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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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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이전의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정보화능
력(information literacy)의 중요성이 우리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다. 즉, 본격적인 정보
화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습득해야할 지식을 인터넷의 정보와 연계․
사고하면서 문제해결, 현상파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식, 태도를 구비하도
록 도와주는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교육에서 견지되고 있는 산업화시
대 일변도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시대의 교육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교수
학습모형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수학습모형인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 모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기존의 단편적인 인터넷활용 수업과는 달리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의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전 단계를 10단계로
체계화․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모형
은 한 연구를 통해 7차 교육과정에 실제로 적용되어 현장 적용성을 높였고,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정보화능력과 파지능력을 제고시키는 학습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본 수업모형은 여러 형태의 체계적인 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 모형들을 창출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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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가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우월한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효
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현상파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요구되는 시대, 정보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정보가 폭증하는 가운데 가치 있는 정보를 필
요에 따라 취득,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정보화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 현재 직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시대는 더 이상 산업화시대라고 칭하지
않고 정보화시대라고 부르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총아인 인터넷
은 인간의 생활상에 많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가 정보화시
대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학습자를 도와주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즉,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육
만이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에 머물러 구태의연한 수업모형에 고착되게 된다면
농경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전환되었던 과거의 역사에서 농경시대의 생활상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산업화시대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하층계급으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에서의 새로운 하층계급을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은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삶을 영위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정보
화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여 교육
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에서의 과감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시
대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에서 주로 지향하는 인간형인 '지식자', 즉 1) 과거의 정
보에 의존하고, 2) 사실과 개념을 단순히 의미 없이 축적하고, 3) 정보가 제시되길 기다리
는 수동적인 전수자를 양성하는 데서 탈피하여, 일상적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다방면의 급
격한 변화에 대처하여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창조적으로 해결 수 있는 '학습자'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학습자'란 1) 현재의 정보를 미래와의 관련
성 속에서 파악하고, 2) 지식의 단순한 축적이 아닌 지식을 적용하고 체험하며, 3) 지식의
개념망(concept nets)을 창출하고 정교화하며, 4) 개개의 문제 상황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창안해 내며, 5) 능동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전향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Lazlo
and Castro,1995). 그러므로 교사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정보화시대에 직면
하였을 때 좀 더 빨리, 정확히,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독자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을 질줄 아
는 인간형을 키워내는데 정보화시대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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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은 정보취득의 신속성, 최신성, 개별성, 다양성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떤 교수매체
보다 정보화시대의 학습자를 키워내는데 손색이 없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의 주요 특성을
결정지우는 역할을 인터넷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모형도 인터넷을
주요 교수매체로 채택하여야 함은 반박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우리 교육은 현재 학습자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전형적인 정보화시대
에서 성공적인 사회인, 직업인, 전문인,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 주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화능력
(information literacy)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에서 탈피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총
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활동인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Ⅱ. 정보화능력

Horton(1983)은 컴퓨터활용능력(computer literacy)과 정보화능력을 상호비교하면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응용한 정보욕구단계(Hierarchy of Information Needs)에 대하
여 낮은 단계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컴퓨터활용능력(computer literacy) 수
준이고, 높은 단계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정보화능력(information literacy)
수준이라고 보았다. 한편 Demo(1986)는 정보화능력을 주어진 요구를 위해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접근, 평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화능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정보화능력에 관한 대통령위원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는 정보화능력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 즉, 어떻
게 지식이 구성되는지를 알고,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ALA, 1989)
으로 규정하였다. Doyle(1992)은 정보화능력을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
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검색전략을 발전시켜 정보를 찾음과 동시에 찾은 정
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구성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남부 대학과 학교 협회(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1996)
는 정보화능력을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위치를 알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보화능력은 문해의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를 읽고, 쓰고, 기억하는 능력이 아
니라 자신이 처한 문제해결, 의사결정, 현상파악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선별․
3

敎育方法硏究 제14권 제2호

관리․유지․보전․공유․활용할 수 있는 의식․태도․능력을 의미하며, 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 탐색 및 수집 기술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손 미, 1999).
즉, 정보화능력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USF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9;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AASL, 2000).
정보화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면서 정보화능력의 교육에 있어서 전
체적인 진행 각 과정 또는 단계마다의 교육목표 및 활동기준들이 연구되고 있다.
Eisenberg & Berkowitz(2001)는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과정에 대한 각 단
계와 성취기준을 6가지 기술들(Big6 Skills)로 구분하고, 각 활동 단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학습을 진행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가지 기술들의 활동
단계와 각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 기준은 < 표 1 >과 같다.
< 표 1 >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Big6 Skills)의 활동 단계와 단계별 활동 기준
단 계
활
동
기
준
하는 문제와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1. 과제 확인 ․해결하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정보 검색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자원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찾는다.
전략
․그 중 가장 최선의 자원을 선택한다.
3. 위치확인 ․자료의 위치를 찾아낸다.
과 접근 ․자료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내용을 확인한다(읽기, 듣기, 보기, 만지기 등).
4. 정보 활용 ․자료의
․자료로부터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구성한다.
5. 종 합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발표한다.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6. 평 가 ․결과물의
․과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Ⅲ. 구성주의 학습이론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 모형에서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결정해야 하느냐 이다. 우리 교육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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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를 정립해왔고 그 결과로 행동주의 학습이론
과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두 학습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대
해 상반된 논거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가 요구하
는 학습자를 양성하는데 있어 두 학습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공통된 커다란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두 학습이론은 인간이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할 모든
내용을 교수자가 세부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전달해야 함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곧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는데 있어 교수자가 구체적으로 가공한 모든 교육내
용을 수동적으로 전수받는 역할에 국한시키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이론의
공통점은 정보화시대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라 칭할 정도로 정보가
폭증하여 특정 영역의 지식의 유효기간이 급속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빨
리 효과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의사결정, 현상파악을 해야 하는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학습자를 키워내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데는 지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자를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
형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 보다는 학습이론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구성주의는 정보화시대의 교수학습 모형의 비전 실
현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이론으로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구성주의는 학습자중심의 능동적 학습, 실제적 학습, 상호작용적이고 협동적인
학습을 통해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화시대의 총아인 인터넷을 교수학습 활동의 적극적인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
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의미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구성주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자신에 내재하고 있는 경험과 신념에 입각하여 의미를 해석하고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이
론의 출발점을 찾는다. 즉 구성주의란 특정 개인은 인식에 있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하여 나름대로 독특한 실재를 생성하고 조직한다는 전제와 관련하여 학습과정
을 해석하는 인식론(epistemology)으로 정의할 수 있다(Duffy and Jonassen, 1992;
Hannafin, Hannafin, Land, and Oliver, 1997). 나아가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식
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방법의 한 기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Jonassen, 1991, p.10). 이러한 이론적 기반 하에서, 수업의 목적은 학습과제의 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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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구조를 미리 설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의 의미
가 타협되어지고,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이 생성되고 진화되어 가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교수자의 주 임무가 된다(Hannafin, Hannafin, Land, & Oliver, 1997). 이를 통해 구성주의
가 지향하는 바는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지식과 관련된 실재에 대한 인지적 지도(a
cognitive map of reality)를 학습자 자신의의미로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과
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Ertmer and Newby, 1993; Jonassen, 1991).
구성주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이론적 원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지식의 내적 표상은 항상 새로운 변형 가능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지식 기반은 지속적인 발달 상황에 의거하며,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 적합하도록 활용되며, 새로운 정보, 활동,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진화한
다. 그 지식 구조의 발달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
자 특유의 이해에 맞추어 기존 개념들과 동화․조절시키고, 나아가 보다 복잡한 인지구조
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지식 습득 및 지적 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비판적인 자
기이해 능력(a critical self-understanding)을 확장시키고, 특정 지식과 관련된 세계를 아
는 방법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게 된다(Bednar, Cunningham, Duffy, and Perry, 1992;
Ertmer and Newby, 1993; Perkins, 1992). 요약컨대, 구성주의의 주요 전제는 개인은 환경
으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이다(Jonassen, 1992; Seels, 1989). 또한 학습자는 외부 실재에 대한
내적 표현 및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수정한다. 따라서
Cunningham(1992)이 제안하듯이, 교수자의 주요 업무이며 기본적 시각은 특정 학습자의
독특한 경험에 밀접히 관련된 학습과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은 다양한 자원과 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의미로
학습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학습내용의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자유방임의 형태로 방기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을 제
고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주전달자 역할에서 코치(coach)나 조언자의 역할로의 전환을 모
색해야 한다(강인애, 1997; Ertmer and Newby, 1993).
2.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을 구성

한편 각 개인의 학습 체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형성, 변형된다고
구성주의자들은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업 설계는 협동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관점의 상호 공유를 중시하는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Bednar, Cunn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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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y, and Perry, 1992; Carr, Jonassen, Litzinger, and Marra, 1998). 즉, 구성주의는 협
동 학습의 원리를 매우 중시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협동적 학습은 매우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Johnson, Maruyama, Johnson, Nelson, and Skon, 1981; Rysavy
and Sales, 1991).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협동적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다른 학습
자와 학습활동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
다. 즉, 구성주의에서의 협동학습은 각 개인이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나름대로 구성한
특정 지식의 의미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타협하고, 그 특정 지식과 직접 관련
된 문화 속에서 의미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장을 제공해 주는데 주안점을 둔다
(Carr, Jonassen, Litzinger, and Marra, 1998). 이와 같이 구성주의에서의 협동학습은 교
수자와 학습자가 공히 전통적인 교실의 교수․학습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사회(a
community of learners)의 구조로 전환하게 하여 그 일원이 되는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
하는 원동력이 된다(Duffy, 1997).
3. 실제상황과 직결된 학습 환경

또한 구성주의자들은 관련 맥락이나 상황과 연결된 학습과제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때
학습의 전이가 촉진되며 의미 있는 학습이 구성된다는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를 강
조한다(Tobias, 1992). 상황인지의 기본 전제는 각 개인의 학습은 학습 활동이 수행되는
환경으로부터 일어나며, 따라서 학습 환경에서 맥락적․상황적 지원이 제공될 때 학습 과
정이 더 충실해진다는 것이다(Brown, 1989; Rogoff and Lave, 1984; Streibel, 1995).
구성주의자들은 상황인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째, 학습 과제는 별도로 고립되
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큰 학습활동의 틀이나 구조와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
수자는 가능한 한 학습 과제와 관련된 보다 큰 학습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업상황
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Bransford, Sherwood, Hasselbring, Kinser, and Williams,
1990; Bedmar, Cunningham, Duffy, and Perry, 1995). 둘째, 실제 세계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학습과제에 대해 많은 사항들을 시사해 준다. 구성주의자
들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는 학습이 생성․응
용되는 맥락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own, Collins, and Duguid,
1989; Streibel, 1995). 셋째, 학습자는 정보를 어떤 고립된 단편 지식으로 효과적으로 기억
할 수 없다. 지식의 습득은 항상 어떤 맥락(상황)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맥락은 사전 지식
과 새로운 지식간의 통합을 촉진시킨다(Bednar, Cunningham, Duffy, and Per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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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성주의 관점은 실제 세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구성주의적
교수자는 전문가의 수행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안내하는 인지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 형태의 교수․학습상황을 선호한다. 이러한 수업지도 방식은 학습자로 하
여금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 반성활동을 하게하고, 그 반성 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세계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개발하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적 통념이나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자신의 지식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터 하여 지속적으로 지식을 변형, 생성해 나가도록 돕
는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통적인 교실학습에서 탈피하여 수습제도
(internship)를 통해 학습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수업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Carr,
Jonassen, Litzinger, and Marra, 1998; Collins, Brown, and Newman, 1988).
4. 단순 지식에 대한 평가 지양

구성주의자들의 학습 맥락은 실세계의 상황과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수업의 평가 역시 수업 동안에 실제 경험되는 복잡하고 유의미한 측면의 환경과 연결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복잡한 데이터나 현상을 단순하게 환원하려는 입장이나 혹은 실제 경험
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과 분리된 문제들은 구성주의적 평가방법에서 활용되어서는 안 된
다. 즉, 구성주의적 환경에서 지식의 평가는 실제 세계의 맥락 속에서의 지식 개발을 고려
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나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수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구
성주의적 입장에서 준거 지향적 평가는 전형적인 객관주의적 평가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평가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된다.
Ⅳ. 교수자의 역할

인터넷을 활용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모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인터넷이 모든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학습자가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학습활동을 영위해 나가
지만 그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완전한 학습효과
를 위해 교수자가 전체 교수학습활동을 설계․개발․실행․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
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학습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즉, 구성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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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인터넷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그 것과는 달리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 상응한 교사의 역할 유형은 1) 촉진자(facilitator), 2) 반성적 실행자
(reflective implementor), 3) 정보 관리자(information manager), 4) 학습 동반자(learning
partner)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이러한 전환된 유형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
여야 한다.
1. 촉진자(facilitator)

교육에서 본질주의 입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학습자에게 전달하여 학습
자 각 개인의 지식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여기에서 교사는 교수․학습 상
황을 총괄하여 통제하면서 상세한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교수전략과 평가준거를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에게는 교수자가 제시한 길을 충실히 따르는 피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진보주의는 교육이란 경험을 재구성해 가는 지속적 과정이라
는 전제 하에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과정을 주도해 나가고 교수
자는 학습의 안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Duffy, 1997; Sisco, 1997).
학습에서의 성취가 주로 교과 지식의 숙달 차원으로 간주된다면, 교사는 학습자가 지
식을 수동적으로 전수받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Lazlo와 Castro(1995)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사는 현재 답습하고 있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복잡다단한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 향유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
습자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성취는 학습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교실에서의 목표와 교실 조직을 변환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컴퓨터는 학생들에게 반복연습, 시뮬레이션,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
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컴퓨터의 기능은 정보를 인출하고, 조작하고, 교환하는 데 있다.
컴퓨터가 교육의 장에서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교수매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해석, 활용하는 능력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전통적인 2×4 학습에서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재나 책을 둘러싸고 있는 표지 2장과 학생들을 가둬 놓은 교실
벽 4개의 제한된 학습에서 초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기계로 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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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로서 컴퓨터가 이용된다면, 교재와 교
실을 초월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McDaniel et al., 1993).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요구를 사정하고, 학습내용의 중점 사항과
교수전략을 결정하고, 하나의 학습자료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학습활동의 책임은
상당 부분 학습자의 자율에 맡겨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 환경에서 주인의
식을 공유하도록 요구되며, 교수자는 이에 따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즉,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협의 하에 학습의 전 과정에서 1) 학습요구, 2) 세부적인 학
습내용, 3) 예상되는 학습의 결과, 4) 학습에 대한 평가 방법, 5) 학습성취의 문서화 방법,
6) 학습자료원의 선정, 7) 적합한 학습 환경, 8) 학습 진도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자율
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Hiemstra and Sisco, 1990).
이와 같이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해주
어야 하며, 학습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우게 하고, 학습자의 요구, 비판,
자율성을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학습의 동기화를 촉진하여 즐거운 학습이 되는 환
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율
적 학습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
한 태도와 관점은 학습자마다 천차만별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교사는 그 중에서 자신
의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점을 가진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Sisco, 1997).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각자 다른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하고 학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학습 활동과 그 결과
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는
소집단 토의, 개인 활동일지 등을 통해 개별적인 반성적 활동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Hiemstra and Sisco, 1990).
2. 반성적 실행자(reflective implementer)

학습자가 자기 주도 하에 다양한 정보의 탐색을 통해 학습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교
수․학습 상황은 교사가 미리 정해진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가는 기존의 교수
활동 양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즉 교사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수업안을 단순히 시
행해 가는 양상에서 탈피해서 역동적인 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학습의 역동성에 상응하여 필요에 따라 반성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 계획을 변화, 개선시켜 나가는 융통성과 탄력성을 발휘해야 한다(Duff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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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교수․학습 상황과 더불어 교사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교육을 마치고 정보화 시대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
에 뛰어 들어 성공적인 생활인, 사회인, 전문인으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변
화임을 인식하면 충분히 그 전환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 관리자(information manager)

기존의 교육에서 교사는 교육내용의 주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
대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피동적인 관찰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보처리 참여자로서의 능력을 구비하도록 협력하
는 교사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즉 교사는 교육내용의 '창고(repository)'의 역할을 지양
하고, 학습자가 정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정보의 '통로
(conduit)'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
Cunningham(1993)에 따르면 교사는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과다한 양의 정보 중에
유용한 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Chang(1991)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에서 보여주는 4가지 탐색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교사의 역할은 “무목적의 탐색자”보다는 “통합적 분석자”를 육성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무목적 탐색자
정보에 대한 탐색이 특정 목표나 목적도 없이 무작위로 수행된다. 무목적 탐색자
는 특정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의식, 방향성, 계획 등이 거의
없이 피상적으로 여러 주제를 섭렵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 사실을 수집하는 자
정보에 대한 탐색은 흥미에 의해, 그리고 특정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 의해
유도된다.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내에서 구체적 사실을 획득하는 데 탐색활동이
수행되지만 정보의 선택에 있어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무시한 채 진행한다.
다. 인과 관계적 탐색자
정보에 대한 탐색은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몇몇 제한된 질문에 의해 수행되지만
이러한 탐색의 결과를 폭넓게 이해하거나 구체적인 결과를 구성하는데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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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여준다.
라. 통합적 분석자
탐색자는 탐색된 정보를 관련된 전체상황과의 관계성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며,
구체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선정된 정보들 사이에 논리적인
연계성을 찾으려 노력한다. 또한 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포괄적인 탐색전략 속에
서 정보를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 학
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이다. 이러한 능력은 자신의 학습능력을 최대한 활
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과거의 지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법칙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융통성을 포
함한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해 Senn Breivik(1992)은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학습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이 요청되며, 이러한
능력의 부재는 정보화 시대에서 ‘새로운 하층계급’으로 전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역설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탐색된 정보를 의미 있는 형태로 통합, 완성하
여 자기정보화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습득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의 홈페이지(home page)에 표현하는 능
력이 이에 해당한다. Pettersson(1993)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의 발현을 위해 교사는 학습
자에게 정보표현학(infology)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정보표
현학이란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 최적의 의사소통을 성취하기 위해 언어적이거나 시각적
인 정보의 표현 및 전달을 어떻게 설계, 개발하느냐 와 관계된 이론과 실제를 의미한다.
4. 학습 동반자(learning partner)

정보화 시대의 교육에서 교사는 컴퓨터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활용하고, 학생 중심의
활동과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교사 자신을 더 이상 수동적인 학습자에게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역할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Hannafin과
Savenye(1993)는 교사의 역할이 교육내용과 교수전략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전
달하는 “학습활동의 통제자”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탐색을 하고 학습을 하는 자로 전
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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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사회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 학습자가 교사, 전문가, 또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
는데 필요한 지원, 피드백(feedback), 안내를 받는다.
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문화․문명을 공유․발전시
킨다.
다. 모든 학습자들이 공히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포함한 기
자재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찾은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면서 개발
한 정보 탐색 전략, 학습 전략, 타인과의 상호작용 전략 등을 활용하는 지혜를 필요로 한
다. 이를 통해 교사는 다른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전략에 대해 조언해 주면서 자신의
수업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교사도 학습자와의 학습 동반자
로서 스스로도 지속적인 학습을 영위해 가는 평생학습자가 됨을 의미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적인 사회인, 직업인,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급격한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의 정확성, 필요성을 평가,
판단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정보를 활용하고, 특정 정보를
유지, 보전, 개선해 나가며,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정
보화 시대의 적합한 컴퓨터의 활용에서 교사는 “지식자”보다는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
는 촉진자, 학습 환경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는 반성적 실행자, “무목적의 탐색
자”보다는 “통합적 분석자”의 육성을 위한 정보 관리자, 학습자와 함께 학습을 공유하는
학습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Ⅴ.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 모형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은 위에서 상술한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주요요소를 어느 교
수-학습모형보다도 가장 충실히 통합․적용하여 실제적인 교수-학습활동으로 구현하였다.
즉,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 의미는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
흥미, 이전 경험에 의해 부여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세계를 조직하고 이해
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하나의 옳은 의미나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은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며 능동적인 이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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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은 교육내용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거나 구조
화하는 세부적인 가공을 통해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형태를 지양한다. 이보다
는 학습자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이렇게 능동적으
로 생성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지식을 시험, 수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수
학습 모형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의견교환
활동에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서 주
어진 자극에 대해 단순한 반응이나 반응을 위한 반응을 요구하는 학습 환경을 배제한다
(Steipen, Senn, Steipen, 2000).
또한 본 모형은 하나의 지식은 그 것과 직접 관련된 실제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황과 독립하여 사실이나 기술을 암기,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 의
미가 없다고 보면서 실제적 맥락 속에서 학습이 일어날 때 지식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
고 학습의 전이가 촉진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모형은 가상수업 공간에 교과서의 하나의
단원에 대해 1-2개 정도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지향하는 문제가 아닌 단원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한다. 학
습자는 이러한 실제세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사건, 사물, 개념을 활용․해석하여 해당 단원의 관련된
주요 지식을 자신의 의미로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가의 평가는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제의 수행과정과 그 수행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통해 파악된다. 본 수업모형
은 학습자가 의미 있는 지식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제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의식적으
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주도하여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학습자
원의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점을 형
성해가면서 형성한 관점을 다른 학습자에게 설명․변호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모형은 학습자가 자신만의 의미로 지식을 구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아독
존, 미완성의 폐단을 극복하여 고립된 학습 환경이 아닌 협동적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하면서 좀 더 나은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즉 개개인의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은 여러 다양한 시각들로부터
협상되어지는 것이며, 특정문제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
른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교수자는 자신의 가상수업 공간에서 주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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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을 운영하지만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교실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학습자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자와 독자적인 학습자(independent learner)로서, 그리고 교수
자는 인지적이고 초인지적인 학습의 안내자․조력자․격려자․코치(coach)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교수학습활동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교수자는 필요 시 언제든지 학습
이론의 발전적 통합주의 측면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근간을 두면서 행동주의와 인지주
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교육방법도 병행하여 활용하게 된다. 즉, 교육내용에 대한 선수학습
내용 - 일례로 과학실험 방법 - 을 교육시킬 때, 학습에 동기화를 제공하기 위한 문제 제
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서술된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의 구체적
인 과정은 다음의 < 그림 1 >에서 제시된 절차와 같다.
< 그림 1 >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 모형
설계 및 개발

실행 및 평가





문제작성

도 입





학습목표 수립

학습자에게 문제 제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비구성주의적
교수 학습활동 설계

➡

학습자가 문제 파악 및
정보 수집 계획 수립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공유



가상수업 공간 개발



학습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발표


총괄평가

1. 문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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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에서 가장 먼저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일은 적합한 교육내
용을 선택하여 문제를 개발하는 일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는 기존의 교과서, 교사용지
도서, 또는 학습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야 한다. 인터
넷활용 문제중심학습에서의 문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수․학습활동을 각각 영위하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주요 구성요소
가 반영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다음
과 같은 준거가 공히 모두 포함된 문제를 창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1-2 개의 소단원이나
대단원을 기존 교과에서 선택하여 문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비정형화된 長文의 형태이다.
나. 정답이 불명확하여 약간은 혼돈스럽다.
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특정 공식에 의해 쉽게 풀릴 수 없다.
라. 학습자의 이전 경험, 관심, 흥미, 또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직결되는 실제상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마. 학습자가 보는 관점, 취득한 지식․정보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를 수 있다.
바. 해당 문제의 실제상황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의 역할이 학습자에게 주어진다.
사. 특정 교과의 소단원이나 대단원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1-2 개 정도의 포괄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아.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면 그 단원의 주요 학습내용을 자신의 의미로 유의미
하게 학습하고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2. 학습목표 수립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볼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점이 모든 학습활동을 학습자
에게 일임하고 교수자의 역할이 최소화된 자유방임형의 교수학습모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은 다른 어떤 교수학습모형보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학습자는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목표의 범위 내에서 능동적이고 독자적이며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신의 지식
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여기서 수립되는 학습목표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단원목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즉, 교수자는 인터넷활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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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심학습이 가능한 교과목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단원을 선택하여 기존의 단원목표(들)
를 기반으로 문제를 작성한 후에 해당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좀
더 폭넓은 학습자의 도착점행동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에서의 학습목표를 1) 해당 교과내용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교과목표, 2)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탐구능력 목표 또
는 문제해결능력 목표, 3) 문제 상황을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연결하여 사고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활용능력 목표의 세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한다 (Steipen,
Senn, Steipen, 2000). 위에서 제시한 목표들 중 문제해결능력 목표와 인터넷활용능력 목
표는 미국 도서관 협회와 교육공학회에서 규정한 학습자를 위한 정보화능력(information
literacy)의 9가지 준거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000).
가. 정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
나. 독자적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보를 탐색
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
라. 정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
마. 정보를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활용
바. 정보를 창출
사. 학습사회(learning community)와 정보를 공유
아.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와 도덕에 준해서 활동
자.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 영위
3.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非構成主義的 교수․학습활동 설계

구성주의자들 간에는 그들이 호칭하는 이른바 객관주의 학습이론인 행동주의와 인지
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교수․학습활동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 시 학습자에게 제
공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습을 위해 하나의 학습
이론에만 국한된 교수․학습활동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실제적인 논의에 그칠 가
능성이 크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정보화시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구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행동주의나 인지주의학습이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구성주의 학습이론만을 가지고 초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체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독자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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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위해서는 필요 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교육방법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교수자에게 요구된다. 물론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전체 교수․학습
활동에서 요체가 되고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주요구성요소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
전적 통합주의 차원의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조화가 기본 전제임을 밝혀둔다.
교수자가 문제를 설계하고 학습목표를 수립한 후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해당 문
제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인지적인 준비와 더 나은 학습효과를 위해
필요한 학습 촉진 및 지원 차원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이 수업설계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
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문제의 특성과 학습자 분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설계하고, 학습자가 참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인터넷, 문헌, 그 외 교수 자료를 통해 구비하고, 또한 학습자들이
그 외의 정보를 찾는 방법을 교육시키거나, 학급 이외의 타 학습자들과의 협동학습을 위
한 장을 마련해 주거나, 외부전문가를 교실에 초빙하는 것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
다. 또한 학습자에게 과학 실험하는 기법을 가르치거나, 면대면 또는 홈페이지의 토론방을
통해 올바르게 토론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문제와 관련된 단원의 주요 학습내용 자체
를 교수자가 어떤 형태로든 체계화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위에서 구성주의를 설
명할 때 언급했듯이 교수자가 특정 교육내용을 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수자의 관점
에서 가공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강요하게 되어 학습자가 자신의 의미로 유의미하게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우를 범하게 된다. Torp와 Sage(1998)는 문제중심
학습은 다른 교육방법과는 달리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지식과 기법을 익히는 학습 환경을 취하고 있으므로 교수자가 제시한 학습목표의 범
위 내에서 어떤 학습내용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학습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학습자의 관심
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주제에서 일탈된 학습활동을 영위하거나 학습내용을 명백하
게 잘못 이해했을 때는 이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4. 가상수업공간 개발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교수자의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학습
내용을 구조화․체계화하여 제공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보다는 학습자들이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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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사
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공간이어야 한
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1) 웹문서 제작용 컴퓨터 언어인 HTML, 2) 웹에디터
(Web Editor)라 불리는 NAMO Interactive나 FrontPage2000,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사용하는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개발
할 홈페이지는 ISP를 통해 제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특히 ‘www.hihome.com'이라는
ISP는 홈페이지 제작 전문 포탈사이트(portal site)로 회원 가입과 함께 무료로 홈페이지
를 반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수월한 기능을 제공하여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필
요한 가상수업공간으로서 다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들보다 결코 손색이 없게 홈페이지
제작 초보자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홈페이지는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
한 형태를 지양하고 주로 학습자간, 학습자와 타인,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이 주요
활동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효과적인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가상
수업공간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메뉴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가. 사용안내
교수자의 홈페이지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안내
나. 공부방
학습자가 어떻게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수행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학습안
내’와 ‘학습문제’를 제공
다. 관련사이트
해당학습단원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교수자가 미리 수집하여 제시
라. 모둠방
각 모둠 별로 게시판을 제공하여 질의응답, 토론, 정보공유 가능
마. 과제제출방
학습자의 과제를 교수자의 홈페이지에 제출
바. 게시판
전체 학습자간, 학습자와 타인,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질의응답, 토론, 정보공유
사. 선생님에게 메일
게시판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직접 메일
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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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알리는 방. 교수자만이 글을 올
리는 권한이 주어짐.
5. 도입

위의 단계까지는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을 계획하기 위한 설계와 개발의 단계에 해
당된다. 이 단계부터는 실제로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실행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
업의 도입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아닌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해서 교수자
가 수업을 진행한다. 즉, 먼저 학습자에게 수업의 특징과 방법, 그리고 학습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또한 동기유발
을 위한 모둠별 활동도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6. 학습자에게 문제 제시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할 때, 가능하면 실제상황을 학습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
황을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의 동기
화를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으며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
음의 방법들 중에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면 된다(Torp and Sage, 1998).
가. 문제와 관련된 실제 편지나 문서에 해당 문제를 서술
나. 문제와 관련된 실제 인물이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형태로 서술
다. 몇 명의 학습자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역할연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
라. 비디오나 신문기사에서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
마. 실제상황과 관련된 인물의 육성 녹음이나 비디오 화면을 통해 제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후에도 학습자가 항상 해당 문제를 참조할 수 있게 서면으로
학습자에게 배부하고 교수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7. 학습자가 문제 파악 및 정보 수집 계획 수립

문제가 제시된 후 학습자들은 5인 내외의 모둠으로 편성되어 자신들에게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정보를 취득하여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획한다(Tor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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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 1998).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의미로 현상
을 파악하고 구성하는 학습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multiperspectives)을 공유
하는 협동학습 차원에서의 모둠활동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는
먼저 개별적으로 자신의 의미로 문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구성한 후에 학습자들
은 모둠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접근방법을 서로에게 제시․설득하는 차원에서 모둠토
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모둠의 문제 파악활동이 이루어질 때 교수자는 각 모둠을 순
회하면서 조언자․안내자․격려자․전문가․교정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문제 파악과 적합
한 정보 수집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의 효율성
을 위해 몇 명의 학습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별 및 모둠활동을 중단시키
고 학습자 전체에게 해당 문제점에 대해 설명․교정해 준다. 이때 교수자가 유의할 사항
은 학습자에게 정답을 제시하거나,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관점을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수자의 권위에 순응하여 창의적인 자기주도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즉,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학습자들 사이에서 개진된 의견은 그들 스스로 타협․선택․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각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먼저 수행한 후에 모둠토
론을 통해 같은 활동을 반복한다.
가. 문제 상황을 파악
나.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내용들의 목록을 작성
다. ‘나’에서 작성한 주요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구체적
으로 서술
8. 학습자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교수자는 “단계 3.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非構成主義的 교수․학습활동 설계”에서 언급했듯이 문제와 관련되어 교수자가 정리
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활동이 선행되어
야 한다. 만약 홈페이지라는 가상수업공간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가
상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도 병행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정보수집활동도 위의 문제파악 및 계획수립 단계와 동일하게 우선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독자적인 정보수집활동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학습자들은 모둠
21

敎育方法硏究 제14권 제2호

별로 모여 자신이 정보 수집을 하면서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한 결과를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서의 토론을 통해 모둠
내의 학습자들은 해결방안 차원의 결과만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
결방안에 접근하였으며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였는가 등이 포함된 자신의 학습전략도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별 해결방안 수립과 모둠별 공유 작업은 필요하면 몇 회 반복
실시하여 자신의 의미로 지식을 구성하고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구성한 지식을 개
선․발전시키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모둠별 정보 수집활동이 종료된 후 학습자들에게 좀 더 폭 넓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모둠간에 서로의 결과물에 대해 공유
하는 발표의 장을 중간발표 차원에서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는 교수자가 개설한 홈페이
지의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수시로 접속하여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과 질의응답․정보공
유․토론 등의 활동을 가상의 공간에서 영위해 나갈 수도 있다.
9. 학습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발표

각 모둠의 학습자들은 각 모둠별로 중간 발표한 내용을 참고로 최종 토의에서 모둠
내의 각 학습자가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학습전략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
서로 설득․타협․중재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발표할 내용을 최종 정리하게 된다. 각
모둠별 발표를 통해 각 학습자들은 같은 주제의 학습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여러
관점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의미로 유의미하게 관련 지식을 구성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여기서 교수자는 각 모둠 별로 발표한 내용에서 누락된 주요관점이나 지식, 잘
못 이해한 부분 등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 통해 수정․보완해주는 코치의 역할을 수행해
야한다. 그리고 각 모둠별 발표 내용은 교수자의 가상수업공간에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10. 총괄평가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에서의 평가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하여 시행해야 한
다. 즉, 단편적인 지식이나 공식을 습득하였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평가는 지양하고 주어
진 문제 상황에 대해 학습자들이 관련 지식을 인터넷의 정보와 어떻게 연계하여 사고하고
접근하여 자신의 의미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알아보는 평가관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평가와 함께 학습자들이 학습 출발점에서부터 학습 종료까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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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식과 관점을 구성해왔는가를 알아보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에서의
협동학습을 어떻게 영위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과정적 평가도 공히 중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다른 조에 대한 평가, 결과물
평가의 네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수자는 아래의 평가방법을 프린트물로 각 학습자
에게 배부하여 수시로 참고하도록 한다.
가. 자기평가
본 교과내용에 대한 개별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오늘 학습한 내용, 느낀 점, 기
타사항 등으로 학습한 당일에 학습일지의 형태로 작성하여 매 학습활동일 종료 직
후 교수자에게 제출한다.
나. 동료평가
각 모둠내의 모둠원의 참여도와 공헌도를 각 모둠원이 자신의 학습일지에 5점
척도로 상호평가하여 전체 학습활동 종료 직후 제출한다.
다. 다른 조 평가
각 모둠의 결과물에 대해 다른 모둠원들이 학습일지에 5점 척도로 상호평가하여
전체 학습활동 종료 직후 제출한다.
라. 결과물 평가
각 모둠의 결과물을 교수자가 평가한다.
이러한 다각도의 평가가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활동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
자는 학습자에게 평가방법을 수업의 도입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활동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지식이나 기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활동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창조적 사고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되어야한다.
Ⅵ. 결 론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모형은 7차 교육과정의 초등 사회 교과의 한 대단원에 직접
적용된 13차시에 걸친 수업계획서로 구현․실행되어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였다(최 욱, 김
민수, 안신혁, 2002). 그리고 본 수업모형의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최 욱, 전기훈,
2002)를 통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의미한 학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파지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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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도 가져오는 교육방법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학습모형은
정보화시대의 교육에 적용 가능한 수업모형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모형은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정보화 시대의 교수학습 모형을
도출해내는데 기저 논리로서의 역할가능성을 높임으로 인해 향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1세기의 학습자들은 현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미래
에 직면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형적인 정보화
시대에서 성공적인 사회인, 직업인, 전문인, 생활인으로의 삶을 구유할 것인가, 아니면 정
보화시대의 조류에 낙오된 새로운 하층계급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자는 기존의 산업화시대의 교육방법에서 과
감하게 탈피하여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의 기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교육 현장에 과감하게 도입․
수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정보화시대의 총아라 칭할 수 있는 인터넷은 우리의 모든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습을 규정짓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는 능
력인 누구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형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지혜
를 모아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과 인터넷을 논의할
때 불명확하고 막연한 회의나 부정적인 관점 속에서,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기계문명 또는 물질문명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과 연계되는 비실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산업화시대의 교육방법 일변도의 구각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수학습모형
을 초등교육 현장에 개발․적용할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에서의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은 단순히 과거에 축적된 지
식을 축적하는 존재가 아닌, 정보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인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학습
능력을 구비한 학습자, 특정 주제의 지식을 심도 있고 유의미하게 스스로 구성하는 학습
자를 키워내는데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공
유할 수 있는 존재의 양성을 지원하여 정보화시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인 정보의 폭증, 급
격한 변화, 다면적인 생활상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모형은 21세기의 바람직한 초등교사상에서 반드시 포
함시켜야할 핵심역량으로 손색이 없으리라고 본다.
본 모형은 교수자가 지식을 구조화․체계화하여 교수자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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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교수-학습활동이다. 그래서 모든 또는 대부
분의 교과내용을 인터넷활용 문제중심학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비실제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본 수업모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에서 제시된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 일변도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부응한 교육방법
으로 기존의 교육을 수정․보완․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정보화시
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학교에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정보화시대의 총아인 인터
넷의 정보와 연계해서 사고하고, 해당 지식이 직접 관련된 실제상황 속에서 지식을 의미
있게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학교의 정보화 구축이 단순히 하드웨어(hardware)
적인 외형만을 갖추고 교육현장과의 성공적인 연계가 이루지지 못하여 학습자의 정보화능
력(information literacy)을 키우는데 미흡했던 과거의 교육정보화의 파행을 반복․답습하
지 말아야겠다는 소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정보화가 성공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
는 관건은 교육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이 정보화시대의 패러
다임과 적확하게 상응, 구비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가의 노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된 한 결과이며 앞으로 이외에도 정
보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에 촉진제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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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instruction-learning model for
information era

Choi, Wook
For the learners who would live in the full-blown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education should starts the new directions to provide all the
possible capabilities of information literacy requiring to the successful life in
the forthcoming er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odel of
problem-based learning with internet to be useful for practicing the
real-world information literacy. In order to be practically applied in school
classroom settings, This study specifically prescribes the phases of th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its model as 10 steps.
They are as follows. 1)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2) statement of learning
objectives, 3) design of non-constructivist instruction-learning activities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learning, 4) development of cyber learning space, 5)
introduction, 6) presentation of the problem to the learners, 7) realizing the
problem situation and planning for information collection by learners, 8)
perform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mainly with internet, 9) presenting
the final solutions for the problem, 10) summ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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