[27]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건전한 회의성 4문
항, 객관성 3문항, 체계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지적열
정/호기심 5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자신감 4문항의 7
개 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부터 5점까지
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84이었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중재 전 평가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일반

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4.2 실험 중재
실험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이동을 금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실험중재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지시켰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실습 
요일을 다르게 배치하였다. 실험군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군은 기존의 전통식 수업 방법
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술기 연습 시작 시 필요한 실습 
물품 및 환경은 두 군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였고,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각 술기별로 동일하게 100분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1) 실험군의 플립러닝 수업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4주간 진행되었다. 플립러

닝 학습은 Choi와 Kim[28]의 연구에 따라 Pre Class, 
In Class, Post Class의 3단계로 진행되도록 설계하였
다. Choi와 Kim[28]은 실습위주 수업은 사전단계에 수
업자료가 제공이 되고 학습자 개인 및 팀 활동이 중심이 
되며 사후성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Pre 
Class에는 사전학습, In Class에는 사전학습 점검, 술기
연습, 평가 및 피드백, 성찰로 구성하였으며 Post Class
는 자율실습과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1) Pre Class
실습 수업주제에 해당하는 10-15분 분량의 동영상을 

수업 1주일 전 실험군에 해당하는 분반의 교내 
e-leaning에 탑재하고 수업 시간 전날까지 시청하도록 
하였다. 동영상의 내용은 해당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과정
에 대한 것이었으며 실습 동영상 시청 후 실습워크북에 
있는 수행절차를 읽고 이론적 근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습워크북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주요개념을 정리
하고 학습 내용의 임상적 의미,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내용, 좋았던 점이나 각오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
성 내용은 수업 시간 전날까지 e-learning에 업로드 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학습 내역
을 확인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
우 메시지를 통해 학습을 독려하였으며 동영상은 수업이 
끝나도 상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수업 중에는 동영상
을 시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

(2) In Class
Pre Class와 Post Class 학습을 연계하는 것에 중점

을 두었다. 수업은 사전학습 확인(20분), 연습(70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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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피드백(10분)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사전학습 준
비도를 확인하고 실습워크북에 각자 정리한 이론적 근거, 
주요 개념, 임상적 의미 등을 4-5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이해되지 않은 내용 중에
서 수업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교수자의 시범을 보고 학생들은 2명 또는 4명 단위로 팀
을 구성하여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수와 실습 
조교가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실습 수행을 살피고 피드백
을 하였다. 조별 실습이 끝나면 1명의 학생이 수행자가 
되고 다른 학생들은 평가자가 되어 수행학생에게 피드백

을 주며 교수는 총괄 피드백과 함께 자율실습 시 주의사
항을 설명하고 다음 수업주제를 소개하였다.

(3) Post Class
Pre Class와 In Class를 연계하였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워크북을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사전학습 정도
와 성찰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은 자율실습을 통
해 수업주제인 실습내용을 연습하였다.

2) 대조군의 수업

Learning Stage Learning contents Teaching-Learning Activity
Students Instructor

Pre Class Video clip, Work book

Ÿ Watching the video clip on learning 
content

Ÿ Writing the work book (Description 
of rationale for procedure, summary 
for key concept, clinical implication, 
think about question)

Ÿ Check the learning 
environment

In Class
Prerequisite 
learning check 
(20 min)

Work book
Ÿ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key 

concept, clinical implication, rationale 
for procedure

Ÿ Identify learning readiness
Ÿ questioning about rationale 

for procedure
Practice 
(70 min)

Work book, Practice 
guideline, Practice 
equipment & items

Ÿ Practice and feedback
Ÿ Demonstration and peer review

Ÿ Demonstration and 
explanation about learning 
contents

Assessment & 
feedback
(10 min)

Work book
Ÿ Presentation of peer review results 

and feedback
Ÿ Reflection and presentation
Ÿ Question and answer about class 

Ÿ Feedback on peer review
Ÿ Guidance for open lab
Ÿ Guidance for the next class

Post Class Work book Ÿ Open lab Ÿ Feedback on learning 
activity utilizing workbook

Table 1. Instructional Design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pplying Flipped Learning 

Fig. 1. Flow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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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은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수의 강의 
및 시범 교육이 이루어진 후 연습 시간에 교수와 실습조
교가 실습실에 상주하면서 학생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기존의 수업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2.4.3 실험 후 평가
학업성취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일한 평가자가 평

가하였다. 평가는 임의의 순서를 정해 평가자가 학생 1명
씩 평가하였으며 평가하는 곳과 학생이 대기하는 곳은 
분리하고 평가 전 교과서와 지침서, 스마트폰 등은 모두 
제출했다가 평가가 끝난 후 찾아가도록 하였다. 학업성취
도 평가 시 평가자는 주어진 평가표에 따라 학생들이 정
확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1주일 후
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 21.0을 이용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은 χ²-test와 Independent t-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를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중재 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업성취도 및 비판
적 사고 성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비판적 사고 
성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cient를 사
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인 나이, 성별, 편입여
부, 플립러닝 경험 유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 하였다. 또한 수업을 운영하기 전 실
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한 사전 동질성
을 검증하였는데 실험군 3.61±.36점, 대조군 3.59±.26
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251, p=.802). Table 2.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업 성취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 학업성취도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 수행 자신감
(t=-1.011, p=.316), 유치도뇨 수행자신감(t=.412, 
p=.681) 및 전반적 자신감(t=.034, p=.973)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
(t=1.010, p=.316)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유치도뇨 수행도는 실험군 
94.92±6.25점, 대조군 93.70±6.82점으로 측정되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799, p=.427). 그
러나 활력징후 수행도는 실험군 92.65±5.66점, 대조군 
88.54±6.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921, p=.005). Table 3.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6) χ2, t p
n(%), Mean±SD n(%), Mean±SD

Age 20.16±1.41 19.69±.95 1.652 .103
Gender Male 8(10.8%) 5(6.8%) .655 .418Female 30(40.5%) 31(41.9%)
Transfer Yes 1(1.4%) 0(0.0%) 1.000* .514No 37(50.0%) 36(48.6%)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Yes 7(9.5%) 3(4.1%) .310* .177No 31(41.9%) 33(44.6%)
Critical thinking 3.61±.36 3.59±.26 .251 .802
* Fisher's exact test

Table 2. Pre-homogeneity verific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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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 실험 전, 후 
    분석

실험 전·후 실험군와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
석한 결과 두군 모두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비판적 사
고성향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미 하지 않았고, 실험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277, p=.029). Table 4.

Variable Group
Pre 

experiment
Post

experiment t p
Mean±SD Mean±SD

Critical 
thinking

Experimental 
group (n=38) 3.61±.36 3.71±.26 -2.277 .029
Control group 

(n=36) 3.59±.26 3.65±.28 -1.521 .137

Table 4. Pre and post analysis of Critical Thinking 
(N=7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실습인 기본 간호학 실습교과

목에서 플립러닝 교수법을 개발하고 운영한 후 효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호학 교수법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 되었다. 

본 연구는 Choi와 Kim[28]의 연구에 따라 Pre Class
에는 사전학습, In Class에는 사전학습 점검, 술기연습, 
평가 및 피드백, 성찰, Post Class는 자율실습과 학습활

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하였다. Pre Class에서는 사
전학습으로 워크북 작성과 술기술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
하였는데, 다양한 간호술기를 직접 수행하는 기본간호학
실습의 특성상 실습동작에 관한 동영상 시청은 수업내용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18] 동영상을 통한 
사전학습은 개별화 학습이 상시 가능한 반복학습으로 간
호기술 습득과 미래 실무향상을 위한 좋은 학습방법이다
[29]. In Class에는 사전학습에서 작성한 워크북의 발표
와 토론, 동료평가 및 피드백, 성찰로 구성하였는데, 강의
실에서의 다양한 질의응답, 팀별 토론, 문제 해결 활동 등
은 학습자들을 수업에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하며 학습주제를 심도 깊게 탐구하게 한다[30]. Post 
Class는 자율실습과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하
며 웹에 있는 동영상은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
는데, 플립러닝은 강의실 수업이 끝나도 온라인 동영상을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고 학습활동에 대한 점검과 피드
백이 가능하여 강의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이 이
해할 수 있게 한다[30]. 따라서 본 연구의 Pre Class, In 
Class, Post Class의 수업구성은 기본간호학 실습에 효
과적인 수업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 수행 자신감(t=-1.011, p=.316), 유치도뇨 수
행 자신감(t=.412, p=.681), 전반적 자신감(t=.034, 
p=.973) 모두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립러닝 후 실습 전 자신감과 실
험 후 자신감을 비교한 연구[31]에서 플립러닝 수업 후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6) t p
Mean±SD Mean±SD

Self confidence in 
performance

Vital sing 67.55±11.30 70.36±12.59 -1.011 .316
Foley insertion 77.37±13.65 76.17±11.24 .412 .681
General 69.34±13.93 69.24±12.66 .034 .973

Academic 
achievement

Vital sign 92.65±5.66 88.54±6.42 2.921 .005
Foley insertion 94.92±6.25 93.70±6.82 .799 .427

Critical thinking

total 3.71±.26 3.65±.28 1.010 .316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55±.40 3.50±.55 .424 .672

3.59±.49 3.61±.53 -.160 .874Prudence
3.68±.40 3.56±.54 1.165 .248self-confidence
3.53±.42 3.35±.56 1.523 .132systematicity
4.00±.37 3.95±.45 .557 .579Intellectual fairness
3.66±.47 3.60±.58 .495 .622Healthy skepticism
4.03±.42 4.00±.41 .274 .785Objectivity

Table 3. Self confidence in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and critical thinking after experiment    (N=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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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이 증가됨을 보여준 결과와 대조적이다. 술기에 대
한 수행자신감은 술기 수행 횟수와 실습 참여 시간이 많
을수록 증가하는데[32] 몇 번의 연습으로 수행자신감이 
단기간에 상승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분반
별 자율실습 참여 학생 수와 참여 시간이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업 
시 술기 연습 시간은 동일하게 제공되었으나 수업 후 자
율실습은 원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 성취도의 경우 유치도뇨 수행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고(t=.799, p=.427). 활력징후 수행도의 
경우 실험군 92.65±5.66점, 대조군 88.54±6.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921, p=.005). 
이는 Cha와 Kim[24]의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하
다. Cha와 Kim[24]의 연구는 이론 교과목이고 학업 성
취도를 인지학습능력 도구를 사용해 자가 보고 형태로 
측정하여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
인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나기에는 본 연구
의 플립러닝 수업 적용 기간이 다소 짧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유치도뇨술은 난이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행연
구[33]에 의하면 학습자의 유형과 난이도가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의 개인 성
향과 술기의 난이도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되며 수행 자신감과 같이 개인적인 참여도와 연습 
시간 또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010, 
p=.316). 그러나 수업 전과 후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살펴 
본 결과 대조군은 실험 전 3.59±.26점에서 3.65±.28점
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고 실험군은 실험 전 3.61±.36점에서 3.72±.26점으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t=-2.277, 
p=.029). 이는 건강사정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
[13],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실습 교과목에 플립러닝
을 적용한 연구[34], 비판적사고와 간호과정 수업에 플립
러닝을 적용한 연구[24], 기본간호학 실습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18]와 유사한 결과이며 기본간호학실습 과
목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Jung & Yang[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33] 플립러닝 수업 자체만으로는 학
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없고 학생들이 스스

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학습 자료와 관련된 과제
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업 전 학생들
이 동영상을 보고 실습워크북에 있는 수행절차의 이론적 
근거를 작성하고 주요개념을 정리하며 학습내용의 임상
적 의미 등을 작성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4주간의 
기간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확연히 하기에는 다소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자유롭
게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플립러닝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
로는 ‘미리 동영상을 보고 예습을 하니 마음으로 실습 준
비가 되어 더욱 실습시간에 집중하게 된다.’, ‘영상을 보
니 정확한 절차에 따라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으면 오
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
론적 근거를 미리 찾아보니 실습 뿐 아니라 이론도 열심
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간호사로 책임감이 느껴진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플
립러닝 안에 포함된 사전 학습을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고 실습 안에 내재된 이론적 
근거의 학습이 중요함을 알게 되며 실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흥미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플립러닝에 대한 부
정적 반응으로는 ‘숙제가 어렵고 무엇을 이론적 근거로 
찾아야 하는지 어려웠다.’, ‘동영상을 봐도 이해가 어렵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습 전이라 절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플
립러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효과적
이지만 전통적 강의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부담스
런 학습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플립러닝 수업 시 이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새로운 학습 방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플립러닝에서 학생들 사전 학습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과제물을 제시하여 학생들
의 사전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웹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영상 수업 현황과 출석을 
체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사전학습 참여를 독려할 수 있
었으며 사전 학습에 포함 된 동영상은 10∼15분 정도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 찾기, 워크북 작성하기
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를 수업이 아닌 과
외 업무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추후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심하지 않고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라
인을 통한 사전학습이 오프라인 실습에서 완전히 녹아내
리도록 수업 내용을 정련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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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 수업을 4주로 진행하여 다소 

짧게 운영한 제한점이 있다. 선행 연구[13]에서 전통적인 
강의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은 플립러닝을 처음 접하고 
낯설고 어려워하였다. 간호학과 교육의 특성상 1학년에
서 교양교과목 위주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2학년 전공
교과목으로 기본간호학 실습을 처음 접하며 전공 수업에 
대한 적응과 함께 생소한 학습법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
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35]에 의하면 7∼8
주의 플립러닝 수업이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추후에는 기간을 더 늘려 플립러닝을 적용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본 간호학 실습교과목을 중심으로 플립러
닝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실습 자신감, 학업 성취도,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
다. 추후에는 각 교과목 특성에 맞게 플립러닝을 설계하
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기

본간호학 실습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학업 성취
도 및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
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활력징후 학업 성취도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보다 실험 후 점수가 상승하
였으나 실험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교육 시 사전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수

준을 고려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실습 교육 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 방법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 시 학생의 학습권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율실습 시간 및 연습 횟수 등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간호학에서 플립러닝의 적용 효과에 대한 연
구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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