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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eaching models to strengthen practical education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es of students is now required in recent education situ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classes after applying a teaching model-integrated
hospital and school laboratory (named L2L). A total of 33 students who took the subject of a clinical
microbiology experim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Each group representative participating in a
pre-class field exercise in the hospital microbiology laboratory was asked to conduct the
experiment. After applying the L2L teaching models, the academic self-efficacy (2.87±0.58→
3.38±0.55), class participation (2.60±0.92→3.62±0.78), and class satisfaction (2.48±1.01→
3.85±0.87)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This means that pre-class field exercises created
interest in the student’s class and boosted self-confidence, leading to increased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for the class. In conclusion, the L2L teaching model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training for preliminary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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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와 학습 주도성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교
육의 중심에서 다루어 온 주제로[1]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최근 대학교육은 기존의 강의제공 중심에서 학습자와 교수

위한 많은 연구[2, 3]가 있었다. 특히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의 상호작용과 학생 참여가 극대화된 맞춤형 교육, 팀 학습, 실

은 대학 e-러닝의 진화된 형태로 기존의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무중심의 실험실습으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하는 학습자 주도

유도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심을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수업참

받고 있다[4]. 외국의 경우 다양한 대학에서 플립 러닝 학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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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으며[5, 6], 국내에도 KAIST, UNIST 등에서도 이

수, 15주로 구성이 되었으며 현장중심교육과정(National

학습법의 적용사례가 소개되었다[7]. 플립 러닝은 전통적인 수

Competency Standards, NCS)교과로 운영되었다.

업방식을 뒤집은 역진행 수업방식(inverted class)으로 교수자

Laboratory to Laboratory (L2L)의 의미는 병원 검사실의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을 보다 효과적

Laboratory와 학교 임상미생물학 실험실의 Laboratory를 융

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업 전에 동영상과 같은 매체 또는 테크놀

합한다는 뜻으로 4차 혁명에서 사용되는 Offline to Online

로지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상황 및 학습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O2O)에서 응용하여 자체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한 어휘이다.

있는 기회를 가지며 수업시간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보다 활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은 학습자 중심활동 수업으로 가장 많이

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

알려져 있는 플립 러닝의 동영상 대신에 현장실습을 접목하였

수법이다[8]. 한편 플립 러닝 수업 전 참여 방법으로 주로 동영상

다. 모형의 구성은 수업 전 활동(사전현장실습)- 교실 실습 수업

매체를 사전학습으로 하게 되는데 모든 과목에 이와 같은 방법

(실습 수업)-수업 후 활동(자기주도학습 및 SNS 학습정보 공유)

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임상미생물학 실습과 같은 임

으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1).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은 사전 현

상병리학과 실습과목에서는 실험마다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

장실습을 통한 학습자 주도적인 팀 활동 수업으로 산업체와의

하므로 동영상 자료 제작과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협업교육으로 예비 임상병리사의 실무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실

교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습수업 모형이다(Figure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립 러닝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동영상 매체 대신에 사전 학습을 현장사전실습으로 대체하여

2) 수업모형 개발에 사용된 학습도구

학습자들이 수업 전에 의료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체험하고 수

(1) 사전현장실습

업 진행의 리더로 참여하는 임상미생물학 실습수업 모형을 개

학습자들의 수업동기유발과 현장 직무적용 실습을 하기 위

발하여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수업참여 및 만족도를 높

해 수업 전에 현장에서 사전 실습을 하였다. 2개 기관의 진단검

이고자 하였다.

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에서 팀 별 1명씩 6명이 교대로 총 5회
의 사전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33명 전원이 모두 1회씩의 사전

재료 및 방법

현장실습을 받았다.
(2) 실험결과 지식구조화 활동

1. 현장 융합형 L2L 교수학습 모형 개발

학교 수업시간에 실험을 마치고 팀원들이 90×120 cm의 종

1) 수업모형의 구성

이에 실험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그림과 도표로 정리하여 지식

본 모형의 적용은 C대학 3년제 임상병리학과에서 2017년 1

을 구조화 하였다. 이 과정은 보통 실험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

학기에 임상미생물학 실험 수업을 수강하는 2학년 전체 학생

을 대체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 내에 학습내용을 정리함으로써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임상미생물학 실험수업은 4시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자의 수업 후 과제를 줄여주고자 하는

Figure 1. Scheme of laboratory to
laboratory (L2L) teaching model integrating a field and schoo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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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tructure of laboratory
to laboratory (L2L) teaching model
integrating a field and school laboratory.

활동이다.

대한 지필평가를 실시하였다.

(3) 학습자용 자기주도 학습노트 작성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2. 현장 융합형 L2L 교수학습 모형 적용 및 검증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1) 연구방법

로부터 학습노트를 배포 받아 전체 학생이 학습노트를 작성할

임상미생물학실험 수강자 33명에 대해 현장 융합형 L2L 모

수 있도록 하였다.

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전과 15주 수업을 마친 후에 자
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 연

3) 수업모형 개발에 사용된 평가도구

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설문결과는 연구 외에 사용하지 않을

(1) 현장중심교육과정 기반 직무능력 평가(1∼3회)

것을 설문지에 표기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조

현장중심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 직무능

사하였다.

력평가 1∼3차를 통해 실습내용의 이해와 수업내용의 이해 및
발표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직무능력 1차 평가에서는 매주

2) 연구도구

실습내용과 결과에 대한 지식도구화 활동 및 실험결과 발표에

(1) 학업적 자기 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대한 동료 및 교수 평가를 실시하였다. 직무 능력 2차, 3차 평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Kim 등 [9]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 효능

는 실습한 내용에 대해 간접 실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감 검사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도 검증 후 사

(2) 현장전문가평가

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15주 수업을 마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6개 기관의 진단

과제 난이도 선호(10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학과 미생물검사실 현장전문가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았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다. 현장전문가평가는 학교에서의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척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학업적 자기

도 검증을 위한 학교와 현장의 병행평가방식이다. 현장평가의

효능감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3 이었다.

항목에는 그람염색검사, 디스크확산법, 소변검체 접종법 그리

(2) 조별 활동에 대한 수업 만족도(class satisfaction)

고 자동화 장비의 이용에 대한 4개 주제이고 16개의 세부항목

Kim [10]가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임

을 포함하였다.

상미생물학 실험 수업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0개의 문항

(3) 지필평가

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상대평가의 학점 부여방식을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alpha 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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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참여도(class participation)
Cha 등 [11]이 사용한 수업만족도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미

2.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이 예비 임상병리사의 수업참여도에

생물교과목에 맞게 수정하여 18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

미치는 효과

였다. 수업 참여도 척도는 교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업활

1) 인지적 참여

동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보이는‘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인지적 참여 영역이란 학습자들의 수업 전략으로 어떻게 수

‘행동적 참여’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

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수업 참여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5였다.

다. 분석결과, 수업 모형 적용 집단은 과제의 해결 또는 수업의
참여 등에 유의미한 수준(P＜0.00)으로 나타났다(Table 2). 현

3) 자료 분석

장 융합형 수업 모형 적용을 통해 인지적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통계 처리를 위하여 SPSS (Version 24.0, SPSS Inc., US)를 이

문제 혹은 과제 해결 전략의 접근 능력이 증가되었다.

용하였으며 통계 처리된 결과의 유의수준은 P-value가 0.05 미
2) 정의적 참여

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정의적 참여 영역이란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관련 부분으로
서 학습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

결 과

결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수업 모형 적용 집단의
1.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이 예비 임상병리사의 학업적 자기

정의적 영역은 유의한 수준(P＜0.00)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서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나타냈

L2L 수업모형 적용 전과 후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변화결

다(Table 2).

과는 Table 1과 같다. 모형 적용 후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2.87±0.58에서 3.38±0.55로 증가하였으며(P＜0.01), 하위

3) 행동적 참여

요인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은

행동적 참여 영역이란 학습자들의 수업활동과 관련된 영역

3.63±0.57, 자신감(confidence)은 3.39±0.74, 과제난이도 선

으로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호(task difficulty preference)는 3.15±0.62의 결과를 보였다.

것이다. 분석결과, 수업모형 적용 집단의 행동적 영역은 유의미
한 수준(P＜0.00)에서 수업의 준비성, 능동적 참여, 경청, 시간

Table 1. Results of various parameter for Academic self-efficacy
after applying L2L teaching model
Parameters
Self-regulatory efficacy
Task difficutly preference
Confidence
Academic self-efficacy

Mean±SD
Before

After

2.6±0.79
2.75±0.72
3.29±0.79
2.87±0.58

3.63±0.57
3.15±0.62
3.39±0.74
3.38±0.55

P-value
0.000
0.036
0.589
0.001

전략 등을 바탕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Table 2).
3.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이 예비 임상병리사의 조별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현장 융합형 L2L 수업 모형 적용 전과 후에 학습자의 조별 수
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Table 3과 같이 수업만족도는 3.85±
0.77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lass participations and class satisfaction after applying
L2L teaching model
Parameters
Class participitation
Cognitive participation
Definitive participation
Behavioral participation
Class satisfaction

Mean±SD
Before

After

2.56±0.75
2.44±0.72
2.50±0.85
2.75±0.85
2.49±0.93

3.60±0.56
3.49±0.63
3.52±0.62
3.78±0.64
3.85±0.77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0.00
0.00
0.00
0.00
0.00

Table 3. Correlation of self efficacy, clas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after applying L2L teaching models
Self-efficacy
Self-efficacy
Class participitation
Class satisfaction

1
0.814**
0.789**

Class
participitation

Class
satisfaction

1
0.828**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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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업성취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조별 수업 참여도, 만족도의 상관관계

수업만족도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결과로

현장 융합형 L2L 수업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도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본 연구 교수법 모델인

및 수업만족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그 중

L2L 수업모형의 적용 후에도 학습자의 조별 수업만족도도

수업참여도와 수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0.828, P＜

2.48±1.01에서 3.83±0.87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0.01)를 보였으며, 자기 효능감과 참여도(0.814), 학업적 자기

0.00). 이전에도 협동학습적용 수업[10], 통합 치위생 실습모형

효능감과 만족도(0.789)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수업[18], 플립러닝(거꾸로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정신간
호학 임상실습 교육 모형[19] 등에서도 기존 교수법에 비해 높

고 찰

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 융합형 L2L 수업모형을 수업에 적용함으로

임상병리학과의 여러 실습수업은 학생들의 참여 및 만족도

써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를 증가시켰으

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 모형

며 이들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전 현장실습을 병

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임상병리학과 실습은 과거 전

행하여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상승과 수업 참여도를 높임으로

통적인 실습방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영

써 수업 만족도에 증가 효과를 낸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L2L 수

상 사전 학습을 적용한 플립 러닝을 변형하여 동영상 대신 수업

업모형은 기존의 강의실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참여 중심

전 병원실습을 활용한 현장 융합형 L2L 모형을 개발하고 임상미

의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생물학 실습에 적용하였다. L2L 모형은 사전실습과 수업을 융

것이다.

합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팀의 리더가 되어 실습을 주도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지식 습득을 포함하여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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