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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강의인 플립러닝과 오프라인 강의인 PBL을 절충한 교수법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여 시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플립러닝은 온라인 수업으로 시사 내용에 대한 교실 밖 수업을 진행하고 교실 안 

수업에서는 PBL을 활용하여 시사를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여 발표하는 협력 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습 환경과 

방법에 대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민감한 교육 방법의 대처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 교육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둘째,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야로 그 사회의 상황 맥락의 흐름 파악이 중요한 시사 수업에서 

플립러닝이라는 선학습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교실 안의 본 수업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학문목적 학습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전공 수학 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학습 방법 혼합의 측면에서 바라본 블렌디드 러닝에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플립러닝과 

PBL 각각의 수업 단계의 실제를 제시하여 시사 한국어 교수-학습을 상세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블렌디드러닝, 시사 한국어, 플립러닝, PBL, 절충적 교수법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21. 4. Vol. 15, No. 2, PP. 219-231

https://doi.org/10.46392/kjge.2021.15.2.219

1. 서론

2. 한국어 교육에서 블렌디

드 러닝에 대한 연구

3. 수업의 설계 및 운영 내용

4. 수업의 실제

5. 결론

이 논문은 2021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4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21년 4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21년 4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220

교양 교육 연구 Vol. 15, No. 2 (2021년 4월)

1. 서론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시사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교양 시사 한국어 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 교육은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적, 분석적, 창의적 

사고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수많은 정보를 이해, 

분석, 통합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출력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목표어로 

제시되는 미디어를 통한 시사 정보에서 구체적인 지식이

나 그것을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

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목표어의 사회⋅문화적 상

황 맥락 안의 사고방식이나 관습,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의 정보를 분석하여 지식을 마련하는 과

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시사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복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고 선행 학습이 가능한 플립러닝과 팀별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PBL을 제안하고자 한다. 

플립러닝은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후에 교실에서 

교사에게 질문하고 동료들과 토의를 하는 학습자 중심 

교수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교실 밖에서 지식적 배경을 

습득하게 되고, 이후 교실 안에서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을 

겪으며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PBL은 구조화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학습 방법으로 학습 

흥미 유발과 자기 주도적 지식 구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플립러닝과 같은 온라인 수업과 PBL과 같은 대면식 오프

라인 수업이 혼합되어 블렌디드 러닝이 적용되면 현재의 

질병 사태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양 시사 한국어 수업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플립러닝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PBL을 적

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된 수업의 실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현재 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교육 현장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

트기기의 발전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활성화하였으며 

대중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교육 환경

에서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 동기 진작용으로 온라인 

매체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제는 여기서 더 확장된 

다양한 복합 양식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특히, 현대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들은 

개별적인 언어 양식, 즉 문자언어, 시각언어, 음악, 영상 

등을 낱낱이 해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통합된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성

숙, 2017).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절충한 

복합 양식의 교육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면대면의 오프라인 강의실 수업과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이러닝(e-learning)을 혼합한 학습 방법이

다.1) 이것은 구성주의, 인지주의, 행동주의 등의 다양한 

교육학적 접근 방법들을 접목시켜 학습과 실생활의 업무

를 혼합한 것으로 각 교육 방법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절충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Driscoll, 2002).

블렌디드 러닝의 이러한 교육적 효과로 한국어 교육에

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진정

란(2011), 강남욱(2014), 오선경 외(2018), 김지형(2019) 

등에서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원 양성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적용이 많은 편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습자가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온⋅오프라

인 학습의 혼합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요구 조사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

되고 있다(장미라, 2016; 이정희 외, 2020; 김윤희⋅이경

복, 2019). 이는 블렌디드 러닝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여 실제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 김도헌⋅최우재(2003)은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혼합 유형을 혼합 대상에 따라 학습 환경 혼합 (전통적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혼합), 

학습 방법 혼합(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속에서 강의, 사례연구, 토론, 코칭, 멘토링, 개별학습, 성찰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론 활용), 학습과 업무 혼합(집합교육으로

부터의 학습과 업무 현장으로부터의 학습 혼합, 공식적 학습경험과 비공식적 학습경험의 혼합까지 포괄)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혼합 학습은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의 장점을 선택하여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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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언어 기능 능력 향상을 목적으

로 김현주(2016)가 한국어 쓰기에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서는 쓰기 수업을 수업 전(교실 밖; 초고 쓰기, 동료 피드

백, 수정본 쓰기, 교사 피드백)-본 수업(교실 수업)-수업 

후(교실 밖; 완성본 쓰기)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특히 학습

자들 간의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초고에 대한 오류

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업 전 과정의 동료 

피드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여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남신혜(2019)는 한국어 읽기의 구체

적인 수업의 모형을 제시하여 읽기 본 단계를 오프라인으

로 설정하여 짝활동 등을 진행하고, 읽기 전 단계와 후 

단계는 온오프라인 병합 구성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 

웹 기반 강의 보조 도구 ‘YSCEC’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실시간으로 접속해 여

러 활동을 하면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은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

을 살려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환경 혼합에 

초점을 두어 혁신적 교수법 등의 구체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면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성숙(2017)

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장르 기반 교수법을 적용하여 디

지털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의 모형을 

구안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는 플립러닝, 오프

라인 교실에서는 문제 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방법을 적

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류 문화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에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

지 학습 환경 혼합에만 초점이 놓여 있던 블렌디드 러닝을 

구체적인 학습 방법의 혼합 모형을 제시하여 실제 사용으

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모형에 대한 상세화와 구체화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

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조윤경(2020)에서 PBL과 플립러

닝을 결합한 한국어 쓰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플립러닝을 교실 밖 수업

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적 쓰기를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PBL에서 협력 쓰기의 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별 토론을 통해 글의 주제와 내용 

결정 및 개요 작성’뿐이고, 자료 수집 및 글쓰기, 발표 

단계까지 개별 쓰기로 진행되어 PBL을 활용한 진정한 

협력 쓰기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플립러닝과 PBL이라는 학습 방법 

혼합에 중점을 두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플립러닝을 통한 교실 밖 활동과 PBL을 

통한 교실 안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업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3. 수업의 설계 및 운영 내용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과 PBL을 적용한 수업은 부산의 

B대학교에서 2020년 2학기에 개설한 ‘시사 한국어 1분

반’이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시사 수업이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TOPIK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수준이 요구된다.

본 강의의 수강생은 총 13명이며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대만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는 2학년 대상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에는 외국인 유학생

의 특성상 2학년 1명, 3학년 8명, 4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의 유학 자격도 다양한 편이다. 학기 초 오리

엔테이션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플립러닝으로 선

학습을 하고 PBL로 팀활동을 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설명

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3.2 수업 운영과 내용

3.2.1 수업 운영

2020년도 2학기는 전면 대면 수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강 전 학기를 계획할 때 1주~8

주, 10주, 12주, 14주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9주, 11주, 

13주, 15주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

였다.2) 비대면은 플립러닝과 화상(ZOOM) 그리고 동영

2) 14주차부터 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어 15주차 계획했던 대면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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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대면 시에는 1시간 플립러닝과 

2시간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3) 총 15주의 

수업은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이번 학기에 

다룰 시사 주제를 확인하고 주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2주에서 10주차까지는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선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시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

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 11주에서 14주까지는 플립러

닝을 진행하면서 PBL을 함께 적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11주차에는 PBL 방식에 대한 설명, 조 구성하기, 조별 

구성원 친밀감 조성하기, 발표할 시사 주제 선택하기(문

제 제시) 등을 진행한다. 12~13주차에 플립러닝을 진행하

면서 자료 수집 및 문제해결 활동을 진행하고, 14주차에

는 ZOOM과 메신저 등을 통해 발표문 작성을 진행한다. 

15주차에 발표와 평가,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4주의 발표문 작성

하기의 팀별 활동과 15주의 발표 및 평가는 비대면 수업으

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래 15주는 대면으로 진행하여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전면 비대면 

전환의 지침이 내려져 비대면으로 팀발표를 하였다. 코로

나의 위험성 때문에 이번 학기 팀 활동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수업 시간 내에 팀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팀원들이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만약 수업 시간 외에 팀 활동이 필요하다면 ZOOM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하여 

학습자 간의 비대면 활동에도 초점을 두었다.

3.2.2 수업 내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플립러닝과 PBL을 모두 적용한 

수업은 11주차에서 14주차이다. 그리고 <표 2>는 플립러

닝과 PBL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플립러닝은 온라인 수업으로 시사 내용에 대한 선학습

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은 Pre class를 통해 시사 

주제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게 된다. 

In class에서는 시사 내용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팀 활동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발표를 하게 된다. Post 

class에서는 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사후 성찰로 이어져 

수업이 마무리된다.

① 플립러닝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 1주차에서 14주차까지 설계한 1차시 플립

러닝을 통한 사전 학습 단계는 ‘도입-제시-전개-활용-마

무리’로 5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교수 강의 

3) 2020년도 2학기에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면 대면 수업이 힘든 상황으로 학기 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여 대면 수업 시간을 정하였으며 학기 초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혼란을 줄였으며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1주~8주에는 화상(Zoom)을 병행하여 학습자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E-class의 공지, 메시지 그리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였다.

주차 운영 방법(대면/비대면) 교수 방법 운영 절차

제1주~8주 비대면(동영상, ZOOM) 플립러닝

⋅오리엔테이션(수업 방법 설명, 시사 한국어 수업 내용 설명)

⋅시사 배경 지식

⋅시사 이해 및 분석

9주~10주 비대면(동영상) 플립러닝
⋅시사 배경 지식

⋅시사 이해 및 분석

제11주 대면(강의실)
플립러닝

PBL

⋅발표 주제 선택

⋅문제 제시

⋅팀 토의를 통한 문제 분석하기

⋅주제에 대한 토론 및 발표문의 방향 선정

⋅문제해결 계획 및 역할 분담

제12주 비대면(동영상)
플립러닝

PBL

⋅팀별 시사 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선정하기

⋅시사 발표문 양식 정하기

제13주 대면(강의실)
플립러닝

PBL

⋅발표문 구성하기 및 자료 검색하기

⋅자료 배열

⋅활동 자료 정하기(동영상, 질의응답, 학습자 참여 등)

제14주 비대면(ZOOM)
플립러닝

PBL

⋅발표문 작성하기

⋅다시 확인하여 오류 수정하기

제15주 비대면(ZOOM) PBL
⋅발표 및 평가

⋅피드백

<표 1> 수업 운영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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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시사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플립러닝과 PBL의 절충교수법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통해 해당 시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표 3>에서처럼 도입에서는 뉴스 주제와 관련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하였다.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자료나 영상 자료 등의 노출은 학습할 시사 뉴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입에서의 다양한 배경지식 

축적은 주제의 이해와 함께 학습 목표를 인지하는 단계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의 이해를 통해 담화공동체

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시는 뉴스의 내용 텍스트를 문자로 제시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청각적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복 청취와 문자 

텍스트의 읽기는 학습자들이 시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

악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개는 앞 단계에서 확인한 문자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어휘, 문법, 표현 등의 언어적 자질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언어 규칙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 기계적 연습 등을 통해 정확한 문장을 이해하

여 뉴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활용에서는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고 학

습자들이 관련 뉴스를 검색하여 요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11주차부터 진행되는 PBL과도 연계된 활동으로 

매 차시 뉴스를 검색하고 요약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함으

로써 주제에 맞는 뉴스를 선택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수많은 뉴스들 중에 주제에 맞는 뉴스를 선정하여 파악하

고 요약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뉴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주

도적 학습 내용의 내재화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뉴스 관련 퀴즈를 풀어보고 뉴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Pre class In class Post class

⇓ ⇓

플립러닝 PBL PBL

시사 선학습

시사 이해 및 분석
문제 해결 팀별 협력활동

발표

평가

사후 성찰

<표 2> 플립러닝과 PBL절충 블렌디드 러닝 모형

pre class

도입

→ 중간 →

마무리

제시 → 전개 → 활용

⋅뉴스 주제

배경지식

⋅뉴스 내용 

이해

⋅뉴스 어휘, 문법 

등의 표현 이해

⋅뉴스 문제 풀이

⋅뉴스 관련 이슈 

이해하기

⋅관련 뉴스 검색

하여 요약하기

⋅뉴스 텍스트 

확인하기

⋅뉴스 관련 

퀴즈 풀이

- 사진, 영상, 

자료 활용

- 뉴스 텍스트 

활용

- 어휘, 표현, 문법 

자료 활용

- 텍스트 내용 이해 

문제 제공

- 다른 뉴스 제공

- 유사 뉴스 제공

- 뉴스 텍스트 

활용

- 뉴스 관련 

퀴즈 제공

<표 3> 1차시 플립러닝 수업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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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BL 수업 내용

PBL은 11주차에서 15주차까지 문제 해결 중심의 팀별 

활동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11주차 PBL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1주차에서 진행한 ‘시사 주제 확인하기’를 

한번 더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주제란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

나 내용’ 또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과 조건을 제시

해 주는 것이며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로 언어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된다(Richards, 2001). 주제는 교수-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되는 영역으

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시사 주제는 시간에 따라 그 시의성의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주제와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조현선, 2015).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과 동시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에 익숙하

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사회 이슈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대학에서 학술적인 학업을 이행하고 전문적이고 공적

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것이 시사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일 것으로 본다.

이에 ‘시사 주제 이해’ 부분을 PBL 시작 전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PBL에서 ‘문제 제시’를 시발점으로 하

는 것과는 달리 시사에서 제시되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PBL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PBL 수업의 단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PBL전 주제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시사의 전

반적인 주제를 설명하여 이번 학기 시사한국어 수업에서 

제시되는 시사 주제를 완벽하게 인지하게 한다. 또한 PBL

에서 제시되는 해결할 문제인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시사 한국

어 교재 3종을 분석하였다.4) 그 결과 ‘정치/사회/문화/과

학/환경(3)>국제/경제/질병과건강(2)>교육/생활/안보/스

포츠/종교/사건⋅사고/언론과 매체/인물/도시/날씨/직업

(1)’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본 강의에서는 ‘사건⋅사고, 사회문제, 건강, 

자연과 환경, 문화와 과학’의 5개의 주제로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고 PBL 발표 주제로도 삼고자 한다. 시사 

주제는 중복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여 중복도 

3인 ‘사회문제, 자연과 환경, 문화와 과학’과 중복도 2인 

‘건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복도가 1인 ‘사건⋅사고’

를 선택한 것은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학문과 직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어 능력시험 등에서도 ‘사건⋅사

고’의 출제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 제시 전 전시 학습인 1차시 플립러닝에서 

학습한 뉴스 리터러시를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여 팀원들

과 주제와 내용 분석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팀에서 맡게 된 주제와 연결하여 

뉴스를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텍스트 

해석에서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생성하고 이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된다. 교사는 추가적인 영상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PPT와 

4) 분석 교재는 ‘YTN 뉴스로 배우는 시사 한국어(박이정)’>와 ‘연세 시사한국어(연세대학교출판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시사 읽기(오미)’ 이다.

PBL전 

주제 학습
PBL학습

주제 확인 문제 제시 문제 해결 발표 평가

⋅시사 주제 

이해
⇒

⋅문제 제시

(뉴스 주제)

⋅문제 이해

(주제 분석)

⇒

⋅사전 학습 연계 팀 토론

⋅뉴스 주제 문제 해결

⋅발표 자료 준비(활용단계 중점)

⋅자료 결과물 완성

⇒

⋅발표 준비

⋅발표

⋅학습 과정 

평가

⇒
⋅동료 평가

⋅성찰

<표 4> PBL 수업의 단계



225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시사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플립러닝과 PBL의 절충교수법을 중심으로

퀴즈로 뉴스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PBL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시사에 대한 

‘주제’ 인식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한다.

본격적인 PBL단계의 문제 제시에서는 팀별 활동이 가

능하도록 선학습한 주제와 유사한 ‘사건⋅사고, 사회문

제, 건강, 자연과 환경, 문화와 과학’ 등 분야별 뉴스 자료

를 제시한다. PBL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조별로 유사

한 주제에 해당하는 뉴스를 검색하고 그 뉴스를 요약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갖는다. 발표 자료 준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활동으로 

준비된 자료를 결과물로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는 발표 준비가 완료된 자료를 온라인을 통

해 미리 공유한 후, 수업에서 한국어로 발표하고 조별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성취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마무리 과정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과정 역시 개인의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자 전체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PBL수행을 위한 팀 구성은 총 3개 조로 한 

팀에 4명이 2팀, 5명이 1팀이다. 팀 구성 방법은 가능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최대한 팀 회의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하였

다. 다국적 학생으로 이루어진 언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므로 모두가 소통 가능한 한국

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다고 본다.

팀에 제시되는 문제는 ‘주제에 맞는 뉴스 발표하기’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문제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학습한 시사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

를 선택합니다. 그 주제의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뉴스를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지 회의를 시작합니다.

4. 수업의 실제

4.1 수업 실제

본 연구에서는 시사 주제 5개를 제시하였고, 학습자들

이 PBL에서 선택한 주제는 1조가 ‘건강’, 2조는 ‘사회문

제(취업난)’, 3조는 ‘자연과 환경’이다. 1조에서 발표한 

‘건강’이라는 주제로 학습 기간 동안에는 ‘의료사고(암수

술잘 됐다더니 뱃속에서 나온 수술용 바늘)’와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한 건강 위협(치킨 공화국.......단짠메뉴가 한

국인 건강 위협한다)’ 뉴스를 학습한 바 있다. 2조에서 

발표한 주제는 ‘사회문제(취업난)’이며 본 수업에서 다룬 

뉴스는 ‘노쇼의 문제(무작정 예약해놓고 ‘노쇼’…업체엔 

손해, 고객들엔 민폐)’, ‘비정규직 문제(폭염보다 더해요, 

급식노동자의 호소 엄마의 눈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

업 문제(직장인 엄마의 눈물....40대 경력 단절의 그늘)’이

다. 3조에서 발표한 주제는 ‘자연과 환경’이며 학습 내용

은 ‘바다 오염(죽은 고래 뱃속에 쓰레기 더미…플라스틱 

컵만 115개, 팔라우, 산호에 유해한 선크림 금지), 동물 

보호(스트레스로 벌벌 떠는 동물들.....걱정되는 실내 동물

원)’이다.

[그림 1]은 학습자들의 발표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1조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 소식 내용을 전달하고

자 하였다. 뉴스를 발췌하여 뉴스 텍스트와 영상으로 전달

하고 발표에서 팀원 각자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2조에서는 사회문제 중에서

도 취업난에 초점을 두어 뉴스를 전달하였는데 그 이유로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조에서

는 뉴스의 영상과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그림 자료 

등을 삽입하여 발표 자료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PPT 

마지막 장에는 뉴스를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팀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노력을 기울

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 조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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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략을 세워 취업 성공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발표를 듣고 

있는 학우분들 모두 취업 성공하길 바라며 이번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3조에서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환경 보호에 초

점을 두어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의 사례로 ‘제주도 곶자왈이 

부동산 개발로 파괴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

다’는 내용의 뉴스를 전달하며 오스트리아의 자연보호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뉴스를 PBL

의 협력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

며 뉴스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뉴스에서 

느낀 점 등을 발표하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학습자들이 

수행한 과제 결과물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4.2 수업 평가

4.2.1 학습자 평가

본 강의에서 활동 평가는 플립러닝과 PBL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설문 문항 7개의 질문으로 구성하

였고, 주관식 답항을 마련하였다. 플립러닝의 효과, 주제 

해결을 위한 PBL활동,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시사 능력 

향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수업은 플립러닝과 PBL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으

로 진행하면서 플립러닝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학습을 수행한 적이 있으므로 PBL을 

통한 과제 수행 자체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개인별로 수행하던 과제를 협력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과 팀원들의 모국어가 다르다

는 부분에서는 활동 초반에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주제 

선정에서 뉴스 선정 및 그에 따른 자료 수집과 설명 방법, 

활동 방법 등을 팀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출되었다. 또한 시사는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무리가 따랐으나 협력 활동으로 해결하

1조

건강

2조

사회문제

(취업난)

3조

자연과 환경

[그림 1] 학습자 발표 자료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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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사의 이해와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플립러닝 학습 내용에 집중하

지 않은 채 본 학습에 참여하여 PBL로 제시되는 활동이 

본인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

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즉 학습자들에게 

플립러닝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전달하

여 이해하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립러닝 학습을 바탕으로 PBL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과제 수행에서 협력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팀 구성원 중에 자료 수집 과정이나 

발표문 작성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었으나 활동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되어 학습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사’ 학습은 어렵고 힘들다는 편견에서 벗어

나 플립러닝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PBL을 통한 과제 

수행으로 사용과 활용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서 학습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시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아래는 구체적인 

수업 평가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한국어 수강생

은 13명으로 모두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플립러닝과 

PBL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시된 주제(PBL)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시되었다’라는 질문에서 부정

적인 답변이 7.6%로 나타나 과제 수행에서 방법적인 부분

을 좀 더 구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학습자들은 플립러닝으로 시사를 학습하고 교실 수업

으로 연계된 방식은 나의 시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92.4%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플립러닝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여 학습자들이 시사를 

좀 더 가깝게 여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음을 의미

한다고 본다. 또한 플립러닝과 PBL을 통한 과제 수행에서 

팀활동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92.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팀별 동료 평가에 대한 공지는 활동을 시작할 

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활동이 종료된 다음 

성찰일지 작성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점수에 모두 반영하였다. 동료 평가의 항목에는 문제 해결 

시 참여도나 태도, 문제 해결 방법 제안이나 정보 수집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그리고 결과물 작성 시 성실

성, 팀 활동에서의 적극성과 자기 주도학습 능력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팀 동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은 팀 내에

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

었다. 둘째, 학습자들은 팀 동료 평가에서 각각 개인의 성향

과 취향을 존중하여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발표문(PPT) 작성을 잘하는 학습

자, 발표를 잘하는 학습자, 팀을 잘 이끌어가는 학습자 등 

역할에 대한 적확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에는 플립러닝과 PBL 절충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

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였는데,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나누어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수업을 통해 시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질문
그렇다

(O)

그렇지 않다

(X)

1 플립러닝으로 시사를 학습하고 교실 수업으로 연계된 방식은 나의 시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 플립러닝은 시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플립러닝 학습은 ‘주제에 맞는 뉴스 발표하기’의 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제시된 주제 해결(PBL)의 팀별 활동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력이 잘 되었다.

5 팀별 활동에 제시된 주제(PBL)는 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제시된 주제(PBL)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시되었다.

7 이 수업 방식(플립러닝+팀활동)을 통해 시사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8 이 수업 방식(플립러닝+팀활동)을 통해 나의 시사 능력이 향상되었다.

<표 5> 수업 평가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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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활동이 어렵기는 했지만 다른 국적의 학생들

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려운 뉴스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니 더 쉽게 

느껴졌다.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직접 

찾고 발표문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팀활동

을 했다.

우리 조는 4명이었는데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았다.

우리 팀의 팀장이 잘 도와주어서 힘들지 않게 

팀 발표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에 비대면으로 팀원들과 이야기해서 불

편했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이 정확하지 

않아서 팀원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었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카톡하고 화상으로 이야기

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학습자들은 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시사 이해 능력을 향상시켰고 팀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에 비대면 상황에서 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

이 한국어라는 목표어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 힘들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플립러닝과 PBL 수업의 절충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활동

에서 좋았던 점으로 대부분이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 다른 사람의 의견

을 들을 수 있었던 점, 다른 국적 친구를 만날 수 있었던 

점, 자신감 상승 등을 소감으로 많이 들었다. 그 외에도 

문법 이해 능력 향상, 자가 학습능력 향상 등을 좋았던 

점으로 뽑았다. 반면에 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

로는 팀 활동으로 협력하는 것과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국적 문제로 인한 문화 차이, 수업 시간 외에 시간 

투자(화상, 메시지) 등을 들었다. 그 외에도 다른 국적의 

학습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이나 수업 

방식에 대한 부적응 등을 꼽았다.

4.2.2 교수자 수업 자기 평가

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사 한국어’ 

교과에 플립러닝과 PBL을 절충한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어로 강의를 수강한다는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큰 유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주제인 ‘시

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느낀 점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에 익숙해져 있던 학습자들

이 플립러닝으로 쌓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퀴즈를 해결

하고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요약하여 수시 과제를 제출하

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언어적 한계에 놓인 이들에게 ‘주제에 맞는 뉴스 발표하

기’라는 과제 수행은 내용 이해와 활동 진행이라는 양면

에서 학습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제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좀 더 단순화 또는 상세화를 진행하여 PBL 실시 전 플립

러닝을 통해 뉴스의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강의는 강의 시간 내에 팀 활동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과 발표문 작성을 완료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코로나라는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강의 시간 외에 팀 

활동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대

면이라는 수업 환경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은 ZOOM이나 

메신저로 과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

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비대

면에 협력과 협동의 시간이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불만이 크지는 않았으나 대면이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팀 구성 시 의도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

이 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한 국적에 두 명이상이 배치된 것과 한 

명만 배치된 것에 차이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목표어인 

한국어에 조금 서툰 학습자일지라도 같은 국적의 학습자

가 조금 더 높은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을 시에는 협력

과 협동에 무리가 없었으나 한 국적에 한 명만 배치되었는

데 언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자가 없어 사전을 



229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시사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플립러닝과 PBL의 절충교수법을 중심으로

찾는다던가 하면서 시간이 더 소용된 것으로 본다.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할 시에는 국적명 인원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사 한국어 수업에서 플립러닝과 PBL이라

는 학습 방법 혼합에 초점을 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수업 사례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시사 한국어 수업에서 적용한 

블렌디드 러닝의 수업 사례 제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학습 환경과 방법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적확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

다는 데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민감한 교육 방법의 대처

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 교육

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고 본다. 플립러닝과 PBL을 동시에 적용한 수업 방법은 

기존의 면대면 오프라인에만 한정되었던 학습 공간을 비

대면인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화였다. 또한 주입식 위주의 

교사 중심이었던 현장의 학습 방법을 문제 해결의 과제를 

수행하는 팀 활동으로 확장을 통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사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야로 그 사회의 

상황 맥락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목표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맥락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 플립러

닝에서 충분한 사전학습이 이루어지고 본 수업 단계로 진입

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인 전문 지식 및 

전공 수학 능력을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셋째, 학습 방법 혼합의 측면에서 바라본 블렌디드 러

닝에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플립러닝과 PBL 각각의 

수업 단계의 실제를 제시하여 시사 한국어 교수-학습을 

상세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블렌디드 러닝을 

단순히 학습 환경의 혼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교수-학습 방법에서 추상적일 수 있다. 그런데 ‘도입-제시

-전개-활용-마무리’ 5단계로 설계한 플립러닝과 ‘주제 확

인-문제 제시-문제 해결-발표-평가’ 6단계로 세밀하게 설

계된 PBL은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업 모형이 될 것이다. 특히, 시사에서 중요한 것이 주제 

이해라는 것을 강조하여 PBL을 단순히 문제 해결의 측면

에서 활용하지 않고 시사 교육의 기저가 되는 주제의 중요

성을 부각시켜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한 

것은 다른 과목으로의 적용에서 확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교

육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과목 적용은 부족한 실정에서 ‘시사 한국어’

라는 교과목에 적용하여 수업의 실제를 제시한 것은 앞으

로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방향

성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수업의 실제에서 수강한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만족도 및 성취도를 분석한 표본으로 삼기에는 다소 미흡

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습자를 대상

으로 확대한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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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Current Korean Lesson Case Based on Blended Learning
－With a focus on an Eclectic Teaching Method of Flipped Learning and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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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Korean Language & Cultu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current Korean abilities by applying blended learning--an 

eclectic teaching method combining flipped learning for online lectures, and PBL for offline lectures. This lesson plan consists 

of online lessons dealing with current affairs taking place outside the classroom based on flipped learning, as well as PBL-based 

classroom lessons involving collaborative activities focusing on the solving of a certain issue, and then delivering a presentation 

regarding the current affair.

Learners experienced the following effects from these lessons: first, by quickly adapting to the changing learning environments 

and the methods used therein, the students were able to improve their level of learning thanks to new teaching methods.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driven by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quick and sensitive reactions to 

new learning methods such as ‘blended learning’ will not only satisfy our learners' needs, but hopefully motivate them to 

continue on with their studies. secondly, these lessons enabled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prior learning called ‘flipped 

learning’ in their current affair classes. In these sorts of classes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the flow of the situational 

context (I don’t quite understand the meaning here) in the society across professional and academic fields. By helping our 

students to do so, we can increase their problem-solving abilities at the main lesson stage in the classroom, and further 

enhance their level of expertise which will be needed for academic-purpose learning, along with their abilities of learning 

in their chosen majors; and finall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 lesson model and proposed actual lessons at each stage 

of the flipped learning and PBL processes. This model was based on blended learning as it pertains to combining different 

learning methods. Moreover, we proposed detailed alternatives to the current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Key Words: blended learning, current Korean, flipped learning, PBL, eclectic teaching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