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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 교육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프레젠테이션이 융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인식 하에 효과적인 대학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학기 학습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성과를 바탕
으로 실용적인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쓰기와 의사소통> 수업 사례를 분석·평
가하였다. 그 결과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콘텐츠 기획’ 단계와 ‘표현과 소통’ 단계로 나누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대학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말하기
와 글쓰기 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화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프레젠테이션, 대학 교육, 융복합, 콘텐츠 기획, 표현, 소통

Abstract  Nowadays, the importance of presentations is emphasized more and more. But the university 
presentation education has not met the today’s needs. So this study is focused on showing effective practice 
methods and finding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university presentation education, by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presentation as a process of convergence communication. To accomplish purpose of study, I 
analyzed and criticized the case of Writing and Communication clas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s carried out practical presentation education based on former learners presentation 
outcomes. As a result, I suggested actually helpful presentation education method by dividing and explaining 
presentation process into two stages which were ‘contents planning’ and ‘expression&communication’. To 
properly actualize the university presentation education, It will have to operate as convergence program and 
activate more learner interactions, the communications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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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젠테이션(Presentation)이란, 문자나 상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성하

고, 구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상 방에게 달

하거나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 특히 워포인

트, 키노트, prezi 등의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해 구나 

손쉽게 효과 인 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젠테이션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학교, 기업 나아가 사회 모든 역에서 

젠테이션이 주요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면

서, 젠테이션 능력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

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2]. 이에 따라 한국 

학에서는 젠테이션 역을 교양 과목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학 젠테이션 교육의 상당

수는 쓰기 과목이나 말하기 과목의 일부로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교

육은 부족한 실정이다[3,4]. 실제 교육 장에서 학 

쓰기 교육이 과정에 따라 단계 으로 지도되는 것과는 

달리, 젠테이션 교육은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드물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학 젠테이션 교육에 

한 선행 연구도 많지 않다. 황순희는 공학인 상 ‘공  

말하기’ 교육의 일부로서 젠테이션을 다루고 있고

[3], 조민하는 정보 달  말하기와 설득  말하기의 비

교를 통해 젠테이션의 효과 인 조음  운율 략

을 고찰하고 있다[5]. 한편 나은미는 말하기로서의 

젠테이션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면[1], 유혜원은 젠테

이션 실습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말하기 교육의 구체

인 내용을 모색하고 있다[6]. 마지막으로 김유미는 

젠테이션 주제 선정의 요성에 주목하면서 주제 교육방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7].

이상의 논의들[1,3,5,6,7]은 그 동안 간과되었던 학 

젠테이션 교육과 련하여 발 된 논의들을 제공하

고 있다는 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총체 인 실천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의

사소통의 일부로서 젠테이션을 살펴보거나 젠

테이션의 일부 과정에만 집 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그러나 젠테이션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융복합

인 커뮤니 이션 과정을 보여 다. 콘텐츠 선정, 조사, 분

석, 의미부여, 표  계획 등의 ‘콘텐츠 생산’ 과정과 함께 

젠테이션 제작,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 등 ‘표 과 소

통’의 과정이 긴 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에서 ‘

젠테이션’을 강조하는 교육이 말하기에 치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말하기와 쓰기의 과정이 유기 으로 결

합될 때 온 한 젠테이션을 완수할 수 있다. 한 

젠테이션 소 트웨어나 련 기기의 활용 능력이나 

젠테이션 진행자의 의사소통 능력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 쉬운데,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효과 이면서도 청 과 공감

할 수 있는 젠테이션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최근 학 교육은 학문간 통섭을 강조하는 융

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러 지식분야에 걸친 복합 인 것들로 이를 

총체 으로 조망하는 능력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학

제  융복합 교육이 요하게 부상되었기 때문이다[8]. 

이러한 시 에서 새로운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젠테이션 교육처럼 융복합  

특성이 간과되었던 교과목을 재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

다. 젠테이션 교육은 인문ㆍ사회학  기반과 과학 

기술  기반이 조화를 이룰 때 최 의 성과를 이룰 수 있

는 융복합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테이션이 융복합 인 커뮤니

이션 과정이라는 인식 하에 학 교육에서 효과 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학 젠테이션 

교육의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1.2 연구 방법 

한국의 학 젠테이션 교육이나 이에 한 연구 

모두 젠테이션의 융복합 인 특성을 온 히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학기 학습자들의 

젠테이션 성과를 바탕으로 실용 인 젠테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학기술 학교 < 쓰기와 

의사소통> 수업 사례를 분석·평가하여, 학 젠테이

션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과학기술 학교의 학습자들은 공 학문의 심화

를 목 으로 하는 학술  쓰기보다는 학이나 직장에

서 필요한 실용  쓰기에 한 필요와 욕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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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진학률 0.8%, 취업률 88.6%[9]). 이에 따라 체 일

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교양 필수 과목인 < 쓰기와 

의사소통> 과목의 로그램과 교재도 학습자들의 학 

생활과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에 실제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쓰기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젠테이션 교육도 이  학기 학습자들의 성과를 

비 으로 분석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유의사항이나 방

법을 익  나가고, 젠테이션 자료를 직  작성하고 

청 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

력으로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젠테

이션 교육이야말로 이론 학습에 치 하기보다는 실제

인 략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 유용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과학기술 학교의 학 젠테이션 교

육의 사례 연구는 한 학의 특정 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 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2학년도 2학기까지의 학습자들의 젠테이션 성

과는 교재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상은 교재를 

기반으로 2013년도 이후에 수강했던 학습자들의 젠테

이션 성과로 한정하 다. 2013학년도 1학기-2014학년도 1

학기 동안 연구자는 < 쓰기와 의사소통> 총 18강좌 463

명을 담당했고, 서울 과기  모든 계열이 포함되었다.  

2. 대학 프레젠테이션 수업 사례   

서울과학기술 학교 < 쓰기와 의사소통> 과목은 창

의 이면서 논리 인 사고와 표 , 문제해결 능력, 효과

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

여, 2학  15주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쓰기 기 , 쓰기 과정, 다양한 쓰기(감상문, 자기소개

서), 발표, 토론 등 여러 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요 

역에 한 선택과 집 이 요구된다. 

연구자의 경우 젠테이션의 요성과 교육 효과에 

주목하여, < 쓰기와 의사소통> 수업  오리엔테이션

과 시험 기간을 제외한 13주  5주를 젠테이션 교육

에 할애하고 있다[10]. 그러나 5주라는 시간이 학 

젠테이션을 익히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외에

도 학습자와의 면 면담, e-class나 e-mail을 통한 상담

에 극 으로 임해 부족한 지 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 쓰기와 의사소통> 수업의 젠테이션은 

개인이 아닌 조별 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 학기에 쓰기와 말하기 모두를 배워야 하는데 평균 

25.7명(2013학년도 1학기-2014학년도 1학기 기 )의 많

은 인원이 수강하고 있어 개별 발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강의 첫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  설

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과학기술 학교의 학습

자들이 의사소통에 한 사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

족하다는 데 있다[11]. 이처럼 제한된 수업환경, 학습자의 

낮은 의사소통 수 과 부족한 경험들을 고려할 때, 조별 

젠테이션을 통해 젠테이션의 부담감을 이면

서도 워크를 가지고 효과 으로 젠테이션을 완수

할 수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 젠테이션 수업 사례를 ‘콘텐

츠 기획’ 단계와 ‘표 과 소통’ 단계로 나 어 체계 으로 

살펴보겠다. 

2.1 콘텐츠 기획 단계

젠테이션의 ‘표 과 소통’ 측면에 비해 ‘콘텐츠 기

획’ 측면은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젠테이션 

자료를 화려하게 제작하고 유창한 화술을 구사하더라도, 

가치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포착해 내고 이를 어떻게 

효율 으로 개할 것인가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청 들

과의 의미 있는 소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젠테이

션 표 과 소통 이 에 콘텐츠 기획 단계가 필수 이다.

2.1.1 사전 단계로서 프레젠테이션 전략 익히기

< 쓰기와 의사소통> 학습자들은 부분 신입생이어

서 젠테이션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지 않다. 따라서 

‘콘텐츠 기획’과 ‘표 과 소통’ 단계에 앞서, 사  단계로

서 젠테이션 략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재

를 통해 다양한 젠테이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젠

테이션 자료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발표할 때 실제 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익히고, 스티  잡스의 젠

테이션 상 분석과 3분 스피치 실습 등을 통해 말하기, 

듣기와 련된 소통 능력을 검해 보고 연습해 보았다.  

< 쓰기와 의사소통> 과목은 다른 쓰기와 말하기 

교재와는 달리 실제 인 쓰기와 의사소통 략을 익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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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의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고 있

다. 특히 연구자가 chapter 자로 집필한  학 쓰기

와 커뮤니 이션의 ‘발표’ 부분은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의 학습자들의 젠테이션 자료와 조별 젠테이션

을 들었던 청 들의 평가서가 심이 되고 있다. < 쓰

기와 의사소통> 과목은 학습자들의 수 과 필요에 맞춰 

계열별로 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실린 젠

테이션 사례와 청  평가 내용도 다양한 계열의 결과들

을 균등하게 제시하 다[12]. 

특히 아주 탁월하거나 아주 미흡한 성과보다는 학습자

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면서도 

젠테이션을 할 때 학습자들이 자주 지르는 실수를 보

여주는 사례들을 선택하여 제시하 다. 탁월한 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목표수 으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

여하는 것이 어렵고 모범 사례를 유사하게 모방하는 방향

으로 잘못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뒤떨어지는 성

과를 보여주는 는 낮은 목표수 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성실하고 극 인 비를 해할 수 있고 기  거에 맞

춰 수  낮은 성과물을 내기 쉽기 때문이다. 

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젠테이션을 수

행할 때 젠테이션 컴퓨터 로그램의 효과나 디자인

에만 치 하여 콘텐츠 기획에서의 창의성, 표 에서의 

인용과 표  문제 등을 간과하기 쉬운데, 실제 학습자들

의 젠테이션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러한 문제 들을 

검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 다.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교재에 나온 선배들의 성과를 

직  분석해 으로써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젠테

이션 략을 익힐 수 있었다. 교재에 실린 문의 잘된 

과 아쉬운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수월하게 

젠테이션 략을 익힐 수 있었고, 동일하게 지를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편 청 들의 평가서도 교재에 반 되어 있는데, 

젠테이션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젠테이션의 

다른 과정들에 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학기 선배들의 청  평가서를 기반으로 효과 인 

말하기와 듣기의 방법, 청 과 교감하며 체계 으로 

달하기 해 유의할 , 상호 존 하며 질의응답하기 

해 유의할  등에서 젠테이션 장이 반 된 정보

들을 익힐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교재를 통해 쓰기와 말하기가 

조화롭게 결합된 젠테이션 략을 체득할 수 있었는

데, [Fig. 1]과 같은 젠테이션의 과정을 따라 가면서 

보다 쉽게 악할 수 있었다. 

[Fig. 1] Presentation Process

그런데 젠테이션 과정  ‘청 과 교감하며 체계

으로 달하기, 상호 존 하며 질의 응답하기, 평가하

기’ 단계는 한정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

진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젠테이션 발표 이

 단계는 [Fig. 1]처럼 늘 순서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학습자들이 젠테이션 과정에 따라 체계 으로 

젠테이션 략을 익히고 검해 나가도록 수업을 이

끌어가는 한편, ‘발표 주제 정하기, 자료 수집과 정리, 발

표 자료 작성하기, 발표 연습과 사  검하기’까지의 과

정은 쓰기 과정처럼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이  단계

로 되돌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 행 임[13]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1.2 주제 선정 및 조 구성

젠테이션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우선 

한 주제 선정이 요하다. 젠테이션 주제는 교수

자가 미리 정해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직  선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교수자가 주제를 선정할 경우 학습자들

의 수 에 맞는 한 주제를 안정 으로 제시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지만, 지 까지 연구자의 수업에서 용

해 본 결과를 고려해보면 교수자가 주제를 정해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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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들이 직  주제를 선택할 때 더 나은 학습 성과

를 보여주었다. 주제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흥

미롭지 않다면 발표자들이 극 으로 젠테이션을 

제작하거나 청 들이 발표자와 의미 있게 소통하려는 동

기 유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 쓰기와 의사소통> 시간에는 젠테이션 

주제를 학습자들이 직  선정하도록 하 다. 과제를 일

방 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을 때, 학습자들이 자신을 통

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며, 자신의 성과에 해 지를 갖게 된다. 실제로 과제

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잘 배운 학습자들이 자신의 쓰

기 능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13]. 

따라서 학습자들이 주제 선정 시 최 한 자유롭게 자

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발표자와 청  모

두에게 의미 있고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젠테이션 평

가기 (창의성, 워크, 완성도, 의사소통 능력)에 합한 

주제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큰 원칙만 제시한 후에, 

특정 분야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반 구성원 체

가 한 가지씩 주제를 추천하도록 하 다. 이때 학습자들

이 즉석에서 주제를 떠올릴 경우 가치 있는 주제를 생각

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 주 에 주제 공모에 해 미

리 공지하고 이  학기 표 인 젠테이션 주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한 다른 

학습자의 주제를 보며 자신의 주제를 창의 으로 발 시

켜 나갈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주제를 한 에 

악하면서 여섯 개의 주제로 좁힐 수 있도록 모두 나와서 

칠 에 주제를 도록 하 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1학기까

지 각 반 인원수만큼의 주제가 1차 으로 추천되었고, 각 

반 구성원들이 가장 다루고 싶은 젠테이션 주제 여

섯 가지를 최종 으로 정하 다. 이에 따라 1차 추천에서

는 총 463개의 주제가 나왔고, 각 반 별로 최종 6개의 주

제, 총 108개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학습자가 가장 원하

는 주제를 기 으로 조가 편성되었는데 희망자가 많은 

주제의 경우 구성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여 정 인원

만 남기고 다른 차선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여 비슷한 

인원으로 여섯 개의 조가 구성되었다. 지난 3학기 평균 

4.3명으로 한 조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주제 선정과 조 구성이 끝난 이후에도 주제를 

검할 필요가 있다. 주제를 정할 때는 의미 있고 흥미로

운 주제로 단되어 최종 선정되었지만, 실제 젠테

이션 비를 하면서 조원들이 논의해 보면 창의성, 워

크,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발휘하는데 부족하거나 짧은 시

간 동안 비하고 하나의 젠테이션으로 완성하기에

는 어려운 주제들이 뒤늦게 확인된다. 이에 지난 3학기 

동안에도 체 주제  16%의 주제(17/108)가 변경되었

고, 다른 주제들도 발표 목 과 청 을 고려하여 구체화

되었다. 단 주제 변경 시 조원 모두가 논의해 본 후 교수

자에게 반드시 한 번 더 검 받도록 하 다. 학습자들이 

젠테이션에 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부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2.1.3 프레젠테이션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요하지만, 정해진 주제를 어

떻게 효과 으로 발 시켜 나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일도 

필수 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젠테이션에 한 실

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젠테이션을 계획할 때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할 을 악하거나 젠테이션을 

효과 으로 개해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일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늦어도 젠테이션 발표 이주

일 까지는 교수자와의 1차 면담을 끝내도록 하 다. 

30분 내외의 한정된 면담 시간에 효과 인 논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젠테이션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 다. 계획서는 모든 조원들이 의논하여 작성

하되 발표 제목, 주제, 목 , 조사 상, 조사 방법, 개요 

등 구체 인 젠테이션 방향이 드러나도록 하 다. 1

차 면담 시간에는 계획서를 토 로 부족하거나 유의해야 

할 지 들이 검토되었고,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

해 하는 것들에 해 함께 고민해 보았다. 이처럼 1차 면

담을 통해 젠테이션의 큰 흐름을 검해 으로써 

학습자들은 앞으로 젠테이션을 진행해 나갈 때 요

한 기반이 되는 핵심 틀을 구축해 놓을 수 있었다. 특히 

1차 면담에서 교수자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콘텐츠의 

‘창의성’과 련된 지 이다. 주제, 조사 상이나 방법에 

따라 기존 자료를 조사하여 재배열하는 수 에 머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 들을 사 에 학습자들과 

공유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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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사 상, 방법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와 련된 사례를 구체 으로 살펴보겠다. 

많은 경우 젠테이션 계획서 작성과 검토가 한 차례

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의 면담이나 e-mail, e-class

를 통한 교수자의 온라인 피드백으로 이어졌다. 2013학

년도 2학기 11002반(공과  계열) 3조는 처음 주제로 선

정했던 ‘별난 기네스북’에 해 계획서를 작성해 왔다. 그

러나 학습자들과 1차 면담에서 논의해 본 결과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기존 자료들을 짜깁기하기가 쉬워 창

의성이 발 되기는 어려운 주제라는 결론에 이르 다. 

이에 주제 변경 후 두 차례에 걸쳐 e-mail을 통한 피드백

이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이 조가 변경한 주제는 ‘드라마 여주인공들

의 신데 라 증후군’이었다. 이와 련하여 서론에서 드

라마 속에는 백마 탄 왕자를 만나 인생이 바 는 여자 주

인공이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본론에서 실제 드라

마 여주인공들의 특징을 로 언 하면서 신데 라 증후

군을 설명한 후, 결론에서는 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이므로 노력하는 삶을 살자는 요지로 마무리하겠

다는 개요를 e-mail로 보내왔다. 그러나 이 주제는 문화

비평 쪽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라 조원들의 창의

인 분석과 평가가 없다면 기존 내용의 반복이 되기 쉬었

다. 한 조원 구성 면에서나 청  구성 면에서나 남학생

의 비율이 압도 인 반이었기 때문에 발표자와 청  모

두에게 흥미롭거나 깊이 있게 발 시켜 나갈 수 있는 주

제는 아니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e-mail 피드백에서

는 이 주제를 최종 으로 선택한다면 무 많은 이야기

들을 다루기보다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나 

화 에서 표 인 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이 의 드

라마 속 신데 라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오늘날의 변화, 

즉 남자 주인공이 신데 라로 등장하거나 신데 라와 유

사한 여성 주인공이라도 극 이고 능동 으로 변화된 

지 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짚어 주었다.

결국 수업 이후에 다시 만나 논의해 본 결과 ‘학교 근

처 화  비교’로 주제가 최종 변경되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은 가장 탁월한 평가를 받은 화 을 지정하

거나 평가항목별로 우수한 화 을 지정하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는 정도로 간략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처음 변

경했던 문화 비평 주제보다는 화  탐방 조사가 학습

자들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더 합한 주제라는 교수자의 

정 인 피드백도 있었다. 구체 인 조사 상이나 평

가 기 에 해서는 다시 e-mail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

졌다. 3조에서 보내온 내용은 ‘노원 롯데시네마, 상  메

가박스, 계 CGV’를 상으로, ‘학교 기 비 지리  

이 , 직원의 서비스 응 , 팝콘 등과 같은 먹거리 비교, 

각종 할인혜택, 시설(의자, 사운드 등)’ 등을 평가하겠다

는 계획이었다. 주요 항목을 잘 잡아 주었지만 고객 이동

동선, 화장실, 매표 시간, 상 하는 화의 다양성 등도 

가능하다면 더 고려해 볼 수 있었다. 한 계획서에 있는 

항목 주로 구성할 때도 여러 평가 항목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몇 개의 특징으로 묶어서 체계화하면 더 효과

이었다. 이에 e-mail 피드백도 극장을 평가할 때 더 고려

해 볼 만한 항목이나 체계 인 구성에 을 맞추어 이

루어졌다. 

그 결과 실제 젠테이션 발표에서는 각 화 에 

따라 ‘ 화  치, 화  시설, 먹거리 메뉴, 직원 서비

스, 상  화수, 주변 먹거리’ 등으로 평가 항목이 체계

으로 제시되었고, 각 평가 항목 별 추천 순 를 매겨서 

청 들이 학교 주변 화 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젠테이션 계획서 단계에서 교수자와 조원

들 간의 긴 한 소통을 통해 한 방향으로 발 되어 

갈 때 실제 젠테이션을 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 의미 있는 결과가 가능해진다. 특히 학습자들이 놓치

기 쉬운 ‘콘텐츠의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 조사 범 , 조사 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1.4 콘텐츠 조사

발표 계획서 검토 이후에는 조원들이 다양한 방법으

로 젠테이션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조사하고 정리하

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Table 1>은 2014학년도 1학기 11001반(에 지바이

오  계열) 4조의 설문 조사 문항이 교수자의 피드백 후 

어떻게 바 었는지를 보여 다. ‘교내 학생식당 비교분석’

이라는 주제에 비춰볼 때, 설문지 안도 체로 한 

평가항목들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학생식당 ‘이용 유

무’보다는 ‘이용 빈도수’가 더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

고, 기 가격의 경우 학생식당에 한 인식이나 이용실태, 

선호도를 묻는 다른 질문들과는 층 가 다르다는 이 문

제가 될 수 있어 이 지 을 언 해 주었다. 그 결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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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instructor’s

feedback

After instructor‘s 

feedback

User’s

behavior

Do you use university 

cafeteria?

Revision (how   

often do you use 

university 

cafeteria?)

What is your favorite 

university cafeteria 

and menu?

Same

Satisfaction 

Are you satisfied with 

the price, taste,  

amount, facilities and 

serving system of 

university cafeteria?

Same 

Expect a t i on 

price

What price would be 

reasonable in 

university cafeteria?

Elimination

<Table 1> The change of survey questions  

설문조사에서는 이 질문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그런데 4조의 경우 주제의 특성상 설문 조사만으로는 

청 들에게 학생식당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설문을 토 로 

하되 가장 자주 먹는 식단의 특징이나 시설, 배식 방법 

등의 비교 분석은 조원들이 직  탐방한 결과를 함께 제

시하도록 하 다. 이처럼 콘텐츠를 조사할 때 한 가지 조

사 방법만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복합 인 조사 방법들

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설문이나 탐방 이외에도 인터뷰, 답사, 체험, 문화콘텐

츠나 선행자료 조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주제에 맞

게 활용되었다. 특히 발표의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해 단순한 하나의 조사 방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래의 사례들처럼 복합 인 조사 방법론이 활용된 경우

가 많았다. 

2013학년도 1학기 11045반(인문사회계열)에서 가장 

좋은 수(14.8 (15  만 ))를 받았던 1조는 ‘자취생을 

한 간단한 요리’를 소개하 다. 이때 요리서 과 인터

넷을 통한 선행 자료 조사, 조원들 인터뷰를 통한 요리 

제안을 통해 1차로 자료를 조사하 고, 2차로 실습을 통

해 나온 체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콘텐츠를 완성

하고 있다. 

한 2014학년도 1학기 11001반(에 지바이오  계

열)에서 가장 좋은 수(13.9 (15  만 ))를 받았던 6조

는 ‘온라인 게임의 시 별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1차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시 별 가장 선호했던 온라인 게임을 

선별해 내고, 2차로 문화콘텐츠 자료인 온라인 게임에 

한 조원들의 분석과 평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콘텐츠를 조사할 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복합 인 조사 방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제 

콘텐츠를 조사하기에 앞서 어떤 조사 방법이 효과 일지, 

구체 으로 어떤 평가항목들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결정

할 때 다시 한 번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표현과 소통 단계 

콘텐츠 기획 단계가 끝나면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 으로 표 해 내고, 청 들과 생산 으로 소통해 

내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실제로 좋은 콘텐츠를 확보했

더라도 젠테이션 컴퓨터 로그램이나 이미지, 상, 

다매체를 활용해 내는 기술 활용 능력, 콘텐츠 배치와 

련된 디자인 감각, 청 들에게 설득력 있게 달할 수 있

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때 젠테이션의 완성도는 

격히 떨어진다. 

2.2.1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및 사전 점검

조사한 콘텐츠를 효과 인 젠테이션 자료로 작성

할 때 함께 검토하면서 조율하고 작성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부분 조원들이 

나 어서 작성한다. 발표에는 모든 조원이 참여해야 하

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발표 부분을 나 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작성자에 따라 형식의 차이가 생기고 

해석이 달라져 조별 젠테이션으로 워크를 발휘하

기보다는 개인 젠테이션의 나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한 컴퓨터에 익숙한 조원 한 명이 워포인트

나 prezi 자료를 작성하고, 유인물 자료는 다른 조원이 작

성하기도 하는데 장, 의 형식이나 순서, 내용이 다른 경

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별 젠테이션 자료를 나

어서 작성하더라도 세부 형식이나 기술 방향 등은 미리 

통일해서 작성하고, 발표  최종본을 함께 확인하면서 

보완하도록 하 다. 

한편 콘텐츠를 젠테이션 자료로 작성할 때 몇 가

지 유의해야 할 들이 있다. 실제 콘텐츠 표 이 부족하

여 낮은 평가를 받았던 젠테이션 자료들을 토 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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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bad example of Presentation(3)

첫째, 청 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평가 받기 해서는 

조사했던 콘텐츠 에서 가치 있는 자료를 선별하되, 자

료의 짜깁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창의 인 조원들의 

분석과 평가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는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에, 청 들은 조별 젠테이션을 통해서 조원들만의 

시각이 담긴 양질의 콘텐츠가 표 되기를 원한다. 

[Fig. 2] The bad example of Presentation(1)

[Fig. 2]는 2014학년도 1학기 11027반(정보통신  계

열) 3조의 젠테이션 자료로 학생들의 특권인 기차

여행 ‘내일로’에 해 소개하고 있다. 조원 나름의 추천코

스를 제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추천코스로 제시된 장

소에 한 정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 의 자료를 넘지 못했다. 청 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숨겨진 명소나 조원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유

용한 콘텐츠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의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평가의 최  12 (15  만 )을 받

았다. 

둘째 좋은 콘텐츠를 분석하고 평가해 냈더라도 

젠테이션 자료에 효과 으로 표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된

다. 

[Fig. 3]은 2013학년도 2학기 11021반(공과  계열) 2

조의 젠테이션 자료이다. 청 들의 흥미를 끌 만한 

교환학생에 한 유용한 정보를 열심히 조사하 고, 실

제 인 정보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체 으로 

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고, 자료 정리가 덜 되어 있어 

지루한 발표가 되었다. 그 결과 비한 노력에 비해 13.4

(15  만 )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Fig. 3] The bad example of Presentation(2)

[Fig. 3]처럼 콘텐츠가 제 로 체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Fig. 4]처럼 비한 콘텐츠를 제 로 표 해 

내지 못한 채 무 간략한 정보만 제공되어도 문제가 된

다. [Fig. 4]는 2014학년도 1학기 11035반(조형  계열) 1

조의 젠테이션 자료이다. 1조의 경우 학교 안 편의  

세 곳의 매출 순 를 직  악하여 종합순  20 까지

의 과자들을 선별해내고, 조원들이 하나하나 포장을 뜯

어 박스의 길이와 과자의 길이를 비교하며 과  포장이 

은 과자들의 순 를 산출해 내었다. 그런데 조원들의 

분석과 평가가 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 으로 확인

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과  포장 과자의 특징이나 문제

들에 한 문제인식까지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 결과 ‘다

이제를 먹자’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며 청 들의 실소를 

자아내었고 13.2 (15  만 )으로 이 반 최 을 받았

다. 특히 조형 이다 보니 디자인에 심을 기울여 포토

샵으로 편집하고 있는데 이미지에 치 하다 보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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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instructor’s feedback>

<Before instructor’s feedback>

[Fig. 5] The change of  presentation text 

콘텐츠인 자 부분이 무 작게 표 되어 달력도 떨

어지고 있다. 

이처럼 젠테이션 자료의 완성도가 확보되어야 기

본이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표 이틀 까지 젠

테이션 자료 고를 e-class에 올려 검 받도록 하 다. 

청 들과 극 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워포인트나 

prezi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유인물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 다. 교수자는 콘텐츠의 창의 인 내용이나 효과 인 

표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취약한 표  문제와 련

하여 자료 인용, 참고문헌과 련된 부분도 꼼꼼하게 

검해 주었다. 에 제시된 [Fig. 2], [Fig. 3], [Fig. 4]의 자

료들도 고 검토를 받았지만 고를 무 늦게 e-class

에 올려 수정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크게 에 띄는 일부 

문제 만 보완하여 완성도가 많이 부족했다. 이는 청

과의 소통에 장애를 가져와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

면 고를 보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를 살펴보

겠다.    

[Fig. 5]는 2013학년도 1학기 11019반(에 지바이오  

계열) 6조의 젠테이션 자료  일부이다. 6조의 경우 

젠테이션 고 자료부터 키워드 심으로 콘텐츠들

이 효과 으로 표 되어 있었다. 다만 발표 시간에 비해 

체 자료 분량이 무 많았고 체계 으로 정리되어있지 

않고 나열되어 있었다. 한 각 장의 소제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지 악하기가 어려웠

다. 설문 조사 결과가 심이 되었는데 많은 문항이 있다 

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에 띄지 않았고, 설문 

체를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이나 평가가 부족하 다[14]. 

이러한 문제 들이 e-class 피드백을 통해 제시된 후, 부

족한 지 들이 히 보완되었다. 먼  불필요한 내용

들이 압축되고 체 리젠테이션 자료의 순서도 논리  

흐름에 맞게 체계 으로 재정비되었고,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한 소제목을 붙여 뚜렷하게 구분하 다. 특

히 설문 조사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을 색을 구분하여 

한 에 결과가 악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조원들

의 분석과 평가가 히 보완되었고, [Fig. 5]의 비용을 

비한 부분처럼 결론에서 핵심 특징들을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여 효과 으로 분석해 주고 있다. 그 결과 6조의 

경우 14.6 (15  만 )으로 이 반 최고 을 받았다. 

한편 교수자의 피드백 후 젠테이션 자료가 수정

된 이후에도 발표  사  검이 필요하다. 효과 으로 

내용을 달하고 청 과 소통하기 해 시간 여유를 두

고 발표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기자재를 검해 보아야 한다. 모든 조원들이 실

제 발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연해 보도록 했는데, 

직  젠테이션 컴퓨터 로그램을 작동해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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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테이션 자료와 발표자의 호흡 맞추기, 각 발표자

의 자연스러운 연결, 기자재와 연결된 발표 자료들의 실

행, 시간배분이나 효과 인 말하기 등을 확인해 보도록 

했다. 

2.2.2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 

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은 교수자의 개입 없이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 으로 이끌어 나가도

록 했다. 이를 해 발표 조는 발표 당일 일  와서 

젠테이션 컴퓨터 로그램을 검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비시켰다. 한 질의응답 시간에 활발한 토론

을 유도하기 해 지정 질의 조를 미리 정해 주어 발표 

조의 고를 읽고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오도록 했다. 지정 

질의 조의 심도 있는 질문이 끝난 뒤에 자유 질문을 받도

록 하 다. 

발표와 질의응답은 30분 내외로 제한을 두었다. <

쓰기와 의사소통> 수업은 50분씩 2학 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별 발표조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후 교수자

의 총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었다. 한 

시간 경과에 따른 주의 집 의 변화를 고려해 보더라도 

기의 주의 집 은 15분 정도 유지되다가 속하게 감

소하기 시작하여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최 에 다다르

기 때문이다[15]. 이에 최 한 길어지더라도 발표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 주의

를 다시 환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젠테이션은 쓰기와 말하기가 결합된 융

복합 역이기 때문에 쓰기와 련된 젠테이션 자

료와 말하기와 련된 젠테이션 실연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만 젠테이션 발표가 성공 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가령 2013학년도 1학기 11001반(정보통신  계

열) 6조의 경우 학교 주변 다양한 먹거리를 탐방한 후 맛, 

양, 인테리어, 서비스 등을 별 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젠테이션 자료에는 련 이미지와 별  수만이 제시

되고 있어 콘텐츠가 무 부족하 다. 말로 부족한 부분

들을 무난하게 설명했지만, ppt나 유인물에 핵심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발표자들은 본을 길게 읽어야 했고 청

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청  평가에

서도 직  탐방을 하여 실용 인 정보를 제공한 은 좋

지만, 발표자들의 시선처리 부족과 빠른 속도, 불충분한 

내용이 아쉬웠다는 부정 인 시각이 부분이었다. 이처

럼 젠테이션 발표에서는 발표자들이 타고난 말하기 

능력만이 요한 것은 아니다. 젠테이션 자료가 부

족할 때 말하기가 아닌 읽기가 되기 쉽고, 효과 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의 사례들은 젠테이션에서 ‘소통’이 갖

는 요성을 입증해 다. 2013학년도 1학기 11045반(인

문사회  계열) 3조는 조원들이 학교 근처 카페를 탐방

한 후 표 빙수들을 가격, 재료, 특징, 맛 등으로 구체

으로 분석, 평가하고 젠테이션 자료로 효과 으로 

표 하여 콘텐츠 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

러나 청  평가에서 확인되듯, 카페별 표빙수에 해 

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달해 주었고 활기차게 

발표한 은 좋으나 ppt를 바라보며 무 빠르게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조원들만 답변

에 참여하 고, 답변 내용도 충분하지 못했다. 3조의 경

우 이처럼 콘텐츠 표 은 잘 되었지만 청 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12.4 (15  만 )이라는 이 

반 최 을 받았다.

반면에 2013학년도 2학기 11039반(기술경 융합 학 

계열) 6조의 사례는 콘텐츠 표 이 부족하더라도 청 과

의 소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면 청 들에게는 의미 

있는 발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다. 6조는 조원들이 

부암동을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할 때 추천할 수 있

는 두 가지 코스를 짜서 직  탐방하 다. 콘텐츠 표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던 조 는데, ppt에는 조원들

이 추천 장소를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흥

미로운 사진 자료 심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고, 발표 

유인물에 그 장소와 련된 구체 인 정보를 보여주지만 

조원들만의 창의 인 분석이나 평가가 많이 드러나 있지

는 않았다. 이러한 자료 구성은 자칫 청 들이 발표에는 

집 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만 읽도록 유도하거나 식상

한 내용으로 인해 발표에 해 기 하지 못하도록 만들

어 발표에 한 집 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6조의 경

우 유인물의 내용과 조원들만의 생생한 체험을 완 히 

숙지하여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진행해 나갔고, 질문에 

해서도 조원 모두가 참여하여 성심껏 답변했기 때문에 

청 들은 유인물을 읽기보다는 발표자들에게 계속 집

할 수 있었다. 청  평가도 설명이 어 듣기에 의존했는

데 발표자가 자신감이 조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구체 이고 흥미로운 정보 달, 조원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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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사진이나 tip 소개, 효과 인 시선 처리와 말하기, 

역할 배분이 잘 된 질의응답 시간 등이 좋았다는 정

인 평가가 부분이었다. 젠테이션 자료의 수 이 

비슷한 다른 조의 경우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조의 경

우 청 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14 (15  

만 )이라는 이 반 최고 을 받았다. 

의 사례들에서도 확인했듯이 발표할 때 얼마나 청

과 소통하며 말하기와 듣기가 이루어지는가가 무엇보

다 요하며, 이는 발표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질

의응답 시간에도 그 로 용된다. 청 들은 발표가 잘 

끝났더라도 발표 주제에 한 장악력 없이 제 로 답변

을 하지 못하거나 워크를 발휘하지 못한 채 일부 조원

들에게만 답변이 집 될 때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

문이다. 가령 2014학년도 1학기 11001(에 지바이오  

계열) 3조는 학교 편의시설을 직  탐방 조사하여 유용

한 정보들을 비해 왔고, 젠테이션 자료도 고보

다 체계 으로 정리되었고, 청 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표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거의 답변이 제 로 이루

어지지 못하면서 상호평가 수 평균이 4.7 (5  만 )

으로 높게 나왔지만 젠테이션 평가에서 8.8 (10  

만 )의 조한 수를 받아 총 은 13.5 (15  만 )에 

불과했다. 반면에 발표가 조  부족했더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조원들이 사  비를 충실히 하여 질문에 

한 답변을 해주고 워크를 가지고 모든 조원들이 극

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할 때 청 들의 호감도가 상승하

기도 한다. 2013학년도 2학기 11034(공과  계열) 6조는 

학교와 가까운 동묘시장을 탐방 조사하여 청 들에 맞는 

렴하고 알찬 옷을 살 수 있는 정보를 달하 다. 발표

본은 고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  조원들

이 방문하여 얻은 생생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다만 정보

가 많다 보니 청 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발

표하기보다는 자료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았고 청 들에

게 조 은 지루한 발표가 되었다. 그러나 질의 응답 시간

에 모든 조원이 극 참여하면서 활발한 답변이 이루어

졌고 발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보완되

며 14.6 (15 )이라는 이 반 최고 을 받았다.

젠테이션 발표에서 좋은 콘텐츠가 요하다고 말

하기도 한다. 물론 기본 인 콘텐츠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청 들이 흥미를 갖고 발표에 집 할 수 있는 것은 당

연한 제 조건이다. 그러나 의 사례들처럼  청  평가

는 항상 ‘소통’에 을 둔다. 발표 이  단계에서 콘텐

츠를 기획하고 표 할 때에도 청 이 고려되어야 하겠지

만, 발표 이후 단계에서는 청 의 역할이 더 요해진다. 

한편 청 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로 젠

테이션 로그램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도 요하

다. 2013학년도 2학기 11012반(공과  계열) 6조는 게임 

순 에서는 하 권이지만 재미있는 스마트폰 게임들을 

조사하고 조원들이 직  분석 평가하여 발표하 다. 주

제의 흥미도나 콘텐츠의 비 정도에 있어서는 크게 문

제가 될 것이 없었으나 청 의 이해를 돕기 해 보여  

동 상들이 제 로 작동하지 않아 발표의 흐름이 계속 

끊겼다. 특히 청 들이 공과  학생들이었던 만큼 동

상이 제 로 편집되어 있지 않고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

한 것을 보면서 청  평가 수가 아주 낮게 나왔다(12

(15  만 )). 이처럼 발표 상황에서 동 상이나 이미지, 

사운드 등은 젠테이션을 더욱 흥미롭고 풍성하게 만

들지만 그것이 매끄럽게 활용되지 못할 때 오히려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 

2.2.3 프레젠테이션 성과 평가

젠테이션 능력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라도 

젠테이션 성과에 한 평가는 필수 이다. 발표와 질

의응답의 시간 동안 청 들은 발표조의 평가에 참여한다. 

질문, 좋았던 , 아쉬웠던 을 서술형으로 기술하고, 5

 척도로 총 을 매겼다. 청 들은 다른 조를 평가해 

으로써 젠테이션에 한 객 인 을 가질 수 있

고, 청  평가 결과는 발표조에 한 평가 자료로 활용된

다. 한 발표조가 원할 경우 청  평가 자료의 평가자 

이름을 삭제한 후 평가 내용들을 복사하여 발표 조들이 

구체 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교수자의 총평이 이어진다. 

이는 콘텐츠 기획, 표 , 소통 모든 측면에서 세 하게 이

루어지는데 먼  잘 된 부분을 부각하고 아쉬운 부분을 

제시해 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부분

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 다. 교수자에 의한 평가

는 청  평가서의 5  평균과 조율하여 최종 10  수에 

반 되었다. 

마지막으로 5  수로 조별 발표 기여도에 따라 0-5

으로 평가하는 조원 상호평가가 남는다. 이는 조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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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제 로 참여하지 않고 수만 받아가는 학습자들이 

종종 발생하여 오늘날 학의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조원 

체가 극 으로 조별 젠테이션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기 함이다. 조원들 간 극 인 참여와 한 역할 

분담이 되도록 상호평가의 요성을 사 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10]. 조원 상호평가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조원

들에 한 5  평가뿐만 아니라 수에는 반 되지 않지

만 발표 성과를 반성하고 문제 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

도록 돕는 자기 검표를 함께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젠테이션 평가 수 10 (청  평가+교수

자의 평가), 조원 상호평가 수 5 을 합쳐 총 15 이 조

별 젠테이션으로 배 되어 있다. 2013학년도 1학기

부터 2014학년도 1학기까지의 평가 수 평균을 제시해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Presentation Evaluation Score
① ② ③ ④ ⑤

1st 

semester 

2013

9.1/10 4.6/5 13.7/15
12.3

/15

14.8

/15

2nd 

semester 

2013 

9.1/10 4.6/5 13.7/15
12

/15

15

/15

1st 

semester 

2014 

9.3/10 4.4/5 13.8/15
12

/15

14.6

/15

① Presentation evaluation score by audiences and instructors, 

② Mutual evaluation score of presentation team members, 

③ Total score, ④ The lowest score, ⑤ The highest score  

동일한 평가기 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습자들

의 평균 수 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 학기 평균 총

은 유사하지만 매 학기 최 과 최고 을 보면 학습

자들 간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Best와 Worst의 평가를 받았던 젠테이

션 자료들을 비해 으로써 젠테이션에서 좋은 평

가를 받으려면 유의해야 할 을 살펴보겠다. 

평가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해 [Fig. 6]과 [Fig. 7]은 

동일한 반(2014학년도 1학기 11019반(정보통신  계열)

에서 최고 (14.2 (15  만 ))과 최 (13.2 (15  만

)으로 평가받은 두 사례를 비하 다. 

[Fig. 6]  The best example of evaluation (1)  

[Fig. 6]은 ‘ 학로 연극 제 로 즐기기’라는 주제로 최

고 을 받은 4조 젠테이션 자료의 일부이다. 연극을 

제 로 즐기기 한 실제 인 tip을 제시하고 있는데 1차

인 자료 검색으로 나오는 정보를 짜깁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원들의 경험을 토 로 생생한 정보 형태로 청

들에게 구체 인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발표를 들었던 청  평가도 잘 된 으로 조원들의 경험

을 토 로 조원 간 단합된 모습으로 워크가 좋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ppt와 유인물에 간결명료하게 정리되어 

보기 좋았고, 매우 능숙하면서도 조리 있게 발표가 진행

되었고 답변도 했다는 정 인 평가가 부분이었

다. 한 조별 젠테이션의 조원 기여도를 평가하는 

조원 상호 평가 수도 체로 높게 나왔다. 4조는 사  

조사한 정보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직  탐방하여 느낀 

생생한 정보, 조원 나름의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원들만의 시각을 제시하

고, 모든 조원들이 극 으로 비하고 참여한 결과가 

ppt와 유인물에 체계 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조

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비한 주제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면서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었고 청

과의 소통도 효과 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별 

젠테이션 평가항목인 창의성, 워크, 의사소통, 완성도

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얻었다. 

반면 [Fig. 7]은 ‘장학  혜택 조사’라는 주제로 이루어

진 5조의 젠테이션 자료의 일부로 교내외 장학 에 

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장학

을 소개하면서 서울장학재단의 를 제시하는 등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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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가 있었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해 낼 수 있는 

기본 정보만이 담겨 있었다. 이에 청  평가도 유익한 자

료가 도움이 되었지만, 에 보기 쉽게 ppt가 요약되어야 

하며 발표자들이 미숙한 태도로 목소리도 작고 자료를 

쭉 읽어서 지루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답변

도 원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부정

인 평가가 부분이었다. 한 조원 상호평가에서도 일

부 조원들이 불성실하게 참여한 것이 낮은 평가의 근거

로 제시되기도 하 다. 이러한 5조의 성과가 미흡한 지

들은 이  학기 동일한 주제로 최고 을 받았던 다른 조

와 비해 볼 때 더욱 극명해진다.

[Fig. 7] The worst example of evaluation

[Fig. 8]은 2013학년도 2학기 11021반(공과  계열) 최

고 (14.7 (15  만 ))을 받은 4조의 젠테이션 자

료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본 [Fig. 7]과 동일하게 장학  

혜택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실 이고 비교  쉽게 

받을 수 있는 장학  종류로 범 를 좁  깊이 있는 논의

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ppt 자료만 비해 보더라도 한 

에 악될 수 있도록 자료가 체계 으로 정리되어 있

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청 들이 궁

해 하는 실제 인 정보들까지도 교내 장학복지 에 

화로 문의하거나 장학  수혜를 받은 선배들을 인터뷰하

는 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한 발표도 청 들과 시

선을 맞추며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

져 소통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 다. 청  평가에서도 

지루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실제 인 정보가 잘 정리되

어 있어 흥미로웠으며, 청 의 입장에서 막힘없이 차분

하고 자연스럽게 발표했고, 답변도 잘 이루어졌다는 등

의 정 인 평가가 부분이었다. 한 기존 자료의 짜

깁기에만 머물기 쉬운 주제 음에도 모든 조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조원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원들 간의 

워크와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조원 상호 평가도 조원 모

두 5  만 을 받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주제라도 콘텐

츠 기획, 표 , 소통 모두가 완성도 있게 이루어져야 높은 

평가가 가능해지며, 조별 젠테이션의 경우 특히 

워크가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The best example of evaluation (2)

3. 결론 및 제언

지 까지 서울과학기술 학교 < 쓰기와 의사소통>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젠테이션 과정을 ‘콘텐츠 기

획’ 단계와 ‘표 과 소통’ 단계로 나 고 실제 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젠테이션 교육 방법을 제시해봤다. 특

히 서울과학기술 학교의 젠테이션 교육은 융복합

인 근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극 화하 다.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쓰기와 말하기의 능력들이 종합

으로 발 될 수 있도록 하 고, 콘텐츠 기획, 젠테

이션 자료 제작, 효과 인 의사소통 능력 모두에 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구체 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학 젠테

이션 교육이 제 로 실 되기 해서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조화

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 인 로그램으로 운 되

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상호 간의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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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  학 젠테이션 교육이 더 발 하기 해서

는 융복합 인 젠테이션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젠테이션을 비  있게 다루는 로그램이 운 되어

야만 한다. 오늘날 융복합 인 특징을 가진 젠테이

션의 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제 학 교육 장에

서는 쓰기나 말하기 과목의 일부 로그램으로 단선

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과학기술 학

교에서도 젠테이션 교육이 공통필수 과목인 < 쓰

기와 의사소통>에서 모든 학습자를 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심화된 내용은 교양 선택 과목인 <발표와 토

론>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양 선택 과목의 경우 

극소수의 학습자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

득이하게 < 쓰기와 의사소통> 과목에서 젠테이션

을 쓰기만큼의 비 을 두고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젠테이션 교육 성과를 높이

기 해서는 젠테이션에 해 비 을 두고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으면서도 쓰기와 말하기, 기술과 인간

의 융복합을 고려한 심화된 교육 로그램이 운 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 인 학 젠테이션 교육을 해서

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상호 간의 소통이 요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콘텐츠 기획, 표 , 소통의 단계

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수자와 학

습자 간의 소통은 교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실이나 상담실

에서 면담을 하거나 e-mail과 e-class를 활용한 소통이 

필요하다. 한 학습자들 상호 간의 소통은 학습자들의 

비 과정이나 참여도, 기여도에 해 수를 부여하거

나 청  평가서, 조원 상호 평가표 등을 통해 객 인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  측면에서는 수 평가와만 

연결 지을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업 분 기를 조성하고, 소통에 어려움

을 겪는 학습자가 없도록 교수자의 지속 인 심이 가

장 요하다. 

끝으로 서울과학기술 학교 < 쓰기와 의사소통> 과

목에서 실행된 젠테이션 교육 사례는 융복합 인 

로그램의 좋은 거가 될 수 있지만, 일부 학의 한정된 

성과라는 에서 모든 학으로 일반화시켜 이론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젠

테이션에 한 연구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술 이

기보다는 실용 인 교육에 을 두고 학습자의 필요와 

수 에 맞춰 젠테이션 교육 로그램을 운 하기 원

하는 학에는 실제 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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