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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현장에 서의 컴퓨터 코오스 웨어의 역할

허 운 나
(한양대학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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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교육용 컴퓨터 코오스웨어는, 이를 통하여 성취코자하는 학습목표 및 교육적 의도, 대상 학생들
의 연령, 이용 가능한 코오스웨어의 종류와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를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해 두거나 지나치게 통제된 곳에 한꺼번에 몰아서 비치해 두지만 않는다면
교실 현장 속에서의 컴퓨터는 충분히 모든 학생의 관심과 흥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선진
국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교실 수업에 활용되어지는 것은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소위 컴퓨터 보조수업이라 불리우는 코
오스웨어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수년내에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수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서 의미
있는 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코오스웨어의 개발 및 적용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분
명히 규명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즉,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학습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가? 컴퓨터 코오스웨어를 수업에 도입하는 경우에 이들이 제시가능한 패러다임(paradigm )의 형태
는 어떤 것들인가? 컴퓨터 코오스웨어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촉진 시키고,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고무시키며, 창의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가? 컴퓨터의 활용과 관련된 교사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
가 있는가?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컴퓨터와 학생간의 비율은 무엇인가? 기존
의 교수- 학습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는 고차원적 교육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컴퓨터 코오스웨어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아이디어
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측면들이 분명히 규명되면, 전체 교육과정(curricu lu m ) 중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적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 컴퓨터 코오스웨어를 개발1)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교실
수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조금은 쉬어질 것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컴퓨터 보조 학습의 개념 정의 및 컴퓨터 보조 학습이 제시 가능
한 기본 패러다임의 형태, 둘째 컴퓨터 보조 학습 형태에 따른 학습의 주도권, 셋째 컴퓨터를 도
입한 학급의 구성 형태, 넷째 컴퓨터 보조학습 활용과 교사의 역할, 다섯째 컴퓨터 보조 학습의
바람직한 활용으로 나누어 위에서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컴퓨터 코오스웨어를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수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컴퓨터 보조 학습( Computer as s is ted Learning )의 개념과 기본 패러다임
컴퓨터 보조 학습을 언급하다보면 여러 가지 오인- 예컨대 컴퓨터 보조 학습은 컴퓨터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컴퓨터 코오스웨어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기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등의- 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컴퓨터 보
조 학습이 무엇이다(또는 무엇이어야 한다는)라는 명백한 개념이 결여된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보조 학습의 개념을 정의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1970년대의 여
러 문헌을 살펴보면 CAI(Com puter As s is t e d In s t r u c t ion : 컴퓨터 보조 수업)과 CAL(Computer
As sis ted Learning : 컴퓨터 보조 학습)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관계
문헌들이 CAI이라는 용어를 창조해낸 미국식 경험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교육용 컴퓨터 연구는 1960년대의 “프로그램 학습”의 진로(path)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컴
퓨터 프로그램들이 교수- 학습의 과정을 반영시켰다기 보다는 엄격한 개인교수식의 진로를 따라가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초기의 CAI형태는 학생들에게 한조각의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경우 대부분 사지선다형의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이
에 대한 학생의 반응형태에 따라 다음 학습내용이나 질문이 제시되거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 제
시하거나, 첫 번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다른 질문이 제시되는 형태이다. 이런 기본 형태는 “개인
교수식 CA I"라고 불리워졌는데 이는 학습내용(교재)이 학생들의 응답에 따라 선정되고 제시되었
기 때문이다.
CAI의 “반복연습(Drill & Practice)"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학생들이
주어진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일련의 문제들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일단 습득이 되어야만
다음단계로 진행한다. 이같은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CAI라고 하는 이름이 적합할 수 있으
나 이 개념은 저자가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CAL 2) 과는 같지 않다. M ad d is o n ( 1980) 은
“수업(instruction)과 학습(learning)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고 분명히 못박는다. 즉, CA L은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이를 도와주는 학습자원의 역할로서 컴퓨터
가 활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CAL을 정의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학습상황과 연결하게 된다. 수업 자체가 곧 학습을 유발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aker(1984)가 지적하듯이 CAL을 교육과정에 연계시킬 때 주의해야 할
1) 컴퓨터 코오스웨어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하며, 코
오스웨어 개발의 기법은,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2) 저자는 학습자(learner)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공학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는 뜻에서 이 논문
에서 CAI라는 용어보다는, CAI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CAL이라는 용어를 컴퓨터 코오스웨
어를 이용한 학습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것은 소프트웨어 제작과정에서 좀 더 발견 학습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Jenson(1980)과 같은 학자는 CBL(Com puter Bas ed Learning: 컴퓨터 중심 학습)이라는 용어 사용
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다. 즉, 일반적으로 BBL(Book Based Learning )이라든지, F BL(F ilm
Based Learning )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CBL도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S hepherd (1980)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원(여기서는 컴퓨터)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
게 된다고 하면서 이 용어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F raser(1983)도 Cal의
개발의 목적은 교수- 학습에 있어서 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자료를 개발함에 있다고 하였고,
Laurillard(1983)도 학습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진정한 이유를 학생들
이 좀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CAL역할의 핵심은 “질(quality)”, “효과적(effective)”, "학생 중심적(student- centered)"이라
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 컴퓨터의 보급으로 학생 중심적이란 접근방식이 좀
더 가능성 있게 되었다.
CAL의 개념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려면, 컴퓨터 보조 학습이 일어나는 여러 관련 요소들과 다
양한 학습활동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Macdonald(1977) 등은 CA L이 일어나는 학급 환경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인 CAL페다고지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AL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acdonald 등이 제시한 CAL을 통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른
4개의 패러다임을 다음에 소개한다.
1. 수업 적 패러 다 임 ( ins truc tional paradig m) : 이는 프로그램 학습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것으
로 주제의 내용을 잘게 나누는데 기본을 둔다. 잘게 나누어진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며
동시에 각 단계마다 학생들에게 강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형태는 프로그램 학습의
단원, 반복연습(Drill & Practice) 등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 이같은 형태는 흔히 CAI로 부르며
기존의 학습장을 통한 피이드백 형식과 비교해 볼 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즉각적 피이드백을 제
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2. 현 시적 패 러 다임 ( rev elatory paradig m) : 이는 단원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내용 관련 이
론들이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발견학습 과정에 의해 학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현시적이
라는 용어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학습활동 과정중에 중요한 개념 등이 차츰차츰 들어난다는 가정
에 기초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의 고전적인 예가 되겠으며 이 방
식이야말로 컴퓨터의 특수한 능력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추 측 적 패 러 다임 ( conjectual paradig m) : 이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실험
들을 통한 경험에 의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
이디어나 가설을 검증하고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을 컴퓨터가 도와주게 된다. 모델링을 할 수 있
는 학습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이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학생들이 특정 모델을 스스로 검증
해보는 것 뿐 아니라 모델의 여러 내적 변인들을 변화시켜 볼 수도 있다.
4. 해방적 패러다임(em ancipatory paradig m ): 이는 학습의 과정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핵심적 학
습내용이 아닌 여러 가지 잡일의 양을 덜어줌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의미있는 학습의 핵
심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형태에서 컴퓨터는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거나 지
루하고 반복적 계산을 맡아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 주
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패러다임은 흔히 다른 패러다임과 병행해서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Maddison(1983)은 위에서 제시한 Macdonald 등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
이유로 이 접근이 CAI에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세 번째 패러다임인 추측적 패러다임
의 형성기반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대로 W ats on(1987)은 이 접근의 첫 번째인 수
업 패러다임이 CAI를 CAL의 한 부분으로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으며, 세 번째 패러다임은 “무엇

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서 상당히 유용한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acdonald의 분류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패러다임들은 CAL의 범주에 속하는 여
러 학습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유용한 참고적 틀이 될 수 있다.

Ⅱ. 컴퓨터 보조 학습 형태와 학습의 주도권
앞에서 제시된 Macdonald의 패러다임을 보면 학습 주도권의 수준이 다르다. 첫째 수업 패러다
임에서는 분명히 컴퓨터가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의 순서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학
습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해방적 패러다임에는 학생이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한다. W elling ton(1985)은 학생과 컴퓨터 사이의 학습 주도권(control)의 수
준의 범위를 각 패러다임과 대비시켜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뒷장 참조).
표1은 Macdonald

등의 패러다임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W atson(1987)은 이 방법이 softw are보다는 hardw are에 지나치게 치우친 감이 있다고 언급한다.
즉 “컴퓨터가 결정한다” 또는 “ 이해한다” 는 말이 암시하는 바처럼 softw are 의 형태보다
hardw are의 속성 및 특성에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T erry(1984)가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 지성(intellig ence)을 컴퓨터 자체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 1] 컴퓨터와 학생 사이의 학습 주도권의 범위(W elling ton, 1985)
학습 패러다임
수업적

현시적

추측적

해방적

·컴퓨터 주도생

·학생 주도

·컴퓨터 결정, 이해

·학생 결정

·주제 중심적

·학생 중심적

·고정적 내용

·융통적 내용

(content- laden)

(content- free)
학습 주도권

CAL의 기본 속성을 이해하려면 교육용 s oftw are와 학습활동이나 학습운영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따라서 s oftw are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 반복연습법(Drill & Practice), 가정교사법
(T utorial), 시뮬레이션(S im ulation),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등은 각각 CAL이 포함된 단원들에
필요한 학습활동과 관련지워져 있다.
W illing ton(1985)은 형태들이 속하는 구조를 1. 교수(teaching ) 프로그램, 2. 학습(learning ) 프로
그램, 3. 도구(tools)적 활용 및 4. 개방적 활용(open- ended)의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LOGO 3) 는 개
방적 활용4)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LOGO는 미국 MIT 대학의 S eym ore Papert 교수와 그 동료들이 고안하였는데, 학생이 컴퓨터
에게 명령하여 작동하게 함으로서 자신들이 여러 창조적 idea를 검사해 볼 수 있고 구현화해 볼
수 있도록한 프로그램 언어로서 특히 도형, 기하 등의 개념 학습에 효과적이다.
4) “open- ended us e”는 “개방적 활용”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어떤 한 주제에 한정하여 공부
할 수 있는 s oftw are가 아니라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
대 어떤 특정 모델을 학생이 짜서 실험해 본 후 그 모델에 관련된 여러 변인을 다양하게 변화 입
력시킴으로서 동일 모델을 변형시켜볼 수 있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을 창작해 낼 수 있는 등
이 해당한다.

이 분류의 범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반복연습” 프로그램 쪽으로 갈수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생을 조정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개방적 활용”으로 갈수록 “학생”이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는
정도가 높은지는데 이것은 Macdonald 등의 분류 방식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 W ellington은 자신이 분류한 CAL의 네가지 스타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다음
과 같은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소프트웨어의 형태와 학습 주도권 (W ellington, 1985)
「컴퓨터 」주도

「학생 」주도

교수

학습

도구적

개방식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용

활용

(teaching

(learning

(tool)

prog ram)

program )

(open- ended
us e)

·기술 습득, 연습

·게임

·데이타 베이스

·개인 교수법

·시뮬레이션

·워드 프로세서

·로고(LOGA)

Ⅲ. 컴퓨터를 도입한 학급의 구성형태
학급의 구성면에서 하드웨어의 물리적 위치를 초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즉 하드
웨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활용형태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W elligand(1984)는 학급내에서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일제수업(w holecals s teaching )방식”, “소집단 작업(g roup
w ork)방식”, 그리고 “카페테리아식(cafeteria)" 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한 대의 컴퓨터에 한 대의 (또는 소수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실시하는 “일제수업”은 흔히
들 “전자칠판”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활용되어지는 CAL이 모두
설명식 방법이라고 단언해서는 안된다. “전자칠판”은 움직이는 스크린으로서 모든 교육자들이 수
업의 과정 중에 반드시 써야 할 교수 도구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집단 작업” 형태에서는 교실에 5대 이상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소집단
형태로 모여 앉아서 같은 내용의 CAL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게 된다. “선택식” 또는 “카페테리아
식”은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모여 공부하게 되는 것은 위와 같으나 한 교실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한 두 대밖에 없는 경우, 집단마다 순서를 정해서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각 집단에서 컴퓨터를 써
야 할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 1).
[ 도 1 ] 마이크로 컴퓨터를 활용한 학급배열의 형태 (W eig and, 1984)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학교 특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학 실험실에서 소집단 중심
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며,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과혹에 다양한 집단 활동이 기본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간표와 학급의 구성이 이런 소집단 학습활동에 맞추어져 짜여진다. W eig and는 위
에서 제시한 세가지 학급배열 형태중에서 카페테리아식 집단 수업 형태와 소집단 작업 형태를 절
충한 것으로 유용한 방식이라고 제시한다.
Payne, Hutchins와 Ayre(1980)은 학생들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열거하였다.
1. 전 학급이 한 주제를 공부하는 동안 한 단원에 1～2명씩의 학생이 지정되어서 독립적으로 컴
퓨터 학습을 하는 형태
2. 소집단 학생들이 교사와는 관계없이 CAL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형태
3. 한 소집단이 컴퓨터를 학습하는 동안 교사도 참여하는 형태
4. 전 학급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다 함께 학습하는 형태
5. 전 학급이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 차례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형태 등이다.
위에서 제시한 학생배열의 형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다를수 있
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업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경우 학급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한다.
1. 컴 퓨 터와 학 생 의 숫 적 비 율
컴퓨터와 학생의 수적 비율은 어떠한 역할을 컴퓨터 코오스웨어에 기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다. 만약 코오스웨어가 아주 어린 아동(유치원, 또는 국민학교 1학년)들에게 컴퓨터와 친근하게
하거나,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한 컴퓨터에 두명씩만 앉히는
것이 좋다. 컴퓨터가 교실에 한 두 대만 있는 경우 다른 학생들은 잠시 그들 주위를 맴돌거나 서
성거리며 보다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컴퓨터에 앉아서 학습하는 두 아동들의 대화 및 행
동을 관찰하면, 교사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파악하게 된다. 컴퓨터처럼 아이들에게 생산적인 대화
를 유도하는 매체도 드물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Michael Holt가 개발한 “Let' s count(세어보자)”
라는 코오스웨어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외딴 섬에서 떨어져 살게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마실 것 등과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등을 서로 활발히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복 연습형 프로그램은 여럿이 토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도 크지 못하다.
특히 학업이 뒤쳐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반복 연습형 프로그램을 함으로서 안정성과 성
취감을 맛볼 수 있다. 삭제 키(delete)는, 이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잘 못한 것을 재
빨리 지워버리고 다시 시도함으로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잘못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을 느낄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형 시뮬레이션 코오스웨어는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
할 수 있다. 한 교실에 컴퓨터가 3- 4대 또는 5- 6대 있는 경우,각 집단으로 나누어 강도 높은 논란
을 할 수 있으며, 컴츄터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된다. 각 집단은문제를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연구하게 된다. 이때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컴퓨터
가 제시함으로서 고조된 토론을 가라앉힐 수 있다.
어떤경우는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 같은 주제의 사회과 학
습의 코오스웨어라면, 학생들이 각 정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포스터나 슬로건도 만들고, 여러 정
책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궁극적으로 어떤 당이 승리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상황설정 및
사태를 이끌어주고, 학생들의 입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 준다. 이런 수업활동의 대부분은 컴퓨
터 앞에서가 아닌 곳에서 (off line) 다양한 프로젝트를 행할 수 있으며, 부분 부분 컴퓨터 앞에서
(on- line) 결과를 체크할 수 있다.

2. 또 래 교 수 법 ( peer te aching )
마이크로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식중의 하나로 모니터 체제

를 이용한 또래 교수법을 들 수 잇다. 우선 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코오스웨어를 선정한 후
비교적 우수한 두 학생을 뽑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감독을 거의 필요로 하지않는 과제
를 맡긴다. 선정된 두 학생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이 해야할 과제를 완전
히 이해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함께 있은 후 그들끼리의 학습이 진행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돌
아와서 그들과 정규 수업을 한다. 수업 도중에 자연스러운 기회에 지정된 두 명의 학습활동을 살
펴볼뿐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둘이 거의 학습이 끝나면 한 학생은 그대로 컴퓨터에 머물게
하고, 새 학생 하나를 보내서 함께 공부하게 하는데 이때 먼저 학습한 학생이 새로운 학생을 가
르치게 되며, 다음번에는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둘이 완전
히 익숙하게 학습할 때 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은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서로 능력이 다른 두
학생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처음 학습을 끝낸 학생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 역할은 다음의 이유로 크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선, 리더쉽을 가진
학생들은, 이런 능력을 다른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하게 되며, 둘째 좀더 능력있는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며, 셋째 수줍어 하는 학생들도 일단 둘이만 있으면서 가르
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우 별 주저없이 이야기를 잘 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늘 나서며 우쭐거리는 학생들도 그런 에너지를 좀더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3.

대 화와 사 회 화 과 정 의 중 요성

현재 개발된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는 주로 개별화 학습을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다. 개별
화된 학습을 개발하다 보면,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학생들은 또래끼리 또는 교
사나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 특정 과제에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못하다. 학생들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교환
하고 자신의 이론을 검증해 볼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교사는 그들에게 대화나 진술, 논란, 토
론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학습 소프트웨어는 학생 혼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컴
퓨터 앞에 매달려 있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상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

에게 많은 대화를 유도해내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할수 있
는 질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쉽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미국에서 개발된 많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역
할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 대화를 야기하도록 짜여져 있다. 이런 프로
그램을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교사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집단을 잘 구성하는 일이다.

능력이 다른 학생들끼리의 집단에서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쳐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배려
해야 한다. 흔히 학습력이 낮은 학생들은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서, 나머지 학생들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을 입력시키도록 하게 하면, 그들의 자신감도 높여주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할 수 있다. 같은 능력끼리의 학생이 모인 집단의 경우는 주어진 주제를 상당히 깊이 이
해하며 다른 집단보다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토의하는 활기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CAL을 이용한 학급구성 방식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 대의 마이크로 컴
퓨터를 한 사람 이상이 활용하므로서(2名, 소집단, 대집단) 갖는 이점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한편
컴퓨터가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장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프라이버시는 쳐진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선생님 앞에서 뿐만아니라, 학급 친구들 앞에서는 당혹해 질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서 학습하게 되면, 학습과정에서 생긴 모든 실수들을 “삭제

(delete)" 키 하나로 모두 지워버리고 깨끗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프라이버시와
자신감을 준다. 또한 컴퓨터라는 공학적 기계를 활용한다는 새로운 느낌과 개인적으로 자신의 학
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보충학습 차원에서의 1 : 1 활용방법, 1 : 2의 또래 교수법,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을 이용한 1 : 소수집단 방식과 카페리아식, 1 : 대집단(또는 여러개의 소집단)의 학급구성 방식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실 형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활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더불어 이런 다양한 활용에 쓰일 수 있는 질높은 코오스웨어의 개발이 요구된다.

Ⅳ. CA L의 활용과 교사의 역할
앞에서 언급되었던 학급 배열 및 조직에 관한 틀들은 CAL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개념이나 활용 방식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모두 CAL의

그러나 사실 우리나

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제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CAL의 활용을 결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과 관련된 요인
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F reem an(1983)은 설문지 조사를 기초로 하여 교
사들이 CAL의 활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교사들이 의사결
정을 참고로 하는 정보의 출처를 1. 사회 2. 기관 3. 기술 4. 교육 의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이 모
델의 개념이 도 2에 제시되었다.
[ 도 2 ] CAL 활용에 관한 교사의 의사결정 행동모델 (F reem an, 1983)

이 모델 중에서 교육적 정보 분야에서 앞서 소개한 Macdonald의 4가지 패러다임을 연계한 것
을 볼 수 있다. 즉,
수업 패러다임 : 기술
현시적 패러다임 : 게임, 시뮬레이션
추측적 패러다임 : 정보 검색(모델링)
해방적 패러다임 : 통계분석의 관계이다.
이 모델은 교사와 기관의 CAL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압력과 환경의 복합적
요인을 잘 조명해 줄 뿐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나 활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은 CAL을 좀 더 광범위한 맥락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이
교육적 분야에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부합”이다. 관련 패러다임과 스
타일을 연결시켜서 “교육과정에 부합”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 논문에서는 깊이 다루
지 않고,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CAL이 도입된 학급 환경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CAL
의 활용을 결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며 적절히 이를 조작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실시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Ⅴ. 컴퓨터 보조 학습의 바람직한 활용
교육적 패다고지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CAL의 철학은 컴퓨터 하드웨어(기재)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가 아니라 학습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안목으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우리 주위에 나와있는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대개가 컴퓨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성, 즉 “빠른 타자기”로서의 역할을 주
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가치롭게
여기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CAL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따라
서 단순 반복 연습(Drill & Practice)형태의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예컨대 세계 각국의
수도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단순 암기식 방법에 컴퓨터의
기억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지리학습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학습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과
목의 경우 각 왕조의 왕이나 왕비의 이름을 정확히 나열할 수 있는지 또는 산수에서 구구단을 정
확히 외우는지 등을 검사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한걸음 후퇴한
방식일 것이다. 따라서 CAL은 이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Lew is(1981, 1983)는 컴퓨터의 역할이 기존 패다고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하나의 학습자원이라는 점과 더 나아가서 컴퓨터의 다양한 능력으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컴퓨터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
였다. 따라서 컴퓨터 보조 학습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과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학생과 교
사가 그들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하는”(W atson, 1987)방
식을 탐구하고 개발해야한다.
즉, 이것은 컴퓨터가 “교육적” 안목에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목이나
철학은 CAL 코오스웨어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CAL은 가능하면, 기존 형태의 학습
현장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상호교류적 발견 학습”에 주력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앞서 제
시된 패러다임 중, “현시적(rev elatory)” 패러다임과 “추측적(conjectual)” 패러다임이 주가 되며
그들의 대부분이 “해방적(em ancipatory)” 패러다임의 측면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런 형태의 코오스웨어란 어떤 것인가를 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CAL 형태를 들어 설명하
고자 한다.
1. 시 뮬 레이 션 ( S IMU LA T ION S )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활용하는 흥미있는 방법의 하나로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상
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의 관련 변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결과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육용 시뮬레이션은 제한된 교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탐구하기 어려운 환경을 모의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교육용 시뮬레이션은 우선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영국에
서는 인문 영역과 어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시간상, 사태 진행의 속도상, 비용상 또는 높은
위험 부담율 등의 이유로 가능하지 못한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데 있다(다음에 저자가 영국
London 대학에 방문하였을 때 본 CIC(Com puters In Curiculm ) 프로젝트 팀에 의해 개발된 다양
한 프로그램의 예로 설명하겠다). 예컨대 POND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여러 해 동안 일어
나는 연못 속의 상태의 변화를 플랭크톤이나 해초, 그리고 물고기의 수의 평형적 관계를 살펴보
고 낚시나 공해 등으로 인해 이 평형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해 볼 수 있다. 한편
DALCO 라는 화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알미늄 제련소의 생산 목표 및 계획을 모의하여
서 마치 진짜 이 공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 공정 과정을 그려 낼 수 있겠고 물리 시간
에는 인력이나 추진력을 실험하기 위해 로케트를 우주에 쏘아올려 볼 수도 있고(NEW T ON 프로
그램),

핵의 분해도 묘사해 볼 수 있다(RADA CT 프로그램). 이같은 학습 경험은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교실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S haw , 1981: Rushby, 1979: Harris ,
1980: Hartley, 1981) 교육용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이러한 점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학습이 이같이 특수 환경을 교실내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그러한 환경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속에 놓여진 각종 관련된 변
인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서 환경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소개된 POND 프로
그램에서는 어떤 특정 계절의 낚싯군의 수효와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서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플
랭크톤과 해초, 그리고 물고기의 미묘한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연못을 오염시켜서 좀더 극적인 변화를 살펴 볼 수 있겠다. 또 DALCO 프
로그램의 경우에 학생들은 기온과 산소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알미늄 제조의 최적의 비율을 알아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한 CIC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하나
나 그 이상의 변인들을 변화시켜서 환경의 성격의 변화를 “추측”해 낸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프
로그램에서 “만약- 한다면 어떤 일일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시
적 패러다임). 이와 같은 학습환경은 “개방적(open- ended)” 학습 환경으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탐구의 과정은 교사에 의해 조절되어질 수 있다. 즉 최적의 해결방안에 도달하게 하
는 길을 향하여 탐색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이르는 길이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개의 통로를 잘 연결시켜서 유
사한 훌륭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점이야말로 CAL의 가장 기본적 장
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 변인들 또 각각의 행동들의 복잡 미묘한
연계의 결과를 스스로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비교적 느슨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문제
의 상황을 선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인들을 탐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발견 학습하는 능력을 촉진시키고자
의도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CA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활용이 적합할 것이다. 물론 실제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보다 모의된 상황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CAL 시뮬레션 프로그

램이 교육분야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컴퓨터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파악될 수 있는 점이라
는 것은 분명하다.
시뮬레이션은 이미 알고 있는(또는 실질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또는 추측적인) 환경
도 모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활용되며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이들이 의도하는 교육적 패다고지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하는데도
달렸지만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반되어 사용되어지는 학습자료가 얼마나 잘 학습활동을 보조하는
가에도 달렸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능하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현실에서의 자
료를 비교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와 함께 쓰일 보조 학습 자료에서 시뮬레이션
의 한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어떤 주제를 이루는 내용 그 자체 보다는 개
념의 파악에 더욱 목적을 둔다는 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
2. 모 델 의 탐 구
때로는 시뮬레이션이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환경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여러 변인들의 상
호작용을 탐구하며 최선의 해결안을 찾아가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 볼 목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교육적 과제 중에
는 모델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CIC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서 MA LT HU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정된 세계에서 식량, 인구,
미네랄 자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를 추정하는 Malthunian 모델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관련된 세 변인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Malthunian 모델 자체가 미
래의 인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한 모델인가를 탐구하는데 있다(추측적 패러다임).
이 프로그램에서는 앞으로 50년 안에 대규모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서 점차 적어져가는 식량과
천연자원을 놓고 세계 인구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서는 과연 이 모델이 관
련된 모든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가용한 식량 공급을 고정된 변인으로 정한 것이 올바
른 가정인지,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근에 닥친 사람들의 행동들이 정확히 모델되
었는지 등의 모든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여러 모델을 조합하여 이리저리 맞추어서 계산하게 함으로서 일
일이 손으로 계산해야 할 방대한 작업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지 않는 한 실제로 수행하기 어렵
다. (해방적 패러다임 병행)
어떤 특정한 환경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행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로운 교육 목표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과연 주어진 시뮬레이션 모델이 이 환경의 (실질적인
환경이건 이론적인 환경이건 간에) 진면목을 보여주며 진정 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적
절한 모델인가도 탐구할 수 있다.
이렇듯 모델 자체를 분석하는 부수적 목표는 소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 ence)을 탐구
하는 학자들(How e, O’S hea와 S elf 등)에 의해 자주 토론되는 환경의 “껍질 벗기기(peeling
back)” 갠염에 한걸음 근접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환경에서 이러한 작업이 필
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목적과 대상 학생들의 능력 및 연령
수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특정 상황 속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모델
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CAL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모델들은 대체로 단순하며, 이 모델에
는 현실에서 관련된 모든 변인을 다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 이유는 모든 변인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 혼돈을 가져옴으로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하는 교육
적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이런 모델들이
전체적인 모습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거나 혹은 왜곡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CAL

프로그램에 쓰일 모델을 개발하는 교사나 CAL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상
의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균형과 중대성의 무게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델의 기본 성격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함께 수반되어 개발한
교사를 위한 지침서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서 교사들이 이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 방법으로 교사가 12살 짜리 아동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아주 단순화된 형
태로 사건의 모델을 제시하고 15세 아동에게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또 18세 청년에게는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사용했던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모델이라는 것이 현
실환경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자세히, 또한 복합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델이란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중의 어떤 특정 요소를 탐구하고 그러
한 요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여지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지를 분류하는 방식
이라 볼 수 있다. 모델을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가치로운 학습 활동이며 CA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이런 활동들이 교실에서 좀 더
친숙한 모습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다(Railey, 1984).
3. 모 델 의 설 정
모델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자신들의 모델을 작성하도록 학
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로 이 분야가 AI(인공지능) 연구 활동과 CA L 이 서로 합치된
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AI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특정언어를 제공하여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규칙을 탐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 예로 LOGO 언어와 T utle(거북이)
기하도형을 들 수 있다.). 이와 그 출발점은 서로 같지 않지만 CIC 프로젝트에서도 화학, 물리, 생
물, 지리, 경제, 수학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모델링 체제(DMS : Dynamic Modeling S ys tem)를
이미 개발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모델링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으로 쓰여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모델링 자체라기보다 그와같은 모
델링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 분야에서 뿐 아니라 인문 분야에서도 CA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으며 모델링
의 측면에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과학 분야 보다도 훨씬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다.
인문 분야에서 쓰이는 모델링 중에서 UN의 인구모델같이 미래의 인구 예측을 위한 비교적 단순
한 것도 있지만 경제학 같은 경우 훨씬 복잡하다. 이 경우 모델링은 이미 알려진 사건이나 행동
을 재구성해보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론속에서 조명하여 해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우를 모델링 할 경우 케인즈 이론
(Keynes ian)을 쓸 것인가, 아니면 통화론자의 접근방식을 쓸 것인가? 단순화된 모델의 경우 각
변인들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등 복잡하다. 이러한 모
델들은 모두 주관적일 뿐 아니라 물리학의 뉴톤(New tonian)의 모델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 정확
도가 측정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 CAL 시뮬레이션을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모델을 개발하려면 모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더욱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며, 이런 모델들은,
각 변인들의 행동이 새로이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속에서 제대로 수행되어졌는가를 충분히
평가한 후에 통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분야에서의 모델 개발은 상당한 창조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인문계 분야의 CAL 시뮬레이션의 또 하나의 복잡한 요인은 양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모델
이나 주제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격- 효과(cos t- benefits)를 탐구하는 COS BEN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서도, 단지 빌딩을 짓는 비용이라든지 도로를 공사하거나 공항을 짓는데

드는 비용만을 측정하지 않는다. 공사중에 행인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어떻게 측정하며, 공항을
새로 짓는다면 이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손실하게 된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며, 또 자연계
의 파괴에 대한 가능성, 개발 사업에 의한 전원 환경의 간섭 등은 어떻게 수량화 할 수 있는가?
등등, 지리과목이나 경제과목 모두 이런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당하게 수량화
되었다고 해서 CAL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실상 금전적, 비금전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키설키 상호작용하고 있는 중에 환경을 모의하는 학습활동은 사회과학 교
육과정의 핵심적 실라버스에 해당되며, 이런 것이 바로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의 세계에서 실지
로 일어나는 일들일 것이다. 따라서 손쉽게 금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여러 요인 뿐 아니라
인간적 가치나 태도 등에 대한 고려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변인이므로 함께 균형을 이루고 다루어
져야 한다.
역사과목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역사적 상황하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건과 행동
들을 모의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들 간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잡한 내적관계를 표현하는 방식
으로 숫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히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지리나 경제과목 개
발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문제이다. 때로는 어떤 한 상황만을 묘사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분
석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명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간을 건너 뛰어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관계간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역
사가들은 과거에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도 좀 더 조심있게 다루어야 한다. 사실상 역사적 설
명이나 묘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은 일어난 사건들과 그들이 일어난 순서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의 예를 1947년 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여러 쟁점을 다룬 ARABIS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UN의 계획에 근거한
반- 사실적 게임이다. 이 단원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상황 관계에
서의 역사적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여러 주권과 관
계되는 정책적 의사결정 요인들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하여 연합시켜 봄으로서 이러한 의사결정 행
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역사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에 의한 것이므로 분쟁 자체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
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
숫자적인 용어보다 여러 관련 요인들을 연합시키는데 좀 더 의존하는, 다각적 측면의 모델을
개발하려면, 프로그래밍 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관련 요소들을 대변하는 방식의 프로
그래밍 언어들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꼭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이미 CIC 프로젝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A RABIS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A MW ES T 프로그
램을 BAS IC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Nicol, Brig gs와 Dean(1986)는
PROLOG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치있는 언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W as ton(1987)은
PROLOG 가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인문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력을 요하는 모델링
문제만을 다룰 수 있는 언어와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한다. 모
델링의 이슈는 CAL이 미래에 지향되어야 할 방향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AL
을 진정 창의적 학습도구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4. 게 임 과 역 할 놀 이
상당히

많은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이

역할놀이(role- playing)를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시뮬레

이션은 가끔 단순히 놀이(g am e)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같이 포괄적인 용어속
에 뭉뚱그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은 가정용 컴퓨터를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며, 둘째,이 프로그램들은 두 학생인나 두 팀들이 서로 격렬하
게 경쟁하도록 경쟁심을 유발하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셋째로는, 반드시
최선의 해답 혹은 최고 점수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CA L 역할 놀이 게임들 중에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역할놀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을 찾는 그
자체보다,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교육적 환경이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와 같이 CIC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구체적 CAL 프
로그램의 예를 들어 보겠다. W IND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돛단배의 선장의 역할을 맡아서 세
계의 6개 항구 중에서 두 개의 항구를 선택하여 그 구간을 바람만을 이용하여 항해하도록 하였
다. 학생들은 어느날 항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나
침반의 바늘 방향을 결정하여 항해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서서히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들은 프로그램 속에 내장된 바람 지역 모델(w ind zone m odel)
에 의해 생성된 갖가지 바다의 위험속을 헤쳐나가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잦
은 폭풍우와 허리케인 등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계절 및 목적지에 따라 출발날짜를 선택
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
다. 이 게임에서는 최선의 항해라든지, 결정된 한 개의 항로가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연습을
통하여 발견한 지식과 여러 증거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추측하고 실제 사용하게 된다. 이 시뮬레
이션 게임 동안 학생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앉아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
이며, 왜 그러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토론하는 것은 참으로 풍부한 학습경험이 될 것이다.
W ORKER 라고 불리우는 경제과목 게임에서는 학생들이 수퍼마켜의 손수레를 제조하는 공장
주의 역할을 맡는다. 공장주는 한번에 30명의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철사 자르는 일, 모양 만드
는 일, 용접의 세 가지 일을 분담시켜야 한다. 우선 굵은 철사를 600개 주고 이를 이용하여 완성
된 손수레와 고용인이 모두 놀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면, 학생들은 세 가지 작업을
가장 적절히 조절할 최적의 비례를(best- fit ratio)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학생들은 생산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철사의 양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며, 일단 적절한 분배관계를 수립
하는 데 자신이 붙었다면, 다음 단계로 경제적 충격(econom ic shock)을 도입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절단 부서의 수리 보수 작업이 생산성을 낮춘다”는 전달 사항에 대
해서 반응하는 법도 터득하고, “새로운 공학의 도입”에 관한 의미를 탐구해 볼 수도 있다. 과거에
성취한 작업결과를 분석하고, 놀고 있는 고용인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것 등 모든 과정이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다. 학생들
로 하여금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역할에 놓여지게 함으로서 여러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
을 터득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역할놀이는 재미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습방법으로,
CAL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의 하나이다. 이제 컴퓨터로 역할놀이를 실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종류가 넓어지고 그 다양성이 무한히 확대 가능해 진
것이다.
5. 과 정 적( proces s ) 기술
CAL을 활용함으로서 과정적 기술(process skill)을 시행해 보는 것은 기본 패러다임에 나와 있
지 않지만, W aston (1984, a, b, 87)은 이 부분이 CAL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있는 측면이라고 지
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동안 학생들은 “만약- 한다면 어떤 일
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 즉, “지금 동쪽으로 항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모양 만드는 작업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
을 던지고, 이를 조사한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 받게 되며, 따라서 “나

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 만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주어진 문
제에 대해 구조화된 방향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변인을 변화시
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개방적인 탐색 프로그
램의 경우 어디를 탐구하고 어느 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학
생들이 무작위적인 또는 기회주의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설정하고 결론을 내
려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뮬레이션은 학생들로 하여금 “만약- 하면 어
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따라서
CAI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기본의도가 여러 변인을 조작하여 모델들을 분석하는데서부터 여러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화 되었다.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가설을 검증해 보는 활동은 그와 같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
도록 고안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양된다. 위에서 언급 하였던 W ORKER 의 프로그
램에서 학생들은 “만약 모양 만드는 작업에서 두 명을 뺀다면 용접을 해야 할 일의 양이 충분치
못할거야” 또는 “언제나 절단하는 작업의 인원이 다른 작업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라는 등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발견학습
을 격려하는 개방된 (open- ended) 학습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적 기술을 탐색하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학 생 상 호 간 의 의사 소 통
키보드 앞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의 소집단은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Chatterton(1985)는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CA L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때, 과제에 관련된 논의
가 증가되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Cum ming(1985)은 지리탐구에서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논의 수준이 상당함을 보고하였다. 논의란 대체로 의사결정과 가정검증이 자연스런 집단행동이
되는 역할놀이 단원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들은 다양한 과목에 걸친 CA L 학습 적
용의 결과로 분명하게 논의수준이 증가되고, “흥미”가 학생들 간에 유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활동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은 단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가?”, “왜?”, “...이 아닌가?”, “이것을 해볼까?”, “다음에
함께 할 것은 무엇인가?” 등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질문은 교사, 학생들과 기계
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키보드의 앞과 주위에 있는 아동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7. 자 료 처리 ( Data Proc es s ing )
자료처리는 흔히 해방적(Em ancipatory), 추측적(conjectual), 현시적(Revelatory)패러다임과 연관
되어 사용되며 “정보과학”에 관한 대부분의 작업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된다. 자료처리를 위한 컴
퓨터의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단지 자료를 처리하려는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한
ㄷ. 앞서 어급한 CIC 프로젝트 팀들 중에서 특히 자료처리 패키지의 개발을 원했던 사람들은 역
사 전문가들로서, 학문적 관심에서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의 부분을 형성하는 자료들을 보다 깊게
탐구하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그들은 “1870년대에 영국에서 공부하는 16세 이하 아동
의 수는 얼마였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은 어떠했나?”, “그들의 형제 수는 몇이었는
가?”, “여자와 남자 중 어느쪽이 많았는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16세 이하의 아동
수는 얼마인가?” 등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
고 부호화하는 일의 긴급성은 컴퓨터 과학자로부터 라기보다는 역사가들 쪽의 압력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W atson, 1984).
F reem an과 T agg (1985)는 “교실 속에서의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서 오
늘날 사회과목의 많은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컴퓨터 조회(interrogation)를 요청하여 적절한 형식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얻으므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여러 자료와의 접촉에 있어
보다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지적은 데이터 베이스를 갖춘 총체적
(generic) 소프트웨어 고안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자료의 파일들은 종종 다른 CAL 단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끼어 들어가기도 한다. CIC 프로젝트
에서는 CENS US 프로그램과 같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처리 패키지를 개발해 본 경험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언어게임의 단어 파일(CBLUF F )이나 생물학적인 역할 놀이 훈련(RELAT E)을 위한
마을 기록 등과 같은 폭넓은 사례 속에서 데이터의 역할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늘날, 영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CAL 개발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프레임웍안에서
교사가 내용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에는 워드프로세싱 유니트나 스프레드
쉬트같은 전적으로 개방체제와,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주문화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폐쇄
적인 CAL 시뮬레이션의 유기적인 연결이 어려워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앞으로 CAL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구되는 작업은 워드프로세싱이나 스프레드 쉬트 같은 전문단
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 패키지와 주요 학습단원 간의 공유부분이 많아지는 일
이 아마도 미래의 CAL 개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結
위에서 여러 CAL의 형태를 살펴 보았는데, 서로 다른 CAL의 형태들은 서로 다른 학급배열 뿐
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컴퓨터 간의 학습 주도권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형태나
배열 등이 어떤 한 개의 틀속에 매끈하게 정리되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주
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CAL을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CAL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CAL의 활용과 긴밀히 관계되는 CAL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CAL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장점은 무엇인
가?”가 아니다. 이것은 컴퓨터 자체에 지나친 강조를 두고 있으며, 반복연습 프로그램이나 아무런
교육적 목적을 갖지 않는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문제
를 가지고 있는, 혹은 가르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과정의 영역은 무엇인가? 와 이를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는가?” 가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교육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한다. “탐구와 학습의 영역중 내가 이전에 성취할 수 없었던 어떤 부
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가능하게 되었는가?”, “교사의 지각을 단지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확장하기
위한 컴퓨터의 용도는 무엇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CAL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내에서 명확히 규정된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중등교사들이 특정한 과목의 교사로서 음악 필름이나 지리 테이프나 슬라이드 등을
찾는 것처럼, 역사 CAL, 음악 CAL, 생물 CAL 등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다. 대개, 중등학교에서 매체를 처음 도입하는 일은 특정과목의 성격상 필요에 의해 시작되고, 국
민학교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숫자놀이, 제작 등과 같은 여러 영역의 작업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CAL은 단지 한 특정과목에 기초한 기술과 지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CAL의 활용은 근접한 여러 과목에 걸친 과학이나 사회과목 같은 경우 통합
적으로 쓰일 수 있다. 나아가서, 과정기술 (proces s skills)의 개발과 같은 교육적인 목적들은

폭

넓은 교과목 전반을 포괄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
꼭 필요한 사고력의 훈련을 기초로 하는 어떠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중심적으로 생각될 수 있

다.CAL은 단일과목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의 동일한 주제의 집단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서 대처
하게 하는데 극히 유용한 매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8세기 영국의 운하 건설을 다룬 CANAL
프로그램에서는 지리적, 경제적 측면 등에 관한 문제를 폭 넓게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교육 과정이 시도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고, 다양한 시도를 게속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계속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관심
과 표현의 맥락속에서 통합적으로 접근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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