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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rough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teaching learning model for 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III,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PARTNER model. Methods: A professional council was formed, composed 
of three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and one professor of education; each member was an 
expert with a Ph.D. From December 2018 to February 2019. Results: Learning preferences 
for the clinical learning hygiene curriculum based on flip learning showed that it had higher 
accessibility than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bjects’ motivation to learn was improved 
through flip learning, their critical thinking ability was improved through active discussion and 
flip team discussion, and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also improved. Participation 
increased through flipped learning, and subjects’ skill abilities showed their highest score by 
improving their performance through the whole lecture. A high satisfaction of 4.54 out of 5 
points was achieved.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flipped learning-based clinical hygiene curriculum can provide an effective and satisfactory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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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식기반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식의 단순 전달과 습득 위주인 전통적인 교수 학습방법은 더 이상 일

상 생활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1]. 이에 교수자들은 일
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학습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얻고, 얻은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이끄는데 주목하기 시작했으며[2], 최근 여러 대학에서는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 학습자
의 학습방식과 요구가 잘 반영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
한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3].

플립러닝이란, Bergmann과 Sams에 의해 처음 개발된 학습법으로 강의식 교사중심적 수업방식을 학습
자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플립러닝은 ‘뒤집힌 학습’, ‘거꾸로 학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학습자는 수
업에 오기 전 필요한 지식을 얻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수업시간
에 명확하게 하고 적용해 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5]. 특히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매체의 발달
이 급속도로 이루어 짐에 따라 관련 기술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디지털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현
시대의 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교수학습방식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6]. 또한 학습자 중심의 정보선택이라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
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적극 보장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

이러한 플립러닝의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육운영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안[3]은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한 플립러닝 수업 만족도에 대한 영향과 요인 연구를 통해 영어 교과에 대
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향상과 수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교과운영방법이라고 보고하였고, 김과 김
[8]은 플립러닝을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에 설계 및 적용하여 플립러닝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
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이라고 하였다. 또한, Varthis와 Anderson[9]은 치과대학 학
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교육경험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플립러닝과 치과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해 자기조
절학습과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치위생학계에서도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플립러닝 교과목에 관한 치위생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 중 임상치위생학은 치과위생사주도의 치위생관리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술기를 익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치주기구조작법을 학습하는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일 경우 현재 치과위생
사 국가 실기시험과 직결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는데, 치주기구에 관한 이론과 실습의 방대한 양의 내용을 교
수자 1인이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강의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고시합격
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고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감이 교수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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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계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학생참여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변화와 교육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치위생학과의 주요 교과목 중 하나인 치주기구조작
법을 다루는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수업에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아산지역 소재 S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플립러닝 기

반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00대학교 치위생학과에는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교과목이 3학
년 1학기 2학점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치주기구조작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15주의 교육과정 중 4회의 플립러닝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이론시간에는 치주기구의 특성과 사용방법에 
관한 이론적 기본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시간에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기반의 치주기구술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팀은 5-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과 실기 모두 동일한 팀으로 진
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SM0201904-011-1).

2. 연구도구
1) PARTNER Model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플립러닝 수학습모형으로 최와 김[10]에 의해 발표

된 PARTNER Model에 기반을 두고 구성하였다. PARTNER Model이란, 사전단계(Preparation), 사전학습
평가(Assessment), 사전학습연계(Relevance), 협력학습(Team activity), 핵심요약강의(Nub lecture), 평가
(Evaluation), 사후성찰(Reflection)과 7단계의 영문 첫 단어를 조합하여 명명한 모델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임을 감안하여 교수자는 수직관계가 아닌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파트너’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모델이다<Fig. 1>.

Fig. 1. Flipped learning ‘PARTN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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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Guglielmino가 개발한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SDLRS) 을 참고한 정과 이[7]의 연구를 참

고하여 ‘학습선호도’ 4문항, ‘학습동기’ 4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4문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4문항, ‘술기능
력(임상)’ 4문항, ‘수업만족도’ 4문항으로 총 24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
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긍정적인 플립러닝 효과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61이었다.

3) 강의평가
2019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진행된 강의평가를 바탕으로 ‘

학습참여도’, ‘학습운영내용’, ‘학습평가방법’, ‘수업만족도’에 관하여 1점은 ‘전혀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게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18년 12월~2019년 2월까지 3개월 기간 동안 플립러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

의체를 운영하였다. 전문가협의체는 5년 이상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을 담당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치위생
학과 교수자 3인과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전문가 교수 1인으로 구성되었다. 치위생학과 교수자 3
인이 총 12차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개발한 플립러닝 기반의 교육과정을 교육전문가 교수 1인
이 검토하고 플립러닝 교육설계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전문가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문헌고찰을 토대로 플립러닝 기반의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
하여 교육목표와 세부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교과목 운영 내용에 대해 개발 교수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며 토론을 통해 합의에 근거하여 15주차 중 4주간의 플립러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이 
교육공학적으로 합당한지는 교육공학 전문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받았다.

4. 자료분석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교과목이 운영된 2019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III 교과목

을 수강한 4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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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플립러닝에 기반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교육과정 개발내용
교수자 1인이 다수의 학생에게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치주기구 조작법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강의를 진

행하는 경우 모든 학생에게 치주기구를 올바르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실기역량을 달성하도록 수업시간 내에 
지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교과목에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제시 된 주
차 별 학습주제에 관한 주요내용을 숙지하는 Pre-class 활동을 수행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였다. In-
class에서는 교수자는 학생들의 활발한 팀 활동을 이끌어내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습역량을 향상시켜 결과적
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술기능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코칭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Post-Class 에서는 In-Class 교수자 코칭하에 진행된 팀별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하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개발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III 교과목에서 계획한 플립러닝 교육과정의 모식도는 <Fig. 2>와 같
다.

2. 플립러닝 PARTNER Model에 기반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III 교육과정 
개발

PARTNER 모델을 적용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은 이론수업을 선행하고 실습수업으로 연계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단계에서 실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학습하고 실습수업에서는 팀 활동 중심으
로 협력학습을 수행하여 마지막으로 수행 및 형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최와 김[10]의 보고에 
따라 다음의 모듈을 개발하고 Sickle scaler, Gracey curet, Universal curet, Ultrasonic scaler의 주제로 4회 
계획하였다<Table 1>.

Fig. 2. Traditional lecture and flipped learning curriculum of clinical dental hygien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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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class
(1) 사전단계 (Preparation)
첫 번째 단계인 사전단계에서는 치위생학과 3학년 학습자의 직전학기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의 성취도를 파

악하고, 적절한 학업성취도 분포를 갖도록 팀을 구성하였으며, 교육환경과 교과목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선호감각 채널로 학교 온라인 포털 사이트(통합학습관리시스템)를 선택하였다. 치주기구조작 방법이 촬영된 
동영상과 PPT 읽기자료를 1주일 전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사전 제시된 이론 및 실습 동영상을 스스로 학습하
고 개인학습일지와 팀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동영상의 길이는 10분 이내로 제공하
였으며, 읽기자료는 해당주차의 핵심주제에 대하여 간결하게 요약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사전학습평가(Assessment)
교수자는 강의를 하기 전, 사전학습평가단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작성한 개인학습일지와 

팀기반 학습일지를 검토하였다. 주된 평가내용은 첫째, 플립러닝 수업을 통해 학생은 해당주차의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둘째, 플립러닝 수업에서 수업목표의 이해를 위해 학생은 선행학습을 하였는가? 셋째, 플립러
닝 수업 후 학생은 심층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였는가? 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교수자는 사전학습을 통한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사전학습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주요 질의를 
파악하여 수업시간에 필요한 피드백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업 운영에 반영하였다.

Table 1. Partner model in the study of clinical dental hygiene III 
Characteristics Division Learning contents Professor/Learning activity
Preclass Preparation Analyze the achievement of the subject in the 

previous semester 
Online portal: video and reading materials
Personal learning journal/Team learning 
journal

Producing and announcing pre-study data
Create and distribute learning journals

Assessment Professor: review and evaluate the student 
personal and team learning journal
Assessment details: achievement of learning 
goals, whether to carry out prior study, 
selection of an discussion topic

Check understanding of the topic concepts 
Identify the key questions of the pre-learning 
course
Prioritize and reflect feedbacks

In class Relevance Presenting educational goals
Evaluation of the prepared learning level
Feedback on key content of the study journal

Personal quiz on conceptual understanding
Feedback from student participation answer 

Team activity Learning team discussions
Practice to carry out the instrument by team

Team quiz discussion students participate in 
the answer feedback
Practical peer evaluation
Practical discussion and feedback by team

Nub lecture Key summary of theory and practical topics
Practical coaching 

Whether or not the education goal is reached 
in the corresponding class progress 
Improving the ability to explain and 
understand key classes

Evaluation Evaluation video of individual period 
instruments

Video evaluation and personal instrument 
training

Post class Reflection Review
Learning reflection

Preparing the basic practice (review)
Writing a reflection journal (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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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lass
(1) 사전학습연계(Relevance)
사전학습연계 단계는 수업활동의 첫 단계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주차 별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사전학습

평가 단계에서 교수자가 파악한 학생들의 주요 질의에 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교수자는 사전에 
제시된 동영상과 이론 읽기자료를 토대로 개인 퀴즈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평가하며 학생참여형 
정답풀이를 통해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2) 협력학습(Team activity)
수업활동의 두 번째 단계인 협력학습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팀별 회의를 통해 팀 퀴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참여형 정답풀이를 통해 팀별 토의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단계로 이론강의를 구성하였
다. 실습강의는 사전학습단계에서 예습한 동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팀별로 치주기구 연습을 진행하고 동료 실
기평가를 통해 수행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3) 핵심요약강의(Nub lecture)
팀기반의 협력학습활동 후 교수자는 In-class 교수활동안에서 이론 및 실기 주제에 관한 핵심요약강의를 

제공하여 최종 교수자의 코칭 및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해당주차에 계획한 교육목표에 도달
여부와 핵심 수업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4) 평가(Evaluation)
평가단계는 수업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써 해당주차 주제에 관한 치주기구 술기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

게 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은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시청하며 올바른 치주기구 조작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
차별 학생 개인의 성취도와 팀별 성취도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3) Post- class
(1) 사후성찰(Reflection)
사후 성찰단계는 주차 별 강의가 끝나고 팀 별 과제 수행 및 개별학습을 성찰하는 단계로 실습기본서 작성

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하고,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자가역량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은 개인
과 팀의 학습성과를 성찰함으로써 핵심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된다.

3. 플립러닝 교육과정 개발 내용에 대한 인증 평가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S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성

과관리 센터를 통해 교육전문가 2인과 플립러닝을 다년간 운영경험이 있는 교수자 1인이 평가하여 인증을 받
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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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certification assessment for the development of flipped learning curriculum

Certification criteria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Evaluation result

Excellent
(E)

Meet
(M)

Improvement
(I)

1.1 The entire syllabus required for flipped-
learning should be checked, the teaching-
learning activity strategy established, and the 
pre-learning class data source developed and 
manage.

① Whether to establish details and strategies 
according to the action plan of the main 
stages of each flipped learning phase 
(pre→in→post)
② Learner assessment design appropriate for 
flipped learning operations
③ Contents of the teaching materials and 
learning materials suitable for flipped 
learning operation

· Study schedule about 
whole semester
· All course materials 
development plan

O

1.2 Redesign 15th week subjects according to 
flipped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model. 

① Whether to teac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for each part of the PARTNER step
② Whether to write motivation and evaluation 
strategies for each class week

· Syllabus by each study 
week 

O

2.1 Proof should be provide to demonstrate 
that the lessons are centered on learners.

① Whether or not to present data that can 
prove learning activities for each team and 
each person

· Learning activity data O

2.2 Performance evaluation activities and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learning 
process (pre->in->post class) should be 
demonstrated.

① Whether the designed evaluation tool is 
applied ② Whether to present pre-learning 
quizzes and formation and overall evaluation 

· Learning evaluation 
data

O

3.1 Learner reflection journals should be 
in place to identify progress in learning 
outcomes.

① Whether data are presented to confirm the 
leaner’s progress and change

· Learner reflection 
journal

O

3.2 Based on the overall analysis of curriculum 
management, the contents of CQI report 
should be included in the future curriculum 
improvements. 

① Whether the required items of the 
CQI report are fulfilled and whether the 
curriculum management improvements are 
described in the future

· Flipped learning CQI 
report

O

General comment
In order to awaken the value of the practical utility of education by considering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in flipped learning, we have followed clear guidelines to be carried out in the subjects.
Although it was a four-week flipped learning oper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it systematically 
designed classes and elaborated strategies to bring about high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4.5).
However, according to a study, flipped learning improves class completion and learner’s learning muscle 
relatively significantly when actually performing in pre-class.
With this in mind, we recommend expanding the number of weeks to apply flipped learning in future redesign 
of the subjects.  

Suitable for operation of 
a subject

■ Appropriate  
□ Inappropriate   

4. 플립러닝 적용 결과 분석
1) 플립러닝 적용을 통한 학습선호도 및 학습동기
플립러닝을 적용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대상자는 ‘학습선호도’에 관한 문항 중 ‘전통적 

학습방법에 비하여 플립러닝 교과목의 경우 더욱 쉽게 접근하여 공부할 수 있다’ , ‘학습동기’에 관한 문항 중 
‘플립러닝을 통한 학습능력이 효율적으로 증진되었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2) 플립러닝 적용을 통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플립러닝을 적용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대상자는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문항 중 ‘플

립러닝 교육과정을 통하여 팀간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관한 
문항 중 ‘플립러닝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도가 증가되었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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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arning preference and motivation for subjects with flipped learning                                                                   (N=48)
Division Items Mean±SD
Preference of study Preference of flipped learning against traditional learning method 3.17±0.78

Flipped learning’s interest in traditional learning 3.52±0.85
Accessibility of flipped learning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methods 3.75±0.81
The advantages of flipped learning versus traditional learning 3.46±0.82

Learning motives Effectiveness of mixed learning 3.71±0.80
The need for mixed learning in practical education 3.77±0.81
The creativity of problem solving though mixed learning 3.79±0.71
Improving learning skills through mixed learning 3.94±0.67

Table 4.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rning capacity for subjects to flipped learning                                                             (N=48)
Division Items Mean±SD
Critical thinking Active questions during flipped learning 3.79±0.80

Searching for information to solve problems during flipped learning 3.71±0.77
Active exchange of opinions through team discussions during flipped learning 3.88±0.76
Active discussion with the professor to solve the problem 3.75±0.81

Self-leaning capacity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flipped learning 3.92±0.82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flipped learning 3.81±0.84
Self-directed learning with proper learning speed control 3.81±0.89
Consideration of creative ways to solve problems 3.60±0.71

Table 5. Hand-instrument skill competency and class satisfaction for flipped learning subjects                                       (N=48)
Division Items Mean±SD
Hand-instrument skills 
competency

Increased periodontal instrument study performance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methods

3.94±0.73

The effect of tutoring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3.81±0.87
Improvement of hand-instrument skill ability through mixed learning 3.98±0.76
Improving practical skills through repetitive learning through mixed learning 4.25±0.70

Class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ixed learning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3.75±0.79
Effectiveness of subjects with mixed learning 3.50±0.77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ixed learning compared to traditional learning 3.63±0.67
Intention to recommend subjects through mixed learning 3.65±0.76

3) 플립러닝 적용을 통한 술기역량과 수업만족도
플립러닝을 적용한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교과목을 이수한 대상자는 ‘술기(임상)능력’에 관한 문항 중 ‘플립

러닝 동영상통한 반복학습으로 술기역량이 증진되었다’, ‘수업만족도’에 관한 문항 중 ‘전통적인 학습법에 비
하여 플립러닝 적용교과목이 더욱 만족스럽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4) 강의평가
플립러닝 교과목 운영 후 교과목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학생학생참여도’ 

4.57점, ‘학습운영내용’ 4.53점, ‘학습평가방법’ 4.38점, ‘학습방법의 유익성’ 4.52점, ‘강의전체만족도’ 4.54점으
로 확인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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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cture evaluation after the lecture operation

총괄 및 고안
플립러닝은 사전에 제공되는 e-러닝 콘텐츠를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예습하고 수업시간에는 실제적인 

문제해결과 심화학습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성과 수준의 상향이 가능한 학습방법으로[10] 현재 치과위생사 보
건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치주기구 조작법’에 관한 이론 및 실기를 교수하는데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수자와 교육공학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PARTNER 
모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교육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학습법 대비 용이한 접근성이 대상자들의 학습선호도를 높였으며, ‘학습동기’에 관한 문
항 중에서는 플립러닝을 통한 학습능력 증진 효과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플립러닝
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11]은 이러한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플립러
닝을 위한 수업 전 사전학습 자료를 준비 계획할 때 기존대학 강의 공유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동영상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플립러닝의 최대의 장점은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예습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에 있지만 실제로 본 연구의 학기말 성찰일지 분석 결과, 수업시간 외에 수행되는 사전학습
은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학습의 접근성과 학습능력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학습시간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볼 수 있
다.

둘째, 교수자의 코치역할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관한 부분이다. PARTNER 모델에 입각하여 플립러닝
을 운영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학생들은 팀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해지고,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 중 플립러닝 교과과정을 통해 수업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
통적 강의와 달리 플립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2]. 또한, Enfield[13]는 플립러닝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김[14]의 연구에서도 플립러닝 학습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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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자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주기구 조작법에 관한 학생중심의 팀별 상호활동
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수업 전, 중, 후로 점검하여 참여형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상자들
의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수업의 참여도가 증가했음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술기(임상)능력에 관한 문항 중 플립러닝으로 인한 ‘반복학습’으로 술기능력을 증진할 수 있었다는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전제공자료원의 면밀한 제작과 선별, 검토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질 높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와 김[10]은 플립러닝은 수업자료원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교수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은 교수모형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15주의 교육 회 차 중 4회만 플립러닝을 적
용하여 설계하고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치위생학과의 운영 사례가 없어 공과대학과 타 보건계열의 사
례를 바탕으로 처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4가지 학습주제만 선별하게 되
었다. 둘째, 플립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이 없고 플립러닝 교과운영 전, 후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이후, 대상자들의 학습선호도, 학습동기,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 술기능력, 수업만족도 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플립러닝 적용의 효과를 정확
히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완성된 플립러닝 교육과정을 개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선행 적용사례로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또한 교육 전문
가들을 통해 플립러닝 인증 평가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은 바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15주차에 걸친 플립러닝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험설계를 통해 플립러닝 기반의 치위생교과목 학
습성과를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의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III 교과목을 개발하고, 일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플립러닝 기반의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선호도는 전통적 교수법 대비 높은 접근성, 학습

동기는 플립러닝을 통한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은 플립러닝시 팀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교환의 가
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플립러닝을 통한 참여도의 증가, 술기능력은 반복학습을 통한 실기능력증진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강의 평가를 통한 강의 전체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4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 기반의 임상치위생학 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은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학습과정

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수자는 플립러닝에 대한 정확한이해와 충분한 사전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학습자의 요구도 및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운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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