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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논의된 결과, 학생들은 조별 활동을 함에 

있어서 SNS를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제의 선정이라든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SNS(Social Network Service), 안락사(euthanasia)

I. 서 론

오늘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

하는 체제가 자리를 잡았으며, 강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교수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예컨대 SNS를 활용한 강의가 

수업의 보조수단 단계를 거쳐 서서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은 대부분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모바일을 활용한 SNS 사용은 전례 없이 확산 추세에 

있다. 이는 SNS가 모바일 환경과 접목되면서 이동성과 즉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SNS 채널은 

혁신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

어지는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은 교수가 강의 시

간에 다룬 여러 이론들을 학생들이 조별로 적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

한 방법과 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팀 프로젝트 학습이 웹에 

기반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한 것이

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소통 과정, 텍스트 인용을 통한 소통, 
컴퓨터를 매개로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발표들이 갖는 오프라인상의 한계를 어

떻게 보완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 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팀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매체 활용

1. 발표자들의 팀 프로젝트 발표 전략

프로젝트 학습은 대부분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2013년 

제2학기에 이루어진 <도덕적 딜레마와 정의로운 삶>이라는 대학 

교과목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타난 정의의 원칙

을 현실에 적용해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강의의 3분의 2는 텍스트에 나타난 여러 철학자

와 각각의 사례를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나머지 시간

인 3분의 1은 5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8개조로 나누어 팀 프로젝

트를 수행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의 원리,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마
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였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에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

웠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페이스

북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SNS인 블로그의 전문적인 자료들을 인용하였으며, 유듀브

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EBS방송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발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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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락사’와 관련된 매체 활용 사례

대부분의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하였다. 그 중에서 한 조를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매체와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면대면 미팅과 휴대

폰을 사용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였
다. 다음,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맞는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각자

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예컨대 안락사의 개념이라든지, 안락사와 

관련된 시청각적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그 다음, 조원들은 주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준비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기초 자료를 토대로 만든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PPT를 통해 발표

하였다.
학생들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만화, 사진(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 M.D.), 영화(You Don't know Jack), 안락사에 관한 

개념을 밝혀주는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안락사를 찬성·반대하

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런가 하면 표를 통하여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소통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팀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매체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호응

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

로 대학생들의 매체 활용을 분석한 것이다. 논의 결과 학생들은 SNS
를 통해 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주제에 맞는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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