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강좌에서 온라인 토론 기반 팀학습

의과대학 최 효 선



¡ 의예과 2학년 전공필수과목

¡ 수강생 118명

¡ 하나의 주제영역을 2주간 운영

¡ 적용 교수학습방법 : 변형된 팀기반학습(TBL)

수업소개



¡ 이 수업은 예비의료인인 학생이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보고
의료현장과 연결 지어 생각함으로써 사회와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읽기자료를 읽고 학습한 후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가면서 토론하는 수업이다.
¡ 이 수업에서는 실제적 문제 중심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리더
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역량, 협업능력과 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의학전문직업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수업목표 및 개요



수업설계 단계에서의 교수자 고민
고민 이유 해결안

1. 의예과 학생이 ‘사회적
이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의과대학 학생은 ‘사회 분
야 과목＇을 선호하지 않
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
제나 사례를 함께 토론하
였습니다.

2. 100명 이상의 대규모
단위 수업에서 토론이 가
능한가?

118명 수강생으로, 결국
23-24팀으로 구분하여 토
론하게 되었습니다.

팀기반학습(TBL)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단위 토
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비대면 온라인 토론이
가능한가?

비대면으로 토론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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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활용 온라인 도구



온라인 도구 #1:          GOOGLE CLASSROOM

¡ 과목별 클래스룸 생성, 학생 등록

¡ 수업 관련 공지

¡ 수업자료 공유

¡ 퀴즈



온라인 도구 #2:           GOOGLE MEET

¡ 전체 수업 진행은 구글 미트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 미니 강의

¡ 학생 발표



온라인 도구 #3:           GOOGLE DRIVE

¡ 과목별 공유드라이브를 생성하여
학생 이메일을 멤버로 등록

¡ 토론 내용에 대한 구글 DOCS
공동 작성 및 저장



온라인 도구 #4:        GOOGLE DOCS & CHAT

¡ 토론 내용 정리

¡ 구글 docs 내 채팅창을 활용한
토론



온라인 수업 진행 순서



[PRE-CLASS: 구글 클래스룸] 1. 읽기자료 읽기

¡ 일주일 전에 구글 클래스룸에 읽기자료 업로드

¡ 주제별 6~7개의 읽기자료 제공

¡ 동영상 15분 이내 1개 정도

¡ 신문기사 3~4개

¡ 학술논문 2~3개



[PRE-CLASS: 구글 클래스룸] 1. 읽기자료 읽기



[IN-CLASS: 구글 클래스룸] 2. 개인별 준비도 평가
(퀴즈)실시



[IN-CLASS: 구글 클래스룸] 2. 개인별 준비도 평가
(퀴즈)실시



[IN-CLASS: 구글 클래스룸] 3. 개인별 준비도 평가
(퀴즈) 피드백 제공



[IN-CLASS: 구글 클래스룸] 4. 팀별 준비도 평가

1) 각자 먼저 풀어보게 함



[IN-CLASS: 구글 드라이브 & 구글 DOCS] 5. 팀별
준비도 평가 내용 토론

2) 풀어본 문제에 대해 팀별로 토론함



[IN-CLASS: 구글 드라이브 & 구글 DOCS] 5. 팀별
준비도 평가 내용 토론

¡ 토론 시 여건에 따라 구글 meet의
breakout rooms 혹은 구글 docs
채팅창을 활용하여 토론



[IN-CLASS: 구글 드라이브 & 구글 DOCS] 5. 팀별
준비도 평가 내용 토론

3) 토론한 내용은 구글 docs에 정리



[IN-CLASS: 구글 DOCS & 구글 미트] 6. 팀별 준비
도 토론 발표

4) 팀별 토론 결과 발표



[IN-CLASS: 구글 미트] 7. 미니강의

¡ 읽기자료 요약을 포함하여 학습내용 강의



[IN-CLASS: 구글 드라이브 & 구글 DOCS] 8. 팀별
적용 문제 풀기 & 토론

¡ 토론 시 여건에 따라 구글 meet의
breakout rooms 혹은 구글 docs
채팅창을 활용하여 토론

à 채팅창 이용시 그 내용을
구글 docs에 붙여넣도록 함



[IN-CLASS: 구글 DOCS & 구글 미트] 9. 팀별 적용
문제 토론 발표



[IN-CLASS: 구글 미트] 10. 수업 마무리 및 다음 시
간 안내

¡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

¡ 다음 시간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



마치며



중간평가에서의 학생 반응

¡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방식, 흥미로운 수업 주제

¡ 다양한 관점의 자료와 토론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공부보다 토론이 역시 재미있다. 그렇다고 토론이 아예 노는 과목

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토론 주제를 흥미로운 것만 제시하셔서

토론이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다.



중간평가에서의 학생 반응

¡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이 섞여있어서 다같이 토론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를 최대한 끌고자 노력해주신 것이 보여서 좋았습

니다.

¡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도 토론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셔

서 원활한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업전에 미리 읽기 자료 읽고 토론하여 좀 더 집중이 잘 됬습니다.



교수자 성찰

¡ 대규모 단위 수업에서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운

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의식 수업도 준비하였다.

¡ 그러나 예상에 비해 안정적으로 온라인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물론 몇 가지 읽기자료나 문제의 경우 토론을 촉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는 개선이 필요하다.

¡ 특히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발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름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