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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교육 One Minute Tip 발행을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교육부학장 기창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개교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교수님들의 정열과       

노고에 힘입어 우리 의과대학은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학교육실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학생지도와 수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워크숍

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세미나와 신규임용 교수를 위한 

신임교수 워크숍, 그리고 PBL튜터를 위한 PBL튜터워크숍이 대표적이었습니다만, 모두 년1회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월1회라도 교육에 관한 지식이나 소식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진료와 

연구로 인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교육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효율

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바탕이 상대적으로 허약하다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소식

지는 월 1회 발행될 예정이며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Tip

과 의대교육에 필요한 공지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 분만 읽으셔도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형식과 내용으로 소식지를 구성해 나가려고 하오니     

새로 발간되는 의학교육 소식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교육부학장 기창원 배상

  의과대학 교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와 진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

과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거침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

로서 역할을 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으로서 역할 모델도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말하자면 무엇을(What), 왜(why),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이론을 들어봐도 의학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장“어떻게”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의 준비에서      

평가까지 교육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의학교육,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생각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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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강의 평가기준

①  강의내용이 얼마나 구조화 되었는가?  

②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

③ 학생들에게 학문적 흥미를 자극시켰는가?

④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편안한가?

2⃞ 어떻게 강의구성을 할 것인가?

①  필수교육내용 선별 : 강의자의 핵심능력

②  전체 교육과정 내 강의 내용의 위치와 

 의의를 설명

③  전체를 3막으로 구성 : 장면의 전환과 

 중간정리

3⃞ 3P 분석 

①  People    :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

②  Purpose : 강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 

③  Place      : 강의공간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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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교수법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의미를 이해시키려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목표라면 좋은 교과서를 읽게 하고 시험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만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교육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강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는 효과적인 강의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의학교육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학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지는 교수님의 메일로도 발송되며 정보지의 내용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http://www.skkumed.ac.kr와  

싱글 홈페이지의 의과대학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2148-9921~2, mededu@med.skku.ac.kr

강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1월의 학사일정

1월 18일, 26일: PBL신임 튜터 워크숍

1월 19일: 임상실습교수 간담회

1월 31일: 학생 해리슨 시험

1월 27일-28일: 학생KMLE 1차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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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제언 

강의식 교수법의 특징 좋은 강의 준비방법

1⃞ 의과대학 강의의 7대 문제점

①  과목담당이 아닌 강의 담당

②  제한된 횟수의 강의로 인한 완결성 압박

③  교수들에 대한  feedback여지가 적음

④  강의법, 교수법에 대한 무관심

⑤  시험중심의 학생관심

⑥  정보전달에 집착, 지적 자극의 부재

2⃞ 강의의 장점

①  새로운 내용전달에 가장 효과적임

②  많은 내용은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음

③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음

3⃞ 강의의 단점

①  익명성   ② 일방적, 지루함

③  수동성   ④ 학문적 자극을 주기 어려움

1⃞ 강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  잘 조율된 음성, 정확한 발음, 억양

2⃞ 강의 준비 :  할당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강의구성 

3⃞ 강의 진행 : ① 학생 개개인의 시선을 골고루 주시하며 학생들을 바라보며 강의

  ②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맞는 언어 사용

  ③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수시로, 지속적으로 확인

  ④ 적절한 예를 찾고 다양한 제시방법을 연구

  ⑤ 학생들에게 잠시 동안 쉴 틈을 주기도 하고 질문할 기회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