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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 교육을 위한 인지적 접근의 과제와 전망:
교수-학습의 인지 전략 모형을 중심으로
백 은 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발달 장애 아동의 정보처리 과정의 결함을 중심으로 인지적 수정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최근의 과정 중심 전략 교수 이론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 초인지, 동기 변인을 포함한 다중 전
략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수 모형에 대한 모색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인지적 접근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동향의 교육적 함축 및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Ⅰ. 서

학습자의 수용 용량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으로 보

론

고 (Swanson, Cooney, & O'Shaughnessy, 1998) 이
1970년대 이래로 인지 심리학으로부터 유래된 정
보 처리 이론을 기초로 하여,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들은 정신지체 아동
특히 경도 정신지체 아동의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결
함은 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인 차이로 보았으며, 또
한 장기 기억 보다, 단기기억에서 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연

전략

(rehersal), 매개 전략을 사용한 쌍연합 학습(paired
associate learning), 정보의 조직화를 위한 군화
(grouping) 전략 등 주로 정신지체 아동 위한 인지
전략은 기억 전략의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김정권,
1994).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효과적인 기억

와 같은 변인들을 학습자의 자기조정적 행동의 주
변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정신지체 아동의 중재 프로
그램은 생활 기술 및 적응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
다. Lufting(1987)은 학습된 것을 다른 상황에 응용,
적용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실제적인 정보 획득만을
강조하는 정신지체 아동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판
을 가하였다.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 보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일반
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인지 수정
(Structural cognitive modifiability) 관점에서는 인지
는 개인의 기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매
일 생활의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지체 아동에
있어서도 인지 능력을 계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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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meyer, 2002).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승희, 조홍중

이와 같이, 자기조정 학습 개념의 대두와 기능적

(2001)은 발달장애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포괄하여,

생활 기술에서 인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발달장애를 뇌기능의 결함과 관련된 장애이면서, 중

따라, 어떻게 학습하는가(learning how to learn)에

증의 만성적인 중복 장애를 뜻하는 동시에, 연령상

대한 자기 조정적 학습 기술 (주의, 기억, 점검), 비

유아기의 발달 지체 또한 포함되도록 고려되어야 한

평적 사고와 관련한 인지 전략 기술(strategic skills),

다고 하였다. 발달 장애 용어 사전(여광응 外, 2002)

조건적 지식과 관련한 과정 기술(process skills)등

에서는 발달 장애를 발달기 동안에 뇌신경의 손상을

인지적 기술은 읽기, 수학과 같은 학업 기술뿐 아니

갖는 모든 장애로 언급되고 있다.

라 직업 기술 및 사회적 기술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실험되어

왔다

(Wehmeyer,

2002

;

Park

포스트 모더니즘 (post modernism)에서는 학습

&

곤란(learning difficulty)의 개념이 보다 더 적절히

Gaylord-Ross, 1989; Lifshitz, 1999). 한국에서 최근

이러한 발달 장애 아동 집단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의 인지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서는 수학 영역에서

이에 따라, 영국의 자기 옹호(self-advocacy) 집단에

의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최세민(2001a, 2001b)의 연

서는

구와, 박미경, 박현숙(2001)의 연구, 국미경, 곽행숙

social theory)을 기반으로하여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1999)의 연구등이 있고, 읽기 영역에 있어서는 이경

를 가진 사람을 학습에 어려움 (learning difficulties)

화(1999, 2001)의 상보적 전략관련 일련의 연구, 박승

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기를 선호한다 (Goodley &

호, 이문옥, 이옥선(2000)등의 연구가 있다. 사회성

Rapley, 2001).

후기

구성주의 사회이론

(poststructuralist

기술 영역에서는 백은희, 이인숙(1998)의 연구가 초

Erez와 Peled(2001)는 정신지체 아동의 산수 문제

인지 전략을 고등부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적용한 바

를 푸는 과정에 대해 아동들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

있다. 그러나, 아직 다양한 생활 영역에까지 인지적

결과를 분석했을 때, 경도 및 중도의 정신지체 아동

접근이 시도되어오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들 또한 초인지적 지식과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는 학습장애, 정신지체등의 장애를 가진

밝혀졌다. 그러나, 학습장애 또는 정신지체 아동은

아동들에 있어서의 인지적 접근의 최근의 동향과 이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고 기능의 문제해결 기술과

에 따른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 인지적 접근의 교육

초인지 기능에서 그 사용하는 전략의 수와 속도에

적 함축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차이가 나며, 전략의 먼 일반화 (far generalization)
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Kruz & Borkowski,
1990). 또한 이 두 집단의 아동은 행동 문제 보다 인

Ⅱ.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

지적 능력과 학업과제에서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경도 정신지체 아동들과

미국의 발달장애법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일반적

학습장애

아동(generalized

learning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84, P.L.

disability)은 전반적 학업능력에서 떨어진다는 점에

98-527)에서는 발달장애를 22세 이전에 나타나는, 삶

서 유사하며,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 몇가지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 중증의 만성적 장

(Gresham, MacMillan & Bocian, 1996). 따라서 본

애로 보았다. Bellamy(1985) 또한 중증의 정신지체를

고에서 언급하는 발달장애 아동은 지능의 스펙트럼

발달장애로 보고 생의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지원을

상에서, 학습장애, 정신지체등 인지적 결함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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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포괄하면서, 이러한 인지적 결함의 결과에 의

검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포함하여

해 학업 및 사회적 기술, 동기, 실행기능 등에 있어

실제적인 기능을 통제, 규제하는 고등 기능 (초인지

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일컫는다.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임선하 2000).
Sternberg(1985)는 그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지식
의 획득과 수행에는 초 인지적 요소가 개입된다고

Ⅲ. 인지과정에 대한 수정

하였다. 즉, 영재아동들은 과제가 어려워지면 보다
더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발달장애 아동들은
보다 덜 초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초인지의
결함은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1. 인지, 초인지 전략

초인지라는 용어는 정신적 활동의 두가지 주된 범
교수이론은 아동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학습, 전형

주, 즉 인지에 대한 지식과 사고작용의 자기 조정을

적 발달 모형에 초점을 맞춘 인지 심리학으로부터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은 학습자가 갖고 있는 과제

기초한다. 발달심리학, 정보처리 이론, 정서 발달 이

정보와 전략 속성과 관련한 서술적 전략 지식

론은 아동의 사고와 학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declarative knowledge),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신 피아제 이론의 Case(1985)는 발달이론과 정보처

와 관련하여 실행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과

리 이론을 연합하여,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언급

정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전략을 언제, 왜

했다 (Montague, 1997). 최근의 인지적 접근에 있어

사용하는지 알도록 하는 조건적 지식 (conditional

서 학자들은

“모든 중요한 인지적 활동은 동기적

knowledge)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조건적 지식은 구

결과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의

체적 과정과 상황 속에서 서술적 전략 지식과 과정

자기 조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진술한

적 지식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Paris, Lipson, &

Borkowski(1992)의 견해에 동의한다.

Wixson, 1983; Zimmerman, 1989). 학습자가 이러한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전략적인 행동은 전략적인

전략 지식에 능하지 못할 때 전략의 즉각적 사용이

환경과 전략적인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방해될 수 있다 (Kramer & Engle, 1981). 다시 말해

(Behavior=

(Fagan,

성공적인 전략 행동은 언제 어떻게 전략 지식을 사

2002). 전략 행동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의도적이고

용하는지를 알려주어 초인지적 지식이 다양한 상황

체계적인 행동으로,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

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적인 자기 조정 체계를

에서 전략을 신축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한다

갖추어야한다(Cross

(Paris & Byrne, 1989). 또한 전략은 매우 개인적인

(1989)는 정보처리 과정의 초인지 모델에서 서술적

(personal) 것으로 학습자의 취향과 인지 기능에 의

지식과 과정적 지식을 구체적 전략 지식 (specific

해 영향을 받는다. 즉, 전략은 학습자의 인지 동기적

strategy knowledge)으로, 조건적 지식은 일반적 전

특성에 의해 동일한 과제에서도 각기 다른 전략이

략 지식 (general strategy knowledge)으로 분류하였다.

Environment

x

Individual)

&

Paris,

1988).

Bolkowski

사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략은 낮은 수준의

이러한 전략적 지식을 의식하는데 있어서의 초인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지 전략과

지적 결함은 학습자가 언제, 어떻게, 왜 전략을 사용

고등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초인지 전략으로 구분되

하는가에 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략을

어, 개인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점

자기 조정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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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학습자의 전략적 지식에 대한 초인지적 각성을
위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Bolkowski et al.(1989)는 이러한 인지 전략의 실

교수 전략의 목적과 잇점,

행 과정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전

교수전략이 언제 어디서 왜 사용되는지 상세하게 설

략을 사용 시에 과제의 요구와 과거의 전략 사용의

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정보적 교수방법이 사용된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전략 가운데 선택적 판단을

다 (Paris, Wasik & Westhuizen, 1988; Paris &

내리며, 또한 그 효과를 점검하여 과제에 맞는 수정

Cross, 1988; Wong, 1985). 정보적 교수 방법은 다양

을 하는 과정이다 (Groteluschen, Borkowski &

한 교재를 사용한 시범, 대화, 질문 및 집단 토론등

Hale, 1989; Bolkowski, 1986).

을 통해 초인지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제한되어 주의력이 과제와 전략 실행에 모두 주

문제는 아동의 능력

초인지의 또 다른 역할은 사고의 자기 조정으로

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주의와 단기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과제를 의식하고 그 난이도

기억의 용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단계가 정교화 되어

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해나가는 동안 자

진 전략 교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 교수에 전략

신의 수행정도를 점검하고 전략의 효과를 보아 전략

실행을 위한

사용의 수정을 꾀하는 정보처리과정내의 결정 및 집

안할

행기능을 하여, 모든 인지적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Cariglia-Bull, 1989).

필요가

초인지 정보를 첨가시키는 방법을 고
있다(Pressley,

Symons,

Snyder,

(백은희, 1993). 최근의 연구는 일반 학습장애 및 정

전략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는 인지적 행동 수정 이

신 지체 아동은 이러한 전략의 선정, 실행, 점검, 전

론의 자기 교시 훈련이-시범, 인도된 실행, 외적 자

이, 일반화등 초 인지적 기술의 결함을 나타낸다고

기 교시, 자기 교시의 점차적 감소, 내적 자기 교시-

밝혔다 (Groteluschen, Borkowski, & Hale, 1990).

주로 사용된다 (Paris & Oka, 1989). 자기 교시 훈련

이러한 학습자의 정보처리 과정의 결함과 도식

은 인지 행동 수정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자기

(schema)내의 지식및 구조의 결함등이 밝혀짐으로

조정 학습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 점검, 기록

인하여 전략 사용과 지식 기반을 지휘 감독하는 초

평가등의 과정이 포함되는 초인지 기능의 강화작용

인지는 도식내에서의 그 위치의 규명과 함께 연구가

을 한다. Meichenbaum 과 Goodman (1971)은 자기

더욱 활성화 되었다.

교시 방법이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돕는 한

최근에 Bolkowski, et al (1989)는 그의 초인지 모

편 내적 단서를 통해 학습자 자신이 통제 능력을 갖

델을 통해 과제 전략을 실행하는동안 자기조정적 역

고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다. 자기 교시가 전

할을 강화시키는 전략행동을

초인지적 획득 과정

략 사용의 전이 및 일반화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많

(Metacognitive Acquisition Procedure)으로 설명하

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Bolkowski &

였다. 전략을 학습할 때 우선 학습자는 이에 대한 지

Caunaugh, 1979). 이러한 자기 교시 전략에는 전략

식 기반을 기억을 통해 형성하게된다.

이러한 전략

을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과제 수행과

지식에 능하지 못할 때 전략의 즉각적 사용이 방해

과제의 주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자기 언어

될 수 있다 (Kramer & Engle, 1981). 더 나아가 성

화 전략과 전략 시행 및 수행에 대한 자기 점검 전

공적인 전략 행동은 언제 어떻게 전략 지식을 사용

략이 함께 사용된다. 또다른 초인지적 실행과정을 강

하는지를 알려주어 초인지적 지식이 다양한 상황에

화시키는 전략으로는 자기 질문 전략이 있다. 자기

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적인 자기 조정 체계를 갖

질문 전략은 현 정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이전 지

추어야한다 (Cross & Paris, 1988).

식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점검적 질문을 통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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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부분을 의식하게 하며, 읽기 이해도를 점검

택 및 지속, 기술 획득,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하게

자기조정 학습의 주된 변수로 고려되어왔다 (Fisk &

하여

학습자의

자기조정기능을

강화한다

Tayler,

(Wong, 1985).
그러나 이러한 확장된 전략 사용 훈련만으로는 일

1992;

Zimmerman,

1989).

자신감은

Bandura(1977)의 사회 인지 학습이론에서 유래한 것

나타난다

으로 상황에 대한 개인의 기술적 대처 능력에 대한

(Groteluschen, Borkowski & Hale, 1989). 전이에 있

주관적 예측으로 정의되며 인지 심리학에 있어서는

어서는 같은 학습 영역의 다른 과제나 장소로의 전

개인의 내적 수행능력으로,Skinner에 있어서는 성취

이가 있으며 다른 학습 영역으로의 전이가 있다

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해석된다(Paris & Byrnes,

(Bolkowski, et al., 1989). 경도 지체 아동들과 일반

1989).

반화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적 학습 장애 아동들은 다양한 학습 영역에서 전략

자신감과 관련한 일련의 실험 연구에서 사용된 전

사용의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략을 보면 자기 언어화 전략, 목표 선정, 자기 감시 ,

이러한 다 영역에서의 전략 사용의 전이에 대한 연

보상, 노력의 원인 귀속 휘이드 백, 시범, 사회 비교

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략훈련에

적 정보, 능력의 원인 귀속 휘이드 백과 전략 가치

있어서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을 포함하는 시도가 이

정보등으로 자기 조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들

루어져왔다.

이다. 자기자신이 하고있는 과제를 의식하도록 하는
초인지적 특성과 함께, 수행의 증진을 꾀한다는 측면
에서 아동의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 자신감은 또한

2. 학습자 동기

학습자 특성(learner characteristics)과 관련이 있다.
자신감이 높은 아동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
며(Schunk, 1995), 교수에 몰두하고, 기억해야할 정

1) 자신감

보를 숙달하고, 정보를 조직하고, 의미있게 만들며,
학습자의 동기에대한 최근 연구들은 인지 전략의

이해의 수준을 점검하고, 과제 관련 지식에 대한 단

획득과 전략의 초인지적 실행 기능에 대한 훈련만으

서를

로는 특정 영역을 넘어선 일반화된 자기 조정학습이

effort)을 기울이며, 이러한 인지적 노력이 지구력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개인의 지식, 능력, 사고하

다 더 학업 성취동기의 예측 지표(index)가 된다

는 기술등에 대한 인지는 감정과 동기에 의해 영향

(Corno & Mandinach, 1983).

을 받으며 초인지는 정보적, 감정적, 동기적 자기 평
가를 포함한다 (Cross & Paris, 1988).

점검하는등

활발한

인지적

노력(cognitive

자신감은 과제 수행에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 가지
는 기대로 매우 구체적인 통제 관련 신념으로 고려

학습자가 전략을 실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된다. 학습의 문제를 가진 장애 아동들은 어려움의

학습자의 의도와 목적을 포함하여 노력이 많이 들며,

이유를 노력의 부족보다는 불충분한 능력의 탓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학업성취의 원인으

돌리는 경향이 있다(Wong, 1986). 다시 말해 이들은

로서 노력의 귀인과 학습통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

학업의 문제뿐 아니라 동기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self-efficacy)을

있다. 여기에서 자신감이 하나의 논제가 된다. 자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aris, Lipson, & Wixson, 1983)
자신감은 성취 동기의 예측변인인 동시에 과제 선

감의 측면에 대한 주의는 학습자가 상황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는 자기 조정 학습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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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다.

친

일반적

귀인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Borkowski, et al.,1989). 실험적 연구 결과로서 이러
한 학습자의 노력과 능력 귀인 휘이드백을 인지 전

2) 학습 무기력

략과 함께 투여했을 때, 자신감의 향상과 함께 지속
되풀이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학습 장애 아

동과 정신지체 아동들은 학습 동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신감과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에
두는 귀인으로 인해 지구력과 노력등에 부정적 영향
을 주는 학습화된 무력감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
혀져 왔다 (Abramson, Seligman & Taesdale,1978;
Thomas, 1979). 많은 연구들이 학습화된 무력감을
보이는 아동들이 자기 교시 훈련과 같은 인지적 훈
련을 통해 더욱 전략적으로 되었다는 연구보고에 의
해 학습화된 무력감과 아동의 비전략적 행동이 초인
지의 결함으로 인해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
으로 보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고 인지적 점검 활
동을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
절히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초인지의 결
함 보다는 학습자의 인지적 해석의 문제로 보는 연
구도 있다. 그러나 결론에 관계없이 인지적 점검은
직면할 수 있는 전략들로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해
주고, 학습자에게 통제감을 준다. 이러한 통제감은
전략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인지적 점검
이 없는 귀인 훈련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Cullen, 1985).
이러한 학습화된 무력감에 상태에 있는 아동은 전
략의 정교한 지도와 전략 사용의 필요성 및 조건적

적

전략

사용의

효과가

나타났다

(Borkowski,

Weyhing & Carr, 1988). 노력의 귀인과 자기통제만
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함께 전략적 수행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노력의 귀인 훈련의 정도는 학습
자 특성, 과제의 어려움, 학습의 전이와 특정 전략
지식에 의존한다. Sawyer, Graham 및 Harris(1992)
는 전략 훈련 이전의 자신감과 후기의 자신감에 있
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대상 아동들이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 아동들이 일반적 학
습 장애 아동이 아닌 특정 학습 장애 아동들이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화된 무력감은 다영역의
실패를 전제로 하며 한가지 학습 영역에 문제를 갖
는 특정 학습 장애 아동들은 일반화된 귀인에 있어
서 문제를 가지지 않으므로 인해 전략 적용으로 인
한 자신감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발
달 장애 아동에 대한 귀인 훈련의 가능성은 학습 장
애 아동과 정상 아동은 귀인에 있어서 2년의 격차가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한 수정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훈련에 있어서는 학
습자를 성공과 실패에 다가가서 실패로부터의 정보
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실패 경험을
내재화 하지 않게 해야한다 (Bolkowski, et al.,
1989).

지식을 가지고 있다해도 자기 조정적 시도를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Paris, Lipson &
Wixson, 1983). 귀인 훈련은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

3. 자기조정 학습을 위한 전략 교수 모형

통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신뢰를 인지적 구조내에
재건시키는 훈련으로 (Groteluschen, Borkowski, &
Hale, 1990), 전략을 사용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부여
함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귀인을 바꾸어 줌에 따라,
점차적으로 특정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영역에 걸

1) 새로운 교수 모형
자기조정 학습에서 학습자는 상위 인지, 동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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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행동적으로 능동적 학습 과정의 참여자로서 전

지수 60에서 75사이의 아동의 주된 장애는 전략 선

략의 선택적 사용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고,

정, 이해도 파악등의 초인지적 실행과정의 결함이라

환경을 구조화하고, 교수의 형태와 양을 스스로 선택

고 밝혔다. 다시말해, 경도 정신지체 및 일반 학습장

한다 (Zimmerman, 1989). 자기 조정학습 전략의 중

애 아동들의 다양한 학습 과제에서의 포괄적인 실패

요성은 학습자에 있어서 전략의 지속적 사용 및 전

는 초인지적 사고 과정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학습자에게 인지적 전

인지 전략에 아동의 초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략

략이 습득된 후 이러한 전략을 다른 상황이나 시일

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

이 지난 후에도 사용가능한가에 의해 전략은 그 효

인지적 사고과정의 결함은 동기의 부족으로 인한 수

과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이 자기 조

동적 사고의 영향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정적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학습자는 교수 전략의

것이 밝혀졌다 (Cullen, 1985). 따라서 학습에 대한

습득만큼, 과제 수행의 사전 계획 및 자신이 어느 정

연구는 과제, 전략 행동 및 학습자의 정서등의 변인

도의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예측하여, 바람직한

의 학습에서의 상호적 역할에대한 종합적 조망이 필

전략을 선정, 수정하여 과제에 적용시켜나가며, 자신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Paris, Lipson & Wixson,

이 수행하고있는 과제의 점검을 통해서 학습의 진전

1986).

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는 실행적 기능

Bolkowski(1992)는 전략교수 모델의 역동성을 활

에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aris & Oka, 1989; Paris,

성 모델 (working model)이라고 표현하여 전략을 교

Lipson, & Wixson, 1983). 이러한 학습자의 전략 사

실에서 적용시의 교사의 전략 수정과 적용의 융통성

용의 실행적 기능(초인지)의 강화가 전략 사용의 일

등 교사의 능숙한 전략 교수 기술을 강조하였다. 다

반화 및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전략의 자기 조정적

시 말해 학습자가 다양한 과제에서 전략을 사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자기조정 학습의 개념적

전략의 유용성에대한 인지적 믿음을 발달시키기 위

기초는 학습 상황에서 개인, 행동, 환경의 세 요인의

한 선제 조건은 교사 자신이 전략에 대한 지식을 자

역동적 관계 안에 학습자의 인지, 초인지, 동기에 대

신의 것으로 내재화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 연구를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기 조

이다

정 학습 이론은 또한 학습의 산물보다 정보의 처리

(Coaching),

과정에 촛점을 두기 때문에 인지, 초인지 교수 모델

Based Instruction)등 전략 교수 모형은 교실에서 교

의 핵심이 된다 (Bos & VanReusen, 1991).

사가 전략 사용 시 반드시 그 전략을 상황에 적합하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Bolkowski,
Good

1992).

최근에

Strategy

User,

제시된

코칭

PBI(Process

게 조정 사용해야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단순한 특정 과제에

본 고에서는 자기 조정학습을 위한 전략교수 모형

대한 인지 기능의 결함이 있을뿐 아니라 정보처리과

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되는 다중 전략 교수 모형은

정을 협응, 조정하는 초인지라 불리우는 상위 인지

첫째, 초인지적 의식 또는 지식을 기초한 모델이며

기능의 손상 가능성(예, 계획, 점검 평가)에 대해 보

둘째, 학습자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세

고해 왔다 (Swanson, 1989). Bolkowski, Estrada,

째, 교수 과정에서 동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

Milstead 와 Hale (1989)등에 의하면 학습장애 아동

의 유용성과 노력의 귀인 훈련을 위한 전략 변인을

과 정신 지체 아동들은 그들의 정보처리 과정이나

개인의 내적 체계와 초인지적 지식 및 학업 성취의

학습에서 동일한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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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지적

과제학습

전략지식

전단 계

인지전략

(서술적, 과정적,
조건적 지식)

초인지적

과제학습

자기조정훈련

실행단계

원인귀속훈련

과제학습

(노력, 전략사용)

성취단계

자 신 감

전략 내재화

귀인변화

전략 자기조정적
사

<그림> 자기조정학습을 위한 전략 교수 모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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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로 전략 획득 모델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생들에게 활발한 사고활동의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자기 조정 학습을 위한 전략 획득과 사용을 위한

점차적인 교수 이양, 또래 동료 학생과의 상호적 대

역동적 모델은 또한 자신감과 동기에 영향을 주는

화의 격려, 전략을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 과제에 대

환경 변수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제의

한 프로그램화된 연습 계획, 학생들이 특정 전략의

가치정도와 보상, 교사의 도움, 목표와 주위의 모델

선정이유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 제시된다.

등이 환경 요인으로 자기 조정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Zimmerman, 1989).

그러나 비록 일반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정교하게 명시한 현시적 직접 교수
(explicit rule-based approach)가 체계적이고 집중적

2)독해, 작문, 수학 교수

인 독해지도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습 장애 아동의

Baker 와 Brown(1984)은 초인지적 지식과 조절에
포함되는 절차로 계획하기, 확인하기, 점검하기, 시험
하기, 수정하기, 평가하기의 6단계를 들고있다. 최근
의 독해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인지 전략을 포함
한 상보적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상보적 수업(reciprocal teaching)이란 학습자에 의해
주도되는 수업이다. 즉 수업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적
으로 교사가 지고, 교사 주도적으로 하던 교수활동에
서 전적으로 학생 주도적 수업활동이 될 때까지 점
진적으로

책임을

이양시켜나가는

교수방법이다.

Palincsar 와 Brown 은 상보적 수업을 통해 교사가
사용하는 네 가지 초인지 독해전략-요약하기, 질문
만들기, 명료화하기, 예견하기-을 학생에게 가르쳤는
데 이것은 학습 부진아의 독해력 향상에 대단히 효
과적이었다 (이경화, 2001). 상보적 수업활동으로는

독해에 있어서 학생 활동 중심의 접근(basal-reader
activity-based approach)에 비해 훨씬 뛰어난 수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abren, Darch, & Eaves,
1999). 즉, 비평적 읽기에서도 직접 교수가 토론과
워크북등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수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Miranda, Villaescusa, & Vidal-Abarca(1997)
는 학습장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해를 위한 자기
교시를 포함하는 자기 조정 과정과 자기 조정 절차
에 현시적 귀인 훈련을 포함하여 훈련을 시켰다. 그
러나 귀인 훈련은 독해 전략 및 초인지 지식의 향상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iranda, Villaescusa 및 Vidal-Abarca (1997)는
독해 전략 강화를 위한 자기조정 학습으로서

자기

교시 과정 내에서 일반적 자기교시 절차와 교재의
구조에 대한 교수, 이전 지식의 활성화, 교재 예습,

토론, 읽기, 질문, 요약, 명료화, 예견등 독해전략을

자기 질문, 명료화, 사고의 지도화(Mapping ideas),

독해과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현시적으로 보여주고,

전략의 연습등이 현시적 귀인 훈련과 함께 제공되었

교수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교사는 이런 활동에 대한

으나, 귀인 훈련과 관계없이 아동들은 높은 귀인 양

책임을 점진적으로 학생에게 넘겨주어, 교수활동 말

상과 인지 전략의 사용이 나타났다.

기에는 학생 자신이 직접 질문하고, 요약하고, 명료

작문(writing) 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교

화하고 예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상보적 수업은

수 기법으로는 자기 조정 전략 기법(self-regulated

일반화를 위한 교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strategy development, SRSD)과 인지 전략 교수

전략이 습득된 상황과 과제와는 다른 곳에서 전략을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가 있다. SRSD 기법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일반화(Wong, 1994)를 촉

은 학생들에게 독자를 의식함과 동시에 쓰기의 이유

진하기 위한 교수 패러다임은 첫째, 전략 획득과 전

를 고려하게 하고, 쓰기 노트를 만들고 작문 구성의

이동안 학생이 의식적으로 반추하도록 가르치고, 학

틀을 사용하여 작문을 계획하고, 내용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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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활동 동안 지속적으로 내용 생성과 계획의 과

실행전략의 제 단계를 자동화수준으로 학습하는 단

정을 지속한다. 자기 점검 전략은 아동의 학습에 대

계로 이어지고, 능력에 일치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한 초인지를 강화하여 SRSD의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통제된 실행 전략을 학습하고 실행하며, 심화 학습

때, 자기 점검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연령에 맞는 교재와 전략을 사용한다. 사후검사 진

것으로 나타났다 (Reid, 1996).

보를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

작문에서의 인지 전략 교수(cognitive strategy

제 수행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반화

instruction)는 쓰기를 준비하기 위한 브레인 스토밍

를 위한 전략교수의 특성, 전략에 대한 직접적 설명

전략, 생각을 관련시키고 범주화하는 조직화 전략,

을 제공한다.

학생이 읽고 작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독해 전
략, 정보간의 관계와 사고를 명확히 하기위한 점검

Ⅳ. 인지적 접근의 조망

전략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쓰기 이전
에 적용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작문 기술의 일반화와
전이를 촉진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Gersten, Baker, & Edwards, 1999)..
수학

문장제

년대에는 전략의 유지와 다양한 상황에의 전이를 위

Montague(1997)의 인지 초인지 전략을 한국 학생들

해 구체적 전략 훈련에 초인지 기능 훈련이 더하여

에게 적용하여 읽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하

졌다 (Paris & Oka, 1989). 인지적 접근의 최근의 연

는 과정에서 자기 점검, 자기 강화 자기 질문과 같은

구 경향은 여러 이론들이 중복 적용되는 가운데

전략을

Vygotsky(1978)의

휘이드

풀이에서

보처리 과정의 결함을 구체화하였다. 더 나아가 1980
최세민(2001)은

귀인

문제

1970년대의 인지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정

백과

함께

제공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Montague (1997)는 전략 획득과 적용의 교수 과정

constructivism)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Hallenback,

은 모델링, 시연, 휘이드 백과 완성도 시험(mastery

1999).

test)을 포함하여 직접적 교수 및 인지 행동 수정 과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사의 모델링, 점층

정을 연합하여 사용하였다. 초인지적 전략으로는 자

적 이양 및 또래와의 협력 교수를 통해 교수의 중심

기 교시, 자기 질문, 자기 점검등을 사용하였다. 구체

이 전이된다. 즉, 학습자의 자기 조정성을 중요하게

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인지 전략으로는 읽고, 요

여기면서도, 전략의 획득과 유지 단계에서 각기 다

약하고, 시각화하고 가설화 하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략의 획득 단계

점검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에서는 직접 교수 방법이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교수 과정은
Fagan(2002)이 최근 제시한 전략교수 실례에서

사고와 언어의 상호작용, 교사 및 또래와의

인지 모델링과 자기 교시 절차등이 함께 사용되며,

통

유지 단계에서는 상보적 교수의 절차가 적용되어

합되어 제시되고 있다. Fagan(2002)이 제시한 전략

점차 학습의 책임이 교사에게서 학습자에게로 이양

교수 실례를 보면,

사전검사 단계로 현재의 학습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첨가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동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전략을 학습하기 위해 실

특성,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등이 함께 고려되어, 동

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설명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

기 전략으로서 귀인 훈련, 자신감을 위한 전략이 포

리고 전략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시범단계에서는

함되게 된다.

시범을 보여주고 언어로 설명한다. 그 다음 언어적

학습자의 자기 조정 학습은 전략의 지속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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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자기조정학습의 주된

요한 적절한 전략을 선정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

변인으로 초인지가 다루어 졌다. 즉, 초인지를 강화

져야한다. 전략은 사람, 과정, 상황과 분리되어서 적

하는 전략들이 전략의 유지와 일반화를 위해 연구되

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Swanson, 1989), 학습자

어왔다. 이러한 교수 방법은 다양한 학습 과제에서

는 교사의 안내 하에 점차 전략을 발견하게 되므로

실험되어왔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들을 연합하여 사

전략 과정에 대한 시범, 내용이 전략을 통해 어떻게

용하는 다중 전략 교수법이 시도되어왔다.

이해될 수 있는가 등과 관련하여 교사자신의 아동의

전략 획득과 실행에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인지적

초인지 발달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Borkowski,

모델링 (cognitive modeling), 언어적 시연(verbal

1992). 또한 학생의 나이, 학업 성취, 배경 및 사전

rehearsal), 인도된 실행(guided practice), 교정 및 긍

경험, 교수 역사, 행동특성(동기 수준, 흥미)등에 대

정적 휘이드백 (corrective and positive feedback),

한 고려가 필요하다 (Montague, 1992).

완전 학습 (mastery learning), 직접 교수(direct

2000년대의 발달장애아동의 인지적 접근에 있어서

instruction)와 인지 행동절차(modeling, rehearsal,

의 전략 교수의 방향으로는 첫째, 전략 교수는 내용

feedback,

사용된다

만큼이나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략은

(Montague, 1997). 전략을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현시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에 대

하는지에

교수(Explicit

한 서술적, 과정적 조건적 지식을 제공하고 전략 설

Instruction about Strategy), 각 전략 교수의 단계에

명, 인지 행동적 모델링, 토론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따라, 학습 과정에 따라 귀인 휘이드백과 적합한 전

한다. 세째, 학생들은 성공적 이해를 적절한 전략에

략의 제시, 다중 전략의 집중적이고도 확장된 사용이

기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d

관한

mastery

전략의

tests)가

현시적

또한 필요하다.

네째, 사고(thought)에 대한 대화(dialogue)를 통해

일반화된 전략 사용을 위해서는 교수의 각 단계에

자기조정학습을 촉진하여야하며. 다섯째, 효과적인

서 다양한 예들이 제시되어야하며, 학습자의 단기 기

교수는 과제에 대한 몰두, 내적 동기, 협력을 최대화

억 속의 전략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집

시키는 동시에 일반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중적인 훈련 속에 제시해 주어야하며 교사는 학습의

야 한다(Paris & Oka, 1989). 끝으로, 전략은 가능한

인도자이자 조건적 지식의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하

간략하면서도 경제적이어야 하며, 교사들은 일반 아

게된다 (Pressley, Symons, Snyder,& Cariglia-bull,

동에게 좋은 전략이 학습장애아동에게 좋은 전략은

1989). 그러나 문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Swanson,1989).

전략들 가운데 어떠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

최근의 발달 장애아동들의 전략 교수에 대한 연구

아 가능한한 단순 명료한(parsimonious) 방식의 전략

는 학습자의 전략 사용의 일반화 및 전이에 두고있

교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 상황에

다. 이는 학습의 주된 책임을 교사가 아닌 학습자에

서의 연구는 실험실에서의 충분한 연구와 병행되어

게 두고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참여가 학업 성취의

야 한다.

주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조류와 부합한

앞으로의 전략 교수 연구는 전략 훈련에 소요되는

다 (Zimmerman, 1989). 학습자의 인지적 결함을 보

시간의 양 (Bos & Van Reusen, 1989), 실험실에서

완하고 전략 사용의 일반화를 위해서 구체적 전략

적용한 전략의 아동이 주의를 집중하기 힘든 교실

교수, 초인지 기술 훈련, 동기 훈련의 제 요소를 포

상황에서의 효과성, 전략 교수 이전에 학습자에게 필

함하는 모델이 제안되어왔다 (Borkowski, Est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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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stead, & Hale, 1989).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제

장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

요소에 대한 현재의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고 발달

구, 36(2), 195-220.

장애 아동을 위한 현 단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략
교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세민(2001). 작업기억과 교수전략이 학습장애학생
의 수학문장제문제 해결능력과 초인지 수준
및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
구, 36(3), 2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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