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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교수들의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 토대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 문항들을 개발하고, 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의사소통, 학습관,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분위기조성), 33문항이 추출되었다. 둘째, 5요인들로 구

성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검사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FI, AGI, TLI 등의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RMSEA가 .08이하를 나타내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

였고, 신뢰도 계수도 .74~.83의 범위를 나타내 신뢰로운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

도와 관련성이 있는 교수신념 및 교수신뢰 척도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이 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인식 척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교수신념, 교수신뢰, 대학수업, 척도개발, 타당화   

Ⅰ. 서론

199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의 대학들은 교육보다는 교수의 연구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대학평가도 교육보다는 연구실적 중심이었으며, 교육의 질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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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등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대

학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대학들도 대학생들의 전문능력

을 개발하여, 사회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즉, 대학에서도 ‘학습자 중

심 교육체제’, ‘대학교수역량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수립하였다(송충진, 2014; 유현숙 등, 2013).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지식전달이 목적이었던 전통

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몇 몇 연구들 (민혜리, 유병민, 심미자, 2005; Johnson-farmer & Frenn, 2009)에서는 21세기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은 유능한 사회인을 준비시키는 기

관으로 미래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

다(Baeten et al., 2010). 국내의 대학들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여 ‘가르침’ 보다는 ‘학습’

에 역점을 두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Bosch 등(2008)은 ‘학습자 중심 대학

(learner-centered college)이란 대학생과 교수자 및 행정가가 함께 체계적인 학습문화를 창출하

고, 다양한 학습활동과 심층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사회 또는 실

생활에 적용 및 활용할 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서 학습자가 직접 선택하고 학습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해야하는 과정이므로, 학습자

의 적극적인 활동을 돕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한 학습자 중심 철학이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권성

연, 신소영, 김지심, 2011).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수업개선이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선

행연구들(Gelisli, 2009; Lea, Stephenson, & Troy, 2003)을 통해 밝혀졌다. Gelisli(2009)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과 교수자 중심 수업을 진행한 후 그 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학

습자 중심 수업 집단의 성취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

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대학에서는 교수자는 지

식을 전달하는 전문가로 간주하고, 교수자 스스로도 학습자의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학습내용 전달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은주, 2009; Kember,

2009).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교수자와 학생들

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15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촉진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강의

실에서 사용되는 수업방법들은 강의식 또는 설명식 수업을 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길

양숙(2003)의 연구에서 대학수업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설명식 또는 직접교수법이 81.7%, 협동

학습 10%, 직접교수법과 협동학습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는 5%, 기타 탐구학습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1.7%였다고 하였다. 물론 전공이나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수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교수방법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국내 대학들에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강의평가

도 결과중심이고, 강의평가 문항들도 교수자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심미자, 2012).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대학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은 지식전달 방식

의 전통적인 수업을 주로 경험하였기에, 교수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르침’보다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학

습’ 자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교수자들의 실제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대학의 교수자들

은 초·중등교사들과는 달리 교육실습을 하거나 교육방법 및 학습원리에 대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위취득만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이지은(2013)과 

Borich(2011)는 전공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학교수들은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과 체계적인 수업

에 대한 인식 없이 수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과물이라

고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기주도학습 등을 대학수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식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성연, 신소영 및 김지심(2011)은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도와 실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인정하면서 실행정도는 미비하다고 하였다. 또한 송충진(2014)은 학생들

은 대학의 수업활동이 설명식 또는 암기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학수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경쟁적인 학습환경과 

제도적인 측면 외에 교수자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학

습자 중심 수업설계와 수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여 대학수업에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 상의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첫째, 학습자 중심 인식척도의 요인구조는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학습자 중심 인식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습자 중심 인식척도와 교수신념 및 교수신뢰 척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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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Parpala와 Lindblom-Ylanne(2007)은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업목표

를 설정하고,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 즉 

학습자중심의 수업이라고 하였다. Delaney 등(2010)도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은 학생을 존중하

고, 학생들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라고 하였다.

길양숙(2011)도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구체

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좋은 대학수업이란 활발한 

상호작용과 동기부여 등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하

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개념은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관점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강인애, 주

현재, 2009; Baeten, et al., 2010). 즉,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과정

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수업으로 교수자의 조력과 그 역할이 강조되

었다. 예를 들면, 권낙원(2001)은 중등학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교수자가 도와주는 수업이라고 하였다. 또 강인애와 주현재(2009)는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경험하고 성찰하여 자신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교수자

와 학습자의 공유된 책임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고차적인 사고과정과 심층적인 학습활동을 하여 

최종 수업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상호존중 관

계를 토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참여가 핵심이다(Elen et al., 2007; Froyd & Simpson,

2008). 예를 들면, Elen 등 (2007)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교수자의 허용적인 수업분위기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Froyd와 Simpson(2008)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학습자에게 주도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학습활

동과 풍부한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정의를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

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유된 책임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풍부한 정보와 학습자료를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간

주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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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들이 자기성찰이나 자기모니터링과 같은 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경험과 훈련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권성연, 신소영, 김지심, 2011).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도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교수자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 또는 의지는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

을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송충진, 2014). Kember와 Kwon(2000)은 교수자가 

수업을 ‘내용전달에 초점을 두느냐’와 ‘학습자의 동기 등 학습촉진에 초점을 두느냐’에 대한 인

식에 따라 수업방법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이는 학습결과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교수자의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은 실제 학습자 중심 수업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몇 몇 선행연구들(송충진, 2014; 이지은, 2013)에서는 대학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조사를 

하였지만,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 인

식 척도의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수자들의 실제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고자 한다.

2.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구성요인

여러 선행연구들(강인애, 주현재, 2009; 권성연, 신소영, 김지심, 2011; Bosch et al., 2008; Lea,

Stephenson, & Troy 2003; McCombs & Whisler, 1997)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구성요

인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McCombs와 Whisler(1997)는 학습자의 경험, 관점, 배경, 흥미, 능력 

요구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과 다양한 교수방법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주요 요인들이라고 하였

다. Lea 등(2003)은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자율권과 함께 책임과 책무성 부여가 주 

구성요인이며, 특히 자율적인 수업환경 조성과 학습자와 교수자간에 활발한 상호작용 또는 의사

소통을 강조하였다. 또 강인애와 주현재(2009)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의미

와 구성요인들을 지식론, 학습론, 학습자론이라고 하였다. 즉, 지식론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

제적인 자료와 상황을 고려한 과제해결이며, 학습론은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하고, 학습자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과정이며, 학습자론은 학습자가 주체이

며 교수자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선행연구들(Bosch, et al., 2008; Dunn & Rake,

2010)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요인들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협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양한 

교수전략, 교수자의 신념, 학습자의 몰입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Dunn과 Rake(2010)은 선행연구

들(Lea et al., 2003; McCombs & Whisler, 1997)에서 제안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특징들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 수업의 주요 요인들을 학습자 존중, 통합된 교수-학습전략, 다양한 교수방법, 교수자

와 학습자가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공유된 책임, 자율적인 수업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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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성연과 신소영 및 김지심(2011)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도를 학습관, 수업목표, 교

수전략, 평가, 수업환경 및 분위기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학습관은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참여로 학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수업목표는 심층

적이며, 창의력 또는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고등사고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교수전략은 학습자

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등의 개인특성을 반영하고, 수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

시 등을 의미한다. 평가는 실질적 문제와 과제수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수업환경은 학습자가 책

임감을 갖고 학습자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수업분위기 조성을 의미한다.

이 상의 학습자 중심 수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수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토대로 요인들을 구성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 수업의 세부적인 교수·학습활동 과정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학습자 중심 수업의 

공통적인 특징과 요인을 포함하되 발문, 피드백, 의사소통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교수·학습 

활동과정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의 구성요인들을 학습

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분위기 조성으로 구분하여 세부 문항

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3. 학습자 중심 수업과 관련 변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에 대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중심 수업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몇 몇 선행연구들(김윤희, 오상철, 2010; 이

동엽, 박정하, 2013; Baeten, et al., 2010; Cho & Brown, 2007; Northcote, 2009; Thompson, 1984)

은 학습자 중심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교수자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이동엽과 박정

하(2013)는 교수자의 신념은 교수·학습활동과 교수자의 전문적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김윤희와 오상철(2010)도 교수자의 신념은 수업에서의 교수활동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학생

들의 학습활동과 성과물과도 직결 된다고 하였다.

‘신념(信念)’의 사전적 의미는 ‘판단’ ‘주장’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행하

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다(Northcote, 2009). 교수자의 신념이란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 자신의 가치추구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확신을 의미한다. 즉, ‘교수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목적,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관점도 

달라지며, 특히 수업의 핵심인 교수·학습활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수자가 지

식은 고정되었고, 명확한 지식전달이 주목적인 교수자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수자

가 주도하는 수업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김윤희, 오상철, 2010). 교수자 신념의 유형 분류

에 있어서는 안미리와 조인진(2004)는 교수자 신념을 교수·학습관, 학습관, 교과관, ICT 활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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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몇 몇 선행연구들(김랑, 심숙영, 2013; Northcote, 2009)는 구성주의 교수

자 신념에만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특히 Cho와 Brown(2007)은 대학의 교수자들의 신념을 학습

자중심, 교수자중심, 학습중심으로 분류하고 학습자 중심 신념은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학

습과정을 성찰하여 자신의 학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개발이라고 하였다. 교수자 중심 

신념은 시험결과와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었고 교수자의 주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학습 중심 신

념이란 학생들 간의 팀활동과 협력활동 등과 같이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이 연구는 대학의 맥락의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Cho와 Brown(2007)의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수자 신념과 함께 학습자 중심 수업과 관련 있는 변인은 교수신뢰이다. 수업의 맥락에서 

신뢰의 의미는 교수자와 학생들의 관계에서 얼마나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원들을 해 주었

는지에 관한 것으로 교수신뢰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초래하고 이는 학습효과의 극대화

와도 직결된다(정은이, 박용한, 2009). 대부분의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신뢰 관련연구들(이숙정,

한정신, 2004; 정은이, 박용한, 2009; Furrer & Skinner, 2003)에서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신뢰정

도는 학습자의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수업만족도, 학습활동 적극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면서 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공유된 책임을 토대로 진행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신뢰는 중요한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지은림 등(2003)은 친밀감, 이해공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

을 교수신뢰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숙정과 한정신(2004)은 교수신뢰를 개방성, 능력, 성실성,

친밀감, 믿음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은이와 박용한(2009)은 대학의 맥락에서 교수신뢰의 하위요

인을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맥락에서 

교수신뢰와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예비검사를 위한 연구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K, C, M대학의 교수 및 강사 210명이였으며,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01명의 자료를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하

였다. 대학별로는 K대학 111명, C대학 60명, M대학 30명이였다. 직급별로는 조교수 68명

(33.83%), 부교수 35명(17.41%), 교수 28명(13.93%), 비전임교원은 70명(34.83%)이였다. 성별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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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126명(62.69%), 여성은 75명(37.31%)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본 검사를 위한 연구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K 대학교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 25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누락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2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직급에 있어서는 조교수 91명(35.69%), 부

교수 40명(15.69%), 교수 25명(9.80%), 비전임교원 99명(38.82%)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

열이 73명(28.63%), 공학계열은 62명(24.31%), 자연계열 58명(22.75%), 사범계열 42명(16.47%), 기

타는 20명(7.84%)이였고, 성별은 남성은 162명(63.53%) 여성은 93명(36.47%)이였다.

2. 측정도구

학습자 중심 인식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수신념 척도와 교수신

뢰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수신념 척도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Cho와 Brown(2007)이 개발한 척

도를 국내의 선행연구(이순덕, 정은경, 2009; 김윤희, 오상철 2010)에서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자중심, 교수자중심, 학습중심의 3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중심 교수신념 문항

의 예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와 학습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다.’ 교

수자중심 신념 문항의 예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학습중심 신념 문항의 예로는 ‘나는 팀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한다.’‘나는 학

생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데 가치를 둔다.’ 등이다. 이 검사의 반응척도는 ‘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의 5단계 리커르트(Likert)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의 

전체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 계수는 .89 이였고, 학습자 중심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2, 교

수자 중심 요인은 .70, 학습중심 요인은 .71 이였다.

교수신뢰 척도는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척도로 대학생들이 교수들에 

대한 신뢰 인식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어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친밀감(예: 나는 학생

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전문성(예: 나는 전공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있다), 강의능력(예: 나는 강의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충실하다), 지도력(예: 나는 학생 스스

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의 4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4문항(예: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평판이 좋다’)을 

삭제하고 23문항만을 본 검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χ2=1152.68, df=152, p <.001으로 기각되었지만, 절대적합지수

(GFI)는 .92, 조정 적합지수(AGFI)는 .92, TLI는 .91, NFI는 .93으로 적합도 지수의 양호 기준인 

.90이상 이였으며, RMSEA는 .07로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08보다 낮았다(홍세희, 2001).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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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이였으

며, 친밀감은 .75, 전문성은 .73, 강의능력은 .72, 지도력은 .80이였다. 이 척도의 응답은 5점 리커

르트(Likert)식 이였다.

3. 연구절차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를 개발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검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들 (권성연, 신소영, 김지심, 2011; 유현숙 외, 2013;

Gelisli, 2009; Kember, 2009)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 척도를 학습관, 수업목표, 교수전

략, 환경 및 분위기, 의사소통 등 5개로 구분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들 중 

중복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이 없는지를 교수 5명과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이 검토하

였으며, 그 결과 완성된 1차 문항은 총 45문항이였다. 각 문항별 응답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에

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르트(Likert)식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 21일~10월 30일이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문항분석을 통해 적

절성을 확인하고 수정·보완을 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12월 9일~12월 16일 동안 

실시하였다. 이 기간은 대학의 시험 기간이거나 보강기간이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설문을 부탁하

기에 용이하였다. 자료수집은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학과에 의뢰하고, 대다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법 특강이나 티칭카페를 실시할 때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은 대략 15분 정도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검사지의 요인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술통계를 통한 양호도를 분석하였

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요인 추출모델은 주요인 추출과 직교회전 대신 

PAF(Principle Axis Factoring)방식과 사교회전인 Directed Oblimin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행동

과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다루는 구성개념들은 독립적임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인

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비설문

과 본검사에서 실시한 표본수는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하였다(Hoelter, 1983).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량,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를 구하기 위해서는 Window용 SPSS/PC+ 17.0 영문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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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예비검사의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1차로 선정한 45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첫째,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즉, 평균이 4.5이상으로 너무 높거나 1.7미

만으로 너무 낮으면서 표준편차가 .09미만으로 매우 작을 경우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3문항을 

삭제하였다(탁진국, 1996; 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2006).

둘째, 정규분포성 확인을 위해 첨도와 왜도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왜도는 1.01~1.25, 첨도는 

-.99~1.18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탁진국, 1996; 김영환, 문수백, 홍상황, 2006;

Curran, West, & Finch, 1996) 에서는 제시한 기준인 왜도의 절대값 2이상, 첨도의 절대값은 7이

상보다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차 예비문항들 중 최종적으로 42문

항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KMO 모델의 적합성은 .883을 나타냈으며, Bartlett 검증결과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기에(Chi-Square=4892.71, p <.001) 본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문항은 40문항이며,

요인은 6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이고, 문항수가 적은 경우 독립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Hair, Anderson, & Black,1995). 따라서 요인부하량 값이 .40 미만인 

5개의 문항과 요인으로 구성은 되었지만 문항이 2개로 매우 적고,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여 요인

으로 채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1개의 요인은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5요인, 33문항만을 요인으

로 선정하였다(<표1>참조). 추출된 5개의 요인이 설명하고 있는 분산비율은 의사소통 17.14%,

학습관 14.41 %, 교수·학습활동은 13.11%, 수업목표는 12.23%, 수업분위기 조성 10.20%,이였으

며, 이들 5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비율은 총 67.09%이였다. 한편 추출된 요인들로 구성된 본 

척도의 전체신뢰도(Cronbach α)는 .88이였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의사

소통은 .85, 학습관은 .79, 교수·학습활동은 .76, 수업목표는 .76, 수업분위기 조성은 .76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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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 항
요 인

1 2 3 4 5

의사

소통

(7문항)

1. 나는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토의, 토론, 매체활용 등). .83 .01 .07 .08 .04

40. 나는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80 .14 .07 .04 .10

41.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78 .04 .12 .05 .03

42. 학생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68 .01 .20 .02 .05

43.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68 .09 .02 .14 .06

44. 수업시간외에도 SNS(문자, 이메일 등)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한다. .66 .04 .03 .19 .18

45.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전문적으로 설명한다. .65 .22 .05 .04 .12

학습관

(5문항)

4.  학생의 능동적 수업참여는 교수에 의해 완성된다. .20 .76 .09 .13 .08

30. 학습은 학습자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08 .75 .05 .04 .09

34. 교수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긍정적으로 개발시키는데 기여한다. .11 .74 .05 .05 .05

36. 교수는 학생의 관심사를 항상 존중해야한다. .08 .72 .09 .04 .11

38. 학습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12 .70 .21 .05 .05

교수

학습

활동

(12문항)

19.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다. .07 .18 .62 .19 .05

39. 학습자의 개인차(배경, 능력, 사전지식, 흥미, 요구 등)를 수업에 반영한다. .15 .08 .61 .12 .16

5.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도전적인 과제(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05 .07 .61 .22 .13

20.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업계획(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정한다.
.19 .06 .60 .14 .09

6.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 .21 .58 .18 .05

28. 수업시간에 협동학습 또는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3 .08 .57 .15 .17

29. 학생들의 과제나 질문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한다. .11 .14 .57 .11 .12

24.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수준을 고려하여 질문한다. .05 .11 .56 .19 .20

40. 학생의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07 .25 .55 .37 .16

27. 수업내용과 실제적 상황과 연계를 하여 수업을 구성한다. .07 .13 .54 .31 .14

33.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속도를 조절한다. .16 .12 .54 .04 .32

34. 수업내용과 학생들의 흥미수준을 고려한 매체들을 활용한다. .06 .12 .53 .02 .16

수업

목표

(4문항)

8.  나의 수업의 최종목표는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10 .18 .12 .76 .13

14. 나의 수업의 최종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05 .15 .09 .75 .17

23. 나의 수업의 최종목표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09 .14 .16 .74 .15

16. 나의 수업의 최종목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16 .21 .08 .72 .19

수업

분위기

조성

(5문항)

9.  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11 .20 .09 .11 .74

12. 나는 학생들의 촉진자(조력자)로써의 역할을 한다. .05 .09 .09 .10 .72

17. 교수 자와 학습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업환경을 조성한다. .11 .10 .11 .12 .60

11. 수업시간에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한다. .11 .12 .13 .12 .57

13. 자유롭고 허용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한다. .17 .31 .16 .09 .52

고유값(eigenvalue) 6.41 5.87 5.11 5.37 5.36

설명변량 17.1414.4113.1112.2310.20

누적변량 17.1431.5544.6656.8967.09

<표 1>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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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3문항들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5개 요인의 상호관련성을 가정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모형은 잠재변인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의 하위요인인 의

사소통, 학습관,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분위기 조성으로 상호 관련된 모형이었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최대

우도법은 모집단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다변량 정

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첨도는 .15~1.12, 왜도는 .19~1.15를 

나타냈으며, 이는 왜도의 절대값은 2를 첨도의 절대값은 7보다 낮아야 한다(Curran, West, &

Finch, 1996)는 기준에 부합되었다(<표4>참조).

한편 모형의 적절성은 절대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RMSEA, 비표준적합지수 등을 통해 판단

하였다. 즉 절대적합지수로는 χ2/p와 GFI(Goodness of Fit Index)를, 조정적합지수는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와 함께 사용하였다(MacCallum et al., 2001). 표준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와 비표준

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여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한편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χ2는 표본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값이 유의하더라도 GFI, AGFI 및 TLI의 경우에는 .90이상 이고, RMSEA가 .08보다 

작으면 적절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홍세희, 2001; MacCallum et al., 2001).

5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214.68, df=162, p <.001으로 기

각되었으나, 절대적합지수(GFI)는 .91, 조정 적합지수(AGFI)는 .90, TLI는 .90, NFI는 .93이었음

으로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이었고, RMSEA는 .06로 .08보다 작기 때문에 5개 요인으로 구성된 

가설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RMSEA TLI NFI

가설모형 214.68 162 .91 .90 .06 .90 .93

<표 2>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표3>와 같

다. 모수치 추정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50~.82까지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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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자 중심 인식 척도의 요인구조 

추정치 검정

통계량

(C. R.)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1←의사소통 1.00 .77**

C2←의사소통 .91 .52** .12 7.43

C3←의사소통 .94 .50** .11 7.31

C4←의사소통 .80 .54** .14 5.64

C5←의사소통 .95 .73** .11 8.91

C6←의사소통 .79 .72** .15 14.12

C7←의사소통 .71 .73** .12 12.12

L1← 학습관 1.00 .71**

L2← 학습관 1.12 .66** .08 12.25

L3← 학습관 .74 .75** .09 7.67

L4← 학습관 .89 .62** .09 9.91

L5← 학습관 .91 .68** .08 11.43

TL1←교수·학습활동 1.00 .59** .12

TL2←교수·학습활동 .91 .52** .11 7.43

TL3←교수·학습활동 .84 .53** .14 7.31

TL4←교수·학습활동 .80 .50** .11 5.63

TL5←교수·학습활동 1.05 .53** .14 7.30

<표 3>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척도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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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척도의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및 신뢰도 

각 요인 별 평균과 표준편차와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r=.42~.52를 나타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1). 최종척도의 전체신뢰도(Cronbcah

α)는 .89였으며, 의사소통은 .83, 학습관은 .78, 교수학습활동은 .77, 수업목표는 .74, 수업분위기

는 .75였다.

추정치 검정

통계량

(C. R.)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TL6←교수·학습활동 .84 .51** .12 7.17

TL7←교수·학습활동 .64 .63** .12 5.58

TL8←교수·학습활동 .91 .66** .13 7.01

TL9←교수·학습활동 1.10 .57** .15 7.24

TL10←교수·학습활동 .91 .55** .16 6.68

TL11←교수·학습활동 1.14 .57** .16 7.35

TL12←교수·학습활동 .95 .64** .13 7.35

G1←수업목표 1.00 .75**

G2←수업목표 1.62 .62** .11 4.61

G3←수업목표 2.79 .82** .28 4.61

G4←수업목표 3.13 .82** .12 4.72

G5←수업목표 1.30 .66** .23 4.41

IA1←수업분위기 1.00 .72**

IA2←수업분위기 .98 .71** .08 11.20

IA3←수업분위기 .84 .68** .07 11.11

IA4←수업분위기 .86 .68** .08 9.81

IA5←수업분위기 .57 .74** .08 6.69

**p <.01  cf) C: 의사소통 문항; L: 학습관 문항 TL: 교수학습활동 문항 G: 수업목표문항 IA: 수업분위

기 조성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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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학습관

교수

학습

활동

수업

목표

수업

분위기

의사소통 (.83)

학습관 .52** (.78)

교수·학습활동 .49** .43** (.77)

수업목표 .45** .47** .51** (.74)

수업분위기 .50** .48** .53** .42** (.75)

전체 .75** .79** .77** .75** .73**

평균 3.35 3.72 3.91 3.75 3.56

표준편차 .51 .70 .69 .71 .84

왜도 .27 .36 1.14 .48 .29

첨도 .28 .28 1.15 .38 .52
** p<.01 ; 주: 대각선 괄호에 제시된 수치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

<표 4>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기초통계량 및 신뢰도 (n=255)

4. 수렴 및 변별타당도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교수신념과 교수신뢰 척도

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 중심 수업인식 척도는 교수신념과 교수신뢰 척

도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r=.50, r=.51(p<.01)을 나타내어 성태제(2002)의 상관계수 추정에 의한 

타당도 평가에 준거하여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의 하위요인

들과 교수신념과 교수신뢰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분

포를 나타냈다(<표5>참고). 학습자 중심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교수신념 하위요인들 중 학습자중

심과의 상관분포는 r=.52~.61 (p<.01)을 학습중심과의 상관은 r=.43~.60 (p<.01)을 나타내 비교적 

높은 상관분포를 나타내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수자중심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분포를 나타냈지만 상관계수는 높지 않았기에 (r=.19~.21, p<.01) 변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교수신뢰의 하위요인들과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의 하위요인들의 상관분석결

과, 강의능력과의 상관은 r=.49~.57(p<.01)을 친밀감과는 r=.46~.52(p<.01)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상관분포를 보여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문성(r=.21~.28, p<.01) 또는 지도력과

(r=.19~.29, p<.01)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분포를 나타내 변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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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신념 교수신뢰

학습자중심

수업인식 

학습자

중심

교수자

중심

학습

중심
친밀감 전문성

강의

능력

지도

력

의사소통 .55** .19** .56** .52** .22** .57** .29**

학습관 .59** .21** .54** .53** .21** .49** .23**

교수·학습활동 .61** .20** .55** .52** .23** .55** .27**

수업목표 .57** .21** .43** .46** .27** .51** .19**

수업분위기 .52** .21** .60** .46** .28** .53** .24**

전체 .55** .22** .54** .51** .26** .58** .25**

** p<.01 

<표5> 학습자중심수업인식, 교수신념 및 교수신뢰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n=255)

Ⅴ. 논의 및 결론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업개선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권성연, 신소영, 김지심, 2011; 오은주,

2009; Bosch 외, 2008)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여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대학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학습관, 교수·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분위기 조성 등 5요인, 33문항이 추

출되었다. 이 결과는 권성연과 신소영 및 김지심(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도의 하위영역인 학습관, 교수전략, 평가, 환경 및 분위기 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문항들이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수업의 영역을 수업설계, 학습촉진, 평가 등으

로 구분한 오은주(200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는 수업활동에 초점을 둔 반면 

오은주(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역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 보다는 학습자 중심 수업과정과 교수·학습활동에 기반을 두고 교수자와 학생들 간에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들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학습관, 교수·

학습활동, 수업목표, 수업분위기 조성 등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척도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비교적 양호한 상관분포를 나타냈으며,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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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도 높았다. 이는 상호관련 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가 타당

하고 신뢰로운 척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교수신념 척도와 교사신뢰 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각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 중심 수업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교수신념의 하위요인들 중 학습자중심과 

학습중심 신념과의 상관이 비교적 높았고, 교수신뢰 척도 중 친밀감과 강의능력과의 상관이 높

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는 교수신념의 하위

요인인 교수자중심과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인 전문성과 지도력과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아 변

별타당성도 확인하였다. 특히 교수신념 중 학습자중심이 교수 학습활동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신념은 교수전략 또는 교수활동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김윤희,

오상철, 2010; 조윤정, 양명희, 2008)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수신뢰 척도의 하위요인인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과 지도력들 중 특히 친밀감과 강

의능력이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친밀감과 강의

능력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핵심인 학생과 교수자간의 의사소통과 교수·학습활동의 기본역량이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의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척도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자가 스스로 필요한 요인

과 교수자 자신이 부족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보완

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는 교수자의 수업활동, 수업분위기 조성, 목표설정 및 

상호작용 등 전 수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지원센터에서 교수자들의 수업

분석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를 

들어 ‘수업목표설정’,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분위조성방법’, ‘개인차반영’ 등의 영역에 대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가드라인을 개발하는 데도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

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는 학습관과 같은 교수개인의 신념적 요소, 교수·학습활동과 같은 미시

적 수업활동, 수업환경조성과 같은 환경적 측면 등 통합적인 접근과 학습자 중심의 핵심인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일반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토론, 문제중심학습 등의 구체적인 교수방법이나, 세부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자 중심 

수업관련 요인들을 반영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전공과목 또는 교

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 척도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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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직접 진행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개선점

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대학의 교수자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기 때

문에 실제 학생들의 지각정도와 상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 인

식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실제 수업이 학습자 중심

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관련 사례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척도 개발과 타당성을 살펴보았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실제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며, 더불어 교수직급이나 경력 등과 같이 

교수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학습자 중심 수업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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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ception

of Learner Centered Instruction Scale*
1)

So, Yeon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pplicability of the S3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into offline classroom activities. S3CPS is an online system

developed to support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by using the CPS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Treffinger, Isaksen, & Dorval(2000) to provide various reasoning tools that

support both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in each major step of the model. In this

research, cases were analyzed as S3CPS was applied to courses such as the ‘Integrated

Development Studio’ and the ‘Design Studio’ at the College of Arts at ‘S’ Universit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derived the role of the instructor in class planning and class

implementation phase, the method of using the system, a team building method, and cautions

when using the system. In addition, responses and feedback given by students shed light on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of the system as well as areas requiring enhancement. Successive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ously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to actual classe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al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class contexts. This research

expects to aid in implementation of S3CPS to support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possible

use as an online system.

Key words: Creativity, Creative Problem Solving, Smart Support System for CPS, Art and

design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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