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전략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
:학생참여수업 예시
무역학과 송윤아
2020학년도 1학기

“어제 가르친 방식 그대로 오늘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

존 듀이(1859~1952), 미국 교육학자

수업목표
 2020년 1학기 주제: “글로벌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

 해당학기에 정한 주제 하에 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왜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
지(why), 어떻게 기업이 글로벌화를 하는지(how), 무엇이 글로벌 기업의 지속경쟁우위를 가져오는지
(what)에 대한 글로벌경영전략의 이론과 사례를 적용하며 학습한다.
1.

글로벌경영전략의 기본개념 이해

2.

글로벌경영전략 이론의 이해

3.

글로벌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와 사례분석

수업운영 방법: 수업 사전준비 및 수업대기
 학습자는 실시간 수업 참여 전 간략한 동영상 시청
 학습에 대한 동기 및 궁금증을 유발하고, 학습할 이론의 이해를 도와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수업시작 10분전에 Zoom회의 입장 url을 공지함(공지사항, 문자통보)
수업대기 5분전부터 음악배경과 함께 ‘오늘의 학습’과 ‘공지사항’을 화면에 띄움

수업운영 방법: 수업입장, 본 강의 시작 전
 인사 및 출석 부르기(동시에 학습자는 채팅창에 출석표기)
 온라인 강의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출석부 이름을 부르고,
수업 중에도 이름을 되도록 많이 불러주기가 필요
 이전 학습내용을 요약하고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고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
 학습 집중 증진과 이전 학습내용의 상기효과
 이전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2명의 학생 사례발표
 이전 학습 이론을 실제 글로벌경영 사례에 접목함으로써 학습내용의 상기 및 이해도 심화에 도움

 학생발표 후 교수자의 코멘트 및 학우들의 Q&A
 교수자는 학생발표 및 Q&A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발표를 준비한 학생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을 줌으로써,
발표자 뿐 아니라 학우들에게도 학습 동기를 불어 넣어줌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참여도 포인트 부여 매시간 학습자에게 공지하여 학습참여 동기유발

수업운영 방법: 본 강의 시작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유지가 포인트
 수업 전 미리 시청한 10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견교환
 오늘의 학습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소개
 PPT, PDF, 인터넷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다채롭게 구성
 펜을 활용하여 주요부분 표시하며 강의

 강의 중에 학생들의 상태 확인, 임의로 호명하여 수시 질문 수업집중 및 참여도를 높이며, 임의 퇴장 방지 효과

수업운영 방법: 강의 마무리
 강의 내용 요약 및 확인, 과제/토론 공지, YouTube업로드
 오늘의 학습목표와 강의 내용 요약 설명
 학습한 주요개념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 이해도 확인
 강의와 관련된 Q&A
 다음 시간 서두에 사례 발표할 2명의 학생 확인, 발표관련 설명

 관련 과제 혹은 토론을 공지 (주제, 제출기한 등)
 강의종료 후 mp4자료를 YouTube에 업로드하고, 온라인강의실에 탑재함
 실시간 강의지만, 결석했거나 다시듣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과정

과제물
 과제

해당 실시간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요 학습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함
온라인 상에 과제에 대한 평가의견과 함께 점수를 부여함

 토론

학습내용 중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토론을 진행함
토론내용을 실시간 본 강의에서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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