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학연구
제7권 1호(2002) pp.5~17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전략
1)김

*

신 자

￭요 약￭
원리학습은 고차원적 사고기능으로 해결책을 찾고 결정을 내리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기술들
의 사용 및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원리는 수학, 과학, 사회과학, 어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 모든 영역에 있으며, 수업은 다양한 상황마다
학습자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수설계의 분석단계에서
학습유형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개념간의 관계를 단순히 설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상황의
변인의 효과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하는데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까지 학습시켜야 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원리학습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Smith와 Ragan(1999)이 제안한 교수전략들을 분
석 고찰한 것으로 이 전략에서는 특히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사태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 교수사태는
Gagné가 개발했던 교수사태를 좀 더 확장한 것으로 도입, 전개, 정리 그리고 평가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 서 론

원리란 이 세상에 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해설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자하는 데 사용된 인
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원리를 진술하는 능력(선언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과 연관되어있다. 개념간
관계를 구두로 진술하는 능력은 원리의 적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학습되었다는 충분한 증거
가 될 수 없고 원리가 학습되었다는 것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리는 수학, 과학, 사회과학, 어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 모든 영역에 있으며, 수업은 다양한 상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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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수설계의 분석단계
에서 학습유형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개념간의 관계를 단순히 설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상황의 변인의 효과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하는데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까지
학습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자인 Smith와 Ragan(1999)이 원리학습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제안
한 교수전략을 분석 고찰하였다.
II. 원리학습 과정
1. 원리학습의 인지적 과정

원리학습을 위해서는 그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에 대한 사전지식은 필수요건이다.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의 중점적 인지과제 중의 하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개념들이 관련이 되어서 그 원리가
적용이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우선 그 개념들간의 관계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은 변화시킬 개념과 변화의 크기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개념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결정하게 한다. 다음은 원리학습의 인지적 과정을 Ohm의 법칙에
관한 학습을 그 예로 든 것이다(Smith & Ragan, 1999).
예: Ohm 의 법칙: 전압(V)=전류(I) x 저항(R)
1. 어떤 변수가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결정
2.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결정(만약 상황이 전류, 전압, 저항과 관계가 있다면 옴의 법칙 적용)
3. 어떤 변수 값을 아는지 결정
4. 어떤 변수 값을 모르는지 결정
5. 알려진 변수의 방향과 크기
6. 원리를 사용하고, 미지수 값을 결정함으로써 모르는 변수에 대한 아는 변수의 효과 결정
7. 값이 타당한지 결정
위의 단계를 통해 학습자가 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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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리학습을 지원하는 조건들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전략을 설계할 때, 교수설계자는 탐구식 접근이나 설명식 접근을 선택할 수
있다. 원리학습을 가르치기 위한 탐구식 접근은 그 원리가 적용되는 예와 아닌 것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원리를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Suchman(1964)이 탐구식 접근방법의 교수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1. 학습자에게 변수간 관계를 나타내는 난해한 상황을 시범이나 구두로 제시해 준다.
2.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사에게 예, 아니오의 형태로 단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게
한다. 학생들의 질문은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관계된 변수들을 골라내며 그 상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원인-결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설을 테스트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황의 본질을
밝히는 질문으로 가야한다.
3. 위의 과정을 거처 결국 학습자는 개념들의 관련성에 대한 정식 원리를 진술해 낼 수 있도록 한
다.
4. 또한 학습자들은 그 접급법이 결실이 있었거나 없었던지 간에 이 탐구식 접근법에 의해 토론하
도록 한다.
이 탐구식 접근법은 원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특히 추상적 원리나 학습자들이 선수지식이나 인지
전략에 숙달되어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설명식 접근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숙련되어 있
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III.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전략
1. 교수사태

교수사태란 학습자의 내적 인지과정을 돕는 학습의 외적 조건들로써, 학습의 9가지 단계의 인지과
정에 대응하는 9가지 교수사태가 있다(Gagné & Briggs, 1992). 이 연구에서는 Gagné의 9가지 교수
사태를 약간 확장한 것으로, 확장된 교수사태(Smith & Ragan, 1999)를 원리학습수업을 위한 교수전
략으로 적용한 것을 분석 고찰할 것이다. 종래에는 교수사태가 단순히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좋은 교수전략설계란 인지과정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교수
사태의 각 단계에서 이 인지과정은 주로 학습자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또는 교수에 의해서
전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두 사이의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 <표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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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를 나타내주는 확장된 교수사태에 관한 것이다(Smith & Ragan, 1999).
<표 1> 확장된 교수사태(Smith & Ragan, 1999)

도

입

전개
정리
평

가

학습자 주도 활동
▪수업에대한 주의 집중
▪학습목표 수립
▪관심과 동기유발
▪과제 검토
▪관련 선수지식 상기
▪학습정보와 예시 학습
▪주의 집중
▪학습전략 사용
▪연습
▪피드백 평가
▪요약과 복습
▪학습전이
▪재동기화와 마무리
▪수행평가
▪피드백 평가

교수자 제공
▪주의 집중시키기
▪교수목표 제시
▪학습자의 주의 자극
▪수업개관 제공
▪선수지식 회상 자극
▪학습정보와 예시 제공
▪주의 집중시키기
▪학습전략의 안내
▪반응유도
▪피드백 제공
▪요약 과 복습제공
▪학습전이를 강화시킴
▪재동기화시키고, 마무리
▪평가
▪피드백과 보충학습 제공

2.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사태
(1) 도입

학습자를 수업에 집중하도록 준비시키는 단계로 학습자의 주의를 자극하고 관련 지식을 상기시키
며, 학습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수립도록 한다. 또한 학습방식이나 교과영역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단계를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의 집중
학습자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원리학습에서는 학습자의 관심은 원리의 주
요개념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인가를 조사해내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이 때 그 개념들을 구두
나 시각적으로 부각시켜서 나타나게 제시한다. 탐구식 접근에서 그 원리안에 포함된 주요 개념과 관
계들에 관련된 특이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빨리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탐구식 접
근이나 설명식 접근 모두에서 그 원리의 적용에 관한 시범이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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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업목적 수립
수업목적이란 학습자가 과제를 끝마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를 명세화 해 놓은 것으로,
학습자가 목적을 알고 있는 경우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관
심이 유발되고 인지능력을 어디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또한 학습
자가 목표를 알고 있을 경우 어디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지를 알게되고, 학습내용과 관련 있는 지식
을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회상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
이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 목표진술은 학습유형에 따라
서 달리 진술된다. 즉, 발견이나 탐구학습에서는 교수목적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김신자, 2002).
원리학습에서 탐구식 접근방법은 수업목적이 해결하기가 난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수업
의 목적은 과제가 결말이 나기 전에 그 과제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획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어야 한다. 한편 설명식 접근방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간의 관련된 법칙을 구두
로 진술해 줌으로써 수업목적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다.
③ 관심과 동기유발
수업의 중요성과 학습자와의 관련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과제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장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학습동기가 유발유지 되도록 한다.
원리학습의 탐구식 접근방법에서는 난해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와 흥미를 유발시
킬 수 있다. 그리고 학습내용이 일상의 현상을 설명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는데 유용할 때 학습자의 동
기화는 가능해 진다. 높은 적성을 가진 학습자나 나이가 많은 학습자는 토론을 통해서 높은 동기화가
될 수 있다.
④ 수업개관
수업시간에 있을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주고, 이미 알고 있는 학습전략 중 어떤 것이던지 사용
하여 앞으로 학습할 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알고있는 것이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것과 같이, 학습내용이나 절차에대해미리개관하는 것도 수업에대한기대를 갖게할수 있다.
원리학습의 탐구식 접근방법에서 수업개관은 그 과제가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한 것과 그 원리의 난
해함을 해결해가는 방향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그리고 설명식 접근에서는 학습자가 제시된 시나
리오의 난해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관을 제시한다.
(2) 전개

여기서는 여섯 가지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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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선수지식의 상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관련 선수지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단계로, 경험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 이 단계의 교수사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련 선수지식은 학습유형에
따라 상기되는 선수지식이 틀려진다. 즉, 원리학습의 경우 그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을 회상해야
하고, 선언적 지식은 관련 지식의 선행조직자를 회상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기능영역의 경우는 학습
목표와 유사한 운동기능 구성요소를 회상해야 하며 새로운 학습유형에 적절한 인지전략도 회상해야
한다. 경험 많은 학습자의 경우 이 단계의 교수사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교 선행조직자를 제공해 준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식을 제공해 준다거나 유추 즉,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할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
고 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해 주는 방법 또한 질문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김신자, 2002).
원리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지식은 원리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개념
에 대한 선언적 지식이상을 알아야 한다. 즉 그 개념의 정의나 특성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리에 대한 수업 이전에 개념들에 대한 수업에서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서 익숙
해 질 때까지 학습을 해야 한다. 원리 유추는 선수지식과 새 학습을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될 수 있다.
② 정보와 사례의 제공
학습하게될 자료를 제시받는 단계로 여기에는 설명적 제시와 탐구적 제시가 있으며 학습유형에 따
라 제시법이 달라질 수 있다. 원리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적용사례를 제
시해 주는 설명적 전략과 원리의 적용사례를 제시하여 원리를 추론해 내도록 하는 탐구적 전략이 있
다.
탐구적 전략은 원리에 적용되는 관련 예들을 제시해서 일반성을 추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
로 학습자가 잘 조직된 광범위한 내용지식을 가지고있고 우수한 인지전략, 높은 재능, 동기,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적절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학습자의 회상능력과 학습전이 능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에 설명적 전략은 학습자가 사전지식이 적고, 잘 조직되어있지 않으며 제한된 인지전략을 지
니고 있으며, 학습동기가 낮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될 때에 적절한 전략
이다. 이 설명적 전략에서 원리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학습자에게 진술되며, 수업이 시작되면서
칠판이나 OHP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제시되면 유용하다. 그리고 만약 학습자가 설명적 전략으
로 원리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원리의 적용(직접경험, 시범)을 경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는 직접경험을 더 선호하지만 그 학습과제의 특성에 따라 직접경험의 가능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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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적용하기 위해 학습자는 특정한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의 특징을 구분해야 하며, 그 원리가 적용
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조건들을 알도록 해야 한다.
③ 주의력 집중
학습자가 계속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사태로서 주요 내용에 밑줄을 긋고, 하이라
이트 등의 강조기법을 사용한다. 원리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그 원리의 중요
한 특징에 대해 강조기법을 사용하는데, 구두로 진술할 경우에는 말의 강약과 굴곡에 의해서 그리고
글로 나타낼 경우에는 인쇄양식 즉 밑줄 긋기나 하이라이트 등을 사용해서 강조할 수가 있다. 이 원
리학습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 원리가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하며, 개념
과 개념관계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강조기법을 써야 한다.
④ 학습전략의 적용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
와 주는 단계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정보를 암호화하여 받아들였다가 후에 정확하게
인출하는 방법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습내용에 대해 심상을 그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억술을
사용한다. 원리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선언적 지식의 획득을 위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신만의 기억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원리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그림이나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⑤ 연습
교수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계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도 연습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습은 실제적 즉 현실세계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아야 한다.
원리학습에서의 연습은 다음의 4 단계로 이루어저야 한다.
1. 학습자는 자신의 말로 그 원리를 진술하도록 연습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진술이 옯바르게
진술 되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학습자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연습해야 한다.
3. 학습자는 그 원리 내에 있는 개념간의 영향을 예측하고, 설명하며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적용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4. 학습자는 그 원리들이 적절하게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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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했는가 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피드백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이란 동기부여가 아니라 정보제시 피드백을 말한다. 정보제시 피드백이란 학
습자가 연습하면서 반응한 것들이 적절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학습자 자신이 받는 정보이다.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연습에서는 원리적용이 가능한 상황특성이 무엇인지에 대
한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하고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원리를 적용하며 연습하는 경우, 피드백은 원리
적용의 결과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때는 원리적용에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그래픽 등을 사용
하여 단계단계의 해결형태로 설명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리고 학습자가 원리가 정
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결정하는 연습에서 피드백은 올바른 답의 명백한 지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리고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에 있어서의 피드백은 오류를 지적하고 어떻게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진술해 주어야 한다.
(3) 정리

이 단계에서는 학습내용을 복습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후에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잘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원리학습의 목적은 학습자가 배운 것을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리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같은 더 높은 수준의 학습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요약과 복습
학습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종합화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나 비디오 등의 교수매체로 학습했다 하더라도 요약은 가지고 다
닐 수 있는 프린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유형에 따른 요약을 보면 절차적 지식은 각 단
계나 절차를 요약 진술해 주고, 선언적 지식은 주요 내용 개관과 개념지도를 제공해 준다. 또한 그래
픽 조직자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각과 공간적으로 주요 개념과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 주는 요약 기법이다.
원리학습에서의 복습은 학습한 원리에 대해 다시 쉽게 설명하고 되도록 그래픽형태 등을 사용하며
수업시간 중에 제시되었던 가장 좋은 적용사례와 그 이유를 다시 진술해 준다.
② 학습전이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이에는 가까운 전이와 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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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가까운 전이란 학습한 내용을 학습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시키
는 것으로 새로운 학습내용을 적용 가능한 상황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먼 전이란 학
습한 낸용을 학습한 환경과 상이한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맑은 날
사지 찍는 법을 학습했을 경우에 흐린 날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먼 전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학습자 스스로 예시나 적용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든지, 또는 새로
배운 내용과 전에 배운 내용을 유추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언어정보영역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자기
말로 바꾸어 말해보게 하는 것 등이 있다(김신자, 2002).
원리학습에서 가장 흔한 원리의 적용은 문제해결상황에서 다른 원리나 법칙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의 원리가 다른 원리와 연결되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해 주는 것도
유용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리들은 매우 유용하다.
③ 재 동기화와 마무리
학습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학습 내용이 어떻게 습득되었으며 어떻게 계속 유지
되어 나갈 수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종결의 역할은 학습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수업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느냐는 재 동기화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이 성공적이었음과
관련된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학습에서는 재 동기화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차후의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학습한 원리가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4) 학습 평가

학습목표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로 나온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즉 교수설계자에
게는 교수를 수정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사에게는 수업계획과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
며, 학습자에게는 학습에 사용한 학습전략이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원리학습에서 원리적용의 평가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1. 원리의 진술
2.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
3. 원리를 적용
4.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결정
원리적용을 평가하는 문제를 만들 때 교수설계자는 학습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결정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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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항목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원리를 평가할 때 항목은 연습항목을 포함해서 수업동안 제
시되지 않았던 사례이어야 하고 원리의 적용과 난이도를 고려해야 하며 다중의 원리가 선택되고 적
용되는 항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IV. 결론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원리를 진술하는 능력(선언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과 연관되어있다. 개념간 관계를 구두로 진술하는 능력은
원리의 적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학습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리가 학습되었
다는 것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원리학습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Smith와 Ragan(1999)이 제안한 교수전략들을
분석 고찰한 것으로, 이 전략에서는 특히 원리학습을 위한 교수사태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이 교수사
태는 Gagné가 개발했던 교수사태를 좀 더 확장한 것으로, 도입, 전개, 정리 그리고 평가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원리는 수학, 과학, 사회과학, 어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 모든 영역에 있으며, 수업은 다양한 상황마
다 학습자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수설계의 분석단계
에서 학습유형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개념간의 관계를 단순히 설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상황의 변인의 효과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하는데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까지
학습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원리학습은 모든 특정영역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학습이며, 문제해결에 있어서 요구되
는 과정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습의 내용영역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서 학습자는 그 영역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만 한
다. 더 나아가 문제해결 학습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리의 적용과 여러 원리를 결합
시키는데 있어서 적절한 원리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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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rinciple Learning
Shin Ja Kim

Principles prescribe the relationship(s) among two or more concepts. These relationships are
often described in the form of an if-then or cause-effect relationship. The application of a
principle enables learners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f one of the variables is changed.
principles also allow the learner to explain what has happened. Knowing a principle allows you
to control the effects of variables upon each other. The acquisition of a principl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ability to state that principle. The ability to state a principle is declarative
knowledge learning. The acquisition of a principle involves the ability to apply that principle
to a variety of previously enencountered situations. A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show that
is has been lear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Smith & Ragans'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rinciple learning. They concentrated on instructional events for principle learning which
are consisted of four steps. They are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and assessment steps. Each
step has a number of instructional and learning activities.
Principle learning is central to domain-specific problem solving. They are the engines of the
processing required in problem solving: To find and solve problems in a content domain,
learners must have a repertoire of principles that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concepts within that domain. Problem solving is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principles to
combine to solve a problem that requires application of several principles, often concurrently,
to solve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