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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학교실 집담회 「왜 Flipped Learning인가?」 - 10/16(월) 오후 5시

•수업성과 워크숍 – 10/24(화) ~ 25(수) 오후 5시반, 암병원 3층 세미나실

•mini-CEX 워크숍 – 10/27(금) 오후 2시, 미래의학관 B1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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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0, 11, 12월 교수개발프로그램 및 학회 안내┃

•MEGR  「의료인문학과 영화의 만남」 - 11/13(월) 오후 5시, 암병원 B1 대강당

•의과대학 설립 20주년기념 의학교육 심포지엄 「교실을 넘어, 현실을 건너」

– 11/9(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암병원 B1 대강당

교수자가 강의실에 입장함과 동시에 수업은 시작되지만, 학생들을 바로 수업의 현장으로 끌어오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좋은 수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 내, 학생들과 교감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작, 어떻게 학생들을 집중시킬 것인가?

수업 전, 똑똑한 5분 사용법!

일반적으로 수업은 도입과 전개, 그리고 종결로 구성됩니다.

도입은 전체 수업에서 약 5~10%를 차지하며, 예컨대 1시간 강의에서는 5분 내외의 도입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도입’ 의 과정을

잘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업, ‘도입’을 이용하라!

Unfreezing! 즐거운 수업을 위한 워밍업 필요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PPT를 켜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운동 전, 준비 운동(warming-up)이 필요하듯이, 본격적인 수업을 위해서도 분위기를 데우는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스팟 기법

S.P.O.T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퀴즈를 통해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업 전, 간단한 퀴즈 1-2개를 통해, 학생들과 교감해보세요. 

TIP 수업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강의 도입에 제시함으로써,  ‘이 수업을 다 들으면 해답을 알 수 있도록’ 학습 동기 부여를 고취

가벼운 담소

날씨, 안부 등의 가벼운 인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교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TIP 부정적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가 교감에 효과적

몸 풀기와 입 풀기

수업 전 간단히 스트레칭을(몸 풀기) 하거나, 수업 목표를 간단히 함께 읽어보면서(입 풀기) 긴장된 교실

분위기에 활력을 넣어봅니다. 

TIP PBL 수업 전,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점(교실벽 공지)을 함께 읽으면 효과적

음악

학생들에게 이미 음악은 혼자 집중을 하거나 마음의 위안을 위한 익숙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수자가 추천하는 음악 한 곡 정도를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TIP 음악은 가급적 한 두 개의 곡으로 제한하는 것이 수업 운영에 효과적

각성 상태를 적정하게 일깨워줄 수 있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자연의 소리를 추천

4개의 연결된 직선으로 9개의

점을 연결하라. 종이에서 펜이

떨어지거나 한번 지나간 점 위를

지나갈 수는 없다.

(정답은 인터넷에서… ^^)

스팟 예시

Short
말 그대로 스팟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짧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Paradigm shift 
고정 관념 깨기, 선입견, 
편견 무너뜨리기

Open minded
마음열기 효과

Taste 
맛보기, 눈치, 경험,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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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