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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 2학년 대상으로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들의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를 확인함으로써 거꾸로 학습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 연구이다. 겨울 방학동안 N시 D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 참여한 대상자 중 35명을 2018년 12월 7일에 

사전 조사하였고, 프로그램 후 2019년 1월 18일 사후조사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은 프로그램 전에 비해 

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04, p<.001). 학습자의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08, p=.288). 학습자의 만족도는 평균 3.49 ± 0.93점이었다. 따라서 교육자와 학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내에 거꾸로 학습법을 구성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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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in ASP(after 

school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motivation.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 test-post test design. Data derived from 35 person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fter-school program between 17 December 2018 and 18 January 2019 at D university. The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creased, statistically differed differences(t=-4.04, p<.001) 

but, motivation increase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t=-1.08, p=.288). The 

average of ASP satisfaction scores for the program was 3.49 ± 0.93.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ducators and schools organize their flipped learning methods in the curriculum to improve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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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방과 후 프로그램(ASP: After School Program)은 

대학의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는 하기 어려운 학습 프로

그램을 방과 후에 보충 또는 심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방과 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공부하는 대학

문화를 창출함과 동시에 진로 준비나 자격시험 등의 준

비를 돕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학습 프

로그램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 역량에 

따라 그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자기주도학습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서 주

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학습요구와 동기를 진단, 목표 

설정,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2]. 

평생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력은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

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3].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학

의 학습에서도 여전히 수동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

습력을 향상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학

습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4,5]. 또한 각 지역의 연수기

관들과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주

도적학습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방안들을 교육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수들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다[6]. 이같은 사회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수자도 교수법의 진화를 

추구해야 한다[7].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학습할 수 있

게 하는 원동력이다[8]. 즉, 적절한 학습 동기는 학습 

활동을 시작 및 계속 유지시키며 학습 목표로 이끌게 

할 뿐 아니라 선택적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9]. 그러므로 학습동기는 학습과정과 학습의 효과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손꼽히며, 학교수업의 상황 

또는 맥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따라 학습동기가 좌

우될 수 있다[10]. 

기존의 전통적 학습은 교수자 중심으로 일방적 지식 

전달 교육 방식이며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런 제한점

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법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거꾸로 학습이다.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역사, 문학과 같은 과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책을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는 참여 전 읽은 

내용에 관해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의미한다[11]. 

거꾸로 학습의 개념은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약간

씩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의 활동들이 학

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 밖에서 수행되었던 활

동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거꾸로 학습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전통적 학습에서 

학생은 수동적인 학습자였다면, 거꾸로 학습에서 학생

은 사전에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때

문에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11,12].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높

아지며,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교

수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13].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학습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201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방영된 ‘KBS 파노라

마 - 21세기 교육혁명 미래 교실을 찾아서’라는 4부작

의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

천한 사례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11]. 이후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1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 군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17] 등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정숙[18]이 

‘플립드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이라는 연

구결과를 발표한 것 외에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학년 대상으로 거꾸

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ASP)을 시행하여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에 대한 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

육 효과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을 시행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후 작성된 활동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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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학습자의 반응을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여 파

악함으로써 거꾸로 학습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학습자의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를 확인한다.

3. 프로그램 참여 전,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반응을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여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이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

(One-group pre test-post test design)로 다음 Fig. 1

과 같다.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E1 X1 E2

E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X1: After School Program

E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Fig 1. Study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 N시에 위치한 4년제 D대학

교 간호학과에서 2018년 2학기 겨울방학에 시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ASP)에 참여하고 연구참여에 대해 

동의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일집단 사전 사후 연구에 적합한 표본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1-

β=0.80으로 산출한 결과 35명이었다. 학습자 4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 중 7명이 

중도탈락하여 탈락자의 자료를 제거하고 남은 35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진행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규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

는 보충 또는 심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진로준비나 자격시험 대비를 돕기 위한 방과 후 프

로그램(ASP)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학과 

1, 2학년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연관성

이 높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보험심사 관련 자격증인 

언더라이터 자격증 준비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

램 운영은 총 5주 과정으로 1주는 ‘언더라이터의 이해’

로 외부강사 특강으로 진행하였고, 2주는 ‘보험기초이

론’, 3주는 ‘언더라이팅 개론’, 4주는 ‘계약법규’, 5주는 

‘클레임실무’로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각 주차 전에 각자 해당 부분을 선행학

습 후 각 주차별로 지정된 대표 학생들이 발표하고 나

머지 학생들이 질문 사항을 바탕으로 토론(flipped 

learning)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프로그램 지도교수는 

2주차부터 5주차까지 각 주차별 학습내용과 발표 학생

들을 지정해 주고, 학생들과 함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

의 방향성 제시하고 필요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설

명을 하였으며 다음 Fig. 2와 같다. 교재는 생명보험협

회에서 발간한 CKLU(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과정 책으로 하였다.

Session Contents outline Methods Duration

1

- Understanding of 

Underwriters

   (External Instructor)

Lecture
2〜3

hours

2

- Basic Insurance 

Theory

(CKLU book 1)

Lecture

&

Discussio

n

6〜8

hours

3

- Introduction to 

Underwriting

(CKLU book 2)

4
- Contract law

(CKLU book 3)

5
- Claims Practice

(CKLU book 4)

Fig 2. After School Program (ASP)

2.4 연구도구

2.4.1 자기주도학습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자기주도학습력은 Guglielmino[19]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이용하였다. SDLRS는 자기주도학습

의 주체자로서 학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향을 설정하

고 이러한 성향을 총 58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함

으로써 전체적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점수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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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율적 및 독립적 학습자 자

아개념, 배움에 대한 사랑, 창의성, 배움에서의 혼란과 복

잡함에 대한 인내, 학습의 유익성, 탐구성, 학습 주도권, 

학습에 대한 책임감의 8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도구

의 전체문항 중 15개는 역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Guglielmino[19]의 연구에서 Cronbach’ ａ=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ａ= .72이었다.

2.4.2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동기는 학습동기 유형 검사 도구[21]를 우리나

라 대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도구[8]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총 

64문항으로 내용은 상대적 유능성 동기 8문항, 무동기 

상태 8문항, 지적 성장 추구 동기 8문항, 자기유능감 추구 

동기 8문항, 실패 회피 동기 8문항, 사회적 가치 동조 동기 

8문항, 지적 만족 추구 동기 8문항, 사회적 성공 동기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긍정

적임을 의미한다. Yoo[8]의 연구에서 Cronbach’ ａ=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ａ= .78이었다.

2.4.3 학습자 만족도(Learning satisfaction)

학습자 만족도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

를 확인하기 위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

도로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이다’ 3점, ‘불만

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등 서술적 통계를 산출하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가 프로그

램 적용 전에 비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성 검정을 한 후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후기

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유기술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문항에 대해서는 반응경향을 주요개념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2.6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

월 18일까지이다. 프로그램 시작 전 2018년 12월 17

일 사전 조사, 프로그램 후 2019년 1월 18일 동일문항

으로 문항 순서만 변경해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

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N시에 소재하는 D

대학교에서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및 진

행절차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

를 배포하였으며, 응답 즉시 회수하였다. 

2.7 연구윤리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참여 

기간, 연구 참여에 따르는 혜택 및 위험,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고 

무기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완료한 설문지는 개별봉투

에 담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이 종료 된 후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자의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6명(45.7%), 2학년

이 19명(54.3%)이었고, 성별은 남학생이 6명(17.1%), 

여학생이 29명(82.9%)이었다. 평균 학점은 4.5만점에 

3.5-3.9가 16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3.0-3.4가 

12명(34.3%), 2.5-2.9가 5명(14.3%), 4.0-4.5가 2명

(5.7%) 순이었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5)

Variable Category n %

Grade
1st 16 45.7

2nd 19 54.3

Gender

Male 6 17.1

Female 29 82.9

Grade point 

average

2.5-2.9 5 14.3

3.0-3.4 12 34.3

3.5-3.9 16 45.7

4.0-4.5 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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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과 후 프로그램(ASP) 후 학습자 만족도

프로그램 후 학습자의 만족도는 다음 Table 2와 같

다. 학습자의 만족도는 평균 3.49 ± 0.93점이었고 최

소 2점, 최대 5점이었다.

Table 2. Learning Satisfaction related to program (N=35)

Variables Mean ± SD Min Max

Learning 

Satisfaction
3.49 ± 0.93 2.00 5.00

3.4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반응

학습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작성한 활동 후기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주요개념인 ‘거꾸로 학습’, ‘자기주

도학습력’, ‘학습동기’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Motivation    (N=35)

Variables

Mean ± SD

t pPre-test

(n=35)

Post-test

(n=35)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3.37±0.21 3.56±0.23 -4.04 <.001

Learning 

motivation
2.83±0.25 2.91±0.43 -1.08 .288

3.4.1 주제: 거꾸로 학습

거꾸로 학습에 대한 주된 내용은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낮설음, 거꾸로 학습의 효과, 거꾸로 학습의 부담, 

거꾸로 학습의 장점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었다” (#3)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긴 했지

만 하다보니 요령이 생겼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 (#5)

“새로운 학습방법이라 낮설었지만 곧 적응되었다” (#7)

“프로그램 중 이론적 부분이 줄어들고 학생들간의 

의견교환, 상호작용이 많아서 좋았다” (#10)

“기존방식에 비해 학습을 미리 해오고 모르는 부분

을 교수님께 물어보는 방식이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

었다 ” (#14)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라 많이 부담되었다” (#20)

3.4.2 주제: 자기주도학습력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주된 내용은 자기주도학습의 

지속 가능성,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으로 요약된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도 스스로 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겠으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7)

“스스로 목표, 학습량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10)

“역시 공부는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어렵다” (#11)

“하라는 것만 정해주고, 요점을 정리해주는 주입식 

수업이 편한 것 같다” (#13)

“스스로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들어 힘들다” (#21)

3.4.3 주제: 학습동기

학습동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관심분야의 호기심, 새

로운 프로그램 참여 의지, 협업을 통해 학습동기 증진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운 날씨 때문에 학교에 나오기 싫었던 적도 있었

지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 (#1)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다음 단계도 도전해보고 싶

다” (#1)(#2)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8)

“언더라이팅에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

습니다” (#17)

“혼자하는게 아니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 신청했

고 다음에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24)

4. 논의

본연구는 방과 후 프로그램(ASP)에 참여한 간호대학

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거꾸로 학습을 적용하여 자기

주도학습력과 학습동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후 작성된 활동후기를 토대로 학습자의 

반응을 주요개념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 주요 결

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이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는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2]에서 평생교육 학습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이와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9호84

같은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학습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닝이

나 앱 활용 등과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뿐 아니라 거꾸

로 학습과 같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한 

대학 학습환경에서의 만족도가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변화를 확인한 결과 자기

주도학습력은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전에 비해 

후가 증가하였다. 박상준[23]의 연구에서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좌에 적용할 수 있는 플립러닝 모형을 개

발, 적용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력과 사회적 발달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이는 거꾸로 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거꾸로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주차에 맞는 학습목적에 따라 사전에 학습을 계획, 적

합한 학습 전략 선택 및 실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일

련의 과정을 거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이 자

연스럽게 상승하였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특성 상 4년간의 제한된 시간 안에 많

은 양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습득시키기 위

해서 주입식 교육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24], 고학

점 취득은 취업에 유리한 면이 있기에 학생들은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교재의 범위, 교수의 수업내용 내에

서 수용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25].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학생들이 다양한 학습방

법에 대한 호기심을 갖거나 능동적 활동인 자기주도학

습 실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력이 높아질

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 적극성, 자발성 증진에 긍정

적 작용을 하며[23] 거꾸로 학습은 교과의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능력, 창의력 향상 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대

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26]. 그러므로 추후 전체 수업을 거꾸로 학습을 하

는 것보다 강의식 수업과 더불어 절반 정도만 거꾸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과 보완을 통해 자

기주도학습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학습동기 변화를 확인한 결과 학습동기는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전과 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와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7]와 유사하였다. 

반면 거꾸로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을 한 연구결과[28] 거꾸로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의 학

습동기는 일반 강의를 수강한 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

이 간호학과 1, 2학년으로 언더라이터라는 자격증에 대

한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가 낮았을 것이며, 초, 중, 고

의 주입식 수업에 익숙한 이들이 거꾸로 학습에 대한 

적응 부족, 5주로 구성된 비교적 단기간 프로그램 운영

으로 학습동기를 높이기는 역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추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꾸로 

학습을 대상자의 요구도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적

용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설계하여 실행 후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 참여 

후 학습자의 반응을 주요 개념인 거꾸로 학습과 자기주

도학습력 및 학습동기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거

꾸로 학습에 대한 주된 내용은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낮설음, 거꾸로 학습의 효과, 거꾸로 학습의 부담, 거꾸

로 학습의 장점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다소 생

소한 용어로 거꾸로 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29],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때 부담감

이 발생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거꾸로 학습경험이 

학습효과에 긍정적이라고 했으며 소수의 의견을 일반

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이는 선행연구[16]에서도 이 

학습법을 통해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거꾸로 학습을 통해 다양한 면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한 성취감이 고

취되며, 학습참여도와 자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30]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력에 대한 주된 내용은 자기

주도학습의 지속 가능성,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으로 

요약 가능하다. 능동적 활동인 자기주도학습은 기존에 

진행되던 수동적 주입식 교육과 반대로 진행되는 학습

으로 성실함, 집중력이 요구되므로[29] 이 학습의 어려

움을 토로했을 것이며, 반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인지한 학습자들은 추후에도 이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

는 의도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성향의 차이에 의한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85

것으로 획일적인 학습법을 요구하기보다 교수자와 학

교는 다양한 학습방안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학습동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관심분야

의 호기심,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의지, 협업을 통해 학

습동기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습자의 관심주제에 

대한 호기심은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동기를 높

이고, 상승된 학습동기는 참여지속 의지를 높인다는 연

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31].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하

고 학교에서는 개별적 보충 및 동료들과의 의견을 교

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

출하는 과정을 거치기에[2] 협업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체계에 의해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받

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탄탄한 사회적 지지원의 지지 및 격려는 학습동

기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므로[32] 교수와 동료들

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 관계속에서 형성

된 사회적 지지체계는 학습동기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긍정적 사회적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은 학습동기 향

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ASP 참여후 자기주

도학습력과 학습동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경험을 활동 후기를 통해 파악함

으로써 앞으로 간호학과 교과과정에서 거꾸로 학습

(flipped learning)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방

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

한 방과 후 프로그램(ASP)에 참여 후 학습자의 자기주

도학습력은 참여 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꾸로 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을 통한 강의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교는 기존의 

획일적인 학습법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학습방안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성향과 학습목적에 적합한 학습법

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

기에 제한되어 본 결과로 전체 간호대학생의 결과로 일

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거꾸로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표본수를 

확대 및 대조군을 두고 실험군의 변수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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