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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how important prospective teachers perceive 
“student-participation classes” in college and how they experience them.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how do prospective teach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udent-participation in college? 
Second, how do prospective teachers perceive the performance of student participatory instruction in majors 
and teaching subjects? Third, what do preservice teachers require to promote student participatory 
instruction in college? I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study to the participants for the survey, received th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conducted the survey onlin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liminary teachers perceived the elements of 
student-participation in college as a whole positively and importantly. Second, prospective teachers 
perceiv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tudent-participated class in the major and teaching subjects at the 
university is generally performed in low level. Third, preliminary teachers demanded the expansion of their 
authority as subjects in the design of curriculum, the diversity and active feedback of class activities, the 
validity and fairness of evaluation, and the formation of communication relationships among participants.

Key words : Student participation classes, Prospective teacher, Importance and Performanc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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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

정 구성의 중점 사항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

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학생 참여형 수

업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핵심 역량 함양과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에 따른 수업 개선으로 더

욱 강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원양성기관에서도 강조

된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에서는 ‘수
업 운영의 현장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전공과목

과 교직과목에서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수업 방

식(융복합 수업, 팀티칭 수업, 협동 학습 적용 수

업, PBL 적용 수업, 현장 전문가 초빙 수업, 현장 

탐방 수업 등)을 경험하고 수업 수행 능력을 향

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현장 기반의 수업 방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0.2.32.1.232&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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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 참

여형 수업이 예비 교사를 교육하는 교원양성기관

에서도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학생 

참여형 수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의 적용 방안 연구

(Kim, 2016; Kim, 2018; Lee MK, 2019)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한 효과 연구(Choi and Kim, 
2018; Jung AS, 2017) 등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

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는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Lee(2013)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지식, 가치, 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

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중

심 교육은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교육,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 학습자를 신

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내용과 경험의 통합을 강

조하는 교육,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발달 과정

과 일치하는 교육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Lee and So(2017)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념

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 참여형 수업’은 ‘참여형･활동형’이라는 수

업 방법이나 형태의 변화보다는 학생들에게 경험

적 혹은 심리적으로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은 

활동이나 경험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안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내용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수준을 고려

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참여형 수

업’은 교수법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능

동적인 존재로 보고 이들이 수업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배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Kim(2018)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학생들이 수

업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스스로 지식 구성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념 이해에 도움

이 되는 또 다른 연구로서 Jung(2019)은 ‘학생 중

심 교육’이 지성 약화, 아동 방임, 교사 역할의 

소극성, 수요자 만족 교육과의 동일시 등의 측면

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반론

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중심 교육’은 전통적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

식교육에 접근하는 것일 뿐 지식교육이나 지성함

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사는 ‘학
생 중심 교육’에서 지식의 조직과 체계화,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의 탐구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

로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의 필요와 관심에만 좌

우되는 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
은 학생의 요구나 만족을 무조건 추구하는 교육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음

으로써 수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을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이다. 
Lee SH(2019)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상황적

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체험적이고 성찰적인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습득해 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종합할 

때, 학생 참여형 수업 또는 학생(학습자) 중심 교

육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맞춤형 교육과

정 개발,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수업 운영,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

험이 이루어지는 수업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적극적 협

조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공부

하는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

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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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을 운영할 수 있기 위해 현재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의 방

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예비 교사로서 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에서 이루어

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요소들을 얼마나 중요

하다고 인식하며,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분석함으

로써 이들의 인식을 토대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운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한 연구들은 

수업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나, 
학생 참여형 수업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 참여형 수

업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

구로서 Lee et al.(2019)는 유아교육학과와 일반교

직과정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유형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유아

교육전공은 체험 및 놀이 강조형, 교수전략 중심

형, 갈등형의 세 유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일반교

직전공은 교사-학생 공동 참여형, 자기주도학습 

강조형, 흥미-동기형의 세 유형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예비 교사가 교원양성과정에서 

경험한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는 향후 학교 현장

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Lee et al., 2019),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 유형 분석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범계 학생

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예비 교사의 인식 분

석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 대상 선정이 필요

하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념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실행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

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계와 비사범계를 포함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교사들

이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어떤 수준으로 경험하는지

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전공과 교직

과목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에 대

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

업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위

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관계의 측면에서 제안함으로써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

키고,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설문 조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며, 조사 대상은 D 대학교의 교직과정 이수 학

생으로 참여자 수는 141명이다.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다. 
설문 조사 문항은 5단계 라이커트 척도와 서술

형으로 구성하였다. 라이커트 척도의 경우,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요소로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

계의 측면에서 12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중요

도, 전공 수업에서의 실행도, 교직 수업에서의 실

행도를 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단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요소 도출을 위해 Lee and So(2017)와 Jung(2019)의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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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rade

1 12 8.5
2 78 55.3
3 41 29.1
4 10 7.1

Belong
College of 
Education 126 89.4

General 15 10.6

Majors

Humanities and 
Social Art 65 46.1

Natural science 39 27.7
Special education 37 26.2

Tot. 141 100.0

<Table 1> Analysis target

개발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 중에서 중요도 문항을 측정 변수로 하여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Conbach’s α의 값이 .816으

로 나타났다. 서술형의 경우, 대학에서의 학생 참

여형 수업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라이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 분석을 위해 응답 내

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문항의 구성 및 분석 대상의 분포

는 <Table 2>와 같다.  

Ⅲ. 연구 결과

1. 대학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에 관하여, 제시된 대부분의 요소

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각 요소의 중요도

에 대한 평균은 최저 3.61에서 최고 4.63으로 나

타났다.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교수-학생간 우호적 관계 유

지’(4.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Division Items

Likert
Type

Curric
ulum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rriculum decisions.
Restructure the conten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in view 
of the learner's ability and level of 
learning.
Emphasize tru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hrough the completion of 
activities rather than student activities 
themselves.

Instru
ction

Use methods such as discussions,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act in class.
Provide instructor’s help and feedback 
on student activities. 

Evalu
ation

Reduce multiple-choice paper-based 
assessments and expand performance 
assessments.
Expand process-based assessments to 
collect and feed back data on student 
change and growth in teaching and 
learning.
An evaluation plan (evaluation criteria) 
is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Relati
onship

Build a culture of student collaboration.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Descr
iptive 
Type

Improving student participation classes in college

<Table 2> Survey item

내용 적정화’(4.60),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교수자

의 도움과 피드백 제공’(4.55),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4.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

적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비 교사들은 교육과정 영역에서 ‘교육내용 

적정화’(4.60)와 ‘교육내용 재구성’(4.47),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4.30)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수업 영역에서는 ‘교수자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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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tems
Importance
M SD

Curricul
um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rriculum 
decisions.

4.30 .85

Restructure the conten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4.47 .71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in view of the 
learner's ability and level of 
learning.

4.60 .65

Emphasize tru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hrough the completion of 
activities rather than student 
activities themselves.

3.61 .98

Instructi
on

Use methods such as 
discussions,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4.01 .85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act in 
class.

4.51 .66

Provide instructor’s help and 
feedback on student activities. 4.55 .65

Evaluati
on

Reduce multiple-choice 
paper-based assessments and 
expand performance 
assessments.

3.69 .91

Expand process-based 
assessments to collect and 
feed back data on student 
change and growth in 
teaching and learning.

4.26 .76

An evaluation plan 
(evaluation criteria) is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4.47 .65

Relation
ship

Build a culture of student 
collaboration. 4.49 .70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4.63 .63

<Table 3> Import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class

제공’(4.55), ‘상호작용 활성화’(4.51), ‘다양한 수

업 방법 활용’(4.01)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

다.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

고’(4.47), ‘과정중심평가 확대’(4.26)의 순으로, 관

계 영역에서는 ‘교수-학생간 우호적 관계 유

지’(4.63), ‘학생 간 협력관계 형성’(4.49)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한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으로 

인식된 요소는 ‘학업 성취(배움) 강조’(3.61)로 나

타났다. 예비 교사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배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 정도와 달리, 보통(3.00)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2. 전공과목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실행도

예비 교사들은 전공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에 관하여, 평균이 최저 

2.91에서 최고 3.97의 범위로 나타났다. 가장 잘 

실행이 잘 되는 것으로 인식한 요소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3.97)이며, 다음으로는 ‘수
업 중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도움과 피드백 제

공’과 ‘교수-학생간 우호적 관계 유지’(각각 3.67)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예비 교사들이 인식한 전공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 실행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영

역에서는 ‘학업 성취(배움) 강조’(3.45), ‘교육내용 

적정화’(3.37), ‘교육내용 재구성’(3.28)의 순으로 

실행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수업 영역에서는 ‘교
수자의 피드백 제공’(3.67), ‘상호작용 활성

화’(3.41), ‘다양한 방법 활용’(3.38)의 순으로 실행

도가 높았다.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3.97), ‘수행평가 확대’(3.38)의 순으

로 실행도가 높았다. 관계 영역에서는 ‘교수-학생

간 우호적 관계 유지’(3.67), ‘학생 간 협력관계 

형성’(3.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공과목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

가 낮은 것으로 인식된 요소는 ‘과정중심평가 확

대’(2.91)와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3.0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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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tems
Performance
M SD

Curric
ulum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rriculum 
decisions.

3.06 1.14

Restructure the conten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3.28 1.04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in view of the learner's ability 
and level of learning.

3.37 1.12

Emphasize tru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hrough the completion of 
activities rather than student 
activities themselves.

3.45 1.06

Instruc
tion

Use methods such as 
discussions,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3.38 1.18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act in 
class.

3.41 1.15

Provide instructor’s help and 
feedback on student activities. 3.67 1.09

Evaluat
ion

Reduce multiple-choice paper- 
based assessments and expand 
performance assessments.

3.38 1.16

Expand process-based assessments 
to collect and feed back data on 
student change and growth in 
teaching and learning.

2.91 1.27

An evaluation plan (evaluation 
criteria) is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3.97 1.15

Relatio
nship

Build a culture of student 
collaboration. 3.39 1.06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3.67 1.04

<Table 4> Perform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class 
in majors

3. 교직과목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실행도

예비 교사들은 교직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에 관하여 평균 최저 3.16
에서 최고 4.20의 범위에서 응답하였다. 학생 참

여형 수업의 실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요소는 

‘토의, 토론,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활

용’(4.20)이며, 다음으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

성 제고’(4.11), ‘교수-학생간 우호적 관계 유

지’(3.91),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3.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예비 교사들은 교직과목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의 실행도에 관하여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인식

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생이 교육과

정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3.72), ‘교육내용 재

구성’(3.71), ‘교육내용 적정화’(3.55), ‘학업 성취

(배움) 강조’(3.48)의 순으로 실행도를 높게 인식

하였다. 수업 영역에서는 ‘다양한 방법 활

용’(4.20), ‘상호작용 활성화’(3.94), ‘교수자의 피

드백 제공’(3.93)의 순으로 실행도를 높게 인식하

였다.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4.11), ‘수행평가 확대’(3.90), ‘과정중심평가 

확대’(3.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 영역

에서는 ‘교수-학생간 우호적 관계 유지’(3.91), ‘학
생 간 협력관계 형성’(3.78)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과목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

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요소는 ‘과정

중심평가 확대’(3.16)와 ‘학업 성취(배움) 강

조’(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
이 분석

예비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생 참여

형 수업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

과 교직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

의 경우, 대부분의 요소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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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tems
Performance

M SD

Curricul
um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rriculum 
decisions.

3.72 .94

Restructure the conten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3.71 .86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in view of the 
learner's ability and level of 
learning.

3.55 1.05

Emphasize tru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hrough the completion of 
activities rather than student 
activities themselves.

3.48 .98

Instructi
on

Use methods such as 
discussions,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4.20 .80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act in 
class.

3.94 .84

Provide instructor’s help and 
feedback on student activities. 3.93 .82

Evaluati
on

Reduce multiple-choice paper- 
based assessments and expand 
performance assessments.

3.90 1.00

Expand process-based 
assessments to collect and 
feed back data on student 
change and growth in 
teaching and learning.

3.16 1.17

An evaluation plan 
(evaluation criteria) is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4.11 .94

Relation
ship

Build a culture of student 
collaboration. 3.78 .98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3.91 .86

<Table 5> Perform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class 
in teaching subjects

Divi
sion Items

Majors Teaching 
Subjects

t t

Curri
culu
m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rriculum decisions.

12.161*** 6.762***

Restructure the content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11.910*** 9.823***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 in view of the 
learner's ability and level of 
learning.

11.656*** 11.378***

Emphasize tru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through the completion of 
activities rather than student 
activities themselves.

1.343 1.337

Instr
uctio

n

Use methods such as 
discussions,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ject learning.

5.995*** -2.315*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teract in class.

10.399*** 7.141***

Provide instructor help and 
feedback on student 
activities. 

8.345*** 7.398***

Eval
uatio

n

Reduce multiple-choice 
paper-based assessments and 
expand performance 
assessments.

2.552* -2.095*

Expand process-based 
assessments to collect and 
feed back data on student 
change and growth in 
teaching and learning.

11.833*** 10.494***

An evaluation plan 
(evaluation criteria) is 
provid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5.044*** 4.287***

Relat
ions
hip

Build a culture of student 
collaboration.

10.745*** 7.324***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and students.

9.968*** 9.933***

*p<.05   ***p<.001

<Table 6>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tudent particip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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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들이 인식한 학생 참여형 수업 요소

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요도

에 비추어 실행도가 낮은 편이다. 교육과정 영역

에서는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

공’, ‘교육내용 재구성’, ‘교육내용 적정화’의 중

요도는 4점대이고, 실행도는 교직에서 두 문항(다
양한 수업 방법 활용,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을 제외하고, 전공과 교직 대부분의 문항에

서 3점대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추어 실행도가 

더 낮은 편이다. 영역별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

이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에서 ‘교육내용 적정화’에 

대한 중요도는 4.60이며, 전공 수업 실행도는 

3.37, 교직 수업 실행도는 3.55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능력

과 학습 수준에 맞추어 적정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Fig. 1] 참조). 
둘째, 수업 영역에서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에 

대한 중요도는 4.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공 실

행도는 3.67, 교직 실행도는 3.93으로 나타나 중

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예비 교사

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수자

의 피드백 제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로는 수

업에서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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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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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가 영역에서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대

한 중요도는 4.47이며, 전공 수업 실행도는 2.91, 
교직 수업 실행도는 3.16으로 중요도에 비해 실

행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교육과정, 수업에서의 변화의 흐름에 맞

추어 평가방식의 변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Fig. 3] 참조).

넷째, 관계 영역에서 ‘교수-학생 간 우호적 관

계 유지’에 대한 중요도는 4.63이며, 전공 수업 

실행도는 3.67, 교직 수업 실행도는 3.91로 나타

났다. 이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생 간 우호적 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을 의미한다([Fig.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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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서술 반응 분석

예비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험한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한 의견들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계의 측면

에서 다음의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예비 교사들은 교

육과정 설계시 주체로서의 권한 확대를 희망하였

다. 이는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

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학

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

는 수업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 분석

- 241 -

한 평가 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학생의 의견을 반

영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교과목이나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의 의견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거나 개설 수를 늘려야 한다

(136번). 

· 학생들을 배움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의 의

견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다(58

번). 

·교수자는 학생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첫 수업에

서 파악을 하고 수업 방식을 맞출 필요가 있다(138

번). 

·평가에 대해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

면 좋겠다(10번).

Kim(2015)은 대학에서의 학생의 수업참여가 활

발한 강좌 분석을 통해, 핵심 내용 중심의 수업 

재구성, 학생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 형성, 교수

자와의 편안한 상호작용방식 등이 특징적인 것으

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의 수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Lee SH(2019)는 학생 참여 

전략으로 교수자는 ‘촉진자와 조언자’의 역할을, 
학습자는 ‘학습목표 설정, 학습내용 조직, 실행, 
평가에 이르는 활동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또한 학습자가 교육과정 설계

에 학습 주체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다. 
둘째, 수업의 측면에서, 예비 교사들은 학생 참

여형 수업 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발표와 토론 이외의 다양한 수업 참

여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

였으며, 교수자 역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

기를 기대하면서 수업 중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조별 활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개

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54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55번). 

·학생 참여수업에서 수업을 학생에게 맡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

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이끌어가는 수업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29번).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긍정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45번).

학생 참여형 수업의 방법에는 토의 토론학습,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플립드러

닝, 액션러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들의 교

육적 효과를 보고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Lee SH, 2019).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

업의 다양한 방법들을 과목의 특성에 맞추어 활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의 측면에서, 예비 교사들은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대를 요청하였다. 학생 참여

형 수업에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업의 방식이 바뀌면 그

에 적합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

업의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임승차 예방을 위해 팀 구성

원의 참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채점 

기준을 공개하기를 요구하였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여도 평가 방식이 기

존과 같다면, 수업에 참여하여 지식을 도출하기보

다는 마지막에 교수님이 정리해주시는 내용만 들

으려고 하여 효과가 없을 것이다(59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토의, 토

론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성적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103번). 

·평가 방식에 공정성을 더해주었으면 좋겠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넣어 주셨

으면 좋겠다(20번). 

·팀으로 과제를 할 때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

한 차등 점수가 부여되면 좋겠다. 논술, 서술 같은 

경우 채점 기준이 명시되면 좋을 것 같다(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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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자가 먼저 평가의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학생 참여 

수업의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학생의 무임승차 방

지 및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 간 상호 평가

와 학생의 자기평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Lee SH(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활동중심수업에 

‘과제 및 수업시연에 대한 학생 상호 피드백 평

가’의 전략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학생 간 상호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무임승차 방지와 

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자기 평가 기회를 갖도

록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개인 및 공동의 학습

에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계의 측면에서, 예비 교사들은 학생 참

여형 수업에 적합한 소통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

용하는 분위기 형성과 교수와 학생 간의 친밀감

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

다.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틀려도 괜찮다

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

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이 틀릴까봐 두려워서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78번). 

·수업 중에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학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

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82번). 

예비 교사들은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분위기, 특히 교수

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요소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

하였다. 둘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전공과 

교직 과목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그 중요도에 비추어 낮게 인

식하였다. 셋째, 예비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시 주

체로서의 권한 확대, 수업 활동의 다양성과 적극

적인 피드백,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대, 참여

자 간 소통 관계 형성 등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원양성

기관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를 분석하

였는데, 예비 교사들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 요

소들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 공통된 것으로 나타

났다. Lee and So(2017)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학

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배움의 주체

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사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

에 있어 ‘교육내용 적정화’와 ‘학생이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것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또한 Jung(2019)은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

는 지식의 조직과 체계화, 학생과 함께 하는 공

동의 탐구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사들은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도움과 피드백 

제공’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학생 참여

형 수업에 있어 교수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

되었다. 
둘째,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 분석에서 다

른 요소들에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요

소는 ‘학업 성취(배움) 강조’이다.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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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017)는 학생 참여형 수업인 수업 방법의 변

화보다는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수업 참여 학생들의 배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배움)’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학생 참

여형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학업 성취(배움)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

적으로 성취(배움)를 강조하기 보다는 수업의 과

정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행도는 중요도에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내용 적정화’, ‘교수자의 피

드백 제공’, ‘과정중심평가 확대’, ‘교수-학생 간 

우호적 관계 유지’에 대한 요소들은 중요도가 높

고, 실행도는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요소들의 실

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넷째, 예비 교사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개선

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시 주체로서의 권한 확

대’,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적

인 피드백’,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대’, ‘학
생 참여형 수업에 적합한 소통 관계 형성’의 요

소를 특히 요청하였다. 
학습자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위해 ‘주체로서

의 권한 확대’와 ‘교수자의 적극적 역할’은 

Jung(2019), Kim(2015)과 Lee SH(2019)의 연구에

서도 강조된 바 있다. ‘수업 활동의 다양화’는 과

목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Lee SH, 2019)
과 일치한다.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Lee SH(2019)에서 제안한 학생 상호 피드백 

평가의 전략뿐만 아니라 자기 평가 기회도 확대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 참여

형 수업에 적합한 소통 관계 형성’을 위해 소통

의 가치를 공유하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

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을 분

석한 결과(Lee et al., 2019)와 논의할 수 있다. 일

반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

식 분석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해 경

험 중심과 교사 역할 중심의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한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

업의 요소를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계의 측면

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들 각각의 요소에 대한 예

비 교사의 인식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

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계의 측면에

서 체계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수업 방법을 바꾸는 것 이외

에도 교육과정의 적정화와 재구성, 수업 방법의 

다양화와 교수자의 적극적 피드백, 과정중심 평

가 및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고, 학습자 간 

및 교수자-학습자 간의 소통 관계 형성 등을 요

구한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이 미래에 학생 참여

형 수업을 운영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과 학습자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

을 권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할 필요가 있

다. 예비 교사들은 수업 중 의견을 표현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에, 우선적으

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

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과 학습자 간의 긍정적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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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수자를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학생 참여

형 수업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교직 과목뿐만 아니라 전공 과목

에서도 필요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원을 양성하는 과목의 교

수자들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 교사들은 교수-학생 간의 우호 관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는 점을 고려하여, 교수자를 위한 소통 역량 함

양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중

요도와 실행도, 개선 방안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

는 특정한 지역과 기관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후

속적으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와 수업 관

찰 및 심층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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