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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에서 인지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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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승파에의 운삭
‘F엽의 파성파 션약

m

수영애에
앙고운헌

최근 급격히 양진하고 있는 흥신애셰후 인하여 학교교육의 앙영 빛 애체는 긍격한

연P↓을 요f앙고 있[:1- . ，;>;，.육앙송셰씨의 도엽， 컴퓨터을 。1용한 학승 등응 학교쿄유세
.

세에서 용。1하기1 강하세 되는 연상을이다

。l상윤 연잉으5è 인하여 교욱공학。]라 하

연 。}이종유의 애세를 이용한 수영앙엽을 의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세 교육공학의 새녕은 보다 장영위한 의01에서 사용되고 있다

즌 Glaser

와 Coo]ey(1973l는 -과학을 실제 교욱연장에 적용하는 과13-으호 정의하고 았으여
Slolurow (1972)는 응 너 포장직o호 ‘인간의 <f승과정옹 개선하'1 위하여 수업에세，
수엽가송과 여 러가지의 교육자"-훌 개땅하고‘ 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01라 하었다
。l 정의등이 의비하는 것은 교육중학이란 단순히 공학칙 기자채즐 교읍에 웅용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한슴능역을 최대아 시키기 위하여 양전판 이흔과 공학걱 기자재을
교육에 논리석"-호 적용하역 나가는 과정엄융 의이하고 있다
때운에 Lumsdaine (1964)는 교욱공학윷 정신공학(psycho- technology)이라 청하연
서 학습자의 특성과 악 .c샤싱에 대한 충훈한 。l태에서안이 교욱공학옹 딸전시켈 수 있

다 하있다

특히 Frasc(1�75)는 교유공학의 네가지 요소응 (lJ 수엉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데 필요안 논ιl 식 근거을 제시하여 주는 이흔적 근거. (2) 수엽의 셰영과 강
이 수엽의 내용ι， 잉내

1

‘”‘1tι ;r싱짓는 잉세직 원칙(prescriptive rulesl. (3)
29-

수영의 내용선정‘ 그려고 (4) 수엽의 구체직 형태로 규정하역 。1을에 관연원 연구가
。1주어져야 핀다고 하있다
。l응에 얀련원 연구는 여러운야에서 。1추어질 수 있다 그러냐 최근까지 이등에 관

연왼 연구논 주jζ 행동주의 성21학자와 수엉성셰이흔 진운가， 그익고 교육영가 전운
가 을。l 않이 논 의하였 다

즉 1925년경 Pressey(1964)에 의하여 시작원 교육공학의 개

염은 Skinner(1954)에 의해 야온걱 근거즐 셰공양거1 의었다

Skinner는 죠작걱 초건

의 이흔에 。J각하여 학a가세응 。}주 각은 앵위수준으호 운석하여 학습자에게 순서직
으오 게공하얘 주도옥 하연 학승이 보다 표융각이라 하었다 이후 제2자 대전 당시 군
사훈련기판에 종사하였던 학자등이 증진 'f'f교학승에 란한 운세층 연구하연서 보 다
구에걱인 。1론응 세시 하였다(Mager‘

1962

Popham‘ 1970， Gagne.

1965)

특히

Gagne는 위계약 학승과세의 푼석땅영응 제안야연서 교육공학의 이온직 기오즐 세공하
였아
수영성계 진운가을e 셰셰칭근 。1온에 기'"즐 우고 수영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성
1977， Briggs & Wageí， 1981

융 성중작으로 연구하였다(Briggs
1978

Merìll

and Tenm'son

1977)

Dick & Carey，

득히 。1을응 수영성계의 구성요소호 요쿠웅석

피}세운석‘ 수엄천략으1 수링 그리고 수엽과장의 영가 응응 을고 이을 우성요소 내에서
"
-

수행하여야

고[세흔 구에객으E 운삭하고 채계화하였다

그러나 이을의 영구는

Wildrnan{l981) 의 >1가파 깐이 익1간의 학응과정에 대한 。1 tq응 충운히 앙용하지 옹하
1청에 。)흥 세계작으호 작용시키지 옷항으호써 수엽성계응 과정보다는

수앙섣계

고

>

경과‘ 즉 수잉자료으l 인구에 보다 않은 노럭을 경 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커녕 까 진우>1등은 친대갱가의 개영을 땅천시카연서 교육과장‘ 구깨석요흐
는 수영방영의 :iL융성 응 멍가하연서 교육공학 안진에 '1여하여 왔다(Bloom
Cronbach

1963_ Scriven

1967)

1971

그러나 이을 역시 앵옹주의 싱려학자을과 같은 학

승과세의 운석땅염과 강은 망언을 택항으로써 그을이 갖는 운제정을 걷이 갖게 되었
다
얀간이 어익I >"1영R

거쳐 이영게 정jι플 처21하는가증 구영하려는 인지 싱리학 운

야의 연구는 1970녀대 이후 ff격하게 땅천>1어 왔다 쳐근을어 학습과정에 대한 인 지
"

1

이온이 」이나 갓':1 i.l >q C:!-7-되고 있.2..Di 영안작으로 이틀의 이촌이 않이 수용되고

있다

기역의 。J치각 4성， 시억>"1 인출에 관'J펀 이온은 교육직 얘세응 이용하는데

새로운 시가에서 이‘1'1-.:1의 새ζ운 시사정응 셰시힐 것이다
앙익i옹 교육

δ

6ι에

:0:

�ι}ι1 �

그러나 인지걱 정근의

이시까지의 시 도 (Smith and Smitι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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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gne‘

1982. Greeno， 1976. McCormíck， 1976. Resníck， 1976)에도 응구하고 인지이론이
아직 셰제적.2...3ζ 성려되지 않았기 때운에 교육공약에서 충운히 이용되지 옷하고 있다
그러으호 본고에서는 교육공학척 정큰의 영카지 운재정안을 잔얀허 제시하고 인지
상리학석 잉장에서 이의 해경융 위한 시사정융 제시하려 한다

그려냐 구셰격인 연에

서는 아직 충운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논 상태01기 에운에 구에착이여 성셰칙인 시 샤
정융 세시하기논 어영다
수엽의 과성

이을의 둔제정옹 (J) 학숭과셰의 운석. (2) 수염의 걱l학과

(3) 수엽애세의 축연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숨파제의 분석

학습과셰흘 세부칙3호 훈석하고 세계화하려쓴 시오는 Tyler와 Bloom풍에서 시가
되고 있다

즉 Bloom{l956) 등은 학습과셰흥 앨차걱으호 내용과 행옹수준으혹 구운

하고 다시 앵옹수준융 욕장정(complexity)의 원리에 의거하여 지식
석. 종엉. 평가의 여섯단계로 운휴하고 있다
행옹수준인 증앙

‘

。1해

끽응

걷

Bloom 응에 쇠하여 영카능럭은 하위의

운석 능력 등에 기호하고 있다 하였다

그려나 최큰의 영'" 연구에서는 이듣 능력칸에 위계각 관계까 의신스야유 것으포 악
혀지고 있다 즉 Melton의 연구(1964)에 의하연 맹가능력은 운사아니 종항등역 파는 관
계없다고 하앙다

。1를 연구에 의하연 Bloom석의 교육욕요 분유학은 교육영가흐 의

해서는 효융적이냐 수영설제 특히 수엽겨 내용과 헝태풍 건칭하는 이1는 그리 크게

도

웅이 ，，1치 웃깐다고 지칙하고 있 다 。1것은 Bloom등에 의하여 분석된 쿄육의 옥표(예
푼삭역)는 。1 옥표의 양역은 셰시하고 있으냐‘ 이 옥표흥 학승자가 학승하논 <jl 요구
의는 구세직 학갇죠건 또는 학승자의 사고과정을 밝히지 옷항으호 수엽을 계획하는데
크게 도←웅을 주지 옥한마는 것。l다
수영의 내용과 형태흘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Gagne(I974)의 위제작 과제푼석
앙'tI이 표용걱。l라 한다

Gagne의 기온걱 사고는 용장한 학숭과셰흘 하위의 한송과제

호 운석앙으호써 학습의 위계흘 경갱하고 학융조건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C.L는 이 .C닌 능이(capabi1ites)을 크게 언어능력， 인지기놓， 인지천략， 태도 벚 운옹기
긍�l 아‘.! ，�지 잉약으E 나누고 이 영역에 따라서 학숭의 조건이 다르다고 하였다
δ ..:.L:

특

얀 시기:。 영역에서 8가지의 학숭아 위계칙으호 구성되어 있고 하위의 학승은

상위 아 :-r91 학승조컨이 왼다고 하였다 그러냐 죄근의 연구에서 Gagne의 위계칙 과제
ι‘1잉‘

r! ‘1 '시μ유 안고 있다

"1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휠 수 있는 데 하나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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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다양성에 관한 운셰이-". 다은 히냐는 학슬과제의 구죠외 。|에 연계원 내걱 71 �.;
과의 관계에 관한 운셰이다
Resnick， Siegel， Kresh(1977) 의 연구에서 하위의 학습과세응 학습하는 것。] 상위
의 학승과제응 수행하는데 보다 효과각이라논 것이 암혀겼다 그랴니 또 한인o룩는
성}위의 학습과깨우디 야승 하게 원 때 하위의 학숭파셰풍 보다 용이히게 억슴힐 수 있
이우기 "이의 회}융과셰룹 학습하는 것이 상외과세워 익r]응어j

다는 것도 밝혀졌다

-ß-o] 인다 하여도 그이유샤우엿인지
、Vang， Resnick

.

운영 하지 앓다

Guttman의 Scale응 。J‘�한

Schuetz0977J의 연구에서오 하위의 악읍괴세기 ""느시

세에 대한 선수학습 요소가 of닝을 �l펴고 있다

’

λ
c.'
。" 까기

즉 이능의 안주는 E리식으쇼 운석

완 화습위계용 Guttman의 Scale을 。1용하여 실중각으sc 그 타잉 성승 운F삭한 결괴가
즉 학융위제의 농리성이 야승자에 따아서는 다으

안드시 일치하지 않논다는 것이다

오히려 Piaget식의 사고앙엉이 우히려 효과각이라는 것융 앙

게오 냐타난다는 것이다

히는 연구도 있다(Resnick‘ Wang‘ Ka미an， 1970)_ 즉 수개염의 학습에서 。1위의 학
승요소는수정합의 순서화. 수깅항의 비교， 수 세기， 대응과 같운 것。1다
두벤째 운셰는 학승아제의 구주와 학습과정에서 -'L우되는 학습기 능파의 관계에 판
한운셰이나 White(1973)은그의 연구에서 Gagne의 위계각 과세운삭 역시 주이친 이
승과"1의 내용구조응 운석하는 것이지 주이진 과제 를 애결하는미 」gT되τ 1; -i，"'-;<i이
내걱 사고 과정을 운석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다

이]을 능od 언이걱 학슴까-'1， ε 。J

해하는데 있어 학습과제의 구조오 중요하지안 "-나 중요한 것은 익승자의 내각사고과
"。‘ 즉 부효화， 의미화와 기억， 그리sc 인층의 양대 등이아는 것이나

。 l�l_O_
‘ .，. -L

(이 샤으
ι 。 、

Gagne의 학승위계운석방영응 갱od척인 것o후 보고 있다 즉Cagne에 의허 윤석된 까
위의 과세을을 애견하'1 위애 iι二F되 는 학습자의 내 직 사고 과정이 다시 위계각유오
운석펼 수 있다는 것이다
。1같은

Sanders (1980) 는

잉장에서

processmg‘

(21 íeature extraction‘

respon잊 programmmg，
(19791， Posner{ 19ïH'

운세해결의

애걱

(3) identification，

사고과정￡흐

(1)

(4) response choice，

(6) moter adjustment흘 을고 있다

p:-e
(51

。l외에노 McClelland

낭。l 인강의 정lι'1려과정에 관연원 여러가지의 기응을 운삭

하고 있다
이을 연구샤 μl육
당라질 수 있고

i

이에

!L:;l

내용밍 정ι��f 수이

，--c

사사성은 학습과셰의 득성에 약라 정보처리의 수준이

영"-치 리의 과정과 수준。l 달라갱에 따라 악습의 경과(기역의

“.t‘↓ 신나{

섯이다 그어무」ζ 악습과세의 운석시 학승오}세의
32

-1- s.운식 운안아니아1 그 과제응 수행히는데 요구띄는 정X서리의 과정과 천략도 분
사51어야 한마
/

2

수엽의 과정과 전략

교유용야에셔 일차걱으로 관성을 가졌던 천략은 한승과제의 셰셰칙인 제시이마

즉

이온에 I아야 학승과제응 아주 작은 얀위오 운ir하고 。[종 순서에 따아 셰

�kinner91

세작으호 셰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갇。1 단순한 짜정은 프호그랭 학승에 관한 언구

에서 。1이 잉허졌옷이 많은 논란과 '1얀옹 받고 있다
이에 Gagne는 AtkinsOn과 ShiffrÎn (l968)의 요형에 따라 수엉의 얀겨1흥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각 수업단계에서의 수영천약을 충운히 제시하지 옷하는 운셰청응 지니고

있다
으

안연 정보서리 。l촌의 운야에서는 Atkinson파 5hiffrin의 오영내에서안도 수않

연구능 수앵하고 인깐의 기역과정에 관한 원리흥 밝혀내고 있다

。l을의 원리을은

구세객으포 수 엽의 계열을 결정하고 학숭내용옹 죠직하논데 중요한 준거까 되고 있다

온고에서는 아얀 ]ay(1983)가 제시한 몇가지의 원리안응 영 예호써 간안히 셰시하고
자 한다
악승"1의 기억력과 주의 장중력이다

칫써

에 서<1양 수 있는 양이 셰 한되어 있묘여
gl다

인지싱려학의 연구에서는 인잔이 한버

한언에는 한 가지의 과세 밖에 수행영 수

또한 학승자의 능역에 따라 구셰걱 운제사대에 주의플 갱중시킹 수 있는가 없

는가가 결정띈다고 하었마

고1육내용'1 양

셰λ1시깐

이 원리응 교수과정에 반영시킨다연 학습자에제 세시되는
세시망영

내용의 곤란오 수준 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

인응 한다
둘째， 다양한 정보치리의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지리를 효융격으흐 힐 수 있게
ò�여준다

즉 언어적인 정보가 도해나 그링과 장이 셰공되연 아옹의 성상을 더욱 안

’1 시키고 기역의 양을 증대시킨다

예운에 교육공학적 정근에서도 그힘

지도， 도에

등이 보다 않아 사용되어야 하고 학습과정에서도 교사가 다양한 생상야냐 의이화의 과
섯ξ 용→하여 정1ι처리의 수준을 강야 할 수 있는 기회의 셰공이 요구띈다
‘11얘‘

싱

9

셔ε1 천략에 관연왼 운셰이다

학융자플은 그을의 지작능랙， 과거의 경

tι뉴 :1-:;'걱 시식의 양 등에 따라 운셰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학

자을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수엽의 앙엽은 얄라져야 한다 예풍 을연 영채야의 정
‘

’1이，'，앙ιj 시시아의 정보지리과정은 문온각으호 다흘 것이라는 것은 영게 ;잉작이
33

간다

그렁에도 우구하고 그을에게 깎은 앙영으호 수염을 진행시킨다연 그 ι「엽은 운

셰정올 지난 수염이 인다

그리cf 상제 수영장연에서는 야융자가 지닌 정보서리전략

의 특생윤 우시되고 있는 경망이다

최은 이에 관한 연구가 않。1 이루이지고 있a나

아직 셰세화하기에는 이려운 영이 않이 있다 다안 온고에서는 Weinestein과 Mayer
(986)가 세시하」’ 있는 8샤지 영역의 회윤낀략안을 제시한다

각 영역내에서도 다양

한 천약야 사용이고 있으이 。1 천략응 한승자의 연영， 지칙능력， 과거경험 둥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사용 니고 있아
11 키본적 학융파제에 대한 애연전략

태양계익 행성이릉 fε논 잔학언호냐 정。l 얀순한 내용을 암기땅 때 사용하는 전약
2) 욕장한 학융파체에 대한 채연전약
과하고찌의 욕땅한 내용파 장은 것을 악융한 때 사용하는 진꽉

。l에 학습하는 내

용중에서 중요한 성을 선택하고 소리내서 있거냐 척어보는 것파 같은 전략을 사용

3) 기용학융과세에 대한 정교화의 전약
학승자는 주이진 정보응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어진 성jι에 어떤 의이을
셰용하고 이1 조맥화하려는 천략을 사용한다

예응 을연 두개의 단어가 옹시에 셰공

원 때 이응 두개의 단어오 앙기하려 하기보다는 우재의 안어응 의이있게 묶어 암기하
려 한다

구에착 예응 을여 등고기아 시파악는 단어등 셰강였은 에 이늑; 두 안어를 옥

딩걱으로 암，1하려 하치 잉고 응고기가 사파응 울고 있는 정언을 연상하고 。1응 암기
하려 한다
，) 복장한 파제에 대한 정교화의 전략
복앙한 과셰에 직πl하게 걷 c대 학승자는 내용응 요약

정이

세계화 응의 다양언 앙

영으효 그 내용옹 장교화한다
5) 기용파저에 대한 조직화의 전라
얀순하게 옥린걱으호 제시핀 과제흥 학숭A을은 이을을 의이있게 재조직하여 하나
의 체제3ζ 구성하고 이 에제 를 기억하려 한다
6) 올장한 파세에 대한 조직화의 전략

교L야‘1 '1 에8 。→ 사응":� ，，� �t간자는 천세직인 채요응 파악아고 구새끽인 사망은 이
구조 속에사 이·μ1υ

�t다

7) 이해 조생 전략
흐익!"-j .�lèf{nH"ta-CCl!mitionl응 의이하며 학숭옥표응 성정하고， 그 욕요을 성취항
수 있← 망이? ‘;! ’� ��이

'L안 원요하다연 방안옹 연따시키는 전약응 의이한다
←

J4

즉

조인지는 어"1게 바1션 인지가 설 월것인가에 대한 깐약이다

。1 천략온 이숭자가 지

니고 있는 지은 안지구소， 파제의 득성 응에 않운 영양응 얻는다

8) 정의적 전략
악;}은 아습A에게 학습과세가 셔[공되어겼다 하여 그대호 학승。l 이루어"1는 것이
아니아 학습자가 스스호 학슴환경웅 i성하고 용셰연 얘안이 가늠하다 즉 학승자가
ιtfi가"1에 주의승 칭중하고 혁승에 걱극 창여할 애얀이 학숭운 효과걱이다
이 상에서 8개의 。3역에 정친 악승천약응 제시찌았으나 구페직인 장연에서 학융자에
아싸 나양안 신약을 샤용마고 있응。j 않은 영우에서 밝혀지고 있다

얘운에 수엽파성

을 효율걱으요 겨1외하기 위해서는 。j들의 학습진학. 오는 정요쳐괴전략융 。1해하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띈다

3

수업매체

종래의 수엽애세에 관한 영우는 어떤 수엽애셰가 "-다 -'L자걱인가에 오아쳐 왔다
그러나 이을의 연구는 Glaser와 Coo!ey(1973)‘ 또는 Levie와 Dickie(l973) 등이 지직
한 바와 깐이 전반적언 즉연에서의 수영애채 비교 연구는 큰 가치를 갖기 이영다
어야한 유형의 한승E 다양한 매에1에 의하여 ，)능하아

즉

즉 학슴이 어떤 애에오 이우

이지는시 t�는 얀브다는 어떤 내용우흐 이」루어지쓴기하는 연。] 이 중요하다
때운에 겨근에 있어 애페의 연구도 인지성려학걱 영향을 않이 얻고 있다

즉 특정

반 애에가 갖는 인지파쟁에서의 득싱응 우엿。1며， 이 특정。1 학승자의 갱보처리파청
에 어tii 앙양을 주는가증

밝히려는 연구。1다

symbol� 연아시거 학슴자에세 셰공핀다

다양한 애체는 교육내용을 다양한

。I ::;ymbol은 옥득한 의이흘 갖고 학융자에

게 셰시외으호 이 특성에 의하여 학습자의 사고과정응 서로 마르게 자극한다 이갚은
symbol의 의 1에 관한 연구는 o�세와 인지싱 리학과의 관계응 구생하는 요셰가 원 것
0

이다

01들에 관한 연구는 Olson (1976). Salomon (1979) 등이 대표척이다

이상에서 학습과제의 운석， 수 영과정과 수엄진략

그리고 수영애체의 측연에서 행

κ수의 이욕에 근거한 교육응학적 정근의 운셰갱융 상펴보고 이 운셰정을 해경하기 위
-;L

"!!지주"1가 강근，�영윷 셰사하었다

그엉다하여 탱옹주의 이론에 근거한 교육공학

-:! Tτ。l 긍온적jζ흐 운세을 지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앙힌 바와 같이 교육공학적 갱문이 효융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행옹
씌 서 잉‘

문안 아니라 인지주의걱 갱근도 샅이 시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냐
J5

←

인지。]온에서 밝혀진 윈셔

잉칙을이 그대표 교수이흔 또는 교육공학걱 정근에 그대

호 착용되기는 야지 그리 구셰적。1지 옷한 성정이다
그러으호 이와 킹[，<L 연에서 보다 갱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경 기대하연서 온고흉
작성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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