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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에게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

이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후비교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8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으며, Y시

에 소재한 간호 학에서 지역사회간호학을 수강하는 2학년 54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aired t-test, 피어슨 상 계, 단계  회귀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비  사고성향(t=-8.62, p<.001), 학업  자기효능감

(t=-9.62, p<.001), 공만족(t=-8.11, p<.001)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  사고성향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4%(F=9.22, p<.001) 다. 따라서 간

호 학생에게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용하여 비  사고성향을 높이기 한 략 방안이 필요하다.

■ 중심어 :∣비판적 사고성향∣학업적 자기효능감∣전공만족도∣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test effects of E-book based Flipped Learn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4 second-year nursing students in the located Y city and August 28 2017 

to October 16 2017.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8.62, 

p<.001), academic self-efficacy (t=-9.62, p<.001) and major satisfaction (t=-8.11, p<.001). The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edict 13.4% 

(F=9.22, p<.001) of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edict 13.4% (F=9.22, p<.001) of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strategies for enhanc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s needed by applying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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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제4차 산업 명시 도래 학력인구 감에 따른 인구

벽, 고령화 등 사회는 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질 인 학습을 요시 하

고 있다[1]. 간호학 분야는 교육내용이 문 이고, 방

하기 때문에 여 히 지식 수 심의 강의식 수업방

법인 통 인 교육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입식 

교육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이론  지식을 실무에 

통합하여 자기주도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간호사로서 갖추어

야 할 간호역량을 기르기 해서는 간호실무에서 이론

과 실제의 통합, 체계 인 문제해결능력 양성, 학습자의 

비 인 사고능력 향상 등의 문제 을 보완하고 새로

운 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는 간호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등을 간호교육

의 목표와 학습성과에 반 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이

론교육의 운 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고

하고 있다[2]. 그에 따라 간호 학에서는 이론교육의 다

양화를 해 웹기반 수업, 문제 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기반학습(Team-based Learning), 

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등의 학습법이 용되

고 있다[3-6]. 최근 학 교육에서는 통 인 방식에

서 벗어나 학습자의 주도 인 역할을 강조하는 학습법

인 립드 러닝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7].

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란 학습자 심이라

는 특성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강조

된 형태로 강의실 밖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개별 으

로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8]. Choi와 Kim[9]은 학습자가 

수업  자기주도 인 학습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

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동료학습자

들과의 업체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학습법으로 정의하 다. 

립드 러닝은 주요 수업내용이 동 상으로 달되기 때

문에 수업의 분량과 진도를 학습자 개인이 조 할 수 

있는 학습의 유연성을 갖으며, 학습자의 개별학습 능력 

향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교류 등의 완 학습 모

델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8]. 따라서 

립드 러닝 수업은 교실 수업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 

선행학습을 수행한 후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에 따라 최근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과 

더불어 심이 높아지고 있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립드 러닝 수업은 사 학

습에서 습득한 이론을 내용을 바탕으로 면 면 수업에

서 비  사고를 통하여 교과목의 학습목표에 도달함

으로써 학습효과를 극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한 학수업에서 활용된 립드 러닝 효과는 능동

인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자기주도 인 수행역할에 

한 책임감과 더불어 학습에 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학

업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11]. 간호

학에 한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문제를 직면

했을 때 비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비  사고성향은 자신의 감정을 능동 으

로 조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최근 멀티미디어 기기 보 의 확 로 교육과 련된 

학습내용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로 활용하여 학습자는 원하는 장소에

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시

에 살고 있다. E-book(electronic book, 자책)이란 도

서로 간행되었거나 간행될 수 있는 작물의 내용이 디

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자 기록매체· 장장치에 수록

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 단말기

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조서

를 총칭한다[15]. 그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를 활용

한 E-book은 기존 정보획득 방법과 달리 자유자재로 

학습이 가능하여 자가학습  반복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의 모든 매체를 실행할 수 있어 

종이책에 비해 휴 성이 높다는 장 으로 활용도가 높

다[15]. 국내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립드 러닝 수

업을 용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3], 비

 사고성향이[3][6]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의욕을 

진하고 학습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 다[13]. 국외에서

도 간호 학생을 상으로 립드 러닝을 용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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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간호 학생의 경우 국가고시를 앞두고 방 한 

분량의 학업으로 인한 주입식의 강의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  학습과 비  사고성향을 키울 수 있는 립드 

러닝 수업은 E-book을 통하여 시·공간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므로 간호 학생에게 교육매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지역사회간호학은 이론  개념을 바탕으로 개

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해 간호문제 해결을 한 간호과정을 용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정기능수 을 향상시킬 목 으로 간호

를 제공할 수 있는 비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이러한 학습성과를 달

성하기 해 학습자들은 선행학습의 지속 인 반복학

습으로 수업시간에 사 학습에서 습득한 이론  내용

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의 학습효과를 극

화시킬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의 공교과목에서 

E-book을 기반한 립드 러닝을 활용한 교수법에 한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립드 러닝이 비  사고

성향, 학업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다.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하기 

과 후의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를 악한다.

둘째,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한 후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한 후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에서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한 단일군 후비교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Y시 H 학교 지역사회간호학 공 교과

목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2학년 체 54명 학생을 상

으로 하 으며, 54명 분반 수업 진행이 어려워 실험군

과 조군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단일군으로 시행하 다.

상자 수는 통계 로그램 G. Power 3.17에 근거하

여 산출하 다. 표본 수 산출을 해 t-test를 용하여 

단일집단으로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50으

로 설정하 다. 효과크기는 Lee와 Eun[3]의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상할 수 있어 Lee와 Eun[3]의 연구

결과에서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각 집단별

로 요구되는 최소 상자 수는 45명이었고, 도 탈락

률을 고려하 을 때 본 연구에서는 총 54명으로 표본수

를 충족하 다.

3. 연구도구

3.1 비판적 사고성향

비  사고성향은 Yoon[1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

하 다. 본 도구는 ‘지 열정/호기심’ 5문항, ‘신 성’ 4

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  공정성’ 4문

항, ‘건 한 회의성’ 4문항, ‘객 성’ 3문항의 7개 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85이 다.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17]이 개발한 도구

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과제 난이도’ 10문항, ‘자기

조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의 3개 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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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77이 다.

3.3 전공만족도

공만족도는 Ha[18]이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만

족 도구를 Lee[19]가 공만족 련 18문항으로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6문항, ‘인식

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계만

족’ 3문항의 4개 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

지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
는 .83이 다.

4. 자료수집 방법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로그램의 개발과정

은 E-book 문가에게 의뢰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선행학습으로 동

상제작  워포인트를 주차 시 마다 탑제하여 학생

들은 해당링크를 클릭하여 가상의 자도서 에서 선

행학습과 조별과제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상자의 

사 조사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시 실시, 로그램진행

은 2회 차부터 7회 차까지, 사후조사는 8주차 간고사 

후 진행하 다. 자료수집은 2017년 8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자가 보고식 질문지법으로 하 고, 질문지 작

성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 다.

4.1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 수업 프로그램 개발

간호 학생을 상으로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

업설계는 ADDIE 모형으로 교수설계 과정에서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모델  하나로 분석(analysis), 설계

(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

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분된다. Lee[10]는 립드 

러닝에 한 개념과 수업 차를 ADDIE 모형에 기 하

여 수업 요소 분석(Analysis), 수업설계(Design), 수업

개발(Development), 수업실행(Implementation), 수업평

가(Evaluation)  성찰(Reflection)의 단계로 제시한 연

구를 바탕으로 개발하 다[표 1].

4.2 사전조사

사 조사는 E-book 기반 립드 러닝 학습법을 용

하기 직 인 2017년 8월 28일에 일반  특성, 비  사

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에 한 설문지

를 배부하고 바로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비 유

지를 해 응답 직후 회수 투에 담아 지정된 회수함에 

넣도록 하여 수거하 다.

4.3 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연구자가 개발한 E-book 기반 

립드 러닝 학습법이다. 립드 러닝 학습법은 실험군

에게 2017년 08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주

일에 1회 2시간으로 총 6회(12시간) 실시하 다. 사

학습은 수업하기 일주일  모바일 메신 를 활용한 

E-book을 이용하여 립드 러닝을 시행하 다. 교실수

업은 선행학습을 한 부분에 해 조별발표와 교수자가

보충학습  심화학습으로 진행하 다. 교과목 포트폴

리오를 작성하여 주차별 조별과제, 퀴즈, 동 상강의 자

료, 자가학습 등의 피드백을 하 다

4.4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 수업 프로그램 운영

• 수업 요소 분석

립드 러닝을 활용하기 한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 

먼  수업과 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수업 요소 분석단계에서는 먼  교수자와 학습자

의 특성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racy), 교

수자 스타일, 학습자 스타일 분석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가 미디어기기 등을 이용하여 립드 러닝 수업을 원활

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다음으로 수업목

표  내용 특성은 교과목에서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업목표와 수업내용을 고려하여 립드 러닝을 

통해 학생들이 미리 학습해야 하는 내용에 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분석하 다. 수업환경 특성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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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환경, 교실의 정보화 환경  교실 유형에 해 

분석으로 립드 러닝 ICT 환경의 학습으로 교실수업 

진행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통 인 수업방식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류가 미비했던 기존의 교수자 달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 심의 수업방식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기존의 수업방

식에 한 방안으로 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수업방법

을 제시한 선행연구[5][10][20]를 통하여 립드 러닝 

수업이 상자 특성에 합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간호교육 장에서 립드 

러닝의 장 으로 립드 러닝 수업은 간호 학생의 자

기효능감과 비  사고성향이 향상되며, 자기주도  

학습으로 한 것으로 악되었다[3][6].

• 수업 설계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립드 러닝의 수업내용 선정 

 재구성으로 수업목표 달성을 한 수업내용, 교수학

습활동  자료 활동 략을 수립한다[10]. 수업내용 선

정  재구성은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으로 학습목표

에 따른 수업내용을 선정하 다. 선행학습을 한 교수

학습 활동 선정으로 교육매체 선정은 E-book으로 하

다. 교실수업을 한 교수, 학습 활동 선정은 선행학습

을 통한 조별발표와 교수자가 보충수업과 심화학습 수

업으로 설계하 다. 효율 인 립드 러닝을 한 략 

수립은 학습자의 선행학습을 수행, 교실수업에서 교수

학습활동으로 학습내용에 한 보충자료 제공  심화

학습을 한 수업방법으로 설계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기주도  학습으로 E-book의 교육  효과로 스

마트기기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정 인 

피드백을 통한 학습에 한 흥미와 자신감으로 학습태

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최근 최첨단의 모

바일 기기의 사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

양한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공

교과목의 수업내용에 한 반 인 설계로 립드 러

닝을 용하여 교육매체인 E-book을 활용하도록 설계

하 다. 자책은 종이책 신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에서 책 문을 PDF 형태의 일로 다운로드 받아 컴

퓨터나 개인휴 단말기(PDA) 형태의 기기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콘텐츠로[22], 종이책에 비해 휴

성이 높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가학습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5].

• 수업 개발

수업 개발 단계는 립드 러닝 수업으로 선행학습을 

한 수업자료  도구개발, 교실수업을 한 수업방법 

 자료 개발, 수업 단계별 활동 략 수립 등이 포함된

다[10][20]. 로그램 운 방법은 동 상 강의와 교육자

료를 2회 차부터 7회 차까지 자책을 활용하여 학습자

들이 개인과 조별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1

회차는 오리엔테이션, 8회차는 간고사가 이루어졌다. 

먼  선행학습을 한 수업자료  도구개발로 공교

과목의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 교육자료는 워포인

트와 동 상을 제작하여 E-book 문가에게 의뢰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하 다. E-book의 활용방법으로는 학생의 스마트폰 모

바일 메신 에 E-book을 보내주면 학생은 해당링크를 

클릭하여 가상의 자도서 에서 본인만의 E-book으

로 들어가 각 목차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바로 연결하거

나 한 페이지씩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

로 교실수업을 한 수업방법  자료개발은 학생의 선

행학습 수 에 따라 교실수업 진행은 조별발표  교수

자의 강의로 보충학습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수업단계별 활동 략 수립으로 선행

학습을 통해 조별과제  자가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교실수업시 조별발표와 교수자의 강의로 보충

학습  심화학습으로 진행하 다. 개발된 자료는 교육

학 교수,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학의 교수학습 센터장 

그리고 박사생 3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 수업 실행

수업 실행 단계는 립드 러닝을 한 비단계와 실

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단계로 구분된다[10]. 먼  수업

자료 구비의 수업 비단계로 간호 학생 5명에게 로

그램의 내용과 운 방법을 비 운 하여 수행가능성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495

을 확인하 다.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를 통해 잘 작

동 되는지 여부와 함께 로그램 수정  보완을 하

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환경 설정으로 선행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성

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수업 실행 단계로 수업 략 

실천, 개별화된 학습을 한 피드백 제공으로 E-book 

기반 립드 러닝을 활용한 선행학습이 시공간 활용에 

성, 학생들 수 의 개인별 맞춤형 교과목 포트폴리

오 작성으로 피드백을 제공하 다.

 

• 수업 평가  성찰

수업 평가  성찰 단계는 립드 러닝의 수업 실행

과정  결과 평가로 교수자의 수업자료, 수업 매체의 

성 평가, 수업실행 결과 수업목표 달성 하 는지를 

평가한다[10]. 립드 러닝 반에 걸친 교수학습 설계 

모형 평가는 교수자가 의도했던 목표가 제 로 달성되

었는지를 확인하고, 각 단계별 문제를 확인하여 부족한 

단계의 개선 을 도출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

생의 교양 교과목에서 립드 러닝의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선행학습 수  정도에 따라 

보충학습  심화학습이 개별 맞춤형으로 학습자의 수

에 맞는 한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습자의 립드 

러닝에 한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본 연구 로그램 실행은 선행학습의 자기주도  학

습으로 조별과제, 자가학습, 퀴즈 등과 교실수업의 조별

발표, 교수자의 보충학습  심화학습으로 진행하 고,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피드백 후 평가하 다. 수

정된 로그램 내용은 최종 으로 교육학 교수 1인, 지

역사회간호학교수1인, 교수학습 센터장의 평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로그램을 확정하 다. 확정

된 로그램은 [표 1]과 같다.

4.5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2017년 10월 16일 즉, E-book 기반 립

드 러닝 수업이 끝난 8회 차 때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에 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바로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비 유지를 해 응

답 직후 회수 투에 담아 지정된 회수함에 넣도록 하여 

수거하 다.

표 1.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 수업설계

stage  내용 용

수업
요소
분석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racy), 교
수자와 학습자 스타일 분석
▪교수자의 온라인 강의 내용을 학습자가 
사용 여부 분석

수업목표 및 
내용 
특성

▪수업목표, 수업내용 분석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성과 달성 분석

수업환경 특성

▪ICT 환경의 학습자 분석, ICT 환경의 교
실수업 분석
▪학습자의 정보화 환경, 교실의 정보화 
환경 분석

수업
설계

수업내용 선정 
및 재구성

▪지역사회간호학Ⅰ교과목 수업내용 선
정
▪교수학습활동 및 자료 활동 전략을 수
립
▪학습목표에 따른 수업내용 선정 및 교
수학습활동 전략 수립

선행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선정

▪교육매체 선정: E-book, 동영상, 파워
포인트 제공

교실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선정

▪조별 팀 발표 및 교수자 강의

효율적인 
플립드 러닝을 
위한 전략 수립

▪학습자의 동영상강의와 교육 자료의 선
행학습 수행, 교실수업의 보충수업 및 
심화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설계 및 평
가도구 설계

수업
개발

선행학습을 
위한 수업자료 
및 도구개발

▪지역사회간호학Ⅰ 교과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아스미디어’ 업체에서 
제작된 모바일 E-book에 동영상 강의
와 교육자료를 탑제하여 카카오톡으로 
열어 제공)

교실수업을 
위한 수업방법 
및 자료개발

▪조별 팀 과제 발표
▪교수자 강의(보충수업 및 심화학습)

수업단계별 
활동 전략 수립

▪학습자의 선행학습으로 E-book을 통
하여 동영상 강의, 파워포인트자료로 
조별과제 및 자가학습
▪교실수업시 조별발표, 교수자의 강의로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

수업
실행

수업자료 구비, 
교수학습 환경 
설정

▪수업 예비운영으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교육매체 작동여부 확인

수업전략 실천
▪선행학습 수행여부 확인
▪교수자, 학생, 교수학습자료 간의 상호
작용 여부 확인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피드백 제공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을 이용한 선
행학습 적절성
▪개인별 맞춤형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
으로 피드백 제공(자가학습, 퀴즈, 조별
과제, 수업자료 등)

수업
평가
및 
성찰

수업 실행과정 
및 결과 평가

▪교수자의 수업자료, 도구 및 매체의 적
절성 평가
▪수업실행 결과 수업목표 달성 평가

플립드 러닝 
전반에 걸친 
교수학습 설계 
모형 평가

▪E-book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 교수학
습 설계 분석
▪설문문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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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보

건복지부 지정 공용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

(P01-201708-13-003)을 받은 후 실시하 다.

연구 참여를 자발 으로 허락한 상자에게 연구 목

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응답

결과는 오직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임을 설명

하 다. 연구 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 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의 사  사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비  사

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마지막

으로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남학생 6명

(11.1%), 여학생 48(88.9%), 평균연령은 22세 다. 성

은 3.4-3.0 이 25명(46.3%), 3.9-3.5 이 19명(35.2%), 

4.0  이상이 6명(11.1%), 2.9  이하가 4명(7.4%) 순으

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는 보통이 39명(72.2%)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이 25

명(46.3%)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용도는 

SNS가 20명(37.0%), 인터넷 정보검색 14명(26.0%) 순

으로 나타났으며, 동 상 강의경험은 32명((59.3%)이 

있는 것으로, 립드 러닝 수업경험은 52명(96.3%)이 

없는 것으로, 선호하는 학습법은 강의법이 43명(79.6%)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

변수 범주 N(%) or M±SD

성별
남 6(11.1)

여 48(88.9)

나이
22.48±4.22

20-22 40(74.1)

23-25 10(18.5)

≧26 4(7.4)

학점

≧4.0  6(11.1)

3.9-3.5 19(35.2)

3.4-3.0 25(46.3)

≦2.9 4(7.4)

학교만족도

만족 7(13)

보통 39(72.2)

불만족 8(14.8)

스마트폰 
사용시간

≦1 2(3.7)

1-2 7(13.0)

2-3 20(37.0)

≧4 25(46.3)

스마트폰 
사용용도

전화, 문자 9(16.7)

인터넷 정보검색 14(26.0)

게임, 음악감상 11(20.4)

소셜네트워크(SNS) 20(37.0)

동영상 
강의경험

없다 22(40.7)

있다 32(59.3)

플립드 러닝 
수업 경험

없다 52(96.3)

있다 2(3.7)

선호하는 
학습법

강의법 43(79.6)

토의, 토론 6(11.1)

발표 3(5.6)

기타 2(3.7)

1.2 변수의 기술통계 및 교육 전후 비교

본 연구에서 비  사고성향은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평균 3.27±0.38,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에 평균 3.87±0.42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62, p<.001). 

학업  자기효능감은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평균 3.51±0.43,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에 

평균 4.21±0.46으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9.62, p<.001). 공만족도는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평균 3.66±0.44,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에 평균 4.18±0.43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11, p<.001)[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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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r(p) r(p) r(p)

비판적 
사고성향

1

학업적
자기효능감

.665(<.001)** 1

전공만족도 .388(.004)** .338(.013)* 1

**p<.001, *p<.05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및 교육 전후 비교            (N=54)

변수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s
t p

M±SD M±SD M±SD

비판적 
사고
성향

3.27±0.38 3.87±0.42 0.60±0.07 -8.62 .001

학업적 
자기
효능감

3.51±0.43 4.21±0.46 0.70±0.08 -9.62 .001

전공
만족도

3.66±0.44 4.18±0.43 0.52±0.08 -8.11 .001

1.3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 수업 후 변수 간의 상

관관계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공만족도는 비

 사고성향(r=.388, p=.004), 학업  자기효능감

(r=.338, p=.013)으로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고, 

학업  자기효능감은 비  사고성향에(r=.665, 

p<.001)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즉 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과 학업  자기효능감

이 높게 나타났다. 한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N=54)

1.4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 수업 후 전공만족도에 

영향요인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는 1.0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의 범 로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 문제를 배제

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3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 의 문제는 없었다. 단계  회귀분석결과 비

 사고성향은(β=.38, p=.004)로 간호 학생의 수업만

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변수가 공만족도에 한 총 설명력은 12.4%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표 5. 전공만족도의 영향요인                     (N=54)

변수 B SE β t p

상수 2.64 0.50 5.20 <.001

비판적 사고성향 0.39 0.13 0.38 3.03  .004

Durbin-Waston =1.93, F=9.22, p<.001, Adjusted R2= .134

Ⅳ.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의 공교과목의 수업에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용하고 수업 후 효

과를 확인하여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

해 간호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에서 요한 요소로 여

겨지는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 만족

도는 립드 러닝 수업을 시작하기 과 후에 측정하

다. 연구 결과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E-book

은 학교 교과수업에 활용되어 학습흥미와 자기 주도  

학습에 정 인 역할로서[15]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장 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E-book은 문가에게 의뢰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을 주차별 워포인트, 동 상을 탑제하여 학생

들이 선행으로 개인별, 조별로 지속  반복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용 하 다. 

교실 수업에서는 선행으로 미리 수업한 내용을 조별로 

발표와 교수자가 보충수업과 심화수업으로 개인별 맞

춤형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피드백을 하 다.

간호 학생의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비

 사고성향은 3.27 에서 3.87 으로 향상되었다. 이

는 비  사고성향이 개인  는 문  업무에 있어

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하여 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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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학습자의 선행학습으로 조별과제  자가학습

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의 비  사고를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3][6] 간호 학생을 

상으로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립드 러닝 수업 후 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처럼 립드 러닝은 학습자들이 사 학습을 통해 자

기주도학습을 하게 되고, 토론과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동 인 상호작용을 하여 지식과 정보를 탐

색, 공유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 능력[6] 등을 진할 수 있

도록 도움이 되는 학습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간호 학

생의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학업  자기효

능감은 3.51 에서 4.21 으로 높게 향상되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립드러닝 수업을 받은 학생이 수업

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3]. 학업  자기

효능감은 교육 장에서 학습상황과 련하여 학습자가 

학업  자신의 능력에 한 단으로 립드 러닝 수업

이 자책으로 활용되어 언제 어디서나 지속 인 반복

학습을 통해 그룹의 조별과제가 공교과목에 한 자

신감과 효능감이 향상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선행연

구에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립드러닝 수업이 보

편 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친

숙함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학습법에 한 부담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6]. 간호 학생의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

업 후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에 공만족도 수는 

3.66 에서 4.18 으로 향상된 것은 어려운 용어,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먼  동 상과 교육자료 제공을 통

해 미리 선행학습과 지속 인 반복학습이 교실수업에

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생

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창의

인 교수법을 용한 해부학 교과목에서의 만족도는 교

수-학생간의 유 감을 증 시킴으로 본 연구결과와 맥

락을 같이하고 있다[23].

각 변수의 상 계를 분석하 을 때 간호 학생의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공만족도는 비

 사고성향과 학업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으며, 비  사고성향은 학업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났다. 이는 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과 학업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비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교

수학습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E-book을 통한 지

속 인 반복학습과 교실수업에서 극 인 참여가 비

사고 성향과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를 높

게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비  사고성향과 

공만족도와의 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

는 어렵지만, 간호 학생의 경우 비  사고성향이 높

으면, 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24][25]. Yang과 Sim[26]의 연

구에서도 간호 학생을 상으로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비  사

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 간호 학 신입생을 상으로 학업  자기효

능감은 공만족도와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27]. 따라서 간호 학

생의 다양한 교수학습법 용이 동기부여되어 문제해

결 능력과 자기주도학습으로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증진이 학업성취로 공에 한 만족감

을 높이는 결과로 생각된다.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용한 후 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  사고성향이었다. 

간호 학생은 국가고시를 목표로 방 한 분량의 공 

수업에 치 하게 되면서 암기 주의 수업이었던 것이 

교수학습법을 용하여 자기주도 으로 자가학습, 조

별과제 등이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역량강화로 공만족

도가 비  사고성향에 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용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을 상

으로 교수학습법을 달리한 PBL수업 용이 학습자들

의 실제 임상상황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간호문제를 해

결하기 해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이 비  사고성

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

고 있다[4]. 특히 간호 학생은 근거 심의 임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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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을 하게하는 비  사고성향을 요한 개념으

로 확인하 다[28]. 한 공만족도가 간호학생에게 

비  사고성향을 갖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제

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12]. 이처럼 모든 

간호 학의 로그램 학습성과  하나로 비  사고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  사고에 한 심은 

환자 심의 간호 요구, 근거 심 실무, 환자의 안 과 

간호의 질 보장 등 간호사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높은 

실무에 한 요구 증가 등으로 비  사고력을 갖춘 

간호사를 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29]. 따라서 간

호 학생의 암기식 학습, 교실수업, 교사와 학생간의 권

력 계가 비  사고 능력을 하시킬 수도 있어[30],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 략으로 다

양한 교수학습법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과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용이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디지털 시 에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이 간호 학생의 학습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E-book 기반 립

드 러닝 수업을 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을 하기 과 후의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를 악하

고,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 후 비  

사고성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는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

향, 학업  자기효능감, 공만족도는 유의한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  사고성향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4% 다. 따라서 시·공간 제약없이 지속  반복학습

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E-book 기반 립드 러

닝을 략 으로 도입하여 비  사고성향, 학업  자

기효능감,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거의 시도되지 않은 교육

매체로 E-book을 도입하여 립드 러닝 수업에 효과를 

보았으므로 간호 학생을 한 교육매체로 추후에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E-book 기반 립드 러닝 수업은 단기간 용된 학습

법으로 종속변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충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이를 확 하여 해석하는데 연구의 제한

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소도시 일개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하 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반복 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조군을 두지 않고 단일군으로 이루어져 실험군

과 조군을 용한 반복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E-book 기반 립드 러닝 용 

후 양 연구와 질 연구를 혼합한 후속연구를 제언한

다. 마지막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양한 교수학

습법을 용하여 간호사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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