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방법 분류준거 탐색
권 낙 원(한국교원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우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
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누가’는 교사가 될 것이고 ‘누군
가’는 학습자가 될 것이며 ‘무엇을’은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어떻게’는 교수방
법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교수방법인 것이다. 교수방법은 곧 교
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교수방법이
과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에 관한 문제는 교육에 관
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한 발전이 있어 그 동안 교육에 많은 긍
정적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만
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자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교수
이론, 교수방법을 가르치면서 직면하는 문제 중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특히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책을 골라 교재로 삼을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교수이론 교육방법에 관한 책이 수십 여 종
에 달하는데, 책의 가격이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책 속에 어떠한 내용
이 담겨 있는지가 관건이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좋은 책인가? 정
확한 분석은 안 해 보았지만 대충 내용의 목차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다. 그렇다고 내용의 목차만 보고 책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교수’라는 개념상의 문제이다.
교수라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교수방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선 가장 혼동하고 있는 용어로 교수, 학습, 수업, 교수전략, 교수기법, 교수이
론, 교수-학습 이라는 용어들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교수방법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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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교수방법 분류에 관한 것이다. 학자들마
다 교수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수방법도 수업방법, 교수전략,
교수모형, 교수양식, 교수학습방법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더구나 교수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교수방법의 분류 준거를
달리 사용하여 교수방법을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어떠한 학자들은
분류준거를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분류준거를 분명히 밝
히지 않고 있어 단지 분류상태를 통하여 추론해 볼 뿐이다.
네 번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다. 과거에 가장 많이 비교되었던 교수방법으로 강의법과 토의법이 있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가 밝혀진다면
그 방법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연구가 시도되었던 것
이다. 결과인 즉,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수업상황에 따라 두 방법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즉 강의법은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고 토의법은 사고력을 요하는 학습과제에 보다 효과적
인 교수방법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런데 게이지(Gage)에 의하면 강의법과
토의법은

무엇을

근거로

분류된

교수방법이냐

하면

교사의

행동유형

(patterned behavior)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소집단 학습과 프로그램 학습 효과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들 방법의 분류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소집단의 경우는 집단이 그 분
류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개별,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과 같은 형태의 교수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학습은 집단을 대상으로 분류
된 교수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프로그램된 학습과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학습
이라는 분류에 따른 교수방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두
교수방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동일 기준에 따라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다보면 분류준거가 무엇인지도 모른 체
단지 이 방법, 저 방법을 비교하겠다는 제안을 많이 해 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비교준거가 다르다고 하여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프로그램 수업과 협동학습을 비교하여 두 교수방법 간에 차이가 있다고 했
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만약에 분류준거가 무
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경우 결과해석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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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교수방법에 관한 정의, 분류, 분류준거를 종
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교수방법의 분류 준거를 탐색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교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교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며 또한 교수와 유사하게 쓰이는 개념들이 다양
하기 때문에 우선 교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나. 교수 방법의 개념을 정립한다.
교수의 개념이 다양하듯 교수방법의 정의 또한 다양할 것 같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수전략, 교수모형, 교수양식,
교수기법, 교수이론 등의 개념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다. 교수방법의 분류 영역을 검토한다.
모든 학자들의 교수방법 분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 학자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고 자료입수가 가능한 학자들의 교
수방법 분류를 검토하게 된다.
라. 교수방법 분류의 준거를 탐색한다.
교수방법을 분류한 학자들 간에는 분류준거를 명시한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분류의 경우는 그 준거를 추론하여
추출해 낼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이 교수방법 분류 준거 탐색이므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연
구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밝혔던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내용을 선정한다.
우선 교수방법 분류에 앞서 교수의 개념부터 알아본다. 왜냐하면 교수의
개념이 혼란스러우면 교수방법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수라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도 교수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다. 교
수라는 개념과 혼용되고 있는 ‘수업’, ‘교수-학습’ 이라는 개념을 살펴본다.
교수라는 개념이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결국 교수방법이라는 개념도 혼란스
러울 것이다.
여기서는 교수방법과 유사하거나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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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것이다. 또한 교수방법 분류준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교수과정을 검
토하게 된다. 교수방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어
떠한 학자는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교수방법은 교
수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교수과정을 교수, 학생, 내용이라는
3요소의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수방법 분류,
준거에 대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추출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수모형, 교수양식, 교수이론, 교수전략, 교수기법이라는 용어들을 함께 검
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교수방법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학자들의 교수방법 분류를 다 알아볼 수 없기에 제한
된 자료를 토대로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분류를 알아
본다. Gage, Henson, Williams, Mosston, Cohen, Joyce ＆ Weil, Saylor 외
McKeachie, Borich, McNeil 등의 분류를 검토한다.
끝으로 각 학자들의 교수방법 분류를 토대로 그 준거를 추출해 낸다. 그
분류준거는 다양하다. 또한 이름만 다르지 그 본질은 차이가 없는 분류도 있
다. 예를 들면, 교사중심․학습자중심, 지시적․비지시적, 형식적․비형식적,
전통적․진보적, 구조적․비구조적과 같은 분류이다.
이 글에서는 교수 개념, 교수 방법의 개념, 교수방법 분류의 영역은 생략
하고 여러 학자들의 수업 방법 분류를 통하여 그 준거를 추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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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수 방법의 분류 준거
앞 장에서 여러 학자들의 교수 방법 분류를 검토하였다. 이들 학자들의 교
수방법분류를 통하여 그 준거를 추출해 보았다. 물론 여기에 제시될 준거가
어떠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준거를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교육 목적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을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보느냐
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진다고 보아진다. 앞에서 검토한 Cohen의 교수방법
은 교육목적관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Cohen은 교수 방법을 도구주의
적 접근, 학생중심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나누고 있다. 도구주의적 접
근은 문자 그대로 방법 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수단
으로 보는 관점이고 학생중심적 접근은 교육 자체가 인간의 발달, 개인의 발
달, 자아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이고 나머지 자유주의적 접근은 도
구주의 접근과 학생중심접근의 장점을 포괄한 통합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접근에서는 교육자체를 목적시 하면서 문화의 전수 자체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입장인

셈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Soltis

&

Fenstermarcher의 분류 또한 교육의 목적관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이
들은 교수방법을 교사중심 접근, 치유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 분류는 Cohen의 도구주의적 접근, 학생중심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
Soltis에 의하면 교사 중심 접근이란 교사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지식을 습
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사실, 개념, 기술,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 기술과 관리 기술을 활용해 나간다. 즉 교사에 의하여
지식이 조직되어 전달되며 학습자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치
유적 접근에서 교수란 학습자가 내용을 선정하여 추구해 나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활동이다. 즉 교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 중심 접근은 주어진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대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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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만 치유적 접근에서는 그 목적이 인간 자체의
발달,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삶을 영위해 나갈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렇
다고 본다면, 앞에서 교수 방법을 분류한 Cohen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 교육 목표관
죠이스&웨일(Joyce

&

Weil,

2000)는

1972sus

수업

모형(Models

of

teaching)이라는 책자를 처음 출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7판을 출간
하였다. 그는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가에 따라 즉 교육 목표에 따라 수
업 모형을 분류하였다. 그는 지력 계발을 위한 교수 학습으로 정보 처리 모
형을, 정의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로 정의적 모형을,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수 학습으로 사회적 모형을, 행동주의적 교수‧학습으로 사회적 모형
을, 행동주의적 교수‧학습으로 행동 체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정
보처리 모형에 다음과 같은 수업 모형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개념 획득 모형, 귀납적 사고 모형, 탐구훈련 모형, 선행조직자 모형, 기억
모형, 지력계발 모형, 과학적 탐구 모형 등이 포함된다. 정의적 모형에는 비
지시적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자각 훈련 모형, 학급회의 모형이 포함
된다. 사회적 모형에는 집단 탐구, 역할 놀이, 법률 탐구, 실험실 훈련, 사회
과학 탐구 모형이 포함되고 행동체제 모형에는 완전학습, 자기통제 학습, 기
능과 개념 계발 훈련, 주장성 훈련 등이 포함된다.
교육 목표에 따라 수업을 분류한 학자로 죠이스&웨일 외에 Gagne가 있
다. Gagne는 수업 모형을 대표적인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Skinner의 조작
적 조건 형성 이론(또는 교도적 모형), Bruner의 인지 학습 이론(또는 발견
식 수업 모형), Ausubel의 선행 조직자 학습 이론(또는 설명식 수업 모형),
Gagne의 학습 이론(또는 목표별 수업모형) 및 Atkinson의 정보 처리 학습
이론으로 분류하였다.(김순택, 1977) 이러한 분류 기준은 학교 학습 과제 즉,
목표의 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Gagne의 견해에 따르면, 학교 학습과제는 언
어적 정보 학습, 지적 기능의 학습, 인지 전력의 학습, 운동 기능의 학습, 태
도 및 가치관의 학습 등 5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Gane, 1985) 그런데 지
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학습 이론이나 교수 이론은 이러한 학습 목표 영역들
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 제시한 다섯 가지 학
습 이론을 중점적으로 잘 활용하면 학교 학습 과제의 5대 영역을 골고루 성
취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가정이다. 예를들면, Bruner의 학습 이론은 인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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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수업에 효과적이고, Ausubel의 학습 이론은 언어적 정보 학습에 효과
적이며, Gagne의 학습 이론은 지적 기능의 학습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
한 학습 목표 분류는 Bloom의 분류를 보다 세분한 것으로 목표별 학습에 적
합하며 특히 지적 기능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이것은 Bloom의
인지적 영역에 주로 해당된다.

3. 교육 내용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는 대체로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조
직, 교수방법의 선정,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마련이다. 결국 모표와 내용이
분석되고

나면

내용을

가르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설정하게

된다.

Alexander, Saylor and Lewis는 교육과정 설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수업>
지역
사회
활동
교과/
학문
실천
능력/

토의 집단 자율 탐구
질문 탐구 학습 훈련

수업 법률
체제 적교
설계

수

창의
강의 반복
법

연습

DI

역할 모의 적문 시청
놀이 게임 제해

각

결

L

M

L

F

M

F

L

M

F

F

L

L

L

M

L

L

L

F

L

M

L

L

M

M

M

M

L

M

F

F

M

L

M

L

F

L

L

L

M

M

F

L

M

F

M

F

L

L

M

L

L

L

M

M

F

F

F

L

F

M

L

L

L

L

L

L

L

L

M

F

기술
인간
특성/
과정
사회
기능/
활동
흥미와
필요/
활동

표에서 교과/학문 교육과정 설계란 학문에 따라 조직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보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은 학습자들이 학문의 구조를 이해
하게 하고 그 학문의 탐구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 능
력/ 공학 설계에서는 계열적 분석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꼭 배워야 하는 지식 및 기능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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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이 사용된
다. 여기에 주로 쓰이는 교과/학문 설계에서도 사용도리 수 있다. 인간특성/
과정 설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데 그 첫 번째는 구체적인 인간 특성의
계발 자체가 목적이고 교육의 과정은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수업으로는 역할 놀이와 토의 학습이 있다. 또
한 문제 해결, 탐구 훈련, 가치 명료화 도덕성 발달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
적 기능, 활동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를 연
구하게 하는 데 사용되며 지역 사회 활동, 집단 탐구, 법률 탐구 방법이 주
로 사용된다. 흥미, 요구/ 활동 교육 과정 설계에서는 자율 학습, 자기 교수,
시네틱스가 주로 사용된다.

4. 행동 유형
Gage는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제 4판에서 교수 방법을
반복적이고, 여러 교과에 적용 가능하고, 한 명 이상의 교사에 특징적이며,
학습에 관련된 행동 유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 방법은 인간 교사에 적
용되는 교수 기계, DI, 필름과 같은 비인간적 매체를 사용하는 수업 방법을
포함하는 교육 방법의 하위유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행동유형은 동시에 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일연의
행동이다. 예를들면, 강의법에서의 행동유형이란 교사의 계속된 일연의 구두
진술이다. 일상 학습에서의 대화에 있어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을 반응하
며 이에 대한 교사가 반응하거나 학생의 반응을 평각하거 한다. 이러한 일연
의 행동이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이러한 유형이 곧 교수 방법을 구성한다.
한편 아처는 여러 교수 방법을 분석하고 난 후, 이들 방법이 공유하고 있
는 행동의 특징을 말하고(tellimg), 보이고(showing), 행하는(doing) 것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Telling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강의, 토의, 설명, 토론, 패널
토론 방법을 제시했고 Showing을 강조하는 교수방법으로 시범, 모델링, 그
림, 문자 제시 방법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행동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에는
역할놀이, 실습, 연습, 탐구 절차, 모의 학습을 포함시켰다. 물론 아처의 교수
방법 분류에 있어 예를들어 말하기를 강조하는 교수방법이라고 해서 전혀
시범이나 그림을 보이는 행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전체
수업 중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Telling이냐 Showing
이냐 아니면, Doing이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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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도권
수업을 누가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교사중심,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학자들로서 Mckeachie, Borich, Flanders, Williams,
Hunt, Shuell 등이 있다. 교사중심 수업에서는 교사가 전 수업의 과정을 혼
자 결정하고 나아가 이를 주도해 나간다. 학습자는 단지 교사의 지시만을 따
를 뿐이다. 교사는 지시자이고 학습자는 추종자이다. 교사는 적극적이고 학
습자는 수옹적이다. 교사의 의도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을 조형화 해 나
가는 수업이 교사중심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안내해 주는 조
력자이다. 학습의 목표에서 학습 자료의 선택 학습 활동의 전개 평가에 이르
는 전과정의 주체는 학습자이며 교사는 학습자의 편에 서서 학습자를 도와
주는 사람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지시적 수업 또는 교사 중심 수업은 학생
들의 기초 기능을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때
우리는 모든 학교,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가장 좋은 수업을 찾으려고 부단
히 노력해 왔으나 나중에 가서는 수업의 방법은 상황적이라는 결론에 이르
게 되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수업의 효과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중심 수업도 이러한 상황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상황에 따라 효과
적일 수도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즉, 기초 기능을 기르는
데에는 효과적이라는 말이 된다. 학습자들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
리고 이에 대한 기본 지식, 기능이 없을 때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쉽게 학습
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과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 과제를 차근차근 상세
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기능은 거의 완전학습이 될 때까지 철저히 숙달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우리의 수업 연구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이론을 탐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물론 현재의 수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은 당
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었었다. 그러나 교육
에 있어서의 개혁은 다른 경제 개혁이나, 정치 개혁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정신, 의식의 개혁 엇이 교육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신, 의식의 개혁은 그렇
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는 근본 패러다임의 변
화보다는 현재에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선의 과제부터 추구하
는 것이 분제의 본질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본인은 전통적 방법, 교사중심 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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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 나가자는 입장이다.
한편 학습자 중심, 비지시적 수업은 60년대 70년초까지 전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널리 알려졌던 수업 방법이다. 비지시란 결국 교사
의 지시가 최소화되고 거꾸로 학습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수업 또는 학
습자를 도와주는 수업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Bennette가 그의 박사
학위 논문 Teaching styles & Pupil progress에서 지시적 수업이 학업 성취
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Flanders 학파에서는 큰 충격을
받고 이 결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별여 왔으나 결론은 결국 수업은 상황
적이라는 점이었다. 비지시적 수업이 언제나 어디서나

과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지시적 수업의 효과를 재분
석한 결과 비지시적 수업은 고학년(중학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같은 복잡한 학습 과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화에서 교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과거에 일방적으로 교사 중심 수업만 고집해 왔었는 데 계속 그래야 하는
가? 그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학습자 중심 수업만 고집해 나가야 하
는가? 본인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이 두가지 접근 방법을 유효 적절하게 사
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에 학교 교육이 기초 기능도 길러야 하고 문제
해결력, 창의력도 길러야 할 입장이라면 결론은이 두가지 접근을 동시에 적
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의 수업 방법이 쉽게 바뀌느냐 하
는 문제이다. 예를들어 A 방법이 나쁘니 B 방법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꾸어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방법이 나쁘니 새로운 방법으
로 바꾸라고 하면 말하듯 하면, 그 방법을 적용하는 데 요구되는 여러 지식,
기능, 태도가 입으로 말하듯이 바뀌어 지는 것일까? 만일에 그렇다면 교육개
혁은 손쉬운 일이고 따라서 교육에 대하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사가 자신이 익숙해 있던 수업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에 익숙해지려
면

상당한

시일과

상당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Treffinger, Grow 같은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듯, 교사중심 수업에서 당장 학
습자 중심 수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교사 중심에서 약간 학습자의 자유를
허용하는 쪽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Treffinger는 교사주
도 수업과 자기 주도 수업의 관계를 일직선 상의 연속적 개념으로 보고 교
사 주도 수업, 자기 주도1, 자기 주도2, 자기

주도 3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진보주의나, 열린 교육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 교사 주도 수업에서 S3로 바꾸려고 한데서 비롯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양 극단에 교사주도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치시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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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는 이 두 수업의 통합 수업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수업형태로서 통합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통합 수업은 따라서 앞에서 교사중심 수업이 기초 기능에 좋고 학습자
중심 수업이 문제 해결 수업에 좋다고 했는 데 만일에 학습과제가 기초기능
도 길러야 하고 이어 문제 해결력도 길러야 할 복합 과제라면 어느 한가지
수업 접근만 사용하는 것을 적합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
우 통합 수업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의사 결정
수업을 의사과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로 모스톤과 무스카
(Mosston & Muska, 1972)가 있다. 이들은 교수행동(수업행동)이란 일연의
의사결정과정이라 한다. 이 말은 교사의 행동, 발언 일체는 이미 사전에 내
려진 의사 결정의 결과이라는 것이다.
교수행동이 일연의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다음의 질문
즉, ‘무엇에 대한 결정이냐’를 묻게 된다. 의사 결정의 영역을 분석하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을 분석하게 되는데 따라서 누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느
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
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진다. 즉 상호작용 하기 전, 중, 후에 관한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호 작용도 어떠한 결정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 결정 영역은 수업 전 결정(pre-impact decisions), 수업
중 결정(impact-decisions), 수업 후 결정(post-impact decisions)으로 나누어
진다.
수업 전 결정 단계에서는 주로 내용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은
1.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전체, 부분 또는 개인들)
2.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교과 내용 및 구도)
3. 어디에서 가르칠 것 인가(지리적 여건, 학습, 도서관, 체육관 등등)
4. 시간

5. 내용양

6. 질

8. 예상되는 학습 양식
10. 의사소통

7. 교수양식
9.학급 분위기

11. 교육의 가치․철학

12. 평가 절차․평가 자료

13. 기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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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결정 단계에서는 수업 전 결정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을 실제 이행
하는 단계이다. 수업 전 결정 단계에서 주로 결정할 사항은 계획 및 준비인
데 반하여 수업 중 결정할 내용은 실천 및 수행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구체
적으로 결정될 내용은
1. 수업 전 결정 사항의 실천, 2. 조정 3. 기타 이다.
이 단계에서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수업 전 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이다. 계획과 실천은 반
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는 사전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중단
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사전 결정을 무시하고 사전 결정으로 생기게 될
어떠한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결국 조정 결정이란 교수학습과정
에서의 어떠한 의사 결정을 변경․중단, 도외시 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수업 후 결정은 수업이 진행되고 난 후의 평가에 관한 결정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주로 결정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즉각적 피드백 절차에 관한 의사 결정
2. 일반적인 강화에 관한 의사 결정
3. 구체적인 과제 수행 후 구체적인 강화에 대한 결정
4. 매일 매일의 평가에 대한 결정
a. 절차 : 이 결정은 학습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과 관계된다. (검사,
평정 척도, 상호 작용 기법, 오디오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
등)
b. 빈도 : 얼마나 자주 자료수집을 할 것인가?
c. 규준 : 자료 수집시 학생의 위치 결정을 위한 규준의 사용에 관한 결정
5. 교수 학습 상호 작용에 관한 결정
6. 보상과 꾸지람에 대한 결정
교수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누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느냐 하는 기준
이 중요시된다. 교사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학습자가 의사 결정
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교수 방법에는 차이가 생긴다. 모스톤은 교수 방법에
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연속선을 상정하고 있는 이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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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방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교사가 모든 사항을 결

교사는 어떠한 사항도

정한다.

결정하지 않는다.

학생은 어떠한 사항도

학생은 모든 사항을 결

결정하지 않는다.

정한다.

위에서 연속선은 교사 및 학생의 의사 결정을 연결하는 선인 것이다. 한
쪽 끝에는 교사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
을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결정에 복종하고 반응한다. 다른
한쪽 끝에는 학습자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교사는 하나의 자원 인사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따라서 여러 수업 방법은 교사의 의사 결정에서 학습자의 의사 결정에 이
르는 연속선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을 각각 모스톤은 다음
과 같이 명명하고 있다
명령 방법, 과제 방법, 상호적 방법, 개별 프로그램(교사 설계), 안내된 탐
구, 문제 해결, 개별프로그램(학습자 설계).
여기서 모스톤은 명령방법을 command style이라고 표현하면서 style과
method를 같은 뜻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tyle을 방법이라고 번역
하였다. 이 연속선 상 맨 오른쪽에 위치한 교수 방법은 명령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수업 전, 중, 후의 모든 결정은 교사에 돌아간다. 즉, 교사가 모든
의사 결정에 책임을 지며 학습자는 교사의 결정에 복종하고 추종해 간다. 그
러나 학습자에게 의사 결정전을 점점 더 위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형의 방
법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7. 구조화
학교 구조, 건물 구조라는 말을 일상 생활에서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수
업의 구조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듣는 용어는 아니다. 교육에서는 교과의 구
조, 지식의 구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구조라는 하는 것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골격, 요소, 요소 간을 묶은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Bruner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란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
념, 기본이 되는 개념, 법칙,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학문을 얘기할 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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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모든 면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학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
식으로서의 개념, 원리, 법칙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물을 설명할 때 건물의
모든 요소를 설명할 수 없다. 건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조나 요소
들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건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수업의 경우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의 구조란 수업
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 요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수업의 구조라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가 궁극적으로 건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듯이 수
업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수업은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수업의 경우도 어느 한 수업의 구조가 곧 모든 수업 상황에서 효과
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업은 상황적인 것이다. 그렇
다면 우리는 여러 대안적인 수업의 구조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 건물의 구조를 생각할 때 어떠한 건물은 복잡한 구조를 갖춘 건물도 있
고 또 어떠한 건물은 단순한 구조를 갖춘 경우도 있다. 수업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떠한 수업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춘 경우도 있
고 어떠한 경우는 단순한 구조를 갖춘 경우도 있다. 우리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수업을 ‘구조적(構造的) 수업’이라 부르고, 단순한 구조를 갖춘 수업을
‘비구조적(非構造的) 수업’이라 부를 수 있다. 또한 중간 정도의 수업을 ‘준구
조적(準構造的) 수업’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Joyce와 Weil은 높
은 ‘구조적 수업, 중간 구조적 수업, 낮은 구조적 수업’으로 나누고 있다.
Hunt와 Sullivan은 학습자의 특성으로 ‘개념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그들은 이들 개념 수준을 구조화하는 일정에서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학습자의 개념 수준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
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자기 주도로 이어 지
는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발달 단계에 의하면 최
적의 환경이 주어지면 모든 학습자는 미숙하고 비조직적인 아주 낮은 단계
A (미숙하고 사회화되지 못한)로부터 좀 덜 구조화된 (의존적) B단계를 거
쳐 높은 개념적 복합성을 지닌 (독립적) C단계로 발달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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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발달환경

개념수준

높음
비구조화
자율성강조

적절한 구조화
자기표현 격려

높은 구조화
수용적ㆍ일관적

단계 C

C

독립적

단계 B

B

의존적

단계 A

A

비사회적

낮음

연령

Hunt는 개념 수준 일치 모형(conceptual level matching model)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 개념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구조화가 높은 환
경에서 효과적인 반면, 개념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구조화가 낮은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화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수업의 구조화는 달리해야 수업의 효
과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Joyce와 Weil은 수업의 구
조화에 따라 그들이 분류한 수업 모형을 나누고 있다.
<구조화 정도에 따른 수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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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모형

구조화정도

적절한 개념수준

귀납적 모형

Taba

중간

중간

탐구훈련 모형

Suchman

높음

낮음

과학적 탐구 모형

Schwab

중간

중간

법률적 수업 모형

Oliver ＆ Shaver

높음

낮음

개념획득 모형

Bruner

중간

중간

인지발달 모형

Piaget

낮음-높음

낮음

선행조직자 모형

Ausubel

높음

높음

집단 탐구 모형

Thelen

낮음

높음

사회적 탐구 모형

Massialas ＆ Cox

중간

중간

실험실 모형

National training laboratory

낮음-중간

높음

비지시적 모형

Rogers

낮음

높음

학급회의 모형

Glasser

중간

중간-높음

창의적 문제해결

Gordon

중간

중간-높음

지각 훈련모형

Hunt

낮음-중간

높음

개념체제 모형
조작적 조건화

Hunt
Skinner

낮음-높음
높음

낮음

8. 자율ㆍ통제
수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수업을 자율․통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 자율과 반대되는 단어는 통제일 것이다. 통제란 어느 한 가지 방법의 틀
을 받들어 이 틀 내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통상 수업을 비판할 때 어느 수업 방법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된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지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단
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고 계속 사
용될 경우이다.
Mc Neil은 자율, 통제라는 기준에 따라 수업 방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그는 구조적 수업 방법, 상호작용 수업 방법, 자기 주도적 수업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 결국 그는 자기 주도적 수업 방법을 자율적 수업 방
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대체로 자기 주도 방법은 교사 주도 방법과 대비
되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주도 방법에는 교사 주도 방법이
자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자기 주도 방법이
제한된 여건 내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해 가는 방법이라고 본다면 제한된 여
건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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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자율이 제한된 통제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는 구조적 방법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여기는
강의, 교과 독서, 반복 훈련 및 복습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시적
수업, 완전 학습도 구조적 방법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 전략도 구조적
방법에 속한다.
간단한 질의 응답, 정답에 초점을 둔 즉각적 강화, 특정 학생에게 고차적
질문하기, 질문의 결과를 학습 부진아 지도에 효과적 이용, 기초 기능 숙달,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높은 인지 학습, 교과 학습과 일반 이해 증
가, CAI도 구조적 방법이다.
상호작용적 교수 방법은 비지시적 방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방법
으로는 오버헤드 프로젝터, 고차적인 질문 방법, 교사시범, 필름, 영화, 비디
오 테이프, 토론, 상호 학습, 학습 센터, 현장 학습 등이 있다. 지금까지 비지
시적인 수업 형태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
이 있다.
○ 질문 절차 (Rowe, Swift)
․질문의 대기 시간
․개연적 질문
․고차적 질문
․교사의 편견 배제
○집단 구성의 실제(Slavin, Lidgren, Gage)
․능력별 집단 구성
․선택적 능력별 구성
․다 연령 집단 구성
○협동 학습(Slavin, Palinscar, Berlina, Jenkins)
․이질 집단 편성
․상호 학습
○ 교사의 기대
․높은 기대
․낮은 기대
끝으로 자기 주도 교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앞의 방법들 보다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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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통제를 최소화 해 가면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 방
법이다.
자기 주도 방법은 평생 학습 차원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수업 방법이면서
교사들은 거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속하는 방법으로 프로
젝트 방법, 자율 학습, CAI, 사례 연구 등이 있다. 자기 주도 수업에서 학습
은 개별, 소집단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자기 주도 방법으로
밝혀진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소집단 학습(Peterson, Swing, Luker)
ㆍ소집단 배정
○ 메타 인지 기능 수업(Perkins)
ㆍ학습하는 방법 기능 지도
ㆍ전략적 기능 지도
○ 자아 개념 발달(Gerlach, Harris)

9. 상호 의존
Johnson & Johnson(1992)은 협동 학습의 본질적 요소들로 긍정적인 상
호 의존성, 대면적이고 촉진적인 상호 작용, 개별적 책무성, 협동적 기능, 그
리고 집단 과정을 들고 있다. 특히, 협동학습을 구조화 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긍정적 상호의존성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성공하지 않으면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상호 의존성은 견고해지는 것이며 구성원 모두
가 성공해도 개인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면 상호의존성은 와해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이 견고해지려면 집단의 성공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들
간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수업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은 개인들
로 구성되며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은 집단의 결속과 응집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 형태에 따른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쪽 끝에는 상호 의존이 부재한 형태의 학습 즉 개별 학습을 정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상호배타적인 관계의 형태를 띤 학습으로 경쟁 학
습을 정치시킬 수 있고 마지막 한 쪽 끝에는 상호 의존적 학습 형태인 협동
학습을 정치시킬 수 있다.
이 들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교사의 판단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방법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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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암튼, 개별‧경쟁, 협동 학습이 상황에 적절
히 잘 사용된다면 그만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Johnson과 Johnson은 사회 상호작
용의 특징을 개별, 경쟁‧협동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 의존성 특징>
특
징
운
명
이
익
시
간
정 체 감
causation
(행위의 원인)
보
상
동기유발
귀
인
자

축

협
상
상
장
공

동
호
호
기
유

경
쟁
반
대
차
별
단
기
상 대 적

개
별
독
립
자
기
단
기
별 개 의

상

호

상 대 적

자

무 제 한
내 발 적
노
력
자신의 성공

제
한
외 발 적
능력
자신의 성공

타인의 성공

타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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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무 제 한
외 발 적
능
력
자신의 성공

10. 학습이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학습이
일어났다고 한다. 곧 행동의 변화가 학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변화 중에서 약물 중독이나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 또는 성숙에 의한 변화
등은 학습에서 제외된다.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로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만을 학습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수업이란 무엇인가? 결국 학습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직접 경험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곧 수업인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똑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상호작용하여
얻는 경험의 결과는 꼭 같다고만 볼 수 없다.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이론은 처음에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으나 이들 결과를
인간에 적용하므로 인간의 학습현상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서 인간과 동물을 같은 선상에서 연구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학습현상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학습이론을 대별(大別)하면 크게 S-R이론과 인지이론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이론도 이러한 학습의 과정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볼
때 교수 학습이론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었다. 통상 S-R이론이 근거하고 있
는 수업을 전통적 수업이라고 하며 인지이론 또는 인간주의 학습이론이 근
거하고 있는 수업이론은 인간주의 수업, 구성주의 수업이론이라 부른다. S-R
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조건화에 의하여 형성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아동을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조건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수업에 적용
해 보면 교사는 자신이 유도하고자 하는 반응인 행동 목표를 미리 결정한다.
그 후에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반응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단서
와 자극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외
부 환경의 자극이 주어진다. (통상 교사의 말이나 행동) 학생은 자극에 반응
한다(강의 경험 또는 교사의 질문에 손을 든다)
그 다음 학생의 반응에 강화나 벌이 주어진다. 이 결과에 따라 학생의 반
응은 더욱 증대된다. 1980년대 들어와 새로운 교수ㆍ학습 패러다임으로 구성
주의 학습이론이 등장하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구성주
의는 과거 행동주의에 있어 학습은 외부 자극에 의하여 행동이 형성된다는
조건화 이론을 배격하고 학습자의 내부에 의하여 학습이 형성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학습은 지식의 전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
부의 지식을 학습자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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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는 최근의 인지심리학, 철학, 그리고 인류학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이란 일시적으로 발달적이며 사회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
어 객관적일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이란 학습자가 특정 경험에 대
한 개별적인 지각, 이해를 중심으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란 특정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 등에 갈등 혹은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의 자기
조절적 기제에 의하여 다시 인지적 평형을 되찾게 되는 일연의 과정을 의미
한다.(Posnot,1996)
한마디로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는 더 이상 외부 지식의 소극적 수용자가 아
니라 학습 과정의 의사결정자로 학습의 주도권을 갖고 학습을 주도해 나가
는 사람으로, 이를 위해서는 구성주의적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학습환경조성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구성주의에 있어 똑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학
습은 교상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인지과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렇다고 교사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유의미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은 적극적이고 자기 구성
적인 것이다.
헨슨(Henson, 1999)은 S-R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수업과 구성주의 학습 이
론에 근거한 구성주의 수업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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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수업

구성주의 수업

∙학습의 질은 지식의 양이다.

∙학습은 새롭게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
다.

∙학습은 기존의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학습

다.

∙학습은 정보의 조형(造型)을 수반한다.

∙학습은 항존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다.

∙성공은 학문의 학습으로, 학문의 구조

∙학습 내용은 학습 방법에 거의 영향을 를 발견하는 것이다.
미치지 않는다.

∙정보는 제공하는 것

∙정보를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중요한 정보를 사전 부각
∙학습자에 관심있는 부수적 내용을
∙설명과 예를 들어 정보를 기억하도 찾아내도록 안내한다.
록 돕는다.

∙정보 발견을 도와준다.

∙명확성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갈등, 모순 상황 조성
∙과제에 집착시킨다.

수업

∙학습을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상당
한 혼란이나 동작을 수용하고 필요하
∙특정 학년에 지정된 정보만 전달한 다고 생각한다.
다.

∙조그만 주제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
는다.

∙동기유발 방법으로 위협과 벌을 사 ∙개인의 흥미를 이용해서 학습동기
용

를 유발한다.
∙학급 내 경쟁을 이용하여 학습동기

∙학급 간 경쟁을 통한 동기 유발

를 유발한다.

11. 합리성
너덜과 스누크(Nuthull&Snook)는 ‘Secon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이라는

책의

제

5장

현대교수모형(contemporary

model

of

teaching)이라는 글에서 교수 모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첫 번째
는 행동 통제 또는 행동 수정 모형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적 틀을 교실 수 업
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수업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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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자극-반응적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학습 운동의 이론적
근거와 현대의 행동수정 지지자들의 주장을 모두 취하고 있다. 발견학습 모
형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강조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민주적 모형을 계승한 것으로 오늘날 창의성에 대한 관심
과 인지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끝으로, 합리적 모형은 분석 철학을 교육의 문제에 적용한 것으로 이 모형
은 심리학적 모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모형의 핵심은 교수는 합리성에 관심
을 두어야 하며 교수의 실제는 논증과 정당화에 의하여 설명되어야만 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수업 방법 분류의 준거는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합
리성의 한 쪽 끝에는 합리성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행동 통제 또는 조건화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한 쪽 끝에는 철저히 합리적인 합리적 수업
을 정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철학자인 Thomas. F. Green은 The activities of teaching에서 교수
와 수업의 관계를 지성이라는 기준을 준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그가 말하는 지성(intelligence)이란 이유와 증거를 대고 논증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Instruction이 이러한 지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활동인

셈이다.

그에

의하면

조건화,

훈련,

교화,

수업

(instruction)이 있을 때 가장 지성이 덜 반영된 교수는 조건화이고 훈련은
어느 정도의 지성이 반영된 교수이고 교화도 거의 지성이 반영되지 않은 교
수이다. 가장 지성이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instruction이다.

12. 내용 제시 방법
수업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업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ggen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저서 Strategies for teachers라는 책에서 정
보처리수업모형을 크게 귀납적 모형과 연역적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그들도 귀납적 수업 모형에는 일반 귀납적 모형, 개념 획득 모형, Taba
의 수업모형, Suchman의 수업 모형의 수업모형을 포함시키고 연역적 수업
모형에는 일반 연역 모형, Ausubel의 수업 모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귀납이론에 의하면 어느 사상의 부분에 관한 지식이나 개개의 특수사례에
서 출발하여 전체에 관한 지식이나 공통적이고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귀납 추리는 단 한개의 사실에 대한 추리에서는 적
용될 수 없고 여러 개의 것을 통합하여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거나 규칙적인
연속 변화를 위하여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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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수업모형은 학생들에게 개념과 일반화를 가르치는 수업전략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료를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
을 토대로 하여 배울 내용을 추상화한다. 이제 이 수업 모형의 계획, 실천,
평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본다.
이 모형의 계획단계는 우선 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수업 모형
은 많은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형으로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모형은 개념과 일반화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모형이며 두 번째로 이 모
형은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모형이다. 활동 목표가
정해지고 귀납 모형이 이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명되면 그 다음
계획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본보기를 준비하는 일이다. 본보기를 준비하는
일은 수업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본보기는 학생들이
사고 활동을 하고 추상화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보기는 개
념이나 일반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정보
는 본보기에서 관찰할 수 있다.
실천단계에 들어서면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가 제시한 본보기나 예
시를 잘 관찰하도록 한다. 관찰을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은 관찰 기술을 길러
나가며 또한 관찰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교사의 독려로 더욱 적극적으
로 관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의 관찰은 정확성을 기하기 보다는 되도록 많
이 관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하여 관찰한 바를
분석하고, 본보기들의 관찰을 통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찰로부터 일반성을 추론해 내게 된다. 학생들
의 관찰이 끝나면 교사는 그 다음의 예나 본보기를 제시하고 첫 번째와 같
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관찰을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본보기로부
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낼 때까지 계속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
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본보기를 철저히 분석하게끔
하는 것이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추론해낸 것이 옳은지를 교사 자신이 입
증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학생 자신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어떠한 자료가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는가?
너의 관찰한 바로는 그러한 추상을 지지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
다. 이러한 질문은 학생의 대답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추상한 바와 자료간의
곤계를 분명히 밝혀준다. 일단 학생의 추론이 자료에 의하여 타당화 된다면
교사는 추상을 입증하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타당화 된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고 학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또다른 본보기를 예시함으로써 수업을
정리하게 된다. 귀납적 수업모형에서는 개념 및 일반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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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를 먼저 제시했는 데 반하여 연역적 사고 수업 모형에서는 개념 및
일반화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보기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두 모형의 차이는 배울 내용이나 본보기의 수용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본보기가 제시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다. 연역적 수업모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개념 정의에
사용된 용어를 명료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본보기를 제시하는 일이
요, 네 번째 단계는 보충 본보기를 제시하고 이들을 긍정적 본보기와 부정적
본보기로 나누게 하고 이렇게 분류한 근거를 설명하는 일이다. 연역적 모형
에서도 수업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에 수업목표가 개념이나 일
반화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연역적 모형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연역
적 수업모형은 귀납적 수업모형에 비하여 개념과 일반화를 더 신속히 가르
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역적 수업 모형도 귀납적 수업 모형과 마찬가지로 가르칠 개념이나 일반
화를 나타낼 수 있는 본보기는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연역적 방법의 경우는 추상적 표현
만으로 충분하고 귀납적 활동은 실물이나 그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
나 그렇지가 않다. 귀납적 활동이건 연역적 활동이건 학생들의 경험이 제한
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연역적 방법을 계획할 경우 교사는 본보기를 주의해서 선택하고,
선택한 본보기와 가르칠 개념이나 일반화의 특징을 조심해서 결부시켜야 한
다.
귀납적 모형과 연역적 모형의 실천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본보기를 선정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두 모형간의 차이점은 실천 단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귀납적 모형은 본보기를 먼저 제시하는 데 반하여 연
역적 모형에서는 가르칠 개념이나 일반화의 진술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개념
을 정의하거나 일반화를 시할 때 교사는 새로운 자료를 학생이 이미 배운
내용과 결부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새로 배울 내용이 학생이
이미 배운 내용과 학생의 인지 구조와 관련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
로는 개념이나 일반화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념과 일반화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개념 정의에 사용된 용어를 명백히 함
에 있어 교사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하위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용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특징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반화의 경우, 교사
는 일반화 속의 개념이 의미있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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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은 학생으로 하여금 개념을 자신의 용어로 정의하도록 하거나 개
념의 본보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결정한 후 교사는 개념들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야하는 데 이는 예시를 통하여 가능하다.
보통 학생들의 개념이나 일반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
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대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여
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여 개념이나 일반화
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많
은 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스스로 본보기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보아 유익한 일
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자료를 자신의 세계에 관련시켜 볼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본보기를 찾아보는 것은 개념이나 일반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만들어 보라고 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
로 하여금 학생들이 예시한 것을 개면과 일반화의 준거에 따라 설명하고 합
리화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연역 활동의 평가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일반화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화를 평가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른 예시를 주고 일반화가 적용되는
경우를 밝히도록 하고 또한 일반화를 적용하여 설명적인 추론을 하도록 한
다. 또는 일반화가 적용되는 본보기를 만들도록 한다.
개념을 평가할 경우 개념에 관한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을 주고 이들
을 분류하고 분류한 것을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개념의 본보기와 본보기가
아닌 것을 만들도록 하고 이러한 분류를 설명하도록 한다.

13. 교수 매체
수업이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용전달 방법
자체가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주어진 메시지를 전하는 체제로
시청각 자료,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자료라는
말보다는 매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 보다는 교육
공학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육매체라는

말도

multimedia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게라크와 메리는 정보의 제공 형태에 따라 교수 매체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실물 : 이 범주에는 인물, 사물, 사건, 견학, 시범이 포함된다.
② 언어 표현 : 여기에는 교과서, 자습서 등의 인쇄물, TV, 컴퓨터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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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자 언어 그리고 칠판, 게시판에 표시되는 문자 등으로 구성된다. 넓게
보면 교사의 강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③ 도식 표현 : 챠트 및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등 지식‧기능이나 제도
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미술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④ 정사진(still pictures) : 흑백, 칼라사진, 교과서 삽화, 슬라이드에 담긴
그림
⑤ 동화(motion pictures) : 흑백 및 칼라 영화, TV, 비디오 녹화
⑥ 녹음(audio recordings) : 자기 녹음 테잎, 레코드,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에 녹음된 음향
⑦ 학습 프로그램 : PI, CAI
⑧ 시뮬레이션 : 모의 장치에 의한 훈련과 게임

14. 집단의 크기
집단의 크기에 다른 수업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의 크기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가장 작게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사람, 개인에 의한 학습 또는 수업으로는 자율 학습, 독자 학습, 개별화 수
업 등이 있을 수 있다. 개별 학습은 타인과의 상호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 독
자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상호학습(Tutoring,, peer
teaching)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 상호적으
로 배워나가는 학습 형태이다. 이 경우 Tutor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Tutee
의 도움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tutor는 tutee보다는 학습 능력
이 뛰어난 학생이 되며 tutee는 tutor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혹자
는 tutee는 tutor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나 tutor는 tutee로부터 배우
는 바가 거의 없어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Learning
by teaching을 통하여 오히려 과거에 확신하지 못했던 지식이나 기능을 확
고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 많이 쓰이는 집단 수업
수업은 소집단 수업이다. 소집단에 관한 연구로 체들러(cheydleur,1945)는
1919년에서 1943년에 걸쳐 불어 수업의 연구를 검토했는 데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의 크기는 9명에서 33명 사이였는 데 이러한 소집단 수업이 대
집단 수업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쉐렌버그(schellenberg)는 특히
소집단의 크기가 4‧6‧8‧10명인 경우가 학생들이 가장 만족해 하고 학생들의
성취도 높았음을 밝혀냈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집단의 자원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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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만 그 자원을 활용할 집단의 능력은 감소한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증대될수록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빈번하지 못하고 학생들끼리 말할 기회가
줄어 점점 토의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대집단 토의에서는 소수의 학생
이나 교사가 토의를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수업이
일제 수업, 대집단 수업이다. 결국 집단의 크기에 따르며 개별화 수업, 상호
학습, 소집단 수업, 대집단 수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 집단 조직
수업은 최소한도 1명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을 강조하는 수업
즉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도록 돕는 수업을 개별화수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요구에 적응해가는 수업인 것
이다.
개별화수업이 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았을 때 두명을 대상으로
삼는 수업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을 영어로는 Tutoring, 또
는 Peer Teaching으로 상호학습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상호학습은 대체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과 학습능력이 뒤쳐지는 학생을 짝으로 하여 학습능
력이 뛰어난 학생이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유능한 학생은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의심할 수 있지만 상호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가르치므로 인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더 확고해져 결
과적으로는 유능한 학생, 무능한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의 학습 집단조직 방법으로는 소집단 학습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소집단의 규모를 얼마로 정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4-5명을 소집
단으로 정하자는 학자도 있고 6-9명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자는 학자도 있다.
또 어떤 학자는 무려 20여명이 넘는 집단을 소집단으로 정하자는 경우도 있
다. 대체로 토의 수업이나 협동 학습, Team Project를 수행해 나갈 때 소집
단 학습을 활용하게 된다.
80년대의 지배적인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고를 위한 수업이었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90년대의 미국교육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동학
습(소집단)은 여러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협동학습과 개별, 경쟁학습을 비교한 연구에서 협동학습이 사고력,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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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회적 기능, 태도, 가치관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업을 대집단수업(일제수업)이라고도 부른다. 대집단 수업이라고 꼭
개별화 수업이나 소집단 수업보다 효과가 적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 수업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특히, 기본적인 핛ㅂ
능력(기능)이 부족한 경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시적 수업은 학생
들의 기초 기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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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교수 방법 분류를 위한 준거를 추출하였다. 우선 교수를 무엇으
로 보느냐에 따라 교수 방법이 달라진다는 가정 아래 교수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교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와 관련이 있는
유사 개념으로 수업, 교화, 훈련, 조건화, 교수 학습이라는 용어들을 검토하
였다. 이 글에서는 교수와 수업이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사용하나
여기서는 같은 의미를 사용하였다. 교수 방법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겠
으나 교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이 공감
하고 있는 것 같다. 게이지는 교수 과정을 행동 유형,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
체제, 조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교수 방법을 분류하고 있는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수업 방법의 분류를 검토하였다. Cohen의 도
구주의, 학습자 중심, 자유주의적 접근, Soltis와 Enstermacher의 교사 중심
접근, 치유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 Joyce와 Weil의 명령법, 과제 방법, 상
보적 방법, 개별 프로그램, 안내된 발견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개별 프로그
램, Saylor와 Alexnder, Lewis의 지역 사회 활동, 전통적 토의와 질문, 집단
탐구, 자율, 탐구 훈련, 수업체제 설계, 법률적 교수, 강의, 반복 연습, 프로그
램 수업, 역할 놀이, 모의 게임, 창의적 문제 해결, 시청각 학습법, Gage의
수업 방법 분류인 강의, 토의, 암송법, 인쇄 자료, 필름, 프로그램 수업, 컴퓨
터 수업, 상호 학습, 자율 학습, Mckeachie와 Borich의 학습자 중심 토의, 교
사 중심 수업, Nuthall과 Snook의 행동 통제 수업, 발견 학습, 합리적 수업,
Mcneil과 Weil의 구조적 교수, 상호작용적 교수, 자기 주도 교수.
이들 수업 방법 분류를 통하여 추출해 낸 분류 준거는 다음과 같다. 교육
목적관, 교육 목표관, 교육 내용, 행동 유형, 주도권, 의사 결정, 구조화, 자율
-통제, 학습 이론, 합리성, 내용 제시, 교수 매체, 집단 조직, 상호 의존.
결론적으로 교수 방법은 전 교수과정의 맺으면서 또한 그 요소들을 기준
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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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teaching method.
Nak-Won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 For the attainment of the study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formulated as follows.
1. To clarify the concept of teaching
2. To define the concept of teaching method
3. To review the categories for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4. To infer the criteria from categories of classifying teaching method.
This study included only several categories of teaching methods by
Cohen, Gage, Mckeachie, Nuthall & Snook, McNeil, Joyce & Weil, etc.
More specially, their categories of teaching methods are as follows :
Soltis & Fenster macher's approaches to teaching(the executive approach,
the

therapist

approach,

and

the

liberatationist

approach),

Cohen's

approaches(instrumentalist approach, learner oriented approach and hiberal
approach), Gage's patterned behavior(lecture, discussion, simulation, etc.).
Mosston's teaching from command to discovery (command style) task
style, reciprocal style, indivisual program, guided discovery and proble
solving, Joyce & Weil's category(social interaction models,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 personal models and behavior modification models),
Alexander, Saylor and Lewis's teaching models(community activities,
discussion-questioning, group investigation, independent learning, inquiry
training,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jurisprudential, lecture, practice &

drill, programmed instruction, role playing, simulation of games, syne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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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iewing-listening.
Mckeachie

category(teacher-centered

&

student-centered),

Borich's

category(Direct instruction strategies & indirect instruction strategies, and
Nuthall & Snook's category , Behavior-control or behavior modification
model, discovery learning model, and rational model).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were drawn from
the categories review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eaching is defined as an act to manipulate environments to induce
learning intentionally and systematically.
2. Teaching method can be defined as patterns of teacher behavior that
are recurrent, applicable to various subject matters, characteristic of more
than one teacher and relevant to learning.
3.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1) Educational goals, objectives

2) Educational contents

3) Behavioral pattern

4) Initiation

5) Direction

6) Decision making

7) Structure

8) Autonomy-control

9) Interdependence

10) Learning process

11) Rationality

12) Presentation method

13) Teaching media

14) Grouping

In conclusi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depends
on views of Education. That is to say, the different views on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 of education require different teaching methods.
There is no absolut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eaching methods.
Key Words : teaching method, student-centered, teacher-centered,
patter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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