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학수
번호 M3155001/2 분반 2 교과목명 심폐물리치료학 및 실습

학점 3 학점
수강대상 및 

인원 3학년, 45명

수업만족도 
(강의평가) 
교원업적평

가 반영 
여부

포함(  ○  )
제외(      )시간 4 시간

관련 핵심
역량

 문제해결능력 ( 50 )%, 자료분석능력 ( 50 )%
∙선수과목인 운동생리학 및 해부학을 바탕으로 심혈관계, 호흡계 질환자들의 병

리 및 생리학적인 변화를 학습하고, 생리학적 평가의 수행 및 이해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한다. 

∙심폐물리치료학 및 실습 시간에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에서 잘 적용하여 심혈
관계 또는 호흡계 질환자들의 case를 평가하고 중재방법을 잘 적용할 수 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심장 및 호흡재활에 관한 정보를 잘 전달 할 수 
있다. 

교육
목표

Ÿ 심장·호흡계 질환에 있어 임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검사 평가와 중재를 어떻
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근거에 기초한 검사와 중재 및 임상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에서 심장·호흡계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적인 
다양한 접근들을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

Ÿ 심장혈관계 구조 및 기능 
Ÿ 심장혈관계 평가 및 실습
Ÿ 심장질환/위험인자조절
Ÿ 심장재활/운동처방 및 실습
Ÿ 호흡기계 구조 및 기능
Ÿ 호흡계 평가 및 실습
Ÿ 호흡질환
Ÿ 호흡운동/체위배출법/기도청결법 및 실습
Ÿ 심장호흡재활의 임상 결정과정
Ÿ 심장호흡질환의 물리치료중재 사례연구 (project)

교수
방법

1) 멀티미디어 활용 및 flipped learning
Ÿ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실습수업만이 가능하여, 실습 동영상 제작 또는 선정

을 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들은 선수학습을 통
하여 익히고 수업시간에는 선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실습을 수행한다.

2) Project Based Learning
Ÿ Project based learning을 action learning 형태로 진행



                                                  

Ÿ 실제 임상 사례의 평가 및 중재법 찾기
Ÿ 단순 발표프로젝트가 아닌 case study 시 중재법을 직접 시연 할 수 있는 

active project
3) Action Learning 
Ÿ Learning by Doing 이라는 학습원리를 근간으로 5-7명을 한 팀으로 구성,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심폐혈관계 문제를 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 아이디
어를 도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강조

Ÿ 강의 (lecture)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동료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학습을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학습과정
을 강조

Ÿ 일반적인 조별과제와 다르게, 본인들의 처음 계획, 활동내역, 결과물에 대한 상세
한 기록 후, 팀원 평가 (peer review)를 통해 본인들의 활동내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1,2학년때 배운 해부, 생리, 병리, 운동생리학을 기초로 심혈관 및 호흡계 환자
의 물리치료 평가 및 중재를 효율적으로 배우기에 현장에서의 이론 및 실습수
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플립러닝 및 action learning 의 교수법을 적용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action learning에 관한 학생들의 불안
감이 있었지만, 여러 교수법을 적용하여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case 
study project도 학생들의 원할환 소통을 위하여 webex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
과의 소통을 하여 발표 시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

∙심폐물리치료학 및 실습의 강의평가 및 학생들의 의견에서 이론만으로는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learning by doing의 교수법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도움. 몇 가지 실습 시간은 플립러닝을 적
절하게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음.

∙또한, 수업시간에 진행한 실습과 case study등을 바탕으로 심폐혈관질환계 환자들에 대
한 평가 및 중재를 그룹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심폐물리치료학 수업의 결과물로 제출하
여 서로의 프로젝트를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의 역량 개발을 도모함.

교재
(수업 자료)

▶ 수업교재 및 자료
 1) 주 교재 : Essentials of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Ellen Hillegss,  

          Saunders 2011
F 주로 운동생리학의 이론 수업을 위해 사용    

 2) 부 교재 : PPT 강의자료 
F 이론 수업 및 실습, 프로젝트에 관한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       

 3) Action learning을 위한 실습 기자재 
  - 청진기, 혈압계등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자재 
  - 심전도 및 호흡분석기

F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습 및 운동능력 평가를 위하여 사용법을 교육하고 운
동능력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실습기자재 이용 

  - 호흡근강화훈련기
F 호흡계 환자의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중재 기구를 이용



                                                  

학습자 분석

▶ 학습자에 대한 정보 기술
 - 본 수업은 물리치료학과 3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하며, 수강 전 선수과목으로 해부학과 

운동생리학을 이수하여 일반 신체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선수학습은 이루어 져 있
음 (특히 이번 3학년들은 2학년 운동생리학때 AR/VR 학습을 통하여 심장 호흡계의 해
부학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험이 있음)

 - 15주 동안 PPT를 이용한 이론 강의 보다는 과목 특성상 심폐혈관질환자의 평가의 실
행방법 및 평가 등 실습이 포함된 수업을 선호함.

 -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건강을(운동능력 및 호흡능
력)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며, 후에 운동 및 호흡중재를 
할 수 있는 연계적인 학습을 희망함.

▶ 학습자 요구 분석 수집 방법 및 결과 기술
 - 지난 5년간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

를 평가, 분석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음.
 - 물리치료학과의 특성상, 근골격계와 신경계 위주의 해부 생리 및 평가, 중재 등에 중심

을 두고 공부하지만 근래 재활 트랜드에 심장 혈관계 및 호흡계통의 중요성이 매우 강
조되고 있으며, 다소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하여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일방적인 
one-way의 교육방식보다 다소 다양한 방법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학습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학업 성취 
평가 방법

▶ 평가 유형(지필시험, 퀴즈, 체크리스트, 발표, 과제 등) 기술
 - 자필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 PBA (Project based assignment) : case study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별 환자 평가 및 중재 프로젝트
▶ 평가 유형별 평가 시기, 평가 내용, 운영 방법, 평가 기준(배점 포함) 등 기술
 - 출석 : 20% , 가천대학교 평가 기준을 따름
 - 자필시험 : 중간고사 (20%) / 기말고사 (30%) 
 - 실습시험 (중재 및 평가) : 20% 
 - 과제 : 20%  수업시간에 직접 수행한 실습 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환자의 케이스를 

정한 후, 이 케이스에 대한 평가 및 중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학습 내용 및 논문 
기반)를 학습하여 case study 완성.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 과제 관리 벙법 및 규칙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습을 위하여 과제를 시간과 단계별로 평가하여 학생들이 마지막

에 제출한 프로젝트 하나로 평가 하지 않고 ‘프로젝트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택함.
∙그룹프로젝트이지만, peer-review 제도를 통하여 그룹점수(10%)와 개별점수(10%)로 분

배하여 점수를 배점하여 평가함.
 - 예습과 복습에 관한 관리
∙플립러닝주차의 Pre-class출석 관리
∙그룹프로젝트 진행시, 교수자에게 항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 또는 비대

면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모든 조의 그룹프로젝트 과정을 지도하여, 중간에 
낙오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



                                                  

2. 주차별 수업내용
▣ (  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Ÿ 호흡계의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생리 및 호흡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계 질환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계 질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계 질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Ÿ 호흡생리 및 병리
Ÿ 폐쇄성폐질환, 제한성폐질환, 만성폐질환
Ÿ 기타폐질환

( 4 )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호흡계 해부·생리·병리 강의 동영상 학습

강의동영상
50

[강의 PPT 학습]
∙강의 교재와 함께 강의 PPT를 학습

강의 PPT

[질문 게시-답변]
∙ 강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궁금한 점을 

사이버캠퍼스 게시판에 게시 후 게시
판에 답변 또는 수업시간 답변 준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개념학습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호흡계의 해부·생리·
  병리 중 호흡계 병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물리치료와 연관 적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
  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

강의 PPT 70

 [조별 문제 해결]
∙조별로 주어진 환자 케이스에 대하여 적

절한 중재 찾기
조별토의 2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심화문제 20



                                                  

❍ 4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동영상 업로드 문제로 cyber campus 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flipped learning 

Pre- class activity : 교수자 강의 동영상 학습 (flipped learning)



                                                  

▣ (  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Ÿ 심장혈관계의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혈관계 질환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혈관계 질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혈관계 질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Ÿ 심장혈관계생리 및 병리
Ÿ 심장동맥질환, 심장질환, 말초혈관질환
Ÿ 기타폐질환

(  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심장혈관계 해부·생리·병리 강의 동영상 
  학습

강의동영상

50
[강의 PPT 학습]
∙강의 교재와 함께 강의 PPT를 학습

강의 PPT

[질문 게시-답변]
∙ 강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궁금한 점을 

사이버캠퍼스 게시판에 게시 후 게시
판에 답변 또는 수업시간 답변 준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개념학습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심장혈관계의 해부·
  생리·병리 중 심장혈관계 병리에 대해 구
  체적으로 학습하고 물리치료와 연관 적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
  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

강의 PPT 70

 [조별 문제 해결]
∙조별로 주어진 환자 케이스에 대하여 적

절한 중재 찾기
조별토의 2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심화문제 20



                                                  

❍ 5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동영상 업로드 문제로 cyber campus 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flipped learning 

Pre- class activity : 교수자 강의 동영상 학습 (flipped learning)



                                                  

▣ ( 6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임상에서 심폐 기능 평가절차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 심폐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임상검사 (6분걷기검사)를 설명할 수 있다.
∙ 최대심박수를 이용하여 심박수 / 산소섭취량 관계를 추정, 최대산소섭취량을 산출 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 검사 절차 및 검사 전 의학적 절차
∙ ‘6분걷기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최대운동 시 최대산소섭취량 획득 및 계산하여 평가

(  6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관련 동영상 학습]
∙본인이 수행 할 ‘6분걷기검사’ 의 이론과 

원리에 대하여 미리 학습

관련 동영상
강의 PPT

2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주요 용어 정의
 - Field Test 실행 유의사항 

강의 PPT 20

 [6분걷기검사 실습]  
∙6분걷기검사 전 사전 검사 (PAR-Q) 
 - 실제 PAR-Q 조사 및 이상유무 확인
∙6분걷기검사 수행 전 준비운동
∙6분걷기검사수행
 - 현재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6분걷기검사’ 수행
 - 파트너의 신체 신호 계측
   (Heart rate, SaO2, Time, Reps등)
∙마무리 운동

실습기자재
및

실습노트

50

 [강의 PPT 학습]
∙심폐혈관계질환 환자에게 ‘6분걷기검사’ 
  적용시 주의해야 할 점
 - 적응증, 상대적금기증, 금기증 
 -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방법

강의 PPT
3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사후학습]
∙6분걷기검사 수행 후 결과 값 해석
 - pre-class에서 배운 6분걷기검사 수행 
   후 결과 값으로 자신의 VO2 max를 
  측정 하여 본인의 Fitness level 측정

본인이 작성한
Field Test 수행

평가지 
30



                                                  

❍ 6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강의자료 PPT

 

In-class activity : cardiopulmonary assessment (6-minute walk test)

GC
사각형




                                                  

▣ ( 7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심장의 전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심전도의 각 파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심전도 각 파형을 이해할 수 있다.
∙ 심전도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 심장전도
∙ 심전도 분석

(  7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PPT 학습]
∙심전도 학습
 - 심전도 적용 및 각 파형에 대한 예습
[관련 동영상 학습]
 - 심전도의 이해
 - 심전도 적용방법

강의 PPT
Youtube 영상

2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강의 PPT 학습] 
∙심장전도
 - 심장전도 과정
 - pacemaker (SA node) 의 시작
 - 심방·심실의 수축과 이완의 심전도
 - 심전도 각 파형에 대한 설명
 - 심전도 결과지 해석 
 - 심장혈관계 환자의 심전도 분석
 - 운동평가에서의 심전도 분석

강의 PPT 40

 [심전도[EKG] 적용 및 실습] 
∙심전도 적용 전 준비 단계
∙심전도 적용할 근육 측정 장소 정하기
∙심전도 적용하여 심장활동 측정하기
∙심전도를 이용한 근 활성도 그래프 읽고 

해석하기 

심전도
(EKG) 5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 임상에서의 심전도의 활용
- 심전도 결과지 해석

심화문제 30



                                                  

❍ 7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

강의자료 PPT

In-class activity : 심전도 검사 

GC
사각형




                                                  

강의자료 PPT

Post- class activity : 심전도 결과지 평가



                                                  

▣ ( 9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Ÿ 심장재활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재활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Ÿ 질환별 심장재활을 설명할 수 있다.
Ÿ 심장질환 환자의 운동처방을 수행할 수 있다.
Ÿ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Ÿ 질환별 심장재활
Ÿ 심장질환 환자 운동처방
Ÿ 심장질환 환자 저항운동
Ÿ 심장질환 환자교육
Ÿ 심폐소생술

(  9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PPT 학습]
∙심장재활 복습 및 예습
[관련 동영상 학습]
 -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여 심장재활 평가 

및 처방(중재) 방법에 대해 미리 예습

강의 PPT
YouTube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강의 PPT 학습] 
∙심장혈관계 재활 기초
 - 심장재활 1,2,3단계의 기본 원리 학습

 - 심장재활에 필요한 저항운동 학습 

∙질환별 환자 중재방법
 - 심장혈관계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중재방법 및 금기증에 대한 학습

강의 PPT 50

 [심폐소생술]
Ÿ 심폐소생술을 학습하고 실습하여 심폐소

생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4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장재활 처방]
Ÿ 2학년 운동생리학시간에 배운 운동처방

과 심장혈관계질환환자의 위험요인 등을 

관련하여 심장혈관계 환자 증상에 따른 

운동 처방 및 교육중재방법 적용 

- case study scenario 만들기

case scenario 60



                                                  
❍ 9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강의자료 PPT



                                                  

▣ ( 10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폐에서의 환기에 대해 학습한다.
∙ 분당환기량 및 1회 호흡략 호흡 빈도수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측정해본다.
∙ 폐용적과 폐용량에 대하여 학습하고 직접 측정계를 이용하여 측정해본다. 
∙ 폐기능에 따른 폐용적과 폐용량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주차 
학습성과

∙ 폐에서의 환기
∙ 폐용적과 폐용량 측정
∙ 폐질환 환자의 폐용적 변화

(  10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PPT 학습]
∙폐 (호흡계통) 해부·생리학 복습 및 예습
[관련 동영상 학습]
 - YouTube에서 추천 동영상 (관련 동영상)

을 시청하여 폐활량 계측 방법에 대해 미
리 예습

강의 PPT
YouTube

2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강의 PPT 학습] 
∙폐용적/폐용량

 - 폐용적/폐용량 설명을 위해 실제로 호흡 

   시 폐에 남아있는 용량 등에 대한 학습 

∙폐질환 환자의 폐용적/폐용량

 - 호흡계통의 질환이 있는 환자의 폐용적/

   폐용량의 변화에 대한 학습

강의 PPT 40

 [Spirometer로 폐용적 측정 실습] 
 ∙Spirometer 전 검사 
  - Spirometer 검사 금기증 확인
 ∙Spirometer 수행 전 준비
 ∙Spirometer 수행
  - 수업시간에 배운대로 spirometer를 
    이용하여 본인의 폐활량 및 폐용적 측정

4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사후학습]
∙Spirometer 수행 후 결과 값 해석
 - Spirometer 검사 수행 후 결과 값으
   로 자신의 VO2 max를 측정하여 본인  
   폐활량 확인

강의 PPT 20



                                                  

❍ 10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In-class activity : Action Learning (호흡평가)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 ( 1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Ÿ 호흡재활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재활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Ÿ 질환별 호흡재활을 설명할 수 있다.
Ÿ 호흡재활 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Ÿ 질환별 호흡재활
Ÿ 호흡재활 환자 중재
Ÿ 체위배액법, 타진, 진동법
Ÿ 호흡근강화훈련

( 1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관련 동영상 학습]
∙본인이 수행 할 호흡중재의 이론과 원리
  및 실재 임상 중재 방법을 미리 학습
 - cough assisted technique
 - vibration and percussion
 - postural drainage

관련 동영상
강의 PPT

3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v 각 적용에 대한 적응증 및 금기증 교육
[호흡중재 실제 적용]  
 ∙체위배액법
  - 폐의 분절별 체위배액법 자세취해보기
 ∙타진 및 진동법
  - 타진을 위한 손동작
  - 진동을 위한 손동작
  - 타진 및 진동 적용
 ∙기침보조법
  - 기침보조법을 위한 손동작 및 자세
  - 기침보조법 적용

실습기자재
및

실습노트
8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 환자 case 찾아 중재방법 생각하기
- 환자에 맞게 처방방법 생각하기

 
30



                                                  

❍ 11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Pre-class activity : 관련 동영상 시청 (Youtube)

 

강의자료 PPT



                                                  

In-class activity : Action Learning (Assisted cough technique)

In-class activity : Action Learning (Vibration and Percussion)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GC
사각형




                                                  

▣ ( 12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Ÿ 림프계의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Ÿ 림프계 질환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Ÿ 림프계 질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Ÿ 림프계 질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Ÿ 림프계 생리 및 병리
Ÿ 림프질환

(  1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강의 동영상 학습]
∙림프계해부·생리·병리 강의 동영상 학습

강의동영상
50

[강의 PPT 학습]
∙강의 교재와 함께 강의 PPT를 학습

강의 PPT

[질문 게시-답변]
∙ 강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궁금한 점을 

사이버캠퍼스 게시판에 게시 후 게시
판에 답변 또는 수업시간 답변 준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주요 용어 정의 강의 PPT 10

  [개념학습 및 질문]
∙Pre-Class에서 학습한 림프계의 해부·
  생리·병리 중 림프계 병리에 대해 구체적
  으로 학습하고 물리치료와 연관 적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
  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

강의 PPT 70

 [조별 문제 해결]
∙조별로 주어진 환자 케이스에 대하여 적

절한 중재 찾기
조별토의 2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심화문제 풀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심화문제 20



                                                  

❍ 12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동영상 업로드 문제로 cyber campus 가 아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flipped learning 

Pre- class activity : 교수자 강의 동영상 학습 (flipped learning)



                                                  

▣ ( 1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심폐 기능 개선을 위해 신체활동에 가장 적절한 운동 빈도, 강도, 시간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동처방을 내릴 수 있다.

∙ 호흡 기능 개선을 위해 호흡계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호흡운동 및 객담제거를 위한 처
방을 내릴 수 있다.

주차 
학습성과

∙ 심폐혈관계 환자 케이스
∙ 심폐혈관계 환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 심폐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 호흡계 기능 향상을 위한 호흡운동 및 객담제거 중재 처방

(  1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사전준비학습]
∙case study를 위한 case설정 및 플랜
- 이번학기 수업시간에 배웠던 심장혈관

계 및 호흡기계 환자의 case를 지정하
여 평가방법 및 중재 플랜에 관한 
case study project 준비

강의 PPT

강의 동영상
120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처방 발표]
 - Pre-class 및 지난 수업시간 학습한  
  심장혈관계 및 호흡기계 환자의 case별 
  평가 및 중재방법을 처방 및 교육
 - 환자 평가 방법 및 기준
 - 환자 중재 목표
 - 운동 및 호흡재활 처방 
   (단계별 3 phase 운동처방) 

PPT+노트
질문정리자료 80

 [발표에 대한 평가]
 ∙발표 내용에 대하여 교수 또는 다른 
   학생이 피드백 제시 및 질문
* 케이스 발표가 끝난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수 또는 발표 학생이 답변

발표평가지 20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사후학습]
∙case study 평가
- In-class 시간에 발표한 케이스에 대하

여 교수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자가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이 
제시 되었을 때 수정 및 검토

- 20



                                                  

❍ 14 주차 수업 운영 결과자료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case study 프로젝트 결과물] - 일부 발췌

 

In- class activity : Case study project 



                                                  

In- class activity : case study 평가지 (교수자 평가)

In- class activity : case study 평가지 (peer review)

1(조원) 2(조원) 3(조원) 4(조원) 5(조원) 6(조원) 7(조원)
A조
발표자료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창의적인 방법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단체발표 점수 
 전체적인 팀워크는 잘 이루어 져 있는가?
 통합적 사고를 하며 발표를 진행하는가?
개인발표 점수 
 본인의 파트를 잘 이해하고 발표하는가?
 발표 내용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가?

1(조원) 2(조원) 3(조원) 4(조원) 5(조원) 6(조원) 7(조원)
A조

성실성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창의성 발표에 대해서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했는가?
기여도 조원 간 역할 분배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참여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이해도 발표 주제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표현력 발표준비에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태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가?

협동성 프로젝트에 협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기타의견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 수업 운영 과정의 적절성, 원활성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action learning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 특히나 호흡
   기계에 관련된 실습들이 포함되어 있어 몇 번이고 수업 스케쥴의 변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실습들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응이 
   좋았고,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더 수업에 관심을 보여 한 학기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
 - Learning by doing은 그동안 학생들의 강의평가 내용을 수렴한 뒤 생각한 방법임. 이
   론보다는 직접적으로 수행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수
   업시간의 활동들을 늘리고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동시에 
   이론수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lipped learning을 이용하여 이론 학습을 사전에 수행
   하고, 수업시간에 실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론과 수업활동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었음. 
   또한 학생들이 수행한 project (case study)를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환자
   를 평가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전문가의 역량을 도모함.

▶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전반적 의견
“환자의 케이스를 정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조별로 발표하는 것은 힘들긴 했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끝날 때 그만큼 보람차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직접 몸소 체험해보니 좀 더 기억에 잘 남았고,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중의  하나이다. 임상에 나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하여 수업시간에 나갈 수 없던 강의를 미리 녹화하여 시청 하고 수업
  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수업을 알차게 준비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도 매우 알찼
  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실시한 action learning 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조금 더 가
  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실습 및 케이스 발표에 큰 만족도를 보임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평가 및 중재를 수업시간에 
   직접 수행하고 자신이 수행한 실습의 결과와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여 프로젝트를 
   (case study) 진행하여 배운 것을 바로 수행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학습자 주요성과
 - 부득이하게 In-class에서 실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사전 학습으
   로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킴.
 - Flipp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사전 수업에서 학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
   가 수업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사전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시청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반복 학습이 가능함.
 -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받는 것 이외에 자신이 직접 처음부터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바탕
   으로 case study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실질적으로 배운 것을 적용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



                                                  

   이고 실제 임상실습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교수자 주요성과
 - Learning by doing을 이용한 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한 강의자료 개발
Ÿ 실제 교수자가 만든 강의자료 이외에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 

(case study :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 수립)은 수업자료로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었
고, 이를 보완하여 다음 년도 수업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풍부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음을 기대함

▶ 기타/교육환경
 - 프로젝트 관련 실습 시, 관련 기자재와 장소 부족으로 강의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
Ÿ 실습 관련 기자재 및 수업 장소의 개선이 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 더 큰 강의실이 필요함)
Ÿ 또한 비대면 강의에서도 action learning을 수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함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action learning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음. 특히나 호
   흡기계에 관련된 실습들이 포함되어 있어 몇 번이고 수업 스케쥴의 변경이 있었음. 
   “learning by doing“을 꼭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이 집에서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지식 및 생각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임
   상에서 적용되는 운동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추후에는 post-class 
   과제로 자기 자신이 아닌 운동이 필요한 누군가를 직접 선정하여, pre, in-class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학습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