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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은 필자가 2017년 2학기에 강의한 ‘중국어작문’ 수업 중에 실천한 

Blended Learning 교수법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강의의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플립러닝 교수법을 일부 응용함과 동시에 PBL 교수법을 

혼합해서 ‘중국어작문’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학업 성취도가 

갈수록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과목에 대한 티칭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수업에 대한 질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수자 스스로 수업의 문제

점과 개선점을 관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사전 단계’, ‘수업 진행 단계’,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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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사후 단계’의 3단계로 수업을 설계했으며, 학생들에게 각 과정마다 플립러닝

과 PBL 및 복습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했다.

Ⅰ. 들어가는 말

강의실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많은 교실에서 수업은 여전히 교수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엄연한 사

실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의 여러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

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수업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본

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강의에 대한 질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1) 그 과정에서 2017년도 제2학기에 ‘중국어작문’이

라는 강의를 대상으로 ‘혼합형 학습법’이라고 불리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

여 학기 초부터 강의 설계를 시작했고, 학기 중간에는 ‘티칭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수업 성찰 일지’와 학생들의 ‘중간 설문’을 통해 수정과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몰입도가 가장 크게 눈에 띄었고, 활기찬 수업 분

위기와 더불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기존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lended Learning’은 말 그대로 다양한 교수법을 특정 수업에 적절하게 혼합 

적용해서 최대한의 수업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중국어작문’은 회화와 달

리 정확한 문법에 근거해야 하며, 한자 쓰기에 대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수업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중국어 작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고심의 

일환으로 우선 고안한 것이 바로 협업을 통한 공부 방식(PBL)이다. 학생들은 하나

 1) 청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는 2017년도에 ‘플립러닝 이해와 적용’,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팀 기반학습 설계전략’, ‘학생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액션러닝 교수법’, ‘교수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티칭포트폴리오 제작⋅활용’과 같은 교수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필자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수업 자체에 대한 인식

의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에 실천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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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두고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해결함으로써 서로 간의 친밀

도를 높임은 물론이고 해당 지식이 공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곧 강의실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이고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러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강의실에서 PBL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습 과정이 하나의 필요조

건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플립러닝이라는 교수법을 소개하

고, 이를 응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평소 점수에 반영한다

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사후 복습 단계에서는 쓰기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유도했으며 역시 그 결과물을 과제 점수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스스로 강의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자는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학기 초 강의설계부터 학기 말 CQI 분석에 이르기까지 강

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정리했다. 이것은 해당 학기의 과정에서도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 과목이나 

유사 과목을 강의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학 강단에서 종사하는 적지 않은 교수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강의에 대한 

부담과 갖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교수자가 강의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한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피로감이 매우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기저에 잠재된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

이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한 방법으로써 

2017학년도 제2학기에 담당한 ‘중국어작문’ 수업에서 1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적

용한 교수법의 의의와 구체적 과정을 분석한 후 핵심적인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향

후 보완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수업

에 적용함으로써 비록 수업 준비와 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은 증가했으나, 수

업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와 보람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무쪼록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이 관련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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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업 사  단계

수업 사전 단계는 교수자 본인과 학습자인 학생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과목의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주로 

강의 목표와 교재 및 평가 방식과 진도를 제시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필자는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한 학기 수업에 대

한 좀더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사전 단계에 수행할 

학습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플립러닝이라는 교수법을 일부 응용하여 도입했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교수법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 방식과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 Teaching Portfolio2) 작성

1)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의 의의와 효과

티칭 포트폴리오는 왜 필요한가? 필자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교수 전문능력 개발

을 위한 티칭포트폴리오 제작⋅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매 학기 초 학교

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의거해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또 그 

강의계획서에 의거해서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

러나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교수자의 교육철학 및 강의와 관련된 거의 모

든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학기의 강의에 대한 설계와 운용이 입체적으

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국어작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티칭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티칭 포트폴리오는 1985년 캐나다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주요 대학(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등 

2,000여 개 대학)에서 교수의 채용 및 승진, ‘우수수업상(Best Teaching Award)’ 선

정 시 교육능력 평가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티칭 포트폴리오는 엄밀히 말하면 교

과목(course) 포트폴리오로, 교수자가 가르치는 해당 교과목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수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는 ‘교수활동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개⋅이은화⋅심미

자 공저, 《티칭 포트폴리오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1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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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인의 교육철학을 작성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 좋은 수업에 대한 고

민, 이 수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성찰하는 계기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본인의 수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당 부분 수업에 반영되었다. 특히 수업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

르게 활기차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학업 성취도

가 예년의 동일 과목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티칭 스타일 분석과 진단을 통

해 본인의 티칭스타일을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을 분명하게 제고시

킬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지만 나의 티칭스타일은 전문가

(Expert)와 촉진자(Facilitator)로 분석되었으며, 적합한 수업방식은 ‘교수자 중심

의 질문 강의’⋅‘프리젠테이션’⋅‘문제중심학습’⋅‘액션러닝’ 등이었는데, 이 역시 수

업에 상당 부분 여실하게 반영되었다. 분석을 통한 티칭 스타일의 수업 적용은 기

존에 교재와 프리젠테이션의 강의와 학생 발표 및 과제 제출의 획일적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수업과 수업 전후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즉 플립러

닝과 PBL을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이전 학기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은 향후 동일 과목을 강의할 때 강의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수업 성찰일지를 꾸준히 작성해 나가면서 매 시간 진행한 강의에서 성공한 

측면과 부족한 측면을 파악하고 메꾸어나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수업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고,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개선할 

점을 함께 준비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섯째, 학기 초에 진행하는 학습자의 수준 분석에서부터 중간 설문조사와 기말 

설문조사 및 최종적인 CQI를 통해 강의의 장점과 개선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

게 된다. 

이 외에도 티칭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강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자료들이 항목

별로 정리되고 축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자의 정성과 시간이 기존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의가 진행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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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의 변화는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보람과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

이 중요하다. 교수자 본인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 강의

실은 즐거운 공간으로 변하게 되고, 학업성취도는 자연히 높아지게 된 것이다.

2) 국어작문 티칭 포트폴리오 용사례 분석

‘중국어작문’ 수업에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을 적용하고 사례 분석을 하면서 본 논

문에서 핵심적으로 소개할 부분은 ‘교수의 교육철학 작성’과 ‘수업 성찰일지 작성’ 

의 두 가지 영역이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교수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작성함으로써 매학기 자

신의 교육철학을 되짚어 보게 되고 강의에 임하는 자세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

을 재정립할 수 있다. 필자는 유교의 ‘교학상장(敎學相長)’과 불교의 ‘졸탁동시(啐

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본인의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생

들에게 필자의 강의를 통해 인간으로서 안다는 것 자체의 지적활동이 가지는 즐거

움과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유도하고,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어

두움에서 밝음으로 나가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했다. 마지

막으로 중국어를 배운다는 행위의 목적 또한 단순히 어학점수나 학점 취득이 아닌 

중국어를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

을 강의 지침으로 삼았다. 

즉 나에게 있어 가르친다는 행위는 배운다는 것을 내포하는 행위로써 교실의 주

체가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방향성의 소통으로 수업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이다. 교수자의 학생에 대한 교육철학이 위와 같이 정해짐으로써 수업은 항상 열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지식의 일방적 수용을 위한 피동적 자세

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주어진 문

제를 함께 해결하는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중국어작문’ 티칭 포트폴리오에서 

교육철학을 작성함으로써 필자는 단순히 중국어 작문을 가르치는 소극적 태도가 아

니라 교실의 분위기 전환 및 학생들의 학업 태도까지 확장해서 지도할 수 있는 안

목이 생겼고, 그로 인해 달라진 수업분위기와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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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성찰일지에는 해당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

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지게 된다. 수업성찰 일지를 쓰기 전에는 강의계획서에 의거

해서 해당 주에 몇 과까지 교재진도를 나갔는지가 주요 관심사이자 정보였다. 그러

나 아래에 본인이 작성한 수업성찰 일지 샘플을 보면 해당 시간에 진행한 학습활동

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다음 강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결론 형식으로 

해당 시간에 어떤 부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가를 

기록해 나가면 이러한 정보는 다시 다음 강의 때 계승 또는 개선되는 방식으로 진

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0:00-11:50

수업 주요 활동

1. 출석 체크 시간에 각자 집에서 스마트폰에 녹음한 예습 내용 확인

   30분 이하 녹음(5명) → 평소점수 1점 부여

   60분 이상 녹음(11명) → 평소점수 2점 부여

2. 교재 진도: 《중국어 문법과 작문의 기초》 10과 ‘동태조사, 어기조사 了’

3. 주요 활동: 팀별로 연습문제 풀이, 약 30분에 걸쳐 4인 1조 4개 팀이 중국어작문 연습문제 10문항

을 토의하면서 작문 완성.

4. 팀별로 작성한 답안을 두 문제씩 칠판에 적은 후, 전체 학생들과 토론하며 정답 도출 유도.

5. 《중국어 문법과 작문의 기초》 11과 ‘경험과 지속을 나타내는 過 / 着’ 용법 설명.

6. 활동 사진 기록

수업성찰 

계승사항
팀별로 함께 연습문제 풀이 후 그것을 칠판에 적고 다시 전체 학생들과 토론하며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몰입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개선사항
한 문장 안에서 동태조사 了와 어기조사 了를 동시에 사용할 때의 예문을 좀더 체

계적으로 보충하고 설명할 것.

<표1> 티칭 포트폴리오 수업 성찰 일지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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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ipped Learning 응용

1) 립러닝 교수법의 응용과 의의

플립러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초⋅중⋅고 및 대학교의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특

정 과목을 가리지 않고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사교육에서도 학원을 중심으로 급속

도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와 관련하여 플립러닝을 실제 수

업에 적용하여 그 사례나 분석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

하다.3)

플립러닝의 직접적인 의미를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

업 전에는 동영상이나 스마트 기기(PC, 스마트폰, 테블릿PC)를 통한 스마트 러닝 

방식의 예습을 하게 한 후에, 교실에서는 그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들의 모

둠을 통한 토론 및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공부하게 하는데, 이 때 교사는 그동안의 

티칭보다는 가이드 및 코칭의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4)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전통적인 교실수업의 풍경은 주로 교수 1인이 교탁에서 파워포인트 등을 띄워 

놓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학생은 모두 교재를 중심으로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바라보며 청취하거나 산발적인 질문 또는 주어진 발표를 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이

다. 그러나 플립 러닝은 강의실에서 수업하게 될 내용을 사전에 집에서 교수가 준

비한 자료나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강의실에서는 주로 협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함께 모여 질문과 토론

을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플립 러닝 교수법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강

의실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것

 3)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 학위논문 3편과 국내 학술지논문 2편이 있다. 

이수진, 《플립러닝을 활용한 중학교 생활중국어 문화란 수업 설계》, 한국외국어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6. 방은덕,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과의 거꾸로 교실 교

수⋅학습 설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6. 우가람, 《以电影为材

料的翻转课 (Flipped Learning)汉语教材 发: 以电影<非诚无捞>为题材》, 이화여

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논문, 2017. 임지영, <플립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어법 수업모형 설계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제22집, 2015. 양춘기 <플립러닝 방식

을 접목한 중국어 - 한국어 탄뎀 수업모형 제안>, 《중국학》 제57집, 2016.

 4) 최성희⋅엄상중⋅김은경, 《플립러닝 거꾸로 혁명 in 영어교실》, 파주, 형설Life, 201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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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플립러닝이 지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자들이 선뜻 실

천에 옮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의 번거

로움과 그로 인해 강의 준비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증폭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교육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플립러닝의 핵심은 아니다. 플립 러

닝의 성공여부는 기존의 수업질서를 전복시켜 교실수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플립 러닝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버그만과 애론 샘즈는 2012년도

에<당신의 수업을 뒤집어라: 매일 모든 수업에서 모든 학생에게 도달하라(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s in every class everyday)>라는 논문

을 내면서 플립 러닝의 진정한 의미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

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존 버그만과 애론 

샘즈의 플립 러닝에 대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플립 러닝은 수업에서 비디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

다.(Flipped learning is not about how to use videos in lessons.)

- 플립 러닝은 학생들과 수업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It’s 

about how to best use in-class time with students.)

- 플립 러닝의 통찰적 메시지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가

에 현재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시 성찰하게 할 것이다.(That 

insight is causing educators in classrooms from kindergarten to college 

to reevaluate how they teach.)

- 플립 러닝은 교사들이 그들이 중심이 된 직접적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수업으

로 이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Flipped learning helps teachers move 

away from direct instruction as their primary teaching tool toward a 

more student-centered approach.)5)

필자 또한 한 학기 동안 플립 러닝을 수업에 도입하면서 존 버그만의 메시지와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영상 제작과 같은 기

술적 문제로 주저하기보다는 좀더 간편한 방식으로라도 플립 러닝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어떤 방식으로 플립 러닝을 ‘중국어작문’ 수업에 응용했

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5) 같은 책, 《플립러닝 거꾸로 혁명 in 영어교실》,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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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어작문’ 립 러닝 교수법의 사례 분석

중국어작문은 기본적으로 중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본 과목은 본교 중어중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1학년 시기에

는 주로 발음과 기초회화를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직 중국어에 대한 문법적 개

념과 지식이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가 이 과목에 플립 러닝을 응용하

기 위해서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 쉬운 문법 설명과 풍부한 예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림1> 교재 《 국어 문법과 작문의 기 》 시

위 교재의 제목은 《중국어 문법과 작문의 기초》이다. 총 23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학기 중에 진도는 13과까지 나갔다. 학생들은 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집에서 

미리 예습을 하게 된다. 우선 필자가 교재를 구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바

로 문법 설명이 구어체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필자가 따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물로 된 교재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육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대신 학생들에

게 집에서 미리 교재의 내용과 예문을 소리 내어 읽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녹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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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응용하여 지도했다. 그리고 강의 시간 출석 체크를 할 때 녹음 분량이 30분 

미만인 학생은 출석만 인정하고, 30-60분을 녹음한 학생은 평소 점수 1점, 60분 

이상은 평소 점수 2점을 부여했다. 이 방법은 필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를 도출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 대부분은 매 시간 60분 이상 예습

한 내용을 스마트폰에 녹음했고, 그 결과는 강의실에서 빛을 발했다.6) 즉 집에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예문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많은 질문이 쏟

아졌고, 팀별로 작문과제를 수행할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토론과 문제 해결에 적극

적으로 동참했다.

둘째, 본 강의에서 학생들은 사전 학습 시에 동영상이나 육성으로 교수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자는 스마트폰에 수강생들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질문을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림2> 참조. 

 

<그림2> 스마트폰을 활용한 립 러닝 사례

위의 사례처럼 필자는 비록 사전 강의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지만 구어체 

 6) 이러한 방식은 플립 러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학습자의 선행학습 확인이 어렵다는 점

을 잘 보완할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10회에 걸쳐서 녹음을 확인한 결과, 16명의 학생 

가운데 12명의 학생(75%)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0분 이상 예습한 내용을 녹음했으

며, 나머지 학생들도 결석과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30-60분 이상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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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덧붙인 교재와 스마트폰에 녹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용하여 플립 러닝이 

추구하는 본질적 효과를 상당히 구현할 수 있었다. 

Ⅲ. 수업 진행 단계

학생들의 사전 수업에 이어 본격적인 수업 진행 단계에서 필자는 PBL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PBL 교수법의 핵심은 학생이 강의실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하

는 것이 아니라 팀별 학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활성화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의 확장성이 구현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수자는 주로 티칭

(Teaching)보다는 코칭(Coaching)에 중점을 두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게 된다. 

‘중국어작문’에서 PBL 교수법의 적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 작문을 하는 과정

에서 단어 선택과 조합 및 배치 등에 있어 팀별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이 학

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장점이 있다.

1. PBL 수업의 도입과 설계

1) PBL 수업의 도입 취지와 의의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은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PBL 교수법 이

론의 핵심적 특징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PBL에서는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

둘째, PBL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다.

셋째, PBL에서는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넷째, PBL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다섯째, PBL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전달자’에서 ‘학습진행자 또는 촉진자’

로 전환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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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수업은 해당 교과목에서 이루어야 할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

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다. 필자는 기존에 ‘실용중국어’라는 과목에 PBL 방식

을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다. 학부 4학년 과정으로 개설된 이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이 실용적인 중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필자는 학생들이 향

후 취업할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하여 모둠 학습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

서 학생들은 ‘공항과 여행’, ‘K-Beauty’, ‘중국음식과 서비스’, ‘드라마중국어’ 등 다

양한 주제를 정하여 관련 업계의 현장과 강의실을 오가며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발표를 진행했다. 수업 평가단계에서 학생들은 무엇보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의 변

화와 흥미를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또한 필자는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 후 관련 

업계에 취업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PBL 교수법을 단계적으로 본인의 수업에 

적용하고자 했으며, ‘중국어작문’ 수업에 적용한 것도 그 일환으로 실천된 것이다.8)

현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해 한국 교육계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

인 4C, 즉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미래역량이라 할 수 있는 4C가 더 이상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

르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강의의 관건은 교수자 입장에

서는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로 옮

아가고 있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

다. ‘중국어작문’ 은 4C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과목에 해당한다. 필자는 위에서 열거한 PBL 교수법의 다섯 가지 핵심 이론

을 가급적 모두 적용시키고자 수업을 설계했다. 

필자는 중국어작문 수업에 PBL 교수법 이론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PBL 수업이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중국어작문 

수업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그냥 중국어로 작문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 작문에 필요한 문법적 개념의 이해부터 실제 작문으로의 적용

과 그러한 작문 연습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되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적극적

 7) 최정임⋅장경원 공저, PBL로 수업하기 2판, 서울, 학지사, 2015, 15-21쪽 참조.

 8) 拙稿, ｢PBL을 활용한 실용중국어 강의 사례 분석｣, 한국중국어교육학회, 中國語 敎

育과 硏究 第23號, 2016,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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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 태도의 변화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바로 ‘중국어작문’ 수업을 통한 자연스

런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PBL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은 ‘협업 능력’의 힘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 주어진 작

문 과제를 해결하기보다 팀별 내지는 수강생 전원이 서로 간의 설명과 토론을 통해 

정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강의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 발 더 나

아가 사회에서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는 데 많

은 도움이 된다. 셋째, PBL 수업을 통해 교수자 역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기

회를 넓혀갈 수 있으며 이는 강의 자체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보람을 느

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의를 성취하게 된다.

2) ‘ 국어작문’ 교과목 PBL 수업의 설계

PBL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설계이다. 필자는 수업 설계의 첫 번째 과정으로 우선 사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한 문법적 지식 및 모범 예문 등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팀

별로 다시 서로에게 설명하고 공유하게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자의 불확실한 지식을 상당 부분 보충하는 복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PBL 수업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팀을 구성하

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어떤 팀에 속하느냐에 따라 강의실에서의 학습 의욕이 고취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하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PBL 이론에서는 팀

을 조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그룹 구성원의 수와 성적 및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

을 나열하고 있다. 그 핵심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aibill(1990)이나 Johnson(1979)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룹 

활동에 적절한 학습자의 수는 4명이다. 4명의 학습자로 구성된 경우가 그룹의 상호

작용이나 구성원의 책임감, 역할분담이 가장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상적인 성별을 고려한 그룹은 남녀가 같은 비율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성비를 맞추기 어렵다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 협동이 더 잘 일어나는 모

습을 보인다.

셋째,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 전공영역이고, 타 전공에서 온 학습자들이 소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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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학년의 경우 그룹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에 저학년과 고학년을 혼합하여 형성하는 것이 그룹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촉진

할 수 있다.9)

이 외에도 팀을 조직할 때에는 각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하면 비슷한 성적의 학습자끼리 그

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동학습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고, 공정성 면

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상의 이론을 참조하여 필자는 우선 ‘중국어작문’을 수강하

는 학생들의 인적 구성을 아래의 <그림3>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3> ‘ 국어작문’ 수강생 분석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총 16명으로 4명씩 팀을 이루면 4개의 팀으로 구성

되어 PBL 수업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우선 성별은 여학생이 12명이고 

남학생이 4명으로 구성되어 각 팀에 남학생을 한 명씩 참여시켰다. 그리고 전공 구

분은 중문과 학생이 13명이고 기타 전공 학생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년

별로는 2학년이 12명이고 고학년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팀을 편성하게 되었다. 

 9) 같은 책, PBL로 수업하기 2판, 95-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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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름 김○인 소○진 한○원 백○민

성별 여 여 여 남

학년 2 2 2 2

공 어 문 어 문 어 문 어 문

2조

이름 박○림 남○화 김○지 조○윤

성별 여 여 여 남

학년 2 2 2 2

공 어 문 어 문 어 문 어 문

3조

이름 김○정 윤○리 서○수 장○환

성별 여 여 여 남

학년 2 2 2 ④
공 어 문 어 문 어 문 한문교육

4조

이름 어○훈 최○ 정○지 김○경

성별 여 여 여 남

학년 2 ③ ④ ④
공 호텔경 어 문 어 문 한문교육

<표2> ‘ 국어작문’ 수강생 별 구성조직

팀을 조직함에 있어 첫 단계는 학기 초에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학업 수준을 나

눈 후, 각 조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것이었다. 1조에서 4조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실

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반대로 실력이 저조한 학생들 

역시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그 나머지 보통 수준의 학생들을 교수가 임의로 배치하

면 학생들은 협업 과정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장이 반드시 중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

히려 수업 집중력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조장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과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돌아가면서 해도 좋다.

두 번째는 남학생 4명을 각각 한 조에 1명씩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율성이다. 

어학 전공의 특성상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PBL 수업을 

조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여학생으로만 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

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여학생 혹은 남학생들로만 팀이 구성될 경우 수업의 집

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수업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에 더욱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 수업에서는 각 팀에 수업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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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심사가 다른 1명의 남학생이 참여하면서 자칫 잡담이나 수다로 흐르기 쉬운 

팀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다.

세 번째, 팀 구성을 위한 설계와 관련하여 위의 <표2>에서 4조의 경우를 보면 

학년과 전공이 상이한 구성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이론과 상

반되는데, 그 이유는 고학년이 각 팀에 골고루 소속되면 자칫 고학년을 위주로 팀 

활동이 권위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전공 학생을 각 조에 기계적으

로 배치시키면 자칫 고립될 수도 있다. 그래서 4조에 타전공 학생과 4학년을 집중

적으로 배치시켰고 그 결과 팀의 운영도 매우 순조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팀 구성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큰 줄기의 수업 설계는 밑그림이 그려지

게 되고, 그 다음 과정은 학생들에게 매 시간 수행할 과제의 준비와 성적 처리에 

관한 안내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 서술하기로 한

다.

2. 구체  사례 분석

1) 별 학습

PBL 수업의 준비 단계인 팀 구성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 시간 팀별로 주

어진 활동 및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본 ‘중국어작문’ 수업은 대략 다음의 세 단계

로 팀별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째, 필자는 우선 플립러닝 방식을 응용해 집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사전에 스마

트폰에 녹음하여 학습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각자가 공부한 내용을 팀별

로 돌아가며 서로에게 설명하게 했다. 이것은 소위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10)을 

수업에 도입한 것인데, 학생들은 본인의 입을 통해 상대에게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

법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작문 실력의 토대가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령 학생

10) ‘하브루타’는 학습자가 서로 짝을 지어 질문과 대화를 통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 

전통의 학습 방식이다. 이 학습법의 목적은 다름 아닌 지식의 내면화는 머리로 이해하

는 것을 넘어 언어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것이다. ‘중국어작문’은 토론

이나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한 내용을 다시 서로에게 말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특히 작문의 기초가 되는 문법적 

지식을 공고하게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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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사’와 ‘부사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

게 되면서 작문을 하는 과정에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즉 ‘부사’

는 단어를 종류별로 나눈 품사의 개념이고, ‘부사어’는 문장 속에서 특정 역할을 수

행하는 문장성분의 개념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문장을 보는 눈이 달라짐을 확인하게 

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설문을 통해 매 시간 서로 개

념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둘째,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매 시간 교재 매 단원의 끝에 있는 10문제 가량의 

작문 문제를 팀별로 함께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은 학생이 

혼자서만 빨리 문제를 풀지 말고, 팀별로 의논한 끝에 도출한 공통의 답을 제시하

도록 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실력이 약한 B학생의 경우 실력이 좋은 A학생의 

설명을 듣고 훨씬 빨리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그 과정에서 A 학생은 해당 지식을 더욱 공고하게 하게 되고 협업의 능력을 배

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본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어 

기초가 약했던 2조에 소속된 ‘김○지’라는 학생은 설문을 통해 이러한 수업 방식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심지어 교수에게 더 많은 문제를 내줄 것

을 요청하기도 했다.

셋째, 팀별로 과제를 해결하면 이번에는 팀별로 도출한 공통 답안지를 다른 조와 

바꾸어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분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작

성한 답안 외에 다른 방식으로 답안을 도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다음 

단계에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에 더욱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상의 팀별 학습을 통한 구체적 사례를 순서도를 통

해 표현하면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 국어작문’ 별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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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과 답변 방식

필자가 PBL 수업을 실천하기 전에는 강의실에서 질문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으

며, 교수가 질문을 던져도 기대에 못 미치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만이 돌아오거나 

심지어 답변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교수자의 수업 피로도는 극에 

달하게 되고, 그 결과는 강의 현장에서 여러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필자가 PBL 수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는 교실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

뀌었는데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첫째,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 즉 아주 단순한 것이라

도 모른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모르는 것을 숨긴 채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

들은 팀별 활동시간에 동료 학생들과 자유롭게 기본적인 질문부터 주고받기 시작했

으며, 팀별 활동이 끝나고 단체 토론 시간에는 좀더 심화된 질문을 교수에게 던지

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강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매우 활기차게 만들 뿐만 아

니라 교수가 수업 피로도를 거의 느끼게 하지 못할 정도의 집중력을 가져 온다.

둘째, 팀별 활동 후 전체 토론 시간에 최선의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절대 사전에 준비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국어 작문은 단

어 선택부터 문장 구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준비한 소위 답안은 하나의 답안에 불과하며, 강의실에서 교수를 포함해서 

서로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도출된 답안을 모범 답안으로 삼았다. 실제로 학생들은 

아래의 그림처럼 서로 간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교수가 기대하는 모범답안을 만들

어냈다. 

  

<그림5> ‘ 국어작문’ 체 토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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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처럼 학생들은 팀별로 작성한 중국어작문 답안을 칠판에 적은 후,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답안을 수정하며 모범답안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질문과 답변 단계에서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메모지를 활용해서 의무적으로 질문을 유도했다. 이 방법은 매우 유용했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매주 쏟아냈다. 

  

<그림6> ‘ 국어작문’ 학생들 질문지와 교수 답변

<그림6>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매주 메모지를 통해 개인별 또는 팀별로 

질문을 하게 되고, 교수는 강의 후에 답변지를 작성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

명을 하게 된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질문의 빈도수가 증가했으며, 질문의 

질도 학기가 진행될수록 향상되었다.

Ⅳ. 수업 사후 단계

수업 사후 단계에서는 주로 3가지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교수자는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참

고자료(티칭 포트폴리오)를 축적해나갔다. 그 3가지 방식은 ‘쓰기 연습을 통한 복

습’ 과정과 ‘SNS를 통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교수자가 주도하는 자체적인 설문 조

사와 CQI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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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기 연습을 통한 복습

수업 시간에 주로 팀별 활동을 통해 중국어 작문에 필요한 문법적 지식과 문장구

성 연습을 한 후에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 복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서 필자가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쓰기 연습이다. 작문은 회화나 강독과는 달리 필

요한 한자를 쓸 줄 아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어휘나 

모범 예문을 반복해서 베껴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집에 돌아

가 각자 준비한 과제 노트에 수업 시간에 연습한 중국어 문장을 위주로 10번씩 베

껴 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전 예습과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

되고 최종적인 학업 성취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7> ‘ 국어작문’ 복습 노트

교수자는 매주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복습한 노트를 체크하고 평소 점수에 

반영한다. 필자는 월요일에 2시간, 금요일에 1시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노트 검사

는 보통 금요일에 진행을 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매우 성실하게 복습 노트를 작성

했으며, 거의 모두 평소 점수 만점을 획득했다. 실제로 16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빠짐없이 교수의 요구대로 노트에 복습한 내용을 정리했

다. 설문 조사 결과 이 과정은 학생들이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기도 하다. 단조롭

고 반복적이며 의무적인 베껴 쓰기는 그리 흥미로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수업의 전 과정 중에 점수를 매개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강제적인 부분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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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학생들은 베껴 쓰기라는 복습 과정을 통해 기존에 학습한 지식과 내용을 더

욱 확실하게 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2. SNS를 통한 질문과 답변

학생들은 수업 후 복습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개 방치하거나 망각하게 되어 다음 학습 단계에

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스마트폰에 단체 채팅방을 

마련하여 수업 후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작용

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SNS를 통해 수시로 질문을 했다.

<그림8> SNS를 통한 질문과 답변

<그림8>은 한 학생이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필자의 답변 사례로 구체적 내용

은 다음과 같다.

A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문수업 듣는 16 ○○○입니다. 질문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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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드렸습니다. 교재 47페이지 예문 我等你等了三十分钟에서 ①三十分钟이 구

체적 목적어인가요? ②我等你가 주어구인가요? ③주어부분의 等의 성분은 똑같이 

동사가 되나요?

교수 답변: 예문 我等你等了三十分钟에서 我는 주어, 等은 동사술어, 你는 목

적어이다. 시량보어가 오면 동사+목적어+동사+시량보어의 형식으로 문장을 구

성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16과 69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좋은 질문이다.

이상처럼 학생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언제

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수는 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이해함으로써 교수와 학

생 사이에는 신뢰와 친근감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처럼 SNS를 통해 질문하는 행위

는 기존에 강의실에서 질문할 때 가졌던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향후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학생과 교수의 질문과 대답 방식은 사후 수업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는 학

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3. 설문조사와 CQI 분석

필자는 사후 수업 관리를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 외에 자체적으로 설

문지를 만들어 학기 중간과 학기말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에

게 설문을 함에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설문의 내용이 본인

의 성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다음 강의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만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개방형으로 매우 단순하다. 필

자는 강의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과 개선할 점을 최대한 성실하게 기술해줄 것을 

요구했다. 설문을 통해 수강생들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수강생

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의견이 관찰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공통점부터 차례로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모둠활동을 통해서 학우들과 친밀도가 높아지고, 수업 시간이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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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도가 높은 수업 과정 덕분에 수업 내용에 몰입할 수 있었다.

③ 함께 토론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문법과 개념이 잘 이해되었다.

④ 매주 검사하는 녹음 과제는 중국어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⑤ 메모지를 이용해 질문과 답변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만족 분야를 조사한 결과 <그림9>

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9> 학생들의 강의만족분야 분석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문법적 지식의 향상과 조별활동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즉 본인의 참여를 통한 팀별 학습이 문법적 지식을 익히는데 매우 유용

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어 작문을 하는 기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

체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필자가 학기 초에 목표로 삼았던 문법과 작문의 기초

가 조별활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 CQI 분석을 통해 <그림10>과 같이 필자만의 효율적인 강

의 모델을 도출했다. CQI 분석은 향후 지속적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매 학기말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CQI 분석은 특히 동일 과목으로 개설되는 수업

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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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CQI분석을 통한 < 국어작문> 강의 모델

Ⅴ. 나가는 말

강의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수업에 함께 참여한 타인들

과 토론하고 지식을 나누면서 배우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때 수업은 최적화된

다. 또 공부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수업하는 

공간이 즐거워야 하고 다음 공부로 나갈 수 있는 동기유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존에 교수의 역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

다. 즉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주로 수업 설계와 진행

에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연구된 다양한 교수법과 사례들을 참고하고 

연구하여 본인만의 수업 스타일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2017년 2학기에 필자는 Blended Learning이라는 혼합식 교수법을 <중국어작

문> 수업에 적용했다. 그 핵심 교수법은 플립 러닝과 PBL의 응용 및 티칭포트폴리

오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수법 이론의 분석과 응용 및 그 실천을 통해 얻

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플립러닝의 응용을 통해 학생들의 사전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

다. 구체적 응용 방식은 우선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복잡성과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필자는 구어체로 된 교재를 만들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생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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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녹음을 진행하도록 했다. 존 버그만과 애론 샘즈가 강조한 것처럼 플립 러닝

의 진정한 의미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플립 러닝의 응용을 통해 교수가 

사전에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러한 대체 방식을 통해 학생과 교

수가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둘째, PBL 수업을 통한 팀별 활동은 강의실을 매우 활기차게 하고,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참여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부수적 효

과로 수업은 강의실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으로도 확장된다. 팀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도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교수에게 언제 어디

서든 자유롭게 질문을 함으로써 공부하는 법을 익혀 나간다.

셋째, 티칭포트폴리오 작성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수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재분석을 통해 향후 동일 과목에 대한 강의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교수자의 교육철학으로부터 시작해 CQI분석에 

이르기까지 강의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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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model of effective lecture through 

concrete examples of the Blended Learning method that I have 

practiced during the ‘Chinese Writing’ class that I lectur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7. The Blended Learning method maximizes 

the learning effect by mixing different learning methods mainly 

through computers or digital devices. I used Flipped Learning and 

PBL teaching method in ‘Chinese Writing’ class, and it showed that 

students’ class commi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mproved 

remarkably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In addition, by creating a 

teaching portfolio for this course, the quality of the class was 

maintained and the teachers could manag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class themselves. Specifically, we designed 

the class in three stages of “class pre-stage”, “class progression 

stage”, and “post-class stage” and encouraged students to maximize 

learning efficiency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flip learning, PBL 

and review for each cours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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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Learning, Blended Learning, PBL, Chinese Writing,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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