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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생들의 플립러닝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ipped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김윤정*, 조의영**, 전은미

Yun-Jeong Kim*, Eui-Young Cho**, Eun-mi Jeon

요 약 본 연구는 플립러닝 수업을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수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다.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각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두어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진술을 분석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플립러닝 수업 경험의 의미를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제와 3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플립러닝 교수법을 확산하기 위한 질적 및 양적

연구를 확대해야 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플립러닝, 간호학과 학생들, 경험, 질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flip learning to nursing students and to understand their teaching 
experience. That is, we analyze the meaning of experience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of 
Colaizzi, which is aimed to grasp the essence of each individual experience by studying th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flip learning lesson. The analysis of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meaning of flip - learning lessons in nursing students resulted in seven themes and three central 
meanings.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should be expanded to 
expand the flip learning method in the major subject of nursing science.

Key Words : Fipped Learing, Nuring Students, Experience, Qualitative Study 

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암

기가 아닌 통합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응용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식 자체가 자원이었기 때문에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

으로도 많은 양의 지식을 짧은 시간에 습득하는 효율

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인재상이었지만, 현대 사회

는 시대가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선택하곡

조정하며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지식생산자’로서의 창

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현대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

었다[1].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

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및 인지적 전략 능력이 필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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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 학습자 개인의 특성, 요구, 흥미에 대

한 가치를 중시하면서 창의력, 다양화, 유연성을 요구

하게 되고,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

분야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3].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학습자가 동료학습자 또는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4]. 그러므로 기존의 지식 전달이 주를 이루던 교

수자 중심의 수업과는 다르게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며 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교육에

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은 효과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4].

특히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술기 및 태도를 습득하여 그들의 역량을

실제 임상상황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5].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학

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국가고시 교과

목인 전공과목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식을 확장하고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환자

의 안전 및 권리에 대한 문제로 간호학생들의 직접간

호 수행 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으로 대체되고 있다[6]. 이러한 변화로 간호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립러닝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체이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혁신과 그

성과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교

수가 강의를 하고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이용하여 학생

과의 상호작용 및 보충,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형태가

개별화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러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플립러닝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

여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를 뒤집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은 학생들이 미리 강의를 듣고 수업

에 참여하므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

게 되고,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증가하며 성취감

과 자신감, 도전감이 증가되어 자기주도학습의 증진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한 지식

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게 되므로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이후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7].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간호교육에서 전공교과목

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에 플

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 및 학생들의 만족

도를 포함한 간호학생들의 플럽러닝 수업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플립러닝 수업을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수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

적으로 간호학과 전공수업을 플립러닝수업으로 배워,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플립러닝 수업을 받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가?

2) 플립러닝 수업을 받은 후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

공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게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인

해부학 수업을 적용한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각 개인의 경험

에 의미를 두어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진술을

분석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D광역시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이며 플립

러닝 수업을 적용한 해부학 수업을 1학기 동안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희망한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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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한 해부학 수업을 받는 학생

들에게 매주 학교 LMS 사이트에 탑재된 강의 자료

10-20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인테넷을 이용하여 시

청하도록 한 후 본 강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는 1시간 정도 면담을 시

행하였으며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시행

하였다. 면담과정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대상자가 원치않을 때는 즉시 연구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화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플립러닝 수업을 경험한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2)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

엇입니까?

3)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

니까?

4) 플립러닝 수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가 대상 학생들에게 직접 연구에 대한 목

적을 충분히 설명 후 일지 작성 및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학습과 연

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5. 자료분석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대상자의경험을 면담을 통

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의 모든 내용을 반복적

으로 읽고,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생각과 개념을 포함

하고 있는 단어나 구를 표시하면서 코딩을 시작하였다.

코딩자료는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름을 명

명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2인이 분석된

개념이나 범주의 명칭과 추상성의 정도에 대해 검토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와 인터뷰한 녹음내용을 필사하여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2) 대상자가 서면 기술한 자료 및 인터뷰 자료에서

플립러닝 교육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진술들

윽 확인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내용 중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4)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도출된 의미를

이끌어 내었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인

의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간호학과 학생들의 플립러닝 수업 경험의 의미를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제와 3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표 1).

표 1. 간호학생들의 플립러닝 수업 경험

Table 1.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bout Flipped

Learninig Study

중심의미 주제 하위주제

수업참여도

향상

수업이해 향상
수업시간에참여하고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가학습 시간

증대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많아졋다.

수업방법

적응의

어려움

발표와 토론

참여의 어려움

친구들과토론하고문제해결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리적 부담
예습과 수업참여에 대한 부

담감이 크다.

미디어매체 활용
컴퓨터가 안 되거나 없으면

예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감

향상

수업이해의

자신감

수업에 대한 자심감이 생겼

다.

교과목에 대한

흥미 확대

효율적인공부방법으로다른

교과목에도 적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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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참여도 향상

“예습을 하고 수업을 참여하니 집중이 잘 되었어요(참

여자 1)”

“수업 전 동영상 자료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참여자 3)”

“매 주 친구들과 발표와 토론을 하니, 수업시간이 지

루하지 않아요(참여자 2)”

“토론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아

요(참여자 5)”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들었어요(참여자 4).

수업 참여도 향상의 첫 번째 중심 의미는 Kang[8]

의 연구에서 예비 유아교사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습동기 향상에 대한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 방법과 연구도구가 다

르다는 제함점이 있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Kim 등[9]의 결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 수업을 적용한 후 학습동기가 사전보다 사후에 더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수업방법 적응의 어려움

“매 주 예습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었어요. 친구

들과 토론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참여자 4)”

“인터넷이 안 될 때에는 예습을 하기가 어렵고, 컴퓨터

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참여자 3)”

“토론하고 발표해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힘들어

요(참여자 1)”

본 연구 결과의 두 번째 중심의미는 플립러닝을 통

한 수업을 경험하면서 수업방법 적응의 어려움을 표현

하였다. 이 결과는 학습자는 사전에 동영상을 시청하

여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본 수업에서는 이를 활용하

는 다양한 과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습

을 스스로 조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

하다[6].

이는 플립러닝의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학생들이 수업방법에 대한 어

려움도 가지고 있어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목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신감 향상

“수업내용이해에 대한자신감이생겼어요(참여자 2)”

“시험성적도 향상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다른 수업

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4)”

본 연구의 세 번째 중심의미는 기존의 플립러닝 수

업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0]. 플립러닝 수업은 교실

내 수업이 활동 위조로 진행되면서 교사 중심의 수업

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러한 수업형태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조절하고 주

도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학습에 관한 자신감 및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게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인

해부학 수업을 적용한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각 개인의 경험

에 의미를 두어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진술을

분석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했을 때, 간호

학생들의 사전수업을 해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

었으나, 수업을 이해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본 연구결과 3개의 중심의미와 7개의 주제가 도출

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플립러

닝 교수법을 확산하기 위한 질적 및 양적연구를 확대

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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