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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PBL Tutor Seminar - 7/5(수) 오후 6시, 암병원 B2 강의실1

•6년제교육과정개발 TFT 교육 「교육과정디자인」

- 7/25(화) 오후 5시, 암병원 B2 중강의실(수원 원격 강의)

Test over reading material┃수업시간에 읽기 과제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토의시간을 가지십시오. 

Preview the reading┃읽기 과제를 내주기 전에, 도서를 읽는 목적과 강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십시오.

Less is more┃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소수의 참고문헌만 제공하십시오. 

추가 Tip! 학생에게 읽기 과제를 줄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어떻게 의과대학생들이 책을 읽게 만들 것인가?

참고자료 • Kerri Shaffer. Best Practices for Increasing Reading Compliance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2017; 92: 1059.
• Hobson E.H. Getting Students to Read: Fourteen Tips. IDEA PAPER, # 40, Georgia Southern University. 
• Klatt EC., MD & Klatt CA. How much is Too Much Reading for Medical Students? Assigned Reading and Reading Rates at One Medical School. Academic medicine, 2011; 86: 1079-1083.

• Hoeft, M. E. Why university students don’t read: What professors can do to increase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2012; 6 (2). 
http://academics.georgiasouthern.edu/ijsotl/v6n2.html 

┃2017학년도 7, 8, 9 월 교수개발프로그램 및 학회 안내┃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2017 - 8/26(토) ~ 30(수), Helsinki, Finland

•의학교육학교실집담회 「주제 미정」 - 9월 중 (추후 공지)

단계 읽기 과정
읽기 속도

(WPM)

1 암기 150

2 핵심 내용을 기억 200

3 주어진 문맥에서 문장 전체를 이해 300

4 연관된 여러 개의 단어를 이해하며 훑어보기 450

5 목표하는 몇 개의 단어만 확인하면서 읽기 600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의과대학생들이스스로 학습 관련 자료를 찾아 읽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만의 탓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고, 읽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준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읽기

과제의 양

(페이지)

읽기 속도 별 시간(hours)

50WPM 100WPM 150WPM 200WPM

50 8.3 4.2 2.8 2.1

100 16.7 8.3 5.6 4.2

150 25 12.5 8.3 6.3

200 33.3 16.7 11.1 8.3

250 41.7 20.8 13.9 10.4

Table1. 단계별읽기 과정및 속도의과대학생의 읽기 역량은?

읽기의 과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읽기 속도 (word per minute, WPM)는 빨라집니다. (Table1)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생은 전공 교과서를 읽을 때에 최대

150WPM 의 수준을 보이며, 새로운 단어나 개념이 있거나, 표, 

그래프, 그림 등의 자료를 해석해야 할 경우 그 속도가

100WPM 미만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은 왜 읽지 않는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되었다.”

“읽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광범위한 독서를 할 시간이 없다.”

“강의시간에 교수가 요약해준다.” 

“책 내용이 수업내용과 연관이 없다.” 

적절한 읽기 과제의 양은?

영문 원서( 7” x 10” 기준, 참고: 해리슨내과학 8.6” x 11”)가

매 페이지마다 평균 약 500개의 단어가 인쇄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100 WPM 의 속도로 책을 읽는다면 한 페이지를

읽는 데에 5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1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은 12페이지입니다. (Table 2) 

Table2. 읽기과제의 양에따라 완수하는데에 필요한시간

따라서교수는읽기과제를부여할때에학생들의학습시간과

읽기수준을고려하여합리적인양을설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