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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학교)
Seo, Eun-mi. “Case Study on Improving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Using Flipped Learn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287-303. This paper is about the effect of using
flipped learning to improve English proficiency in the English Communication classroom. Flipped learning
has been used i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to make students independent learners. This case study
was conducted in the fall semester of 2020 with 13 college students. In the classroom, students interacted
with other students through discussion, group work and other projects based on their preparation of
lessons. Flipped learning worked well since students prepared for topics ahead of classes. They
participated in classroom discussion and presentation. A native speaker also cooperated to facilitate
students to talk about the certain topics in English.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students
become responsible for their learning process. As a result, students wer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in
English. Students became self-directed learners and responsible for their learning. It is highly
recommended to use flipped learning in college English classes. (Howon University)
Key Words: flipped learning, communicative competence, digital natives, learning outcome, projects

I. 서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국제화 시대를 살면서 영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
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어이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의식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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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와 관련된 표현들
도 영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face mask), 바이러스(virus), 코호트
(cohort), 전 세계적인 유행병인 팬데믹(pandemic), 백신(vaccine), QR 코드
(Quick Response Code), 부스터 샷(booster shot), 스캔(scan), 키오스크
(kiosk)와 같은 영어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도 외래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영어를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영어권의 나라에서 공
부하지 않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또는 You-Tube 동영상 등을 통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기회
가 많이 생겼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영화 대본이나
영화 동영상은 훌륭한 학습자료이다. 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법은 영어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 활발에서 연구되고 있다(서은미, 2018). 영화에 등
장하는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유용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인해서 학
습자들은 영어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Prensky(2001)는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인 교사나 부모들이 이
러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Prensky에 의하면, 21세기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ee &
Gundersen(2011)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원주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They are sometimes called digital natives because they have grown up
with the internet, mobile phones, and social media since they were
children. In fact, many have never seen a VCR or a telephone with a dial.
They are also sometimes called Generation C, where the C stands for
content, community or creative (p43).”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을 제안한 서경숙(2019)은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들에게 기존의 문학과 다른 디지털 문학의 교수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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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
한 새로운 방식의 영어 교수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황요한(2012)은 실질적
인 영어학습과 교육에서 인공지능(ArtificiaI Intelligence) 스피커를 활용하는 교
육적 가치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
식정보사회의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창의 사고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해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수자가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21세기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해
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각 대학에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는 교수자
들에게 효율적인 교수 방법 등을 제시하고 교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의 교육은 코로나 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에 시작된 코로나 19 때문에 전자매체를 활용한 교수 방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만나는 대면 교
육이 이루어졌지만,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 등 새로운 교수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갑자기 시작된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
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2학기에 교양선택 과목인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교수자의 관찰과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업에 참여
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13명이었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법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내용을 원어민과 영어로 의사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선택해서 활발한 토론과 성찰
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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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연구
2.1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학생 중심교육의 혁신적인 방법인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것이다. 플립러닝은 강의실에서 교수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이,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해 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수자로서는 수업의 내용을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
하고,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수업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미리 수업을 준비해야 하므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또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교수 참여 혁신 수업을 도모
할 수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플립러닝을 활용해서 영어 수업시간에 적용한 사례들이 연구되었다. 이들은
플립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서정목, 2015; 김혜영, 2016; 김남희, 2017; 주미란
2018; 노유수, 2019; 정미애 & 김나희, 2019; 이명관, 2020; 고연미 & 이화자,
2020).
2000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Generation Z)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나 전자
매체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고 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매체를 갖고 생활해 온 세대이다. 이러한 Z세대의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
식전달을 하는 것은 전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1세기의 학생들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
수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Z세대의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접하면
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교수자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Z세대의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소통
할 방법들을 시도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COVID 19의 영향으로 2020년 1
학기부터 시작된 비대면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적용해서 학생들과
더욱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되었고, 교수자 개개인의 자기 계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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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교수자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혁신적인 교수법을 적용
해서 21세기의 학생들이 공감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
이다.
2020년 2학기에 플립러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용 앱(application)의 활용과 교수-학생과의 협동 활
동을 통해서 Z세대의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을 수강하는 두 명의 학생과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에서 주관한 Vlog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했다. Vlog의
의미는 Video와 Blog를 합친 단어로써 요즘 젊은이들이 You-Tube를 활용해서
새롭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
과 공유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에 익숙한 학생들은 Vlog를 제작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었다.
Vlog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명의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같은 과목을 수강했고,
군 복무도 동반 입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0년 2학기에 복학한 학생
들이었다. 이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을 담은 Vlog를 만들어서 공유함으로써 학
생들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발
견하게 되었다. 교수자는 Vlog를 영어로 만들었고 두 학생이 영어로 만든 교수
자의 Vlog에 한글로 자막을 삽입해 주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했다. 교
수자와 학생들은 각각 상대방이 만든 Vlog에 feedback을 첨부해서 더욱 전문적
으로 보이게 했다. Vlog를 마치고 학생들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다음은
학생들과 교수자의 Vlo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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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학생과 VLog 만들기

학생들의 Vlog

Prof. Seo의 Vlog

둘째, 플립러닝을 실시한다는 것을 학기 초에 공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
히 준비할 수 있었다. 수업에 관한 모든 공지사항이나 자료들을 H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HowonHub와 단체 카카오톡에 공지했
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업 준
비를 위한 공지사항의 예이다. 공지사항에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과 과제
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으며, 학생들에게 이메일로도 공지사항을 전달했
다. 수시로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했다. 모든 공지
사항과 단체 카카오톡의 내용은 영어를 사용했으며, 학생들도 가능하면 영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셋째,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교육용 프로그램인 소크라티브
(Socrative), 카훗(Khoot), 멘티미터(Mentimeter), 패들릿(Padlet) 등을 수업시
간에 활용했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온라인 공간에서나 대면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도구이며 비대면 수업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카훗(Kahoot)은 수업 초반에 학생들과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고 친밀한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간단한 질문을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카훗(Kahoot)은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업 초반에 사용하면 학생들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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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공간인 Zoom
강의실에서 카훗(Kahoot)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용 프로그램은 Google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디오나 사진 등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적인
효과도 좋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내용에 대해
서 카훗이나 멘티미터 등의 교육용 앱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사진 2) 카훗(Kahoot)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내용에 관한 주요 단어들을 적어
보라고 하면 글자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명의 학생이 선택한 단어
들은 크게 나타난다.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예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주제에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사진 4에서 보면 학생들이 “Love at First Sight”에 대해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relationship, eye contact, fall in love, faster, tingly,
puppy love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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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멘티미터(Mentimeter)를 활용한 플립러닝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크라티브(Socrative)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할 수 도구이다. 학생들은 스마트 폰으로 접속해야 하고, 교수자는
컴퓨터로 진행해야 한다.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사용하여 학생들을 편리
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에 익숙한 학
생들은 쉽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장점은 학생들의 답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 4) 소크라티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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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2020년 2학기에 교양 선택 과목인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에서 플립러
닝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수 방법을 활용했다. 교양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화요일에 2시간, 목요일에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에 참여한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화요일
에는 교재(Lee & Gunderson, 2011, Selected Readings: Teacher-Approved

Readings for Today’s Students)에 나와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학생
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했다. 목요일 1시간은
외국에서 거주하는 원어민 교수와 줌(Zoom)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
련했다. 수업시간에 적용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미리 수업자료와 주제를 제시해
주고, 화요일 2시간 수업시간에 미리 학습한 내용을 토론과 발표를 중심으로 수
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토의하도
록 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해 온 것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의 효
과를 높이도록 했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 전체적으로 그
룹에서 토의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목요일 1시간 수업에서는 원어민 교
수와 영어로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은
미리 배경 지식(Background Knowledge)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제시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2학기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사진 5)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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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에 실시한 플립러닝의 주제는 “Are You Getting Enough Sleep?”이다.
수업 참여 전에 미리 게시된 본문의 내용을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정확한 발
음과 의미를 파악한다. 학생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What
happens if you don’t enough sleep? Randy Gardner, a high school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d out (Lee & Gundersen, 2011).” 첫 번
째 플립러닝 활동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학습활동의 예

“Are you getting enough sleep?”에 관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영
어로 작성한 학생들도 있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한국어로 작성한 학생들도 있
다. 학습하고 난 후,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직접 글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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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원어민과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펜이나 연필로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이기 때문에,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
12주차에 실시한 플립러닝 수업의 주제는 “Love at First Sight”이었고 학생
들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영어로 토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
면 학생들이 자신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원어민들과 대
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주제에 관해서 글로 표현한 후, 영어로 발표하게 하면 효과적이다.
(사진 7) 학생들 학습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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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학습활동의 예
주제: Virtual Classes vs Face-to-Face Classes

위의 표에서 학생들은 대면 수업(f2f class)과 비대면 수업에 관한 생각을 표현
했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
을 언급했고,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은 친밀감을 느끼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고무적이었다.
학생들이 플립러닝으로 미리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 교수와의 소그룹 활동
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소수의 인원이 원어민 교수와 좀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의 평가에서 언급하였다. 학기 초에는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에 대
하여 학생들이 어색하게 느꼈지만, 학기 말에 학생들이 감사의 표현을 했다.
2020년 2학기에 한 달 동안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도 교수자는 강
의실에서 발리에 있는 N 교수를 ZOOM으로 연결해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면강의실에서 실시한 원어민 교수와의 소통은
새로운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좋은 반
응을 얻었다. 학생들과 교수자 자신도 큰 화면을 통해서 원어민과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전체 학생들이 원어민과 이야기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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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주었다.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할 경우는 교수자가 중간에서 촉매 역할을
해 주었다.
원어민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학생들은 공통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
어, “It is nice to meet you.”이다. N 교수를 여러 번 만났는데도, 매번 학생들
은 “It is nice to see you again.” 대신에 “It is nice to meet you.”를 사용했
다. 이러한 표현들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한국 학생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
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N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고,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
르게 되었다.
(사진 9) 대면강의실에서 실시한 원어민과의 수업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
었다.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교수자는 강의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더
욱 효과적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에 적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의 수업에 관한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후에 실시한 강의 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수업을 진
행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방법들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었
다. 교수자는 항상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 사
항(Need Analysis)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의하면, 플립러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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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수업 방식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플립러닝을 이용해서 원
어민 교수와 협업한 수업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
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교수 방법을 개
발하여 수업시간에 적용해 보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진 10) 학생들의 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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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사례연구는 2020년 2학기에 일곱 번 정도 실시한 플립러닝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구사 능력의 향
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했다. 플립러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에
공부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참여한 후 학생들의 반응 및 변화에 관한 것이다.
2020년 2학기 English Communication 수업은 플립러닝과 다양한 교육용 앱
을 활용한 수업이다.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개인의 학생들을 지
도하고 소통하는 데에 유리한 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은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임했고, 매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토론에
참여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원어민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자매체를 통해
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시대에 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1주일에 1시간씩 현재 발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N 교수와 수업을 진행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었던 효과적인 방법이
었다. 1주일에 1시간씩 원어민이 참석해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되었다.
미리 공부한 내용을 영어로 원어민 교수에게 발표하는 방법을 택했고, 원어민 교
수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13명으로 구성
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전원이 원어민과 대화하게 되었다. 대부분 학생이
짧은 시간이나마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
에서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020년 1월부터 COVID 19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작된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
면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 시도한 교수 방법들은 학생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었고, 교수자는 조력자로서 수업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
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한 학생들이 소수의
인원이었고,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서 학생들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21세기의 4차 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302

서

은

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비대면과 대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지도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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