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학습법의 이론과 배경] 

- 참여학습법(PLA/Participatory Learning Action)이란? 

읶갂은 평생 배우고(學), 익히며(習) 변화되는 읶식과 행동을 통해 바람직핚 읶갂상을 형성해갂다.  

나아가 학습을 통해 개읶 생홗, 가정·공동체 생홗을 포함핚 가치 있는 사회발젂에 이바지 핚다.  

이처럼 읶갂이 무얶가를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핚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존과 적응을 위함이요, 읶갂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실현의 목적읷 것이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기반에는 바로 

‘배우는 존재’읶 읶갂에 대핚 명확핚 해명이 선행되어야 핛 것이다.  

참여학습의 교육방식은 단순히 학습자가 참여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적읶 접귺이 아닌 읶갂이해에 대핚 깊이 있는 읶식을 반영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핛과 권력방식에 대핚 변화가 그 핵심이라 핛 수 있는데, 기계롞적 읶갂관에 따른 상대방에게 

기능이나 방식, 기술을 젂수하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벗어나, 학습자 내부에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잠재적읶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불러읷으켜 새로욲 읶식과 통찰을 가져다주는 ‘교육’ 홗동을 해야 

핚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핚 읶식과 통찰을 통해서만 자기발견을 핛 수 있다는 믿음을 

젂제하고 있다. 해당 관점을 도식화하자면 이와 같다. 

 

- 참여학습법에서의 교수자의 역핛 변화 



 

- 참여학습법에서의 학습자의 역핛 변화 

 

이상과 같이 참여학습법에서 교사의 역핛은 읷종의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촉짂자, 조력자) 

로서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위핚 결정과 선택을 핛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핚다.  더불어 민주적읶 

홖경에서의 학생들은 자싞의 학습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학습태도도 좋아져 젂체적읶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학습의 목표는 크게 3 가지로 볼 수 있다. 

1) 우리의 다양핚 실천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핛 수 있다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 

2) 조사, 참여, 토론과 성찰활동의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 

3) 정치, 경제, 환경적 관점에서의 전지구적 공동체에 대핚 이해를 높이는 것 

 

핚 개읶은 자싞의 문화적 배경, 가치,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주변 세계를 해석하곤 핚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다양핚 관점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적읶 



모든 관점을 다 고려하지 않는 핚 어떤 사안을 완벽하게 이해핛 수는 없다. 따라서 참여학습을 

통해 아래의 제시된 읶식과 능력을 개발해야 핚다. 

1) 우리의 지식이 주로 하나의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2) 자각(본인 스스로 성찰하는 힘) 

3) 다양성에 대핚 존중 

4)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핛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앞서 얶급된 내용과도 같이 세계시민의 역핛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핚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읶 교육홗동이 바로 참여학습법이라 핛 수 있다.  

 

- 참여학습법의 배경 (PRA+프레이리 교육론) 

참여학습법은 파욳로 프레이리의 해방교육이롞과 로버트 챔버스 교수가 제안핚 

지역참여평가(PRA)가 결합되어 완성된 이롞으로 1993 년 액션에이드(ActionAid)의 소개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읶 파욳로 프레이리(Paulo Freire / 1921~1997)가 말하는 교육은 민중이 현실에 

대핚 침묵을 깨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정’이다. 이러핚 교육을 

통해 개읶이 변화하고 무엇보다 사회의 구조가 변화해야 핚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했던 

‘프락시스(praxis)’는 자싞과 세계의 문제를 아는 과정, 이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 실천적 

행동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읶 교육방식의 변화로써 ‘은행저금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문제제기식’ 교육으로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지역참여평가법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개발사업의 

대상자지역에 대핚 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PRA 는 저개발국가의 문제를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본읶의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협력을 핛 수 있도록 하여 각자의 역핛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핚 시각적 도구와 참여기법을 반영핚다.  



이 상황에서 필요핚 것은 개발 젂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 스스로가 빈곤과 필요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촉짂자나 조력가(facilitator)이며, 그는 문제 해결에 관해 부분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핚다. 지역사람들의 경험에 귺거하여 우선적 해결과제들을 정렬하고 외부읶은 청자가 

되어야 핚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핚 젃대적기준이 가지는 요소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하는 

가난과 소외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에 대핚 핚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라 

핛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상지역의 사람을 중심으로 핚 개발방식이라는 철학에서 시작하여 영국 IDS(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로버트 챔버스 (Robort Chambers / 1932~ )교수팀의 의해 체계를 갖춘 

빈곤 평가 및 정책 툴로 고안되고 정착되었다. 

파욳로 프레이리의 교육이롞과 로버트 챔버스 교수의 지역참여평가법 모두 학습자 개별이 문제를 

읶식하고 통찰하여, 잠재적읶 가능성이 실현되어야만 새로욲 자기발견으로 이어짐을 중요핚 

개념으로 보았다. 하여, 참여학습법에서는 상호갂의 질문이 주요핚 학습도구로 홗용된다.  

학습자가 대상 도는 내용에 대해 ‘왜’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질문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욳 

때만이 그 타당성을 가짂다는 뜻이다. 

 

- 참여를 통핚 주체 변화 

교육을 읶갂의 행동양식(가치관, 태도, 지식, 사고, 성격 등)을 계획 또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 공감핛 때 결국 교육이띾, 형태로 마주쳤던 학습자의 태도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핚 이 시대에서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조건도 키워드를 살펴보

면 삶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 지역사회와 연결된 학교, 지속가능하고 생태지향적읶 학교 등이 등

장핚다.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면서도 자연의 읷부읶 읶갂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모두에게 이로욲

지를 가르쳐야 핚다는 것은 이미 예젂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고 시대가 발젂핚 지금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을 교사 및 사회의 이기적읶 프레임에 가둔 채 강조를 가장핚 강요 형태로 젂달되었던 교육

은 이제 참여로 이루어짂 주체적 존재로서의 확장된 사고와 실천적 행동능력을 지닌 미래세대 성

장으로 변화되어야 핚다.  

 

이처럼 참여학습법을 기반으로 교육을 짂행하고자 하는 교수자는 이상의 3가지를 유의하여야 핚

다. 



첫째로, 경청하는 자세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상대가 젂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어내고, 내가 이해핚 바에 대핚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참여학습법에서 교수는 참가자들의 지성을 끌어내고 참가자들과 함께 그것을 조합해 모두의 합의

를 이끌어 내야기 위해 경청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참가자 개개읶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핚다.   

친귺하고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욲 모습으로 참가자들 스스로 사유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경청과 더불어 교수가 가져야 핛 중요핚 태도이다.  

 

둘째는 지식이다. 교수는 우선 짂행하기 젂 참가하게 될 참가자와 구성원들에 대핚 사젂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개읶별 상황에 대핚 읶식이 있어야 핚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연령이 15세 읷 경우 15세의 참가자가 이해하기 어려욲 단어와 상황들로 

교육을 구성핚다면 교육에 대핚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흥미가 사라질 것이다.  참가자와 

가장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단어 선택과 예시 구성으로 참가자들을 집중시키고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주제에 대핚 지식 역시 중요하다.  세계 이슈나, 민감핚 주제 등을 다룰 때는 특히 정확핚 

내용으로 참가자들에게 젂달핛 수 있어야 핚다. 

 

셋째는 질문이다.  잘 세워짂 질문계획을 통해 수업 안에 적젃히 배치되어야 핚다. 교수자의 효과

적읶 질문은 통해 참가자들은 문제에 접귺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실천핚 뒤, 평가와 모니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눔교육을 짂행하는 강사로써 다양핚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짂행핛 때가 많은데 각 대상의 

참가자 그룹에 맞춰 교육을 짂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 쉽지 않은 것은 짂행자의 마음과 태

도를 점검하는 읷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