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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lass satisfaction in a class of 

college physical therapy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97 students in College A who had registered for musculoskeletal examination and assessment and 

practice at the second semester of 2017. All subjects were measured with the self-directed learning questionnaire for college student 

proposed by Lee et al., and the class satisfaction questionnaire proposed by Lee et al.,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a computerized statistical program SPSS Win version 21.0. Mean,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ere calculated. 

Results :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al setting, identify resources for learning, effort attributed to results, 

self-reflec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excellence, class methods and contents attention and under-

standing(p<.05), class interest of class satisfaction(p<.05).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flipped learning improves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Therefore, follow-up study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urther the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in various students and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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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인류는 아무도 미리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빠른 

기술혁신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 등 거의 모

든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창의와 도전 정신, 인성이 

중요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교육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미래도 어렵고 기

존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

다는 의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

대 초 연결· 초 지능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의 혁

명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Hall 등, 2017).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사의 일방적 

강의에서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지식에서 역량으

로, 이론에서 실제로, 원리와 사설에서 질문과 문제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획일적인 방식에서 개별적인 학습으

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러한 수업방식으로는 문제가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의 학습인 

문제중심 학습방법(PBL, problem-based learning)(Kong 

등, 2014),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 수업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의하여 한 명 이상의 

교사들이 같이 협력하는 팀 기반 학습방법(TBL, 

team-based learning)(Frame 등, 2015), 기존의 교육 방식을 

뒤집어, 집에서 교사가 제작한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 방

식인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등이 그 예이다(Gopalan 

& Klann, 2017). 

플립 러닝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들이 수동적인 수강자에서 능동

적이며 수업시간에 활발한 학습자로 바뀌게 된다. 전통

적인 수업에서는 수업시간에 단순히 수업을 듣는 청취

자였다면, 본인 스스로 강의 자료를 찾아 선행학습을 수

행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둘째, 수업

시간과 과제를 하는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과거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수업이 끝난 후 가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그날 배운 내

용에 대해 복습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라면, 플립 러닝

은 배울 내용을 집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스스로 학습

하는 것이 선행되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한 내용과 수준

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수업의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셋

째, 수업시간은 더욱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

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이 부족

할 경우 수업 시간을 통하여 보충학습을 수행할 수 있지

만, 학습 수준이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 뛰어날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시간에 심화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Bergmann 등, 2012).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란 학습자 스스로

가 학습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목표지향

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으

로,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

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Yang, 2000). 21세기 사회에

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가 획

일적인 방식으로 획일적인 내용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의 형태는 적절하지 않으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하는 능력의 계발이 필수적인 능력이다(Lee 등, 2003). 

수업만족도는 학습자가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정도로,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적, 외적 욕구가 충족되어 수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교육에서 매우 빠른 변화가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습자가 전반적

인 교육활동을 실제로 경험한 후의 만족을 이전의 기대 

수준과 비교하여 주관적인 태도와 개인의 감정을 반영

해 평가하는 것으로, 플립러닝 수업의 활성화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의미를 갖는다(Mun, 

2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학습의 효과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Jung(2017)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

학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플립 러닝이 자기주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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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고, 보건계

열에서의 플립 러닝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Cho와 Kim(2017)은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을 적용한 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 만족

도, 학습 동기의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이 있었고, Lee와 

Han(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49명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 수업과 강의식 수업에서의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도 및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플립 러닝

학습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Lee와 Kim, 2017), 

체육학과 수업(Kim과 Lee, 2016) 등 다양한 과목에서 적

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과목들이 교양수업 중심으로 플

립 러닝수업이 설계되어있고, 보건계열 분야에서는 간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Boucher 등(2013)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진화되고 있는 의학의 발달로 

치료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으며, 의

료 종사자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Jung & Ahn, 2017). 물

리치료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포괄적인 의

료기술을 제공하고 환자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물리치료 교육은 

인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손상 후 환자의 회복을 

위한 평가와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Wilcox & Weber, 2005). 

전문 직업인으로서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격과 품성을 기르고, 발전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치료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을 심화할 수 있는 실습과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Seo 등, 2012). 물리치료 실습 과목이자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중요한 과목중 하나인 ‘근골격계 검사 및 평

가 실습’ 과목의 학습목표는 물리치료 평가를 이해하고 

관절가동범위 측정과 근육검사를 배우는 과목으로 단순

히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

기 힘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수업 전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완전히 학습하고 수업시

간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활동을 통해 관절과 

근육의 평가계획을 세우고 실제 관절과 근육을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Lee와 Han(2017)의 연구에서 플

립 수업은 국가시험을 대비하여 방대한 분량의 학습내

용과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

합적 사고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에 있어

서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개인별로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동시에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수업방식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습과목에서 플립 러닝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과 교과목 중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습’ 교과목에서 플립 러닝수업을 적용하

여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 러닝 수업이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자기주

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플립 러닝 수업이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수업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연구의 윤리 

본 연구는 한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경상북도 ‘A'지

역의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1학년 2개 반 전체학생 97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과목은 2017년 2

학기 수업 중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습’이라는 과목

으로 플립러닝 수업 전과 후의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 만

족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2017096HR)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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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일

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기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

며 분석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연구 

중간에라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실제 플립 러닝 수업은 Kim(2015)의 연구에

서 6주, Lee와 Han(2017)의 연구의 6주 등 선행연구에서 

플립수업을 실시한 기간인 전체 수업의 15주(1주차 오리

엔테이션 포함) 중 6주 동안 주 2회 총 18시간 동안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절차를 도식화 하면 Table 1과 

같다.

Level Contents

Level 1 Class design and video production

Level 2 Orientation for flipped learning 

Level 3 Pre-tes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Level 4 Class for six weeks 

Level 5 Post-tes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attitude) 

Level 6 Analysis of collected data 

Table 1. Flow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1) 수업 구조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을 적용한 수업 과정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누고 플립 러닝을 적용한 수업 

설계 및 활동은 Table 2와 같다.

Topics Contents Activities

Understanding 
assessment
(1-2week)

-You can understand the record of 
evaluation

∙ Pre-Class: watch videos
∙ In-Class:
1. Q & A

Quiz contents: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and plan 
(SOAP)notes (physical therapy recording paper)

2. Group activity
Group activity contents: roles in group(patient, therapist) on physical 
therapy record

∙ After-Class: class contents and group presentation   sharing

Measuring the range of 
joint motion

(3-4week)
- You can understand the  testing 

method of the range of joint motion

∙ Pre-Class: watch videos
∙ In-Class:
1. Q & A

Quiz contents: differences of passive and   active range of joint motion
2. Group activity

Group activity contents: roles in group(patient, therapist) on the 
measurement exercise of the range of motion (by joint)

∙ After-Class: class contents and group presentation   sharing

Muscle testing
(5-6week)

-You can understand manual muscle 
testing

-You can understand the muscle 
testing of upper   extremity 

∙ Pre-Class: watch videos
∙ In-Class:
1. Q & A

Quiz contents: manual muscle testing
2. Group activity

Group activity contents: roles in group(patient, therapist) on muscle 
testing (by joint)

∙ After-Class: class contents and group presentation   sharing

Table 2. Instructional design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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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립 러닝 수업의 동영상 제작

본 연구의 온라인 동영상은 해당 차시마다 1∼2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였는데, 강의 동영상과 실습 동영

상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보고 미

리 예습을 해 오도록 안내하였다. 강의 동영상은 이론 중

심의 내용을 PowerPoint를 활용하여 약 15분 분량으로 만

들었고, Screencast-O-Matic (https://screencast-o-matic.com/)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Fig 1). 

Fig 1. Sample of a lecture video 

물리치료 실습을 위한 실습동영상은 실제 환자를 평

가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환자와 치료사 

두 명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치료사가 측정방법을 설명

하면서 환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Fig 2).

Fig 2. Sample of a video demonstration physical 

therapy practice

3. 측정방법 

1) 자기주도 학습 측정도구

자기주도 학습은 Lee 등(2003)이 제안한 대학생용 자

기주도 학습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의 항목은 

3개의 능력요소와 8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

도 학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Scale Item contents Cronbach’s alpha

Learning plan

Diagnosing learning needs 1,2,3*,4*,5,6,7,8,9,10

.876Goal setting 11,12,13,14,15

Identify resources for learning 16,17,18,19,20

Learning 
execution

Basic self-management ability 21,22,23,24,25*

.808Choosing a learning strategy 26,27,28,29,30

Continuity of learning execution 31,32*,33,34*,35*

Learning 
evaluation

Effort attributed to results 36,37*,38,39,40*
.766

Self-reflection 41,42,43,44,45

Total .926

* marked item is a negative scoring item

Table 3. Component item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subscale

2) 수업 만족도 측정도구

수업 만족도는 Kim(2015)이 제안한 플립 러닝 교수법 

적용 후 수업 만족도 측정에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수업 만족도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문제 해결 수월

성 3문항, 수업 방법에 대한 반응 및 교과내용 이해 8문

항, 수업 흥미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업 만족도의 신

뢰도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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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Item number Cronbach’s alpha

Problem solving excellence 1,2,3 .751

Class methods and contents attention and understanding 4,5,6,7,8,9,10,11 .914

Class Interest 12*,13*,14,15,16* .870

Total .940

* marked item is a negative scoring item

Table 4. Component items of the class satisfaction

4. 자료분석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 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플립 러닝 학습 전·후의 자

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

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플립 러닝 학습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의 전·후 변화

플립 러닝 학습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의 전·후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전체 자기주도 학습은 사전 3.37점에서 

사후 3.5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학습 계

획의 3항목 중 목표 설정과 학습을 위한 자원 파악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학습 실행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습 평가 항목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Variable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p)

Self-directed learning 3.37±.40 3.50±.37 -.13±.58 -2.243(.027)

Learning plan 3.40±.43 3.51±.72 -.11±.64 -1.624(.108)

  Diagnosing learning needs 3.31±.50 3.44±.49 -.13±.70 -1.795(.076)

  Goal setting 3.22±.58 3.40±.56 -.17±.81 -2.032(.045)

  Identify resources for learning 3.14±.59 3.34±.57 -.19±.86 -2.228(.028)

Learning execution 3.46±.43 3.53±.40 -.08±.65 -1.185(.239)

  Basic self-management ability 3.53±.53 3.67±.51 -.13±.80 -1.624(.108)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3.40±.50 3.41±.49 -.02±.77 -.291(.771)

  Continuity of learning execution 3.45±.54 3.52±.55 -.08±.82 -.936(.352)

Learning evaluation 3.47±.45 3.64±.42 -.17±.66 -2.575(.012)

  Effort attributed to results 3.60±.54 3.78±.49 -.17±.76 -2.253(.027)

  Self-reflection 3.34±.50 3.52±.48 -.17±.75 -2.270(.025)

Table 5. Comparison of self-directed learning after flipped learning           (n=97) 

2. 플립 러닝 학습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전·후 변화

플립 러닝 학습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전·후 변화는 

Table 6과 같다. 전체 수업 만족도는 사전 3.48점에서 사

후 3.7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수업 만족

도의 하위영역 3항목 문제해결 수월성, 수업 방법에 대

한 반응 및 교과내용 이해, 수업 흥미도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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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t(p)

Class satisfaction 3.48±.55 3.76±.52 -.28±.77 -3.620(.000)

  Problem solving excellence 3.43±.63 3.68±.64 -.25±.89 -2.785(.006)

  Class methods and contents attention and 
  understanding 3.50±.57 3.83±.54 -.32±.82 -3.884(.000)

  Class Interest 3.50±.66 3.72±.64 -.24±.89 -2.691(.008)

Table 6. Comparison of class satisfaction after flipped learning                (n=97) 

Ⅳ. 고 찰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란 ‘뒤집다’ ‘뒤집히다’의 

뜻의 영어단어 ‘플립드(flipped)와 학습을 뜻하는 ’러닝

(learning)'의 합성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교실’, 

‘역전학습’ 등으로 표현된다(Kim, 2015). 플립 러닝은 블

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모형의 한 형태로, 과거 교

실 내에서 강의를 통해 얻었던 지식학습은 교실 밖에서, 

학생주도적인 개별학습은 교실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역방향 수업이며(inverted classroom), 학생이 자신이 학습

하는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Tolks 

등, 2016).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 수업에 플립 러닝을 적용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과

정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

습자는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고 학습에 임하며, 

결과적으로 교사 주도의 수업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획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 가는 

능력이 증가하여 창의력, 문제 해결력 증진에 효과적이

다(Lee, 2002). 이는 사전학습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진도를 조절하고,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인 학습자로 수업에 임하는 플립러닝 수업의 장점과 일

치한다.

본 연구에서 플립 러닝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은 

사전 3.37점에서 사후 3.5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습 계획의 3항목 중 목표 설정과 학습을 위한 자원 파

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습 평가 항목은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사전 3.10점에서 사후 3.49점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는 Kim(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 평가 항목 중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항목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는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물리치료과에 입

학하여 1학기 때 이론 과목만 학습을 하다 처음 실습과

목을 접하는 학생이므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많은 학생

들은 수업 전 제공된 동영상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보며 학습하고 수업시간에 다른 

학습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는 사전에 동영상 강의 시청을 통해 개념을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중심으로 학습내용을 확인하거나 역할

극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학습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 스스로 동영상 반복 재생을 통하여 주도적

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결과에 대한 노력 기

인 항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선행연구와는 달리 Joo 등(2017)의 연구에서는 

영어 읽기와 쓰기 플립러닝 수업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과 학

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고, Lim

과 Joe(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항목 중 

효율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솔선수범 

및 독립성, 미래 지향적인 자기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

목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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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중 학습 실행 항목에서는 사전 3.46점에서 사후 

3.5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기 스로 

혹은 학습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계획과 

실행, 평가 등 일련의 학습상황을 통 제하고 관리하는 

학습방법이다(Jeong & Yang, 2008). 자기주도능력 중 학

습 실행은 학습전략선정 능력과 과제집착력으로 주어진 

학습전략 중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선택이 가능하거나 

주어진 과제의 완성뿐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Lee 등, 2003).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는 처음 전공과목을 접한 1학년 학생으로 학습의 성취욕

구와 목표는 강하나, 중, 고등학교 시절 학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과목 특성 상 동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기

초로 몸으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내용을 익혀야 하는 실

습위주의 수업과목이므로 실제 학습에 있어서의 과제의 

완성도는 학생들의 사전 학습 노력에 비해 떨어질 수 있

으므로 자기주도 학습 중 학습 실행 항목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Lee 등(2003)의 연구에서 대학교와 성인기에는 외부의 

인적, 물리적 자원의 활용이 성공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학

습실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제를 항상 기한에 맞게 

해내거나, 준비물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을 증가시키고, 올바른 학습전략을 선택하

여 학습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

구의 실제 플립 러닝 수업 기간은 Joo 등(2017)의 연구와 

같은 기간인 6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진행된다면, 자기주도 학습에 

좀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업만족도는 정해진 수준이상으로 학생의 기대를 충

족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수업과정에서는 대부분이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사와의 

상호작용, 수업 방식 등에 따라 학생의 수업목표 성취도

와 수업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Kim, 2003). 

Joe(2015)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학습

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분석하여 교실에서 적용해 

본다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

심감과 만족도를 높일수 있다고 하였고,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동기지속과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Choi & Jun, 2011). 

본 연구에서 플립 러닝 학습을 통한 수업 만족도는 사

전 3.48점에서 사후 3.7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업 만족도의 하위영역 3항목 문제해결 수월성, 수업 

방법에 대한 반응 및 교과내용 이해, 수업 흥미도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거꾸로 학습이 영어 과목의 수업 만

족도가 사전 3.13점에서 사후 3.93점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았다는 Ryu(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Lee와 

Han(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강의식 수업이 3.56점, 플립

수업은 3.82점으로 나타나 강의식 수업보다 플릭수업에

서 수업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인 수업방식과 다른 새로운 학습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으로 인해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특히 교

과목 특성 상,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상황극 및 조별 활

동이 많았는데, 이는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외되는 학습자가 감소되므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Choi(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Koo(2015)의 

연구에서 플립 러닝 수업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고 시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학습자와의 상호교류가 활발하여 

수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

업 전 매회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예습노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온라인에서 토론방과 질문방을 열어 학생들과

의 상호교류를 실시하였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시간

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동영상 시청 후 궁

금했던 내용을 예습노트에 적거나 온라인 토론방에 질

문을 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질문했던 내용에 교수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교수자와 상

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플립 러닝 학습이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학습자들

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우

선,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 러닝을 실시한 첫 번째 논문으로 의미가 있으나, 

사전-사후 연구로는 플립 러닝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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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러닝 수업과 비교할 대조군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

다. 추후 연구에는 플립 러닝 수업과 전통적인 수업방식

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분류를 하

지 않고, 플립 러닝 수업 전과 후의 자기주도 학습과 수

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플립 러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상위수준학습자와 하위수준 학습자로 나누어 플립 러닝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플립 러닝 수업이 수준별로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수업만족도 변수만을 살펴보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플립 러닝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플립 러닝 수

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습’ 이라는 과목으로 교과내

용이 실습 위주로 구성된 과목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론적 내용이 중심이 되는 과목에도 플립 러닝 수업을 적

용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플립 러닝 수

업 활용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학생의 경우 플립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Hong(2016)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목의 분량

이 많거나 어려운 내용을 사전학습 할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이 겹쳐 시청시간 부족 및 집중해서 시청해야 한다

는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올릴 때 충분한 예습시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업로드를 하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목에서 플립러닝수업이 자기주

도학습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

인 교수학습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학습 항목 중 총 자기주도학습, 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

기성찰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고, 학습실행의 3항목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업만족도에서는 문제 해결 

수월성, 수업방법 및 교과내용 관심과 이해, 수업 흥미도

의 3개 항목 모두에서 향상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과목에서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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