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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s light, lack of it darkness.”
- Russian proverb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과제와 읽기 분량이 적당하고, 시험만 잘 보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 참여는 필
요 없이 관전만 잘하면 되고, 골치 아픈 팀 프로젝트가 없고, 언제 누가 지명될지 뻔하여 수
업에 긴장감이 없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교수자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과는 매우 다릅니다. 수업 시간에 무
엇을 배우고, 배운 내용들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인격 발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로 수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얼마나 쉽게 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학생들은 교수자와 수업을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자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됩니다.

교수자 자신의 좋은 수업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vs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으로 적절히 타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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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6가지 전략
· 주의 집중
학생들의 주의 집중은 쉽게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
도록 흥미로운 수업 자료를 활용하거나 독특한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
다.

·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강화
자기 효능감이란,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
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입니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학습에 대한 몰입과 지속성을 가능
하게 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강의 내용을 설명할 때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칭찬과 건
설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 협동학습 장려
학생들은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주어진 과제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
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심이 고양됩니다. 또한 서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됨으로써 성적 향상과 함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 열정 보이기
학생들은 교수자의 열정적인 자세와 태도에 의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됩니
다. 학생들을 진정한 학습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열정적인 자세와 전문성으로부터 나
오는 자신감은 필수입니다.

· 적절한 동기요인 제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요인을 적
절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가르치는 전략과 효과적인 교수법> 이종호 지음, 지식공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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