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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human-centered supervision programs
to enhance the relational ability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Upon implementing the preliminary research program
composed of basic research, it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o develop the final
program.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13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A supervision program was implemented
once a week for 150 minutes per session for a total of ten sessions. The Wilcoxon
rank-sum 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 and post-score differences within the
group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ost-scor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he
Mann-Whitney tes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specific program
application eff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early and late steps. Results : First, a program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ability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based on the human-centered supervision model by
utilizing children-centered approach, training, and practice. Second, the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relational ability. Although the supervis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the supervision group showed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in intimacy. Third, in regards to the pathologist-parents relation, it
worsened in the control group as more and more sessions were conducted. In the case of
the supervision group, it showe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through the gradual
improvements. Conclusions : In regards to this study, its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it has caused changes in the attitude of perception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from their pathologist-centered mindset to children-centered mindset by
applying a human-centered supervi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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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치료학과 언어진단실습 교과에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거꾸로 수업 교수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방법 : 연구 대상은 수도권 Y시에 위치한 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30명이며, 교수법 적용은 2018년 1학기 13주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수모형 개발 과정과 구성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였다.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값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교수법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 실습교육 후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창의적 사고력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교육효과는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내용분석 결과, 학습
내용면에서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의 만족감, 교수 형식면에서 구성과 형식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거꾸로 수업 교수법은 언어치료학과 학생의 진단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에 적절한
교수 모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에서 보다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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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 구분되는데, 강의식 수업, 토의식 수업, 발견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으로 분류된다(Byun et al., 2007).

언어재활사의 주된 직무는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

교과목에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여 전공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

와 치료, 행정업무와 교육, 그리고 연구 개발로 나누어진다(Kim

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영역인 미술치료, 음악치

et al., 2013).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진단평가는 언어장애인의

료 분야에 비해 언어치료 영역, 특히 실습 영역에서 다양한 교수

말, 언어, 의사소통 진단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중재계획 수립과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용 가치를 증명한 사례는 상당히 부족한 실

중재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직무가 된

정이다.

다. 의사소통장애를 진단 평가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맡는 전문 인

거꾸로 수업으로 번역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

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법은 그 외 유사 의미의 용어로 블렌디드 러닝, 뒤바뀐 교육, 역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먼저 기초와 전공 중심의 이론적 교

수업 등과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뒤집다’라는 뜻의 ‘flip’이 의미하

육과정 이수 후 관찰과 실습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는 바와 같이 교실에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을 집으로 돌아가 숙제

을 거쳐 언어장애 재활에 필요한 진단과 중재가 가능한 전문가로

와 같이 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순서를 뒤집어 진행되는 것으

양성되는 것이다. 특히 실습과목은 졸업 후 언어치료 현장에서 접

로, Bergmann과 Sams(2012)에 의해 처음 도입된 교수법이다.

하게 될 다양한 언어중재방법을 교육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학습하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화학수업에 본 교수법을 처음으로 적용함으

고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치료 기술과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

로써 미리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수업에 활용한 것이 기존 수업

와 사회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된다(Wheeler, 2002). 즉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실습교육은 임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기 기초능력을

교수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도와주는 조력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임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 상황에서 지

자,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개별화 수업을 통해 학

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습자들의 지식수준의 편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언어진달실습 교과목은 언어재활사가 대상자의 현 상태를 숙

(Kim, 2017). 플립러닝에서 강조하는 핵심요소는 학생중심 접근,

련되고 정확하게 진단평가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기능과

비동시적인

잠재능력을 평가하며 주어진 시간과 상황 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Bergmann & Sams, 2012), 미리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습할 자

정확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추후 미래 수행능력까지 예후를 예

료를 제공하고, 수업 전에 관련 내용을 학습하여, 수업 중에는 그

측하고 평가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룹을 통해 토론 활동을 함으로써 심화 보충 학습을 하게 된다. 교

(Chang, 2017). 언어진단평가는 대상자의 결함 유무를 살펴보는

사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도와주는 것

선별검사, 결함의 성격을 규명하는 진단검사로 나뉘는데, 언어재활

이며 학습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교사와 동료 학

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시하여야하며, 초기평가로 그치지 않고

습자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며, 그들은 자신들이

아동의 변화에 민감하게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 중재를 시작한 후

이해한 것을 확인, 확대 적용한다(Bergmann & Sams, 2012). 따

에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Kim, 2014). 우선적으로 판별과

라서 미리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므로 기초를 바탕으로 심화

선별에서 누구라도 빠르고 쉽게 평가와 채점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며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에 용이하다(Cho & Kim,

하며 평가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2016).

내용전달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학습방식이며

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내재된 언어 능력을 파악하기 위

간호실습 수업에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자

해서는 특정 능력에 해당하는 적절한 평가도구와 과제를 선택하는

율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교수법을 적용하였고 미리 학습해온

것부터 매우 중요한 언어치료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Kim,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보충, 심화학습을 진행한 바 있다(Gu,

2014).

2016). 학습자의 선수학습 정도와 이해 정도가 실습 등 실제 적용

이처럼 전문화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실

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팀 활동을 통한 다양한 측면을 함양할 수

습 역할에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감과 자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이 시도되어 왔다(Huh & Han,

신감을 길러주고, 전문적 지식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16). 따라서 언어치료학과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교과목 특성

효율적인 교수법을 갖춘 감독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학습자들의 학

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임상 현장에서 진단 상

습 능력과 학습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현재의 교육과정이

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진단 매뉴얼 숙지, 평가, 해석에 이르는

직무능력 함양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학습능력이 교육과

진단평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수 프로그램을 제공

정의 수준에 적절해야 함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다.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의식 수업에서

기초지식과 세부 전공지식 기반 위에 실제적인 진단과 평가를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지식을 임상관찰과 실습에서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렵다(Kim & Ro, 2007). 따라서 학습에 방해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수과목 내용에 대한 재확인 및 습

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득한 치료 기법의 실전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Hong, 2016).

는 언어재활 관련 기초 실습 교과목인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의 효

전공과목에 적용되어야 할 교수학습모델은 학습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되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
138

과적인 학습을 위해 거꾸로 수업 기본 모형에 따라 교수법을 설계
하여 수업에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언어진단실습 교과의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사례 연구

로 실무과목 중 언어재활실습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Ⅱ. 연구 방법

다. 언어재활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치료능력(56%),
다음으로 진단평가능력(26%)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장에

1. 연구 대상

서 언어재활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전공분야 지식(22%)보다 실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에서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꾸로
수업 교수법 모형을 설계, 적용하고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
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을 수
강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
하고 체계적인 교수법의 개발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사전 강조
한 후 진행하였다.

무분야의 지식(7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전공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실습이며, 그 중 치
료와 함께 진단실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진단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할 교과목
선정과 교수법 선정을 위해 언어치료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
문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언어치료학을 전공하는 실습 학생들이 진
단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법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표 1. 대상자의 일반 정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이 가장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습득된 지식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실습
과목임과 동시에 언어치료 임상실습에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진

Category

Group

N (%)

Number of participants

Male
Female

7 (24)
23 (76)

Age

Twenties

30 (100)

단평가에 해당하는 분야이며, 진단평가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수준
에서는 성공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전공 커리큘럼 특
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교수법 선정은 최근 거꾸로 수업의 효
과가 다양한 교수법 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고, 진단실습에서 학생
들의 동기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 교수학습법이라는 점

2. 거꾸로 수업 교수 프로그램 적용 교과목

에서 선택되었다.
교수 모형과 구성 형식 및 내용은 언어진단실습 교과 특성을

언어진단실습은 언어재활사의 직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고려하여 교수학습요인을 추출, 학습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였다. 전

으로 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이며 현장실무를 위한

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참여도와 자기주도성을 증가시

실습 교과목이다. 교과목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능력단위(duty)는 진

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과 인원을 선정한 후 교과 이론과

단 및 평가에 해당하며 능력단위요소(task)는 평가 계획과 평가 수

실습, 활동 중심, 예습을 이용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형

행, 결과 해석에 해당한다. 전공 역량을 살펴보면 현장적응력을 가

태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교안을 구성하였다.

장 중점적으로 다루며 다음으로 전문성,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장
력에 해당하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2) 교수법의 내용 설계

된 경기지역 L대학 언어치료학과의 경우, 이수학점은 3학점, 이수

2018년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8년 1학기에 13주에

시간은 3시간, 3학년 1학기에 수강하도록 개설되어 있으며 총 32

걸쳐 적용하였다. 수업 참여도와 창의적인 사고, 자기주도적인 학

명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본 교과목은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에 속

습 능력의 증진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으며, 교수법 적용 전과

하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기관에 무료 언어검

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교수 모형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진단 평가에 관련된 기초 지식

하였다. 거꾸로 수업은 학습자들이 수업 전 미리 강의를 온라인상

을 습득하고, 대상자에게 평가 매뉴얼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평가

에서 예습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진행 방법을 배우며, 종합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익히

수업 진행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3단계로 구성되며, 매

게 되는데, 이를 기초로 향후 언어재활실습 교과목에서 중재 능력

주 언어진단평가 도구를 나누어 학습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창의

을 기르게 되므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

적 아이디어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면 나머지 학습자는 시

과목이다.

청함으로써 사전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해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본
수업에서는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

3. 거꾸로 수업 교수법 설계

한 언어진단평가의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1) 교수법 개발 과정

3) 교수법의 구성과 형식 설계

거꾸로 수업 교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전문가 회의,

거꾸로 수업 교수법의 형식은 첫 주에 사전 검사 및 오리엔테

그리고 언어진단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교수의 회의를 거쳐

이션을 실시한 후, 12주 간 교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마지막

학습자의 요구와 교수자의 의도를 반영한 ‘거꾸로 수업 교수법’ 개

13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발이 진행되었다.

거꾸로 수업 조 편성은 3~4명씩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조는

먼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설

학습유형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매 수업 시간마다

문을 실시한 결과,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의 중요도는 4.36(5점 척도)

조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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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구성원과 함께 주고받도

간을 갖는다. 마지막 3교시는 조별 활동을 통해 가상의 피검자 1

록 하며, 연구자의 추가적인 설명 및 피드백을 제공한 후 마무리

명과 검사자 2~3명을 선정하고 실제 검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하였다. 중반에는 조별로 토론을 거치며 후반에는 교수자와 발표자

시연하도록 한다. 학습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채점과 해석을

의 피드백을 통해 정보를 정리하고 진단 평가지에 작성하게 된다.

거쳐 검사지에 기록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때 각 조에서는 발표

즉, 학습자들이 조별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작성한 결과물을

나 동영상을 통해 습득한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가상의 검사 상

토대로 발표한 후, 교수자는 부족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지지

황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과 문제에서 교수자 또는 발표자에

격려한다.

게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다.

4) 교수법의 단계별 내용

(3) 수업 후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매 수업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10분 예습과 3시간의 수업을 거쳐 수업을 마친 후에는 검사 실

단계로 이루어지며, 학습자들에게 각 단계에 대한 운영 계획을 충

시 후의 느낌과 진단 결과가 기록된 검사 기록지를 조별로 제출하

분히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교수법이므로 주차

고, 교수자는 이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제공함으

별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사

로써 복습의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이루어진 퀴즈 시간에 적절

전 온라인 필수 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

한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표 및 사전 학습에서 불성실한 학습태

업 전 단계의 수행이 가장 중요하며 학습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우

도를 보인 학생은 온라인 상에 학습활동 성찰과 질의응답을 댓글

므로 최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 여부에 대한 체크 방식을 다양

로 업로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관

화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밴드

리하였다.

(band) 커뮤니티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학습자 전원이
회원 가입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3. 거꾸로 수업 교수법 효과 검증

(1) 수업 전

1) 연구 설계

교수자는 언어진단실습 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의 밴

사전 검사 상황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언

드(band)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학습자들 전원이 가입하도록 한

어진단실습 교과에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진행 방식

다. 주차별로 학습할 진단 도구를 설정하고 조별로 15개의 진단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기본 정보 및 사전검사를 위한

도구를 나누어 배정한다. 학습자들은 매주 맡은 한 두 개의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주의 거꾸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거꾸

도구에 해당하는 진단평가 실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실시 방법에

로 수업 13주차에서 사후 검사를 위해 사전 검사와 동일한 조건과

따라 실제 대상자에게 평가, 채점, 해석하는 장면을 10분 내의 분

환경에서 동일한 설문지로 참여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

량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업 2일 전 온라인 상(밴드)에 탑재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와 달리 주관식 설

한다. 발표 조원 외 나머지 학습자들은 수업 시작 전까지 해당 동

문,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영상 자료를 시청하고 시청 여부와 궁금한 점, 기타 코멘트 내용

본 연구는 사전ㆍ사후 검사 설계(pre- and post-test design)

을 댓글로 작성한다. 교수자는 사전에 발표자들이 학습 내용을 동

로 구성되었다.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학습 내용
을 지도하며 동영상 제작의 전체 아이디어에 함께 참여한다. 또한
완성되어 탑재된 동영상 자료와 댓글, 그리고 조회 수를 통해 예

표 2. 사전 사후 검사 설계
Table 2. Pre- and post-test design

습할 학습 내용의 질을 평가하고 나머지 학습자들의 참여도 및 학
습활동을 평가한다.
(2) 수업 중

Object

Pre-

Experiment group

O1

PostX

O2

X=flipped learning program; O1=pretest; O2=posttest.

매 수업의 시작은 ‘키워드(key word)로 말해요’라는 퀴즈 시간
으로 시작한다. 수업 전에 예습이 이루어진다면 수업 시작에는 일

2) 평가도구

주일 전에 학습한 진단도구 내용에 대한 복습으로 시작하는 효과

(1) 수업 참여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를 계획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간의 연

Kim(2016a)의 대학 사고와 표현 교과에 대한 플립 러닝 적용

계를 위한 구성이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사전학습을 잘 이

사례 연구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수업참여도와 창의

행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을 위해 퀴즈를 진행한다. 동영상 시청을

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전에 하지 않은 학습자는 본 내용으로 들어가지 전 10분간 개별

수업참여도는 발표 및 토의, 협동학습, 자율학습과 관련된 설문

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시청한 후 늦게 조별 모둠에 참여할 수 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학습과 상반된 자율학습 항목을 배

도록 안내하였다. 사전 학습에 대한 점검 단계가 끝나면 발표 조

치함으로써 수업 효과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수업 중 질문의 횟

원들의 진단평가 방법 발표로 1교시를 구성하며, 2교시는 교수자

수와 발표 및 토의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한다.

가 학습한 내용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보완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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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독특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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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능력으로 진단평가 실시 중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용하는 융통성, 정교함을 측정하는 것으
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 사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진단, 목표설정, 학습전략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주도적 역할
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학습자 만족도
거꾸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수법의 적
그림 1. 참여도, 창의력, 자기주도력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비교

용으로 학습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인터뷰를 통
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내용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Figure 1. Comparison of pre-post scores of participation,

만족도를 정리하였다.

creativity, self-directed ability

2. 학습자 만족도

Ⅲ.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만족도 주관식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

1. 수업참여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 들으며 유의미한 어구 또는 문장을 분석하여 코딩과 검증을 통
해 공통된 주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측면과 교수자 측면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에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의 수업참여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를 평
가하였다. 수업참여도는 사전검사의 평균이 14.13점, 사후검사의

이라는 총 2개의 대범주와 하위 4개의 소범주로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범주화 작업을 거쳐 내용 분석한 4개 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이 16.66점으로 나타나 점수 간 차이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3.684, p<.01). 이는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후

표 4. 만족도 관련 주제군에 나타난 내용

학습자의 수업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의미한

Table 4. Contents shown in subject group related to satisfaction

다.
창의적 사고력은 사전검사의 평균이 16.63점, 사후검사의 평균

Big
categories

Small
categories

Learning
contents

Learning
motive
Learning
method
Self-directed
ability

이 17.63점으로 나타나 점수 간 차이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t=-1.403, p<.01). 이는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후 언어진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능력
이 증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사전검사의 평균이 21.46점, 사후검사의
평균이 24.60점으로 나타나 점수 간 차이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4.119, p<.001). 이는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후

Teaching
style

Composition
and format

Contents
Comprehension,
concentrate, interest
Prepare, review
Directly, oneself, actually
New, creative, organize
video, quiz, feedback,
demonstration, discussion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주제 1: 학습동기. 거꾸로 수업을 통하여 진단도구 사용법이 쉽
게 이해되었으며 집중이 잘되고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답한 학습

표 3. 학습능력에 대한 t 검정 결과
Table 3. Result of t-test for learning ability
Variable
Participation

Creativity
Self-directed
capability
Total
**

p<.01,

***

p<.001

Pre
M (SD)

Post
M (SD)

14.13

16.66

(3.39)

(2.17)

16.63

17.63

(3.99)

(3.45)

21.46

24.6

(4.74)

(4.50)

52.6

58.46

(10.99)

(8.79)

자 수는 총 14명(46%)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A는 ‘진단평가를
시연할 때 이해가 되니 시행하기 쉬웠고, 쉬워서 재미있고, 재미
t

p

있으니 집중이 잘되었다’라고 기술하며 이해, 집중, 재미로 연결
되는 학습동기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

-3.684

.001

-1.403

.171

주제 2: 학습방법.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 시청으로 예습
의 효과가 유익했다고 기술한 학습자 수는 총 7명(40%)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퀴즈나 피드백 후에
***

-4.119

.000

내용 확인을 위해 복습을 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습자 C는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으로 이번 주 진단

**

-3.415

.002

방법을 시청하고 들어가니 발표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유익했다’
고 기술하였고, 반면에 예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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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여 반드시 예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

제공받는 피드백과 스스로 계획하는 학습 형태가 주도적 학습 태

다.

도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Park과 Park(2016)의 연
구에서도 플립러닝 교수법이 능동적 학습자로서 자기주도적 학습

주제 3: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들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위해 미리 진단도구의 매뉴얼을 익히고 제작하면서 스스로 조사

적용한 결과 Kim(2017)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플립러닝의

하고 준비하는 경험을 얻었다고 기술한 학습자 수는 총 7명

효용 가치를 증명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

(23%)으로 나타났다. 직접 조사하고 미리 익혀 수업시간에 학습

았다. 학습자들은 학습자 측면과 교수자 측면, 즉 학습내용과 교수

동료들에게 직접 정보를 알려주는 기회는 학습자로 하여금 책임

법 형식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내용 분석을

감과 주도력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결과 학습내용면에서는 학습동기가 증가되고 기존의 학습방식
과는 달리 예습 복습이 가능해진 점, 그리고 주입식의 일반 강의

주제 4: 구성과 형식.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수업운

와는 달리 스스로 찾고 정리하며 직접 시연해보는 적극적 수업 방

영에 대해 창의적인 학습 방법이었고, 진행과 구성이 체계적이라

식에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플립러닝이 실습 교육에서 자율실습을

수업내용이 알찼다고 평가함으로써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교

강화하고 적극적 실습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전략이기 때문이며

수 형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학습자 수는 총 10명(33%)로

(Gu, 2016), 학습동기가 증가하고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습만족

나타났다. 수업에서 이루어진 시청, 발표, 퀴즈, 시연, 피드백,

도가 높게 나타난 Cho와 Kim(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교

토론과 같은 다양한 구성이 수업에 적절하고 참여도를 높였다고

수형식면에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교수방식이라는 점에서 만족감을

평가함으로써 이론, 발표, 피드백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강의방

표현했으며 수업 전-수업 중-수업 후 형식, 제작, 발표, 시청, 설

식에 비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명, 퀴즈, 피드백, 시연, 토론이라는 다양한 구성내용에 대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2016년 이후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교
수법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교실수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
여 대학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급증하고

Ⅳ. 논의 및 결론

있다(Cho & Kim, 2016; Gu, 2016; Kim, 2017). 특히 본 연구
본 연구는 국내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습 중심 교과 중 언어진
단실습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실무 능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단평가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수 방식
과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능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한 교수법은 거꾸로 수업
(flipped learning)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적 효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적용한 결과 학습자의 참여도와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창의적 사고력은 증가
하지 않았다. 먼저 학습 참여도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3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대학교육 수업진행과는 달리 수업 전 미
리 예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해
를 바탕으로 흥미와 동기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Kim(2016a)
의 플립러닝 적용효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각은 질문으로 연
결되고 질문이 다시 생각을 자극하면서 예습으로 인한 학습 효과
가 흥미와 동기유발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결과는 언어진단실습
이라는 교과 특성상 교수내용이 학습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생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진 진단실시방법
과 채점 및 해석방식, 그리고 자의적인 변화나 응용이 쉽지 않은
교과 특성이 학습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은

Chang(2017)의 언어진단실습 교과에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적용
한 유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 시간 교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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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실습수업에 거꾸로 수업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참
고로 하여(Cho & Kim, 2016; Gu, 2016; Huh & Han, 2016)
추후 보다 효과적인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온라인 오프라
인 부조화로 인해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Butt, 2014) 간혹 사전 동영상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오류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본 수업에서
수정 학습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수자
의 확인이 필요하며, 연계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꾸로 수업의 부정적 측면인 수업 전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학습 양과 소요시간이 방대하여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크다는
단점(Han et al., 2015)을 보완하여 교수자가 수업 전 별도의 시
간을 할애하여 발표자와 함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
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제공된 선행 자료인 동영상 시청 여부와 내용의 이해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퀴즈 외에 다양한 방법의 확인 단계가 필요하
다. Kim(2017)은 질문을 제공할 것과 교수자가 안내자로서의 역
할 외에 학습 동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은 수업 전과 수업 중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수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Cho & Kim, 2016).
최근 언어치료학 분야의 전공 교과목에 강의 중심의 전통적 교
수법 외에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효과적 교수법 적용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교과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추후 실습 능력 향상과 현장 업무수행을 위
한 실천적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교수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교수자는 교과 특성을 고려

언어진단실습 교과의 거꾸로 수업 교수법 적용 사례 연구

하여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학습 능력을 최대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integrating online and offline

화 시켜야 한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modes of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존의 학습형태에서 벗어나 학습공동체 내에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31(1), 1-38.

서 직접적으로 시연을 통해 경험하도록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였

doi:10.17232/KSET.31.1.001

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언어치료 관련 교육, 특히 실무와 실

[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대학 역전학습 온,오프라

습 관련 교과목지도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수업을 이끌

인 연계 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31(1), 1-38.]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식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수

Hong, S. W. (2016). Design of a learning model for job

업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집중과 이해가 부족한 소수의 학생들이

competency improvement in beauty make up design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고,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

exploiting NC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는 모습을 통해 학습동기와 학습능력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 교

Gyeongbuk.

수법의 변화, 환경 제공의 변화가 학생의 학습능력에 얼마나 큰

[홍세원 (2016). 뷰티메이크업 디자인능력 향상을 위한 NCS기반
학습모델 설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Huh, J. Y., & Han, S. M. (2016). Case study of flipped-learning

연구의 의의가 있다.

on a basic engineering practice.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8(2),

83-89.

uci:G704-

SER000004539.2016.8.2.001
[허준영, 한수민 (2016). 공학전공기초실습에 플립러닝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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