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강의 모니터링 절차

(대면 강의)

2020학년도 대면 강의 전환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강의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일반 모니터링 (자가진단)

온라인(이메일) 전문가 수업 컨설팅

면대면 전문가 수업 컨설팅

교수자 본인이 수업 영상을 시청하고

전문가가 수업 영상, 교수 및 학생

전문가가 수업 영상, 교수 및 학생

제공받은 자가진단 분석지를 통해

설문지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수업 운영

설문지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수업 운영

스스로 강의를 분석, 진단함

개선 방안에 관한 약식 컨설팅 보고서를

개선 방안에 관한 면대면(1:1) 컨설팅을

(전문가 분석 없음)

작성하여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함

추천

본인의 강의를 스스로 진단하고

추천

대상

개선하고자 하는 교원

대상

본인의 강의에 대해 비교적
약식화된 전문가의 분석과 의견을
듣고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원

진행함
본인의 강의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

분석과 의견을 면대면으로 듣고

대상

컨설팅을 받아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기

학과에 제출하기

학과에 제출하기

▼

▼

▼

교수학습지원팀과

교수학습지원팀과

교수학습지원팀과

촬영 일정 협의하기

촬영 일정 협의하기

촬영 일정과 컨설팅 일정 협의하기

▼

▼

▼

교수자 설문지를 전달받아 작성하여

교수자 설문지를 전달받아 작성하여

교수학습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교수학습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

▼

▼

교수학습지원팀과 협의한

교수학습지원팀과 협의한

교수학습지원팀과 협의한

촬영 일정에

촬영 일정에

촬영 일정에

수업을 진행하고 촬영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촬영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촬영하기

▼

▼

▼

촬영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촬영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촬영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 배부 후 회수

설문지 배부 후 회수

설문지 배부 후 회수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수행)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수행)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수행)

▼

▼

▼

학생 설문 결과와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전문가에게

교수학습지원팀에서 전문가에게

교수학습지원팀에서 파견해 촬영한

수업 영상, 교수설문, 학생설문을

수업 영상, 교수설문, 학생설문을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시청하기

함께 전송해 컨설팅을 의뢰함

함께 전송해 컨설팅을 의뢰함

▼

▼

▼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수업 영상과 교수 및 학생설문을 전달받은

수업 영상과 교수 및 학생설문을 전달받은

완료된 학생설문과 제공받은

전문가가 수업을 분석 · 진단하여

전문가가 수업을 분석 · 진단하여

자가진단 분석지를 작성하여

수업 개선 방안에 대한

수업 개선 방안에 대한

수업을 진단하고 스스로 피드백 하기

약식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함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함

자가진단 분석지 받기

▼

▼

▼

작성한 자가진단 분석지를

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의 수업 컨설팅

합의한 일정에 교수자와 전문가가

교수학습지원팀 담당자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확인하고

대면하여 1:1 수업 컨설팅을 받고

이메일로 발송하기

수업 개선에 활용하기

수업 개선에 활용하기

교수학습지원팀 강의모니터링 담당자 메일 주소(연락처): njh0904@inu.ac.kr (032-835-9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