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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A差와 學校學習 : 接近의 代案 探索*

黃 順 奎

(敎育學科)

1. 個人差를 보는 視角

인간은 서로 다르다. 철학적 규범으로 보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다르게 태어난다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개인차

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같은 학년 속에서도 학생은 학업성적， 능력， 동기， 태도， 인성， 인지유형 등 여러

가지 특성에서 다르다는 것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개인차 현상을

量的 차이로 이해하는가 質的 類의 분류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개인차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같은 차이는 접합될 수 있는 차이일뿐 비연속적 차원의 차이는

아니다‘

개인차의 變散은 경험의 영향이 커질 수록 커진다. 즉 個A差 變散과 경험의 깊이

와 시간과는 함수관계에 있다. 인간의 신진대사 기능， 생리적 특성， 지각능력， 운동

기능 등 비교적 경험이나 학습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유전적， 器質的 요인에 속하는

특성은 개인차 비율이 약 2 :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학습(자극반응 학습

이나 신호학습)에서는 약 3.5 : 1로 커지고， 어휘 학습에서 6 : 1, 국민학교 4학년

의 학교학습 성적은 7 1의 비율을 보인다(黃順奎. 1984. p.57).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경험이 누적되고 심화되면 될수록 개인차의 폭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은 곧 학교학습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학교학습에서 나타나는 성적의

개인차는 커진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A間變散을 있는 현상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변별하는 것도 교

육현상 탐구의 중요한 한가지 대상이다. 그러나 보다 더 가치있고 중요한 것은 이같

은 A間變散이 왜 발생하며， 무엇이 그것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써 인간의 개인차 변산을 원천으로 그 변산을 극대화 하기도， 혹은

극소화 하기도， 때로는 변산을 零으로 떨어뜨리는 극복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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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라고 본다.

인간특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 입장이 존재해 왔

다. 하나는 인간의 특성은 비교적 안정성이 있고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常數로 작

용하고 있고， 개인 사이의 차이란 별로 의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능력에

관한 일반법칙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신념하는 관점이다. 이같은 관점을 대표하는 것

이 주로 실험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며 Wundt, Thorndike, Skinner 등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인간특성의 개인차를 이해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처치 (treatment) 혹은 조건을 주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있

을 뿐이며， 처치와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차에서 파생하는 변산은 모두 일반법

칙을 수립하는데 처치의 효과를 혼란스럽게 하는 防害要因(disturbing factor)으로 본

다. 그들의 관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처치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기초로 일반법칙을 수립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인간이 가진 특성은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變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특성의 개인차는 상황， 환경， 시간에 따라 고정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

다. 이같이 인간특성에는 개인차의 變散， 변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반법칙이

란 존재할 수 없고， 인간특성의 개인차에 따라 처치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은 넓은 의미의 相關心理學者(교육심리， 사회심리， 발달심리， 심리측정 등

이 모두 포함된다)들이 보는 관점이다.

前者는 그들이 창안하는 실험조건의 變異에 관심이 있다. 반면 後者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개인간에 존재하는 특성에서의 차이 즉， 개인차 變散에 관심이 있다.

전자는 개인차가 일반법칙 수립에 방해가 되는 방해요인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개인차 자체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무궁무진한 정보의 보고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전

자는 그들의 연구방법이 주로 單←→처치에 대한 單→효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Fisher 류의 실험처치와 變量分析이 주된 접근방법이 되며， 이경우 개인차는 오차변

량으로 취급되어 나타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차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관연구， 要因分析， 多變因 變量分析이 주된 방

법이 된다. 이 접근은 誤差變量 자체의 분석에 관심이 더 크며， 이것은 곧 共變量分

析에로 확산된다. 전자가 주로 S-R 형태의 실험모형을 취한다면， 후자는 S-O-R의

형태를 취하며， 전자가 理論의 형식논리의 전개에 관심이 있는 반면， 후자는 별로

이같은 형식논리없이 출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전자가 數學的 論理와 일

반볍칙의 정립 및 탐색에 보다 지향되어 있다면 후자는 統計的 論理와 局地法則

(locallaws)의 발견에 더 관심이 있다.

이같은 두 개의 視角은 학교학습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론적 수준에

서 보다 더 예려하게 대립한다‘ 실험심리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학교학습 연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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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을 같게 다루었을 때 최고의 평균 수행결과를 나타내는 單→한 最善의 處置

方法 (the one best treatment)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 상관심리학의 전통을 이 어 받

은 학교학습 연구는 사람의 특성이 다름에 따라서 처치를 달리 가함으로써 평균 수

행결과를 높이려고 한다. 상관연구자는 단일법칙， 방법이 존재한다는 데 반향적이

다. 전자의 관점은 곧 다윈의 생물진화론적 思考，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생각과 결

합되어， 인간이란 주어진 조건에 적응해서 살아 남아야 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야 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성립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여기에서는 제도， 처치，

준거룹 받아들이고， 이 제도의 요구에 맞는 인간을 찾는 일이 주된 관섬이 된다. 이

에 반해 인간이란 환경에 적응할 뿐 아니라 환경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유기체라 보고 생존을 위한 최고의 투쟁은 환경과의 투쟁이라는 생각

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곧 한 조건 아래에서 잘 적응하는 유기체가 다른 조건 아

래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각 환경에 대해 살아 남

을 수 있는 최선의 유기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논리로 각각의 유기체에 적

합한 최선의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후자의 시각이다.

2. 學校學習에서의 個A差 接近 파라다임

학교학습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특성에 따라 교수방법(처치)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

인가， 그러므로써 학생들 각자 학업성취에서 성적의 극대화를 이루려는 것이 학교학

습에서의 개인차 극복의 기대이다.

〈표 1) Cronbach의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적응방식의 유형

교수목표 교수방법(처치) 개인차에 적응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

1) 고 정 고정 (I a) 순차적 선발과정을 통해 개인의 학교교육

기간을 변화시킴

(Ib ) 어떤 기능 혹은 과제의 숙달에 요하는 기

준까지 훈련시킴으로써 교수시간을 변화

시컴

2) 선 택 선택된 특정 교수목표 (2a) 각 학생에 대해 장차의 성인역할을 결정

내에서는 고정 하고， 그 역할을 준비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함

3) 프로그램(과정) 대안들을 제공 (3a) 고정된 ‘주계열’ 수업에 교정프로그램을

내에서 고정 제공함

(3b) 상이한 학생을 상이한 교수방법으로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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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 (1 967 )은 교수방법을 개인차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파라다

임을 제시한 바 있다.

(1 a)의 사고는 교육에서 선택체제를 채택하므로써 개인차의 의미를 능력있는 학생

을 가려내고， 능력없는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것은 능력

있는 학생은 계속 나아가고 능력없는 자는 탈락시키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1b)는 숙달해야 할 기능이나 과제를 숙달의 준거(criterion)에 도달할 때까지 훈

련을 시키는 것이다. 예컨데 1학년에서 9 x 9단에 숙달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완전히 외워야 한다는 준거에 도달할 때까지 교수하는 접근이다. 학교교육에서도 이

같은 접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각종 자격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예컨대 운전교습소)에서 가장 빈번히 이용한다. 이 시각의 배경에는 어떤

학습과제이든지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학습 속도의 차이

를 가져온다고 보고， 학생마다 이같은 학습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2a)는 개인차는 곧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수

목표(혹은 교육과정)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수목표를 제공하

도록 하는 대안이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학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곧 학생들이 장차 성

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의 목록이 있어야 하

며， 교육과정도 이에 따라 각종 선택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3a)는 특정 프로그램 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과제)는 고정되어 있으며 다만 제

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개인차의 영향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계속 교정프로

그램을 투입해가면서 그들을 주계열에 재유입시키려는 전략이다. 우리의 학교학습

상황에서는 이같은 전략을 상당 수준 적용하고 있다.

(3b)는 특정프로그램 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과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

하고， 이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학생 개개인에게 상이한 교수방법을 투입하므로써

개인차 변량을 零으로 떨어 뜨리거나 극대화하는 전략을 탐색하려는 접근이다. 같은

수업을 받는 학급 속에서도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는 혼자 풀어 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에게는 친절히 함께 풀어 보기도 하는 것이나， 어떤 학생에게는 外在的 동

기를 부추기면서 가르치고 어떤 학생에게는 內發的 통기 (intrinsic motive)를 격려하

면서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개인차 적웅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수방법 적응

은 非形式的 (informal) , 임상적 (clinical) , 인상적 (impressionistic) 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서 단서를 얻는 것은 매일의 일상행동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우연적 상황에서 단서를 얻는다는 것(비공식성) , 교수방법을 개인에게 적응시

키는 것은 임상가처럼 다양한 현장의 체험을 통한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임상성)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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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서 과학적이라고 말하기 보다 대단히 인상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인상성)이다.

Walberg(l975) 는 개인차 적응의 모형을 7개로 분류하고 있다. 즉， (1) 선택

(selection) , (2) 심화(enrichment )， ( 3 ) 가속 (acceleration )， (4) 위계적 진단

(diagnostic hierarchical) , ( 5 ) 무선적 진단 (diagnostic random) , ( 6 ) 다중교수

(multimodal) , (7) 다중목표(multivalent)의 7개 모형 이다 .

선택모형은 교육에 부적합한 학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인차 측정을 이용하

는 경우이며， 이 모형은 유럽의 엘리트 중심 대학이 이같은 교육체제， 개인차 적응

방법을 활용했었다. 위에 제시한 Cronbach의 (l a ) 와 같은 맥락을 나타낸다.

심화모형과 가속모형은 학생들이 동일한 계열의 동일한 수업과정을 거치며 실패했

을 경우 전체 수업계열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심화모형에서는 학

생들이 학습에서 똑같은 양의 시간을 소비한다. 따라서 학교학습에서의 개인차는 학

생의 적성과 높은 관계가 있어서， 적성이 높은 학생은 학습단원 종료시에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적성이 낮은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는다. 이에 비해 가속모형은

각 학생이 소비하는 학습 시간이 변동적이다. 따라서 능력이 모자라는 학습자는 학

습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능력이 있는 학생에 비교해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그들도 결국 과제를 완성할 수 있으며 단원검사에서

준거에 도달할 수 있다.

진단모형은 위계적 진단모형과 무선적 진단모형으로 분류한다. 진단모형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의 학업능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사전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가

장 적절한 수업계열에 정치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그 특정이다. ‘위계적 진단모

형’ 에서는 수업계열이 위계적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이행하기 전에 각 단원의 학습요

소를 완성해야 하는 모형이다. 반면에 ‘무선적 진단모형’은 수업단원을 특별한 계열

에 따라 완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두가지 유형의 진단모형은 모두 선행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적절한 수업단원에 배치시

킨다는 것이 공통된다.

‘다중교수 모형’과 ‘다중목표 모형’은 모두 개인차 적응을 위한 개별화 방법으로

다중 과정 혹은 다중 교수 유형을 내포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다중교수모형’ 은 동

일한 학업성취 목표에로 유도하는 여러가지 교수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에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측정해서 각 학생의 적성에 가장 적합한 교수유형 혹은 교수과정에

배치하는 것이며 , Cronbach과 Snow (l977)가 제안한 적성-처치 상호작용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AT!)이 바로 이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다중목표 모형’ 도 상

이한 교수과정이나 교수유형을 상정하지만 이같은 상이한 과정은 상이한 학생에게

상이한 목표에로 유도하도록 구성된 모형이다. 수업을 시작 할때 개인차를 측정하고

그 점수를 기초로 각 학생에게 다른 목표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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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개인차를 고려한 모형은 Rohwer, Rower , B-Howe (1980) 의 제안，

Klausmeier (1977) 및 Glaser ( 1 9 7 7 ) 의 제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Rohwer,
Rower, B-Howe는 (1) 선택모형， (2) 교정모형， (3) 다원적 교수벙볍 모형， (4) 다

중목표를 내포한 다원적 교수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앞에서 논의한 개별화 전략 중 선택모형은 역사적 박제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 뿐

학교 교육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모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중심의 중

등교육과 선택적 대학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은 이 모형의 존립을 정당화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 본 개인차에 대응하는 학교학습 접근은 어떤 것은 교육제도적

측면과 같은 하드웨어 접근도 있고， 어떤 것은 프로그램의 變異를 통한 소프트웨어

접근도 있다. 어떤 것은 학교학습의 목표 자체를 개인에 따라 달리 적응시키려는 접

근도 있고，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의 변이를 통해 개인차에 접근하려는 모형도 있다.

학업성적에서의 개인차는 어느 학교학습 상황에서나 필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

상이다. 이 개인차 속에는 순수한 오차변량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오차변량을 제외

해도 학교성적에서의 개인차 변량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학업성적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 주목하

고 있다.

이같은 개인차 극복의 전략으로 (1) 變化可能 變因 接近 (2) 適性-敎授處置 相互

作用 接近 (3) 適性過程 接近으로 정리해 본다.

3. 變化可能 變因 接近

變化可能 變因 接近 (alterable variables apprach)은 학습자의 학업성적 수준을 높

이면서 동시에 개인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교수변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

려는 접근이다.

학업성적에서의 개인차는 왜 나타나는가? 이것은 학교학습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

다니는 정크스인가? 예컨데 과학과목의 학기말 시험을 실시해서 얻은 성적분포를 가

상해 보변 특수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극소수의 학급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적이 좋은

학생과 열등한 학생 사이의 성적의 개인차는 상당히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i

이와같이 학교학습 성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어느 학교， 어느 교육프로그램에서

나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혐의 영향이 커질

수록， 교과의 내용이 복잡해질 수록 개인차의 변량은 커진다. 이 개인차의 변량 속

에는 측정도구의 비신뢰도， 검사 실시의 오차， 시간적 경과에 따라 야기되는 시간

변량의 오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오차변량

을 제거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여전히 성적에서의 개인차가 넓게 변산되어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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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업성적 접수

(나)

(다)

〈그림 1> 학교성적 분포의 세가지 형태

학업성적 접수

학업성적 접수

성이 높다.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교수처치를 가하기 전 보통 상태에서 얻는 과학교과의

성적은 비교적 정상분포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기대는 이같은 성적분포에서 대

부분의 학생이 높은 성적을 보이고 낮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이 극소화되는 결과를

얻고자하는 떼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다.

(가)의 성적분포를 (나)혹은 (다)의 성적분포로 변화되도록 하려면， 관례적 상태대

로 그냥 두어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교육적 중재노력이 개재되어야 한다. 즉，

(가)의 분포에서 (나) 및 (다)의 분포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변인이 작용

해야 가능하다. 이같은 변인들을 ‘변화가능 변인’ (alterable variables)이 라고 지칭해

보자(Bloom ， 198 1) .

(가)분포에서 (나)분포로 변화시키는 경우보다 (가)분포에서 (다)분포로 변화시키

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곧 (가)분포에서 (나)

분포에로 변화시키는 교수변인의 힘보다 (가)분포에서 (다)분포에로 변화시키는 교

수변인의 힘이 더 강력하고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것을 측정학적 개념으로 환언하

기 위해 〈그림 1)의 세가지 분포를 동일한 좌표축에 도시한 것이 〈그림 2)이다 . <그

림 2)의 성적분포를 비교하면 (가)분포의 l 표준편차가 되는 위치에 (나)분포의 평

균이 놓여있고， (가)분포의 2 표준편차가 되는 위치에 (다)분포의 평균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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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X s 28
학업성적 접수

〈그림 2> 같은 좌표 축에 도시한 세가지 분포

이 결과는 (나)분포의 학생 중 84% 가 (가)분포의 평균점수 eX)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있고. e다)분포의 학생 중 98%가 (가)분포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같이 어떤 (교수)변인이 분포의 평균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영향

력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칭-안한 통계치가 ‘효과의 크기’ eeffect

size) eGlass . 1978 ; 黃順奎. 1988) 이 며 ESe혹은 6) =흉월C로 나타낼 수 있다

ES: 효과의 크기

XE: 실험집단의 평균치

Xc: 통제집단(비교집단)의 평균치

Sc: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어떤 교수변인이 학업성취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러

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별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므로써 특

정 교수변인이 성적의 개인차 변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연구된 여러 다양한 결과를 통일한 계량적 척도로 전환하여

종합하므로써， 어떤 교수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이용한다.

메타분석은 연구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결과들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는 이론 및 방법이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주

제로 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이들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독특한 피험자，

독특한 연구설계를 적용해서 접근하고 있고， 연구결과의 제시 방식도 다양하다. 이

렇게 연구설계， 연구변인， 결과의 계량적 통계치 등이 각각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적 틀 속에서 통합하므로써 연구결과에 관해 일반적 결론을 추출하고，

연구결과들의 누적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떼타분석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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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의 적성이 학교학습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처1 성 효과의 크기 (ES) 해당하는 百分位

느o 려「

1지능 .71 76
지능(과학) .48 68

발달

피아제 단계 .47 68
피아제 단계(과학) .40 66

동기

통기 .34 63
자아개념 .18 57

교수변인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들을 ‘효과의 크기’ (ES)로 정리

한 결과를 제시해 보자(Bloom， 1984; Walberg , 1984).
먼저 〈표 2>는 학생의 적성변인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는 학생의 기본적 정신능력인 지능이 학업성취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 지능이 과학에 관련된 특수지능보다 ‘효과의 크기’가 높음

을 시사하고 있다. 피아제 발달단계 수준이 ES = .47로 중간정도의 효과를 보여준

다. 그러나 동기나 자아개념 등은 기대보다 낮은 ‘효과의 크기’ 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학교학습에 직접적 중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수변인들

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이다 (Walberg， 1984).
교수변인 중에서 학습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큰 변인들은 강화， 촉진 프로그램 ,

읽기/학습 기능 훈련， 단서와 설명， 피드백과 교정 등이다. 이틀 변인만큼 큰 효과

는 보이지 않지만 ES = .80~.30의 효과를 보이는 변인들은 협동학습， 개별화 교

수， 개인교수， 개별화 과학， 고차적 질문，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과과정 등이다.

이에 비해 교사기대， 컴퓨터 보조수업， 계열화펀 수업， 선행조직자， 동질화 집단 등

은 효과가 적은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학습 이론을 통해 추정

되는 기대와 실증적 연구 결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는 환경변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변인들이 학교학습 결과에 미치는 연구들

을 메타분석한 결과이다 (Walberg， 1984). 이 결과에 의하면 학급의 士氣나 분위기，

풍토 및 가정환경 및 부모의 적극적 개입이 학교학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학교 밖의 또래집단， 친구들의 영향은 그 학생의 사회 경제

적 지위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영향력 밖에 작용하지 못한다. 숙제는 ‘과제로 부과

하기만 한 경우’의 효과 (ES = .28)보다 숙제를 부과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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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수변인의 질이 학교학습에 미치는 효과

교수변인 효과의 크기

강화 1‘17

촉진 프로그램 1.00
읽기 훈련 .97
단서와 피드백 .97
과학 완전학습(ML) 81
협동학습 .76
개별화교수 57
적응 교수 .45
개인교수 .40
개별화 과학 .35
고차적 질문 .34
진단적 처방법 33
새과학 교과과정 .31
교사기대 28
컴퓨터 보조 교수 .24
계열화된 수업 24
선행조직자 23
새 수학교과 과정 18
생물탐구 16
동질집단화 .10
학급규모 .09
프로그램 수업 -.03
수업시간 .38

〈표 4) 환경변인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

환경변인

숙제(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 경우)

학급사기

가정개입

가정환경

숙제(부과하기만 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

동료집단

텔레비전

효과의 크기

79
.60
.50
.37
.28
.24
2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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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화가능 변인이 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변 인 효과의 크기

개인교수법 2.00
강화 1. 20
휘드백~교정 1. 00
단서와 설명 1 이

학생의 학습 참여 1. 00
학생의 과제집중시간 1. 00
읽기/학습기능 증진 1. 00
협동학습 .80
숙제(평가를 함) .80
학급사기 .60
지적 선수능력 60
가정환경 개입 .50
또래의 교정개인교수 40
숙제(과제만 제출) .30
고차적 질문 .30
새 수학/과학 교과과정 .30
교사기대 .30
또래집단 영향 .20
선행조직자 .20
사회경제적 지위 .25

평을 해주는 경우 (ES = .79)가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은 학교학습의 ‘변화

가능 교수변인’ 의 성격올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한다.

Bloom (l 984)은 Walberg의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고 다른 연구결과를 보충하여

〈표 5>와 같이 변화가능 변인의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개인교수방법이 ‘효과의 크기’ 2.0으로 가장 효과있고 강력한 교

수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개인교수법이 학생집단 중 98%를 전통적 수업방

법에서의 평균 이상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이 스키너기- 제안한 강화 변인이며 (ES = 1. 20), 효과의

크기 1. 0을 보이는 변인들이 휘드백과 교정수업， 단서와 설명， 학생의 적극적 참여，

학생의 과제집중시간， 학생의 읽기 능력 및 학습기능 능력이다.

협동학습 및 숙제(평가를 함)가 ES = .80이고 ， 학급사기， 지적 선수능력이 ES =
.60이다 . 가정환경은 ES = .50 , 또래의 교정개인교수 영향이 ES = .40이 다 . 이에

비해 숙제(과제만 제출) , 고차적 질문， 새교재‘ 교사기대 옹은 ES = .30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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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효과의 크기

변 인 효과의 크기 r l)

지능 1.223 .522
학습습관 1. 134 .493
학습의 양 1.086 .477

창의력 .890 .407
교사의 교수변인 .861 .395
성취동기 .752 .352
인지양식 .704 332
가정환경 .615 .294
자아개념 .534 .258
학습풍토 505 245
학습의 질 .505 .245
인성 .270 .134
불안 -.352 -.173

적 지위의 효과의 크기가 .25인 것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구병두(1980)가 1980-1988년까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

구주제로 다룬 석박사학위 논문 163편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6>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현상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학교학습 현상에 관한 연

구는 교수적 변인， 가변적 변인보다， 靜態的 변인 혹은 귀속적 변인 ( attribute

variables) 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전제하고 보면 지능이 ES =
1.223으로 가장 영향이 강하며 , 학습습관이 ES = 1. 134 , 학습량이 1.086로 강력

한 변인군임을 시사하고 있다. 창의력 (ES = .890) , 성취동기 (ES = .752) , 인지양

식 (ES = .704) 등도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교사의 교수변인이 ES =
.861로 상당히 높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환경 (ES = .615)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정의적 특성인 자아개념은 ES = .534로 중간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풍토(ES = .505) 와 학습의 질 (ES = .505) 이 각각 의의있는 수준이기는 하나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학습에 관련해서 위에 제시한 Walberg, Bloom 및 구병두의 메타분석 연구들이

1) 효과의 크기 A를 r로 변환하는 방볍은 다음과 같다.

r=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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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변인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 變化過程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면 (가) 학습자 변인， (나) 교수

자료 변인， (다) 가정환경과 동료집단 변인， (라) 교사 교수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 변인은 지능， 선수인지능력， 자아 개념 등이며， 교수자료는 새교육과정， 새

교과서 등이고， 강화， 질문 등은 교사 교수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학

습자 변인은 정태적이고 귀속적인 성질을 띤 변인이기 때문에 교수방법의 간섭에 의

해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변인들이다. 한국의 학교학습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구병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학교학습 연구들이 이러한 정태적이고 귀속적

변인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학교학습 연구들

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태적 변인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반면 연구과정에서

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는 변화 가능한 가변적 교수변인

의 효과연구를 외면하는 경향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곧 ‘어떤 敎

授變因이 어느정도 학교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학습자 변인， 교수자료 변인， 가정환경과 동료집단 변인， 교사의 교수변인

중 어떤 변인이 학업성취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의 개인차를 줄이는데 효

과적인가? ‘효과의 크기’ (L~) 연구를 통해 추정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변인군이 교

사의 敎授變因임을 알 수 있고， 학습자변인， 가정환경 및 동료집단에 관련된 변인군

이 거의 비슷하고 교수자료 변인군이 가장 효과의 크기가 적다. 이같은 결과가 시사

하고 있는 것은 학교학습에 나타나는 개인차를 축소하거나 극대화 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변인 (manipulative variables) , 개입 가능한

변인 (intervention variables) 인 교수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학업성취 결과의 전

체 변량 중에서 조작 가능한 교수변인의 영향의 힘 혹은 효과가 적을 수록 귀속변

인， 非可變的 變因， 고정변인의 변량이 커진다 학교학습 연구의 파라다임 속에 조

작해야 하는 교수변인을 포함시키는 연구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대단한

부담과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수방법 연구도 가능한대로 손쉬

운 비실험적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향은 곧 학교학습에서 개인차

에 적응시킨 교수이론과 방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공허하고 빈약하게 만든다.

세째， 변화과정이 다른 두개의 변인을 多樣하게 통합하는 연구 전략의 탐색이다.

Bloom(l 98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교수법의 효과의 크기는 ES = 2.0이다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개인교수법은 교사와 학생이 1 1의 관계로 가르치고 배

우는 교수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특정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

하기 위해 모든 교수변인을 ‘그 학생’ 에게 맞도록 최대한의 적응을 시도한다. 그의

능력， 그의 필요， 그의 동기， 그에게 맞는 교수변인 등 모든 것을 다양하게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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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써 그 학생의 학업성취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별화시킨다. 이같은 전략을 ‘학

생집단’ 을 대상으로 하여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컨데 교사의 교수변

인과 학습자 변인을 통합해서 함께 투입한다면 그 효과는 加算的 효과를 나타낼 확

률이 높아 갈 것이다. 이 경우 같은 유목을 통합하는 효과보다 다른 유목을 통합하

는 효과가 더 可變的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이다. Tanenbaum(1982)은 피드백

과 교정， 촉진된 단서， 참여， 강화의 4개 변인을 통합적으로 투입한 집단이 통제집

단 보다 거의 ES = 2.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필자의 연

구(Whang， 197 1) 에서도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교수변인을 다양

하게 이용한 교수방법을 투입하는 경우， 모든 학생의 성적이 증가하고 개인차도 축

소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인의 통합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방향은 첫째， 교수방법과 관련된 학생의

정보처 리능력의 개선이며 둘째 , 교사의 교수과정 (teaching processes) 개선이 다. 전

자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학습과제를 학습하는 경우 학습 초기에 인

지적 선수능력의 철저한 준비， 각 학습단원을 95% 정도까지 철저한 숙달(mastery)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일， 학생 사이의 상호 지원체제 구축(학생 상호간 토론， 빈번

한 리뷰， 어려운 과제의 상호 지원， 상호격려 등) , 학생 학습방법 및 학습기능의 개

선 등이다 후자와 관련된 교사의 교수과정 개선 전략으로는 교수방법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준비， 교수과정을 흥미롭고 신나는 과정에로의 변환， 한 교과에

서 다룬 내용들을 함께 묶고 조직할 수 있는 통합개념， 스키마， 틀의 개발 등이다.

4. 適性-敎授處置 相互作用 接近

Cronbach( 1957)은 학습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相關接近이나

實驗接近의 어느 한가지 접근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 두 접근이 조합된 접근이어야

한다는 시사를 한 바 있다. 相關接近은 개인이 지닌 특성의 차이나 이들 특성 사이

의 상호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實驗接近은 학생 특성의

개인차 보다는 교수처치의 평균적 효과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접근이 같은 하나의 장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같은 접근

으로 Cronbach와 Snow(l977)는 適|生 敎授處置相표作用( aptititude-treatment

interaction: AT!)接近을 제안했다. 適1生 敎授處置相互作用接近은 학생의 적성 혹은

특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각 학생의 적성에 따라 학습결과가 극

대화 되도록 하는 교수처치 즉， 학생의 특정 적성과 상호작용 관계를 보이는 특정

교수변인(교수처치)을조합하려는 것이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은 학생의 적성에서의 개인차(그 개인차가 떠로는 量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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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때로는 質的인 것일 수도 있지만)를 탐색하고 사정한다는 점에서 相關接近과

유사하다. 그러나 相關接近은 단지 학생의 적성의 개인차 변산을 탐색하고 그 중에

서 누가 기대하는 결과 (outcomes)를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성취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반면，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접근은 모든 학습자가 주어진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敎授處置’를 적응시키려는

점 이 다르다 또한 적 성 - 교수처 치 상호작용 접 근은 ‘適正한 處置’ (optimal

treatment)를 설계 · 계획한다는 점에서는 實驗的 接近과 유사하다. 그러나 적성-교

수처치 상호작용은 모든 학습자에게 ‘유일한 한가지 최선의 평균적 교수처치’ 란 존

재하지 않고 상이한 적성을 가진 학습자마다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교수처치

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자(교사)는 주어진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교수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

인 교수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서

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비슷한 학생들끼리 묶어서 가르치면， 그들에게 적합한 최

선의 교수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같은 교육적 배려 위에서 고안해 낸 방법이 集團化 (grouping)의 방법이었으며，

특히 同質集團化 (homogenous grouping)는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접

근은 同質集團化하는 준거가 대개 단일한 한가지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가지 특성에 대해 집단을 ‘平均化’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이 방법은 교사의 가르치는 업무를 단순화시킬 뿐 실제 학습자의 학습결과

를 극대화시키지는 못한다. 예컨대， 학업 성적에 기초하여 동질집단을 형성하면 학

업성적에서는 동질화될 개연성은 커지지만， 다른 특성에서는 여전히 이질적이다 학

교학습의 과정과 성취가 학습자의 학업성적에만 의존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이같은 접근은 수락하기 어려운 비교육적인 접근이다. 또한 동질집단화는 우

수집단， 중간집단， 열등집단처럼 학업성적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진로와 운명을 고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방법은 사회정의라는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

제안된 방향이다. 이 생각의 저변에는 학업성취에 기초한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주의

의 이데올로기가 잠복하고 있다. 학업성취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척도에 따라 개인

의 진로를 강제하는 보수적 결정론이 밑받침되어 있다.

이에 반해 適性-敎授處置 접근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 1 재능 혹은 특성의 다

양성과 다원성을 신념하고 이같은 다양한 재능이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조작적으

로는 가장 높은 학습결과를 보여주는) 교수변인， 교수처치， 교수방법을 찾으려는 것

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각각에 따라 가장 적절한 교수방법이 존

재한다는 신념이 선행하며， 이같이 잘 맞는 교수방법을 찾기만 하면 모든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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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성취를 보일 수 있다는 확신이다. 과거의 생각이 각자의 재능의 종류와 정

도에 따라 각자 다른 역할， 지위를 부여하려는 수동적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면， 적

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처치만 제공하면 모든 사람이 기대하

는 성취률 이룰 수 있다는 적극적 사회정책이 밑받침 되어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에서 제시하는

가? 상호작용의 개념은 교수이론에서 두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本質的

意味 (substantial meaning) 의 상호작용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비인간

적 사불 사이의 상호 교섭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혹은 결과)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

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동화와

조절을 하는 현상도 이같은 현상의 예이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변하고 성장하는 현상도 본질적 의미의 상호작용을 지칭한다. 이같은 의미에

서 보변 인간은 주위의 인간 및 사불과 끊임없는 본질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하

고 생존하며，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統計的 의미 (statistical meaning)이며 ,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에서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바로 통계적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다. 통계적 상호작용

은 종속변인의 변량(학업성취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두개(혹은 두 개이상)의

독립변인이 있을 때， 이 두개의 독립변인 각각이 독립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독립변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되， 변별적으로 미치는 현상

을 지칭한다.

학업성적에 미치는 두개의 독립변인 A와 B로 된 線型 變量 模型은 Vt=VA+VB
+VAB+Ve로 표시할 수 있다 2) 이중 독립변인 A와 B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VAB가 통계적으로 有意할때， 독립변인 A,B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는 것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미치

는 A의 영향의 정도가 B의 차이(예컨데 B1, B2 등)에 따라 다르고 B의 영향의 정

도가 A의 차이(예컨데 AI , A2 등)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즉 A의 차와 B의 차의

조합에 따라 종속변인에 미치는 결과가 변별적， 차별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상호작용에는 非序列的 相互作用 (disordinal interaction)과 序列的 相互作用

2) 독립변수 A(예 ， 교수방법)와 B(예 ， 학생의 적성)의 선형 변량모형의 일반식은

Vt=VA+VB+VAB+Ve
Vt : 전체 변량

VA 독립변인 A의 변량

VB: 독립변인 B의 변량

VAB 독립변인 A와 B의 상호작용 변량

Ve : 오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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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Y

~꺼교수처치B

교수처치 A

적성 X

下 上

(a) 비서열적 상호작용

下

(b) 서열적 상호작용

上

〈그림 3> 비서열적 상호작용과 서열적 상호작용

(ordinalinteraction) 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림 3>은 이 두가지 경우를 보이

고 있다.

비서열적 상호작용은 두개의 회귀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이며， 서열적 상호작용은

한개의 회귀선이 다른 한개의 회귀선 위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상

호작용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서열적 상호작용은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

이 자명하지만， 서열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두 회귀선의 기울기의 차이에 따라 상

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학습자의 적성과 교수처치 사이에 상호작용이 형

성되는 교수처치를 발견하므로써 학습결과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학습자의 적성과

교수처치를 배합시키려는 노력이다.

적성이라는 개념은 본래 특정한 작업이나 과제에 요구되는 특정 능력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려나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접근에서 적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처치 아래에서 학습자의 성공 확률을 예측해 주는 학습자의 특성’ 을 뜻하

며， 이 속에는 본래적인 의미의 적성은 물론 일반능력， 인지유형， 인지전략 등 인지

적 특성과 홍미， 태도， 포부， 인성과 같은 정의적 특성도 포함되며， 사회계층， 종

족， 성별， 교육배경 같은 인구학적 변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보이는 가장 적절한 예는 Cooper와 Zubek(1958)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Cooper와 Zubek는 쥐를 대상으로 同種교배를 시켜 지적으로 우수한 순종

쥐와 지적으로 열등한 순종 쥐를 얻은 뒤， 그들을 무선적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지적 자극이 풍요하며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또 한 집단에게는 정상

적인 보통 환경 속에서， 다른 한 집단은 지적 자극이 결핍되고 자극이 없는 나쁜 환

경에서 기른 뒤 성인 쥐가 되었을 때 迷路學習에 의해 학습결과를 측정했더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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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적 우수 쥐와 열등 쥐를 결핍환경， 보통환경， 풍요환경의 세 가지 조건 속에서 길렀을

때의 迷路檢종에서 의 誤등젖數

4)와 같이 나타난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적으로 우수한 쥐와 열등한 쥐

(유전적 형질)를 보통의 환경 속에서 기르면， 그 유전적 형질의 차이가 극대화되어

유전적 형질이 좋은 쥐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쥐로 성장하고 유전적 형질이 나쁜 쥐

는 열등한 능력을 가진 쥐로 성장한다는 것을 중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틀을 모두

결핍된 환경 속에서 기르면 유전적 형질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열등한 능력을 갖

게 되며， 풍요한 환경 속에 두면 열등한 쥐도 그 유전적 형질의 제한을 극복하고 능

력이 우수해진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1960 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Bracht (l970) 는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에 관계된 실험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결합

분석하였고， Berliner와 Cahen(973) , Cronbach(975)는 그의 1957년의 논문이

갖는 제한정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제안을 했다. Tobias(198 l)은 개인차에 교수방

법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고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를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Cronbach와 Snow의 ‘適性과 敎授方法’ (Cronbach & Snow, 1977)이 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적성 변인군으로 지적능력， 인지기능 및 인지유형， 인성， 환

경변인으로 분류하고 그것과 교수변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을 종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適性-敎授處置의 상호작용 효과가 연구들 사이에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능력(지능)과 構成動機(constructive motivation)에서는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능력 (general ability)이 라는 통칭적 범주 속에는 지능， 독해력， 학업 적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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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추리력， 학업성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에

의하면 (Snow， 1977) , 다음-과 같은 교수처치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능력이 높은 학

습자는 학습을 우수하게 하고 일반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학습을 열등하게 한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즉 (1) 학습자에게 정보처리 능력을 보다 많이 요구하는 교수방법，

(2) 정교한 설명이나 비범한 설명방식을 사용한 교수방법， (3) ‘새교육과정’을 사용

한 교수 방법， (4) 발견학습， 탐구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수방법， (5) 학습자가 自己

指向(self direction)에 따라 학습하도록 격 려하는 교수방법 , (6) 비교적 비구조화 되

거나 허용적인 교수방법， (7) 그림이나 다른 매체보다 언어매체에 크게 의존하는 교

수방법， (8) 학습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교수방법이다 이에 반해 일반능력이 낮

은 학습자도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교수처치는 (1) 학습자에게 정보처리의 부담

을 가볍게 하는 교수방법 (2) 수행해야 할 학습과제를 단순화하거나 적은 단위로

쪼개어 제시하는 교수방법， (3) 관련된 교재정보를 제공하는 교수방법， (4) 언어 대

신에 그림이나 도형과 같은 영상적 매체를 사용하는 교수방법， (5) 단순화된 시범，

모형， 모의를 사용한 교수방법이다.

Tobias (1981)도 위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Tobias는 ‘先修학업성취

(prior achievement) ’ 를 적성으로 보고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교수적 지 원’ 을 교수처

치로 하여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선수 학업성취가 낮으면 낮을 수

록 ‘교수적 지원’을 더 요구하며， 이 둘 사이에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현상이 나

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교수적 지원’은 학습내용을 조직하도록 도와 주는 처치， 주

의를 계속 유지하도록 준비하는 처치，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관련하여 피드백을 제

공하는 처치， 한 단원에서 다음 단원으로 이행할 때 학생의 학업성취를 모니터링하

는 처치 등이 포함된다.

Peterson, Janicki, Swing(198 l)은 일반능력에 따라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

고 집단학습과 독립학습 조건에서 학습하도록 한 결과 일반능력 상위 및 하위인 학

생은 ‘소집단’ 형태의 교수 상황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반면 일반능력

중위인 학생은 ‘혼자 학습’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Cronbach과 Snow(l977) 의 종합적 연구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構成的 動機변인에서 일관된 적성-처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동기는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측정방법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이 다

양한 동기 변인을 보다 단순한 틀속에 종합하기 위해 그들은 동기를 ‘방어적 동기’

(defensive motivation)와 ‘구성적 동기’ (constructive motivation)로 분류하고 있다.

방어적 동기는 불안， 신경성， 열등감， 동조， 의존성 등과 같이 위협에 대해 경계하

펴， 자기 방어적이며， 정서적으로 해체되어 있는 동기특성들플 총칭한다. 이에 반해

‘구성적 동기’는 성취욕구， 성취동기 성공을 탐색하는 동기， 독립적으로 성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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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등 건설적이며 성취지향적이고 긍정적 동기를 총칭한다. Cronbach와

Snow(1977)의 종합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성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는 자유와 도

전을 제공하는 교수방법， 학습자 스스로 학습상황을 구조화 하도록 요구하는 교수방

법에서 더 효과적이며 학업성취가 높고 적극적이다. 구성적 동기가 낮고 방어적 동

기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자 자신에게 책임과 자유를 요구하는 교수상황에서는 학업

성취가 낮고 동조와 의존아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Peterson , 1977 ), Cronbach과 Snow(1977)의 연구에서 또 하나 분명한 적성-교수

처치 상호작용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수 접근(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기호

경향성 (students' preferences) 분야인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많은 교육자들이 학습

자들의 기호 경향성을 ‘學習樣式’ (learning style)으로 개념화하고 그것을 측정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들을 종합한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학습자는 각자의 학습양식에

맞는 교수방법을 투입했을 때 학습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unn & Dunn, 1978; Peterson & Janicki , 1979),

적성一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비교적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론적 탐색의 여백이 크고， 실제적 연구결과도 유

통적이고 때로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이론의 문제는 무엇이며 전망은 어떠한가?

첫째 , 適性-敎授處置 相互作用 이론은 Kurt Lewin이 행동의 일반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제시한 B = f(P.E) 의 특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행동공식을 심리학에서

는 사람(person)과 환경 (environment)의 상호작용 결과로 어떤 행동이 표출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보다 특수한

조건 속에서 재조감하고 재해석하고 있다.

사람 (person) • 適性

환경 →敎授處置

‘다른 상황이 같다면’ 이라는 전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교육실천의 현장이다 교

육이란 본질적으로 변화‘ 발달， 성장， 도야라는 개념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차

피 상호작용주의자일 수 밖에 없다.

학습자 사이에는 적성에서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적성이 다름(질，

양에서)에 따라 그에 가장 적절히 적응된 처치 (adaptive treatment)를 제공할 때 최

선의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또 경험적， 실천적으로 확인되

고 있다 그렇다면 適性-敎授處置 相互作用은 이념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고 교

육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학습자의 일반능력， 특수능력， 인성변인， 동기，

인지유형 등 여러가지 유형의 적성과 관련된 상이한 처치와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들

은 분명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탐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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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이제는 높은 학업성취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적성이 효과적인가’ 하

는 질문이나， 어떤 교수처치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교수처치인가’하는 질문은 잘

봇되었읍을 일깨워 주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최선의 교수처치

란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적성의 차이에 따라 가장 알맞는 교수방법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야기시켰다. 최근까지 교수의 개별화 혹은 適應敎授法

(adaptive teaching) 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학습자 모

두’에게 혹은 ‘평균적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보장하는 교수처치가 있다

고 상정하고 그것을 배치하려는 맥락 속에서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오류였음

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적성一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가 특정 학습자의 약점을 피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습자의 강점을 이용할 수 있는 교수처치를 선택할 수 있을 정

도로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연구의 방향은 그 쪽에 약속의 땅， 해결의 실마

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적성-처치 상호작용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성들의 성질이 대부분 정태적 특

성 (static traits)을 띤 것이 많고 그것이 교수처치와 상호작용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제한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1980년 이 전의 연구들은 특별히

적성-처치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상정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적으로 상호작용 결

과를 기대하는 확률도 극히 낮았다. 또한 정태적 특성들은 대부분 인간의 발달과정

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의 현재적 모습이거나 아니면 상당부분 유전적이거나 기

질적인 특성일 경우도 많다. 적성이 정태적 특성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높은 수준으

로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낮은 수준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학교학습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적성이 보다 유동적 역동적인 특성이어서 그것을 변화，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를 통해 적성-처치 상호작용 결과를 얻는 데 훨씬 효과적인 젓이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에서 의도해야 할 중요한 방향은 可變的인 적성들， 그

러면서 처치와 상호작용할 개연성이 큰 적성을 개념화하고 탐색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성 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우리에게 학교학습에 관한 한 보편법칙 수

립에 대한 기대보다 局地法則(1ocal laws) 을 탐색하고 연구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이라는 이론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대전제가 모든 학

생에게 똑같이 높은 학업성적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학습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학습의 일반법칙을 탐구하는 실험실 학습에서는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변인을 실험결과에 오차를 일으키는 방해요인으로 간주

하고 이것을 통제하거나， 오차로 보거나， 無로 간주하고 학습법칙을 정립하려고 한

다. 이같은 실험실 연구의 전통이 학교학습 상황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학교학습 상황에서는 학숍자 변인학습자간 차이가 학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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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학습효과를 파생시키는 일반법

칙의 정립 자체를 포기한 셈이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은 이같은 과거의 학습이

론 조류에 대한 反主流의 흐름이며， 실험실 학습법칙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학교학

습 상황의 저항이며， 학습의 보편 볍칙 정립의 가능성에 대한 학교학습의 국지법칙

정립의 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학습에서 높은 성취를 보장하는 학습법칙은

학습자의 적성에 따라서， 교수처치에 따라서， 교수상황(학습분위기， 학습구조， 학습

자료 등)에 따라서 다른 국지법칙이 존재하며， 이것에 관한 이론의 탐색과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학교학습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네째， 적성과 적성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배합에 대한 연구도 탐색되어야 한다. 적

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대개 單→ 適性과 單- 處置의 상호작용 연구에 치중

되어 왔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보자. 다양한 적성들 간에 상호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많은 연구에서 能力과 不安이라는 두개의 적성은 각각 학습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안이 높은 학생은 비구조화된 학습 상황，

학습자 중심의 학습상황에서는 열등하게 학습하고 교사중심 수업에서는 보다 효과적

으로 학습한다. 반대로 불안이 낮은 학생은 비구조화된 학습상황에서 더 효과적이

다. 여기에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면 能力이 높고 不安이 낮은 학습자， 能力이 높

고 불안이 높은 학습자， 能力이 낮으나 불안이 적은 학습자， 能力도 낮고 불안도 높

은 학습자에 따라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개

의 적성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실험실 학습 상황이 아닌 학교학습

상황은 오히려 이같은 적성들의 상호작용， 혹은 적성들의 조합에 대해 가장 적합한

교수처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더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같은 결론은 다

시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학교학습에 관련된 국지법칙을 탐색하는 이론이

며 방법임을 확인하여 준다 (Snow， 1977).

다섯째，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의 설계， 분석，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방법

론의 문제이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적성 (X)과 학업성취

(Y)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적성←교수처

치 상호작용 연구에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이한 교수처치 T1, T2 각각에

대한 적성-학업성취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작용의 검증을 위해 T1에서 의 적성-학업성취의 회귀 기울기와 T2에서의 회기 기울

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밝히는 것이 상호작용 분석이다. 그러나 상호

작용은 두 변인의 표준편차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상이한 처치에 대한

XY 사이의 상관관계가 같다해도 Y의 표준편차가 다르면 회기 기울기는 다르게 된

다. 이것을 보인 것이 〈그럼 5)이다

(a)와 (b)의 차이는 X와 Y 사이의 상관은 모두 0.50이지 만 표준편차는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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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xy=0.50, 6x=1, σy=0.5;
βyx=0.25

것이다. 따라서

(a) Pxy=0.50, 6 x= 1, 6 y= 2;
βYX= 1.00

〈그림 5) 상관계수는 동일하나 Y의 표준편차가 다른 경우의 회귀 계수의 차이

야x돼풍i 에 의해 회기 기울기를 구하면 (a)는 1. O. (b)는 0.25
‘ t

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적성 교수처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반드시 표준편차를 고

려해서 해석해야 되고， 만약 표준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적인 결론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양적으로 측정된 적성 점수를

기초로 집단을 상， 하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에게 교수처치를 적용해서 그

결과를 변량분석하는 경우이다. 이경우 2 x 2 변량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같은

처치 × 區훌IJ수준 (blocking level) 의 경우 적성이 실제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을

전혀 다른 구획 속에 배치함으로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루고， 실제로는 적성에

서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을 같은 구획 속에 배치함으로써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다

룬다(그럼 6 참조) . 이같은 실험설계는 오차항의 값을 축소하게 되고， 그 결과 설제

상호작용이 의미없는 데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값을 얻어 잘못된 판단

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마치 적성을 양적 측정치로 얻는 경우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양극단의 집단을 대상으로 교수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더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계량적으로 측정된

적성을 주제로 하는 적성 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회귀 기울기의 차이를 비교해

야 한다) .

위에 제시한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들은 연구설계가 극히 단순하여 분석이

나 해석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의 설계가 복

잡해치변 여러가지 통계적，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적성， 처치， 학업성취(결과)



도
묘

에
단

름
집위

앓뚫

매
고
사

이
하
된

캡
붉쁨

ι
l
，
，
‘
、
‘

~X

蕭 (50)즈&‘ol!ll大師24

( 적성이 매우 비숫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 단으로 )
분류된 사람들

적성 하위집단 적성 상위집단

〈그립 6>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에서 적성점수에 의한 구획화의 모순

변인들이 중다변인일 수도 있고， 비선형적 회귀방정식 모형을 채택할 수도 있다. 또

한 중다변인인 경우 그 측정 수준이 달라서 Xl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고， X2는 학

급 수준 ， X3는 학교 수준에서 측정한 측정일 경우도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다수준

분석 (multilevel analysis)을 적용해야 한다(김경성 , 1991: Bock. 1989). 이와같이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연구설계， 자료분류， 통계적 방법의 적용에서 아직

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 방법에서 극복하는 일

이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이론 발전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5. 適性過程接近

適性過程 接近 (aptitude process approach)은 학습자가 지닌 적성의 개인차를 認知

過程 및 정보처리과정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관한 이론정립과 확인을 기초로 학교학

습 현상을 기술하려는 접근이다 3 ) 적성과정 접근은 일찍이 Glaser (l 9 7 2 ) 에 의해

‘개인과 학습: 새로운 적성’이라는 논문에서 그 방향이 시사된 바 있으며， Snow,
Federico 등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靜態的 양태로 기술된 적성， 특성 형태로 개념화된 적성， 심리측정의 형태로 재어

내는 적성 , 그리고 規準指向的(상대적 비교에 대한) 기술에 바탕을 둔 수량적 지표

로서의 적성 대신에 학교학습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

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인지과정 (cognitive processes) 을 탐구하고 그 力動性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하며 또한 그것을 개인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만

3) ‘적성과정’은 인지적인 변인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넓은 의미의 적성과정 속에는 정의

적인 것， 교수처치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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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같이 적성이 작용하는 인지과정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으면 敎授處置도 그에

맞추어 더 적절하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도전이 성공적이면

개인차에 적응시킨 敎授處置의 適iE化도 가능하다(Snow， 1980; Federico , 1980).

適性過程 接近은 실험심리학의 전통 위에서 발달해 온 認知過程에 관한 지식과 상

관심리학의 전통 위에서 발전해 온 심려측정에 관한 지식을 접목시키는 작업이며，

이것은 Cronbach(1957)의 논문 ‘과학적 심리학의 두 주류’ 에서 지적했듯이 이 두

이론이 따로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수렴， 접목되고 하나의 체계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현실적 성취로 볼 수 있다.

적성 교수처치 상호작용 이론이나 연구가 학습자의 적성을 정태적 형태의 특성，

심리측정적 특성으로 전제하고 그것과 교수변인과의 통계적 상호작용을 탐색하려는

입장인 반면， 적성과정 접근은 적성과 교수처치를 적성과정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

해 이해함으로써 학교학습의 개인차 현상을 탐색하려고 한다.

실험심리학에서는최근 인간의 기억과 학습에 내포된 인지과정에 대해 특별한 학문

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지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이 수없이 제안

되고 있다. 그들은 학습을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며 밖으로 표출하는 일

련의 인지과정으로 이해하며 학습과정 속에는 지각하기 (perceiving) , 주의보내기

(attending) , 부호화하기 (encoding)(정보를 의 미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 ) . 기 억

속에 정보를 저장하기 (storing) . 기억에서 정보를 인출하기 (retrieving) , 부호해체하

기 (decoding) , 정 보 생성하기 (generation information) 등 일련의 인지과정 이 개재하

는 것으로 파악한다. 아에 반해 심리측정 접근에서는 학습자에게 모종의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점수에 따라 일차원을 가정한 연속적 척도 위에 위치지움으로써 개인

차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같은 접근이 갖는 한계는 비록 개인의 적성점수가 학습자

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가 그 적성검사를 치를

때 그 개인의 인지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는 바 없다는 것이다. 적성과정 접근은 바로 이 과정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이 특정이다. 이 인지과정의 개념화나 분석은 심리측정 이론이나 심리검사 연구에서

전혀 시도하지 아니한， 그러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다. 예컨데 적성과정 연구가

는 학습자에게 어휘겸사를 실시하면서 그 학습자에게 검사 속의 각 문항에 응답할

때 ‘사고하며 소리내기’ (think aloud)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 밖에 학습자가 각 문항

에 반응하는데 소요한 시간도 측정하고， 그 검사를 받을 동안의 눈운동( eye

movement)도 추적한다. 이같은 여러가지 정보는 학습자가 어휘검사 문항에 응답할

때 사용하는 인지과정 혹은 인지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한

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어휘검사(적성)에서 높은 점수룹 받는 학습자와 낮은 점

수를 받는 학습자의 인지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즉 어떤 개인차가 있는지를 밝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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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이것은 곧， 어떤 분야에서의 專門家와 初心者의 인지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에서는 적성과제를 ‘어휘능력’으로 예시했다. 그러나 과제의 성질이 다름예 따라

요구하는 인지과정도 다르다. 적성과정 연구에서 탐구해야 할 것은 적성의 종류 뿐

아니라 과제의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인지과정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학교

학습에서는 이것이 언어， 수학， 과학， 역사 등의 학습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개인차 연구에 대한 적성과정 접근은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모종의 적성-그것이 학교학습의 성취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에

서 높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과 그 적성을 사용할 때 어떠한 인지과정과 인지전략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과정을 발견한다면， 이에 판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적성에 관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수준에 이른다면 적성에서의

개인차가 단지 정태적이며， 특성 기술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이며 과정 진단적인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펼 것이다.

인지과정은 유기체의 유동적인 심리적 기능이 일정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변화를 학습과정이나 정보처리 과정의 역동적 현

상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인지과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두가지 변화

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 인지과정은 학습이나 정보처려 활통에서 분별할 수

있는 초단위 혹은 분단위 변화도 있지만，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학습과정에

서 볼 수 있는 주단위， 혹은 월단위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지과정의 복잡성

에서도 상이한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과정의 深度가 있을 수 있다(Craik &Tul、ring，

1975) . 이같은 상이한 상황을 모두 포함해서 適l生過程이라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Snow(1980)는 適性過程을 ‘개인 학습자들이 수업상황에

서 단기적 및 장기적 수행요구에 적응하는 십리적 과정， 학습활동을 통해 기대한 지

식이나 기능을 발달시키는 심리적 과정， 학습성과의 질과 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심

리적 과정 동에서 일정방향의 변화가 야기되는 현상’ 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적성과정의 차이는 수업 이전에도， 수업 중에도 존재하지만 수업후의 학습성과에도

존재한다. 이같은 복잡한 인지과정의 망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성과정， 학습활동，

수업 과제요소， 준거수행 요구를 분석하고 측정할 펼요가 있다-

이같은 관계를 Snow는 〈그림 7)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학습성과 변인 0(°1,°2,

.... On) 와 관계있다는 증거가 있는 적성을 A(A1, A2, .... An) 라고 표시하면 과거의 적

성연구는 A-O 관계만을 연구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교수상황， 수업상황을 암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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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J) 적성 (A)과 성과 (0 ) 변인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의 A와 처치 (T) 변인과의 상호 작

용， 이 관계들의 얀지과정 (p, q, r, s)과 학습과정요소(b， c, d, e, .., n)의 분석 (Snow , 1980)

자로 방치해 버렸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연구는 교수처치를 고려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나 T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없이 T변인만을 연구

설계에 첨가했을 뿐이다. 적성과정 연구는 교수과제요소와 학습활동을 분석하는 것

(b , c, d , e .... n) 을 통해 상이 한 처 치 에 대 한 인지 과정 요소 (cognitive process

components) (p , q, r , s)를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학습성과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

해 준거 수행요구 (criterion performance requirements) (p‘, q’,r', s‘)를 분석하고 제시

한다. 결과적으로 적성과정 연구를 위한 모형은 인지과정 요소의 분석， 교수과제의

분석， 준거 수행의 분석이 함께 요구된다.

〈그림 7)에 비추어 보면 A-A 관계연구는 적성검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요인을 탐색

하는 것이 주된 관심 이 고，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의 형 태를 취하며 , A-O 관계 연

구는 학업성취 준거를 잘 설명하는 혹은 예언하는 예언변인을 탐색하는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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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두가지 연구형태를 빌려 적성구인 혹은 적성과정에 접근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편이다.

이같은 적성과정의 기술과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그러므로써

학교학습의 성취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려는 연구는 크게 認知相關 接近(cognitive

correlates approach)과 認知要素 接近(cognitive components approach)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인지상관 접근은 전통적인 심리측정에서 사용하는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구별하는 정보처리 능력의 기본적 성질， 차이가 무

엇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이며， 방법론으로는 적성검사 정수와 인지과제의 수행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므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 접근의 가장 선

구적 역할을 한 Hunt， Lunneborg, & Lewis(l975)의 논문제목도 ‘언어능력이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Hunt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컴퓨터의 기능

에 대응시켜 이해하려고 했으며， 인간이 귀납적인 문제를 풀 때나 개념학습올 할 때

어떤 정보처리과정을 거치는가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예컨대 귀납적 개념형성을

하기 위한 정보처 리 모형으로 ‘의 식 적 기 억 처 리 자’ (conscious memory processor)가

中期記憶에서 인출해온 ‘현재의 假說’ , ‘여러가지 특성에서의 추측’ 과 장기기억에서

인출해온 ‘개념학습체제와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개념학습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Hunt. 197 1) .

인지상관 연구는 이같이 인지과정의 분석과 전통적 적성 검사와 관련시키므로써 두

개의 모수치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K 적성검사 점수가

특성 학습과제의 수행을 잘 예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이같은 경우， 인지상관

접근과 방법을 통해 K 적성검사 점수를 잘 예언하는 다양한 인지과정의 母數{直를 추

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학습과제의 수행 밑에 어떤 적성과정이 작용하

는지， 어떤 적성과정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지요소 접근은 능력 구인으로서의 적성 밑에 놓여있는 정보처리과정， 인지과정，

인지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려는 것이며 Sternberg (1977) , Snow (Snow et aI ,

1980) , Underwood (1978)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認知要素 접근은 정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적성에

대해 요소분석을 시도하고 그것을 기초로 정보처리의 인지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

려는 방법이다. 부연하면 要素分析의 표적은 관련된 情報處理 課題 밑에 놓여 있는

精神作用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 要素作用의 구조와 그블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고차적인 정신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심리측정아론에서 보면 구인타당

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보처리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정보과정의 확인과 조

직을 발견하려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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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認知要素 접근 분석의 기본 단위는 要素 (component)에 있다. 요소란 사물

이나 상정의 내적 표상에 작용하는 기본 정보과정이다 (Newell & Simon , 1972). 요

소는 감각을 통해 들어온 투입을 개법적 표상(conceptual representation)으로 번역

하는 것， 한 가지 개념적 표상이 다른 개념적 표상으로 변화하는 것， 개념적 표상을

운동적 산출(motor output)로 바꾸는 것 등을 지칭한다.이렇게 보면 要素分析은 개

인차의 정태적 상태를 나타내는 구인이라기보다 정보과정 분석의 단위와 더 유사하

다. 그러나 要素分析에서는 모든 단위가 이같이 기초적 단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

고 필요에 따라 복잡한 요소도 사용한다.

要素分析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과제수행에 포함된 요소의 확인， 둘

째，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하는 규칙 (combination rule)의 구체화이다(Sternberg，

1977 , p.66)' 要素分析의 이론은 과제에 요구하는 要素로서 무엇을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a ,b ,c 세 要素를 포함시키는가， a，b만을 포함시키는가， a , b,

c, d 모두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분석모형은 달라진다. 또 이같은 요소에 대한 조합규

칙이 다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어떤 이론은 순전히 加算的 조합규칙을 사용하

여

반응시간 (RT) = a 十 b+c

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반응시간은 각 요소에 소비한 시간의 산술적 합

이 된다. 이에 반해 다른 이론은 부분적으로 가산적 조합규칙을 사용하여

반응시간 = a + Min(b , c)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소 a는 언제나 나타나며 b， c 중 시간이 적게 걸리

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또 다른 이론은 非加算的 조합규칙을 사용하여

반응시간 = Max(a, b, c)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b,c 세 요소 중 가장 시간이 최대로 소요되는 것이

주왼 역할을 하게 된다.

認知要素의 각 요소는 持續時間(duration) , 難易性(d많iculty) (이것은 誤講確率이

다) , 執行確率 (probability of execution)의 세 가지 중요한 특정을 갖고 있다. 이론，

모형을 달리 상정함에 따라 각각의 특정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母數{直를 추정할

수 있다 (Sternberg， 1978). 이 세 가지 특정은 원칙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인지요소는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지만 그 해결에서 오류가 거

의 없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떤 인지요소는 집행시간은 짧지만 오류의 확률이 클

수도 있다. 예로 변호사: 고객의 관계는 의사 (a)환자， (b) 약의 관계를 묻는 類推

推理(analogical reasoning)에서 보면 해결을 찾기 위한 집행시간의 지속시간은 길지

만 해답의 오류는 적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要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을 Sternberg는 첫째 機能(function )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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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타要素 (metacomponents) . 途行要素 (performance components) , 獲得要素

(acquisition components) , 維持要素 (retention components) , 轉移要素 ( transfer

components)로 분류하고， 둘째 -般性의 水準(level of generality) 에 따라 세 수준으

로 분류하고 있다.

메타要素는 문제해결을 할 때 집행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

고의 統制過程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작용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는 여섯 가

지의 메타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둘째， 하위차원에 속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일， 세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표상 및 조직을 선택하는 일， 네째， 하위차원 요소를 종협하는 전략의 선택， 다섯

째， 속도-정확성에 관한 의사결정， 여섯째， 해결에 관한 모니터링이다.

수행요소는 과제수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집행할 때 사용되는 요소를 지

칭한다. 이 요소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유추， 귀납적 추리， 문

제해결의 과제수행에서 주로 넓게 적용되는 요소만을 제시하면 1) 符號化 (encoding)

2) 推理(inference ) 3) 地圖化(mapping ) 4) 適用 ( applicati on ) 5) 표當化

(justification ) 6) 反應 (response ) 으로 나눌 수 있다.

獲得要素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포함된 기능을 말하며， 維持要素는 이전에

획득해 놓은 정보를 인출하는데 포함된 기능을 지시하고. 轉移要素는 유지하고 있는

정보를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에 일반화하는 데 포함된 기능을 지시한다.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로는 이같은 각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다.

要素는 -般性의 水準 (level of generality)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

다. →般要素(general cornponents)는 주어진 과제 모집단 내에 있는 모든 과제를 수

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을 말하며 , 類텀要素 (class components)는 과제 모집단 내

에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부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의 요소를 지칭하

며 , 特珠要素 (specific components)는 과제 모집단 내에서 어떤 단일한 과제를 수행

하는 데 요구하는 수준의 요소를 지칭한다. 지적 과제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의 다양

성은 다르기 마련이다.

Sternberg의 인지요소 이론은 우리의 인지과정을 확인하고 기술， 설명하기 위한

한가지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 언어이해， 읽기기능， 공간정보처리， 귀납추

리， 연역추리， 인지유형 (cognitive style) , 인지학습， 심상， 개념형성 등 다양한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그려나 이같은 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

기 위한 탐색의 과정에 있을 뿐이며， 보편적 결론에 이르기는 이르다. 이 논고에서

는 연역추리 중 ‘직선 삼단논법’ 의 인지과정을 인지요소이론에 기초해서 접근한 연

구를 적성과정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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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繹推理(deductive reasoning) 란 어떤 문제의 전제 (premise)에 포함된 정보가 타

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논리적으로 충분한 것일 때의 추리를 뜻한다. 演繹的 논리

문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종 認知要素接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

진 문제는 直線 三段論法 (linear syllogism) , 類目 三段論法 (categorical syllogism) (논

리학에서는 正言 三段論法이라고 한다) , 條件 三段論法(conditional syllogism) (논리

학에서는 假言 三段論法이라고 한다)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직선 삼단논법의 추리는 두개의 전제와 한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전제는

두개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 중 한개는 두개의 전제에 겹쳐 나타난다. 학습

자가 해야 할 과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관계를 추리해야 하는 일

이다. 예컨대， <수동이의 키는 형우보다 크다; 형우의 키는 범선이 보다 크다; 누구

의 키가 가장 큰가?)라는 것과 같은 유형의 추리를 지칭한다. 이 경우 앞에 제시한

두개의 전제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의 키가 가장 크다〉

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경우 〈키가 크다〉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관계

는 移行的 (transitive)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키가 크다〉라는 사실

에서는 작고 큰 관계가 논리적으로 이행되어 가지만 (A가 B보다 정구를 잘 친다)，

(B가 C보다 정구를 잘 친다)， ( ... A가 정구를 가장 잘 친다〉라는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A와 C 사이에 정구를 치는 능력은 A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정구치는 능력은 이행적이지 못한 현상이다. 직선 삼단논법은 언어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수， 도형， 촉각과 같은 비언어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부정으로 제

시할 수도(수동이의 키는 형우의 키와 같지 않다) . 또 다른 전제를 더 추가해서 제

시할 수도 있다.

유목 삼단논법은 〈모든 포유동물은 육식성이다 ; 어떤 어류는 포유동물이다 ; 어떤

어류는 육식성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가?)와 같은 논리적 형태를 취한다. 이 경우，

삼단논법의 전제는 긍정문으로도 제시할 수 있지만 부정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조건 삼단논법은 〈만약 익살꾼 X가 연출을 하면 사람들은 웃는다， 익살꾼 X가 연

출을 한다; 사람들이 웃는다고 결론할 수 있는가?)와 같은 논리적 형태를 취하는 삼

단논법이며， 부정문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直線 三段論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하는 途行要素 (performance component)

로 세 가지 이론적 모형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空間模型 (spatial model)으로서 이

것은 시각적， 공간적 도식에 의해 정보의 수행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 言語

模型(lin밍listie model)으로서 이것은 정보를 언어적인 형태를 벌어 제시하는 것이며，

세째， 混合模型(mixed model) (Sternberg ‘ 1980) 이며， 이것은 위의 두 모형을 혼합

한 것이다.

흔합모형에 의하면 (Sternberg， 1980a , 1980b) 직선 삼단논법을 풀기 위해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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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도의 인지요소과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1. 전제 읽기(의무적)

2. 비교관계의 언어적 해독(의무적)

3. 부정 (negation)의 해독(선택적)

4. 비교관계의 공간적 배열(의무적)

5. 연계축 탐색(선택적)

6. 두개의 명제를 한개의 상황으로 배열(의무적)

7. 질문 읽기(의무적)

8. 반응 탐색(선택적)

9. 합치성 탐색(선택적)

10. 반응(의무적)

Sternberg, Guyote, & Turner (l980. pp. 219-245) 등이 세 가지 모형을 다섯 가

지 실험 조건 아래에서 연구한 결과를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각 실험에는

32개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형용사를 사용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언어모형이나

공간모형에 비해 혼합모형의 설명변량이 우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2는 각 실

혐의 잠재 반응시간에 대한 각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질문이 전제 앞에

오거나(실험 2) , 뒤에 오거나(실험 1), 사전端繹가 있거나(실험 4) , 사전단서가 없

거나(실험 3) , 피험자에게 빨리 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속도를 강조하거나(실험 5),

하지 않거나(실험 3) , 언제나 한결같이 혼합모형이 우수하다.

위에 제시한 5개 실험 중 실험 1, 2, 3, 4에서 측정한 각 모수치와 言語能力， 空

間能力? 抽象能力과의 상관을 내어 본 것이 〈표 8>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혼합모형

의 符號化 母數↑直 (ENC+)는 언어능력， 공간능력， 추상능력과 높은 상판을 보여주고

있어서， 부호화 모수치 속에 언어적 빛 공간적 추상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혼합모형의 적합성을 잘 대변한다. 否定 母數↑直 (NEG)는 공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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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直線 三段論法의 잠재 반응시간에 대한 모형별 예언능률(설명변량의 비율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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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直線 三段論法의 母數{홉와 能力點數 總點과의 相關 (Sternberg， Guyoute &Turner, 1980)

能力 點數 總點

母數↑直

言語能力 空間能力 抽象能力

부호화+ ENC+ -.25** -.51 .** .58***

부정 NEG -.14 .34** -.41***

표식 MARK .20** -.36** -.38***

연계축탐색 PSM .16 .25** -.35***

반응탐색 RS .26** .35** .34***

합치성탐색 NCON -.31* -.24 m“
반응+ RES+ .30** -.09 -.15

*p < .05

**p < .01

***p < .001

력 및 추상능력과는 상관이 있으나 언어능력과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標

識(형용사를 이탤릭체로 제시하는 것) 모수치 (MARK)는 세 가지 능력과 유의한 상

관을 보이고 있다. 연계축 탐색 (PSM)은 공간능력 및 추상능력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언어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연계축 탐색을 하는 認知

過程은 공간-추상적 정신작용이지 언어적 작용이 아님을 말해준다. 반응 탐색 (RS)은

세 가지 능력과 모두 상관이 높다. 혼합모형 이론에 따르면 반응 탐색은 전적으로

공간 정신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예상 밖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었다.

합치성 탐색 (NeON)은 언어능력과 상관이 있을 뿐 다른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

다. 이것은 혼합모형 이론에서 합치성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탐색과정은 순전히 언어

에 의존한다고 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반응+ (RES+)는 공간능력 및 추상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언어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어 준다.

直線 三段論法이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Stemberg(1980)는

3. 5. 7, 9, 11학년 5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것을 〈그림 8>에 제시했

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각 인지요소의 잠재 반응시간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곧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반응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이 있고， 비교 시간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 비교에 소요되는 잠재

시간이 발달 단계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다는 현상은 귀납추리의 일종인 유추추리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흥미로운 관심을 끈다. 논리적 추리에서의 비교

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모수치와 혼합되어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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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항목 및 3항목 문제를 병합한 총합 및 요소별 잠재시간 모수치의 학년에 따른 발달 경향

요인분석으로 대표되는 심리측정을 기초로 한 개인차 이해의 접근은 이론없이 개인

차를 기술적， 공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입장이며， 그 점에서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

다. 이에 반해 실험심리학 전통에 바탕을 둔 적성과정 혹은 인지과정은 본래 이론

지향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보다 개인차를 이론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

는 길을 터 주었다. 그러나 적성과정 연구도 실제의 필요와 적용을 상정하지 않으면

한낱 공허한 이론적 탐색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학습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지과

정， 적성과정의 개인차를 탐구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발달을 이루었

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학습과 교수라는 실제적 상황과 적성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틀 속에서 이론을 구성하고 연구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같은 시각에서

몇가지 탐구의 방향을 시사해 본다.

첫째， 적성과정의 개인차 연구는 적성과정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기 보다 학습과제

혹은 교과목과의 연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적성과정 연구는 공간정

보처리 과정，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인지유형， 문제해결과정 등 각 인지과정을

독립된 정신과정을 상정하고 그것을 탐구하므로써 적성과정의 개인차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기억 모형과 정보처리 모형이 발달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

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적성과정 연구가 일반법칙 혹은 보편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이론-실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실험심리학의 전통에 원천을 두고 있는 탓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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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학습 상황에서는 학생이 학습해야 할 과제를 연계축으로

해서 학습과 교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제의 성질에 따려 과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 기초 위에서 요구되는 적성과정(인지과정)이 어떠한지， 학습

자가 이러한 적성과정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탐색하려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 학습과제는 ‘국어’

학습과제와 비교해 요구하는 인지과정의 성질이 다를 것은 명백하다. 이 경우 ‘수

학’ 학습과제의 분석과 체계적 분류， 이에 대한 적성과정의 이론과 모형의 개발， 모

형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 동시에 학습자의 수학학습과제에서 요구하는 적성과정의

소유 수준과 질의 측정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학교학습 상황

에서 적성과정의 개인차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둘째， 교수를 과정 (process)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촉진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

습과 교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연구의 방법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

했다. 학습은 대개 실험실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이나 인지과정을 대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한 반면， 교수는 학급 속에서 일어나는 집단 행위를 대상으로 관찰과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교수 연구는 교사의 특성과 다양한 효과성

준거 사이에 상관이 있논가 없는가를 탐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Dunkin &
Biddle , 1974). 간혹 학생의 학업성취와 깊은 관계가 있는 교수의 과정변인을 언급

하기는 했으나 이것을 학습과 관련시켜 중요한 문제로 부각 시키는데 실패했다

(Rosenshine , 1971a, 1971b; Rosenshine & Furst , 1973). 학습자의 학습을 탐색

하기 위해 그들의 적성과정 빛 인지과정의 탐구가 필요했듯이 교사의 교수를 이해하

기 위해 교수과정의 인지과정적 탐구가 필요하다.

‘교사가 교수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교수하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생

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가?’하는 교사의 인지과정 (teacher’s cognitive

process)이 학생의 학습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학업성취의 방향과 수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역할을 한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Clark &Peterson.

1986). 교사의 사고과정에 관해서는 교사의 계획 (teacher planning) . 교사의 상호작

용적 사고와 의사결정 (teacher’s decision) . 교사의 신념 (teacher’s belief)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교사가 교수를 투입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계획， 지각을 하는지‘ 교

사의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상호작용 빛 의사결정， 그리고 교사의 계

획과 상호작용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교사의 신념과 스키마 등에 관한 인지과정을 밝

히고 이것과 학생의 적성과정 빛 인지과정과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일은 교수를 바

로 살아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세째 , 동기 특성을 동기과정 (motivational process)으로 기술하고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학습에서의 학업성취가 주로 인지적 특성이나 인지과정의 개인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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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많은 변량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적 특성으로 대변되

는 동기변인이 중요한 변산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보편 법칙이다. Bloom(197 l) 의

추계에 의하면 학업성적의 개인차 변량 중 정의적 특성이 25% 정도 결정한다고 결

론내리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기변인이 학교학습의 성적변량을 설명

하는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시사한다.

학교학습 연구에서 동기변인을 다루는 경우 대개 특성변인으로만 다루었을 뿐， 그

정의적 변인이 학교학습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업성취 결과에 기여하는지，

학생의 인지과정의 개인차와의 상호작용 양태 및 교수과정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탐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불안’ 이 학교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면 그것을 교수 • 사회적 중개과정 「→ 풍기과정 →인지적 중개과정 • 학업성취

라는 파라다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 을 특성변인으로 간주하고 측정된

불안의 수준에 의해서만 학업성취의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이 관례적 연구모형인 반

변， ‘불안’ 이라는 정의적 심적 상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또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결국 학업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

는 것이다. 풍기적 변인을 주어진 고정적 속성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접근을 넘어서

서 옹기의 과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 전망도 낙관적이다

(Snow & Farr , 1987).

6. 結 論

이 연구는 학교학습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업성취의 개인차를 극소화 혹은

(필요에 따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의 개인차를 어떤 시각에서 이해할 것인지를 1)

변화가능 변인 접근 (alterable variables approach). 2) 적성 - 교수처치 상호작용 접

근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approach) , 3) 적성과정 접근 (aptitude process

approach)으로 체계화해 보았다.

변화가능 변인 접근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며， 그것들

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화 시키

려는 시각이다. 적성-교수처치 상호작용 접근은 학생의 적성(혹은 특성)의 개인차

정보를 기초로 각 학생(혹은 학생군)의 적성에 따라 학습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

교수처치 즉， 학생의 특정 적성과 상호작용 관계를 보이는 특정 교수변인(교수처치)

을 조합하려는 전략이다. 적성과정 접근은 학습자의 적성의 개인차를 인지과정으로

파악하고， 적성의 인지과정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므로써 적성과정

에 개재하는 모수치가 학업성취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접근은 모두 그 나름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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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 까지 접근 모두가 발전의 과정 속에 았다. 중요한 것은， 학교학습에서 나타

나는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접근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 대안 접근에서 서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다. 위의 세 가지 접근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된 이론이나 방법론이기 보다 하나

의 보다 큰 이론의 틀 속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사고 전환의 시각은 개인차와 학교학습의 관계를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궁극적 표적은 局地法則의 체계화， 다양화에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다. 학교학습에서의 성패는 개인차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의존한다. 그러나 개인차에 관한 정보를 보편적 법칙의 형태로 연구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상황 혹은 맥락(context)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

사의 특성에 따라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지법칙이다. ‘강화는 학습에

효과가 있다’ 는 보편적 볍칙보다 ‘만약 그것이 수학 교과목일 경우， 그리고 만약 학

생의 수리적성이 낮고 공간적성이 높다면， 그리고 만약 학생의 구성적 동기가 높다

면， 간헐적 강화를 빈번히 이용한 교수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국지법칙을 알

고 있을때 학교학습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학교학습 상황의 혁신에 필요한

것은 이같은 체계화된 국지법칙의 거대이론을 갖추는 일이다. 그동안 학교학습이나

교수방법 연구의 체계화에 실패한 것은 몇세기를 통해 계속 보편법칙만을 제시하고

국지법칙의 이론적 틀 속에서 체계화 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사는 학교학습에 관련된 인간능력 및 동기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탐구

와 연구의 촉발이다. 개인차 변인(그것이 특성적인 것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또 그

것이 계량적인 것이든， 질적인 것이든， 또 그것이 측정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든， 이

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든)이 학교학습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

수임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거나 시사되고 있다. B1oom(l 97 l) 이 학교학습결과인

학업성적 변량의 75%를 학생들의 지적 시발행동과 정의적 시발행동이 차지하고 있

다는 종합적 분석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의 이같은 변인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나 오랜 발달과정 속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치부했

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이같은 변인들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교육

의 과정에서 또는 보다 전문적 처치과정을 통해 개인의 적성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

는 교육적 처치에 관한 연구는 이 세대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Detterman & Sternberg , 1982; Perkins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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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Differences and School Learning: Alternative
Approaches

Whang, Joung-Kyu

(Department of Education)

The success of education depends on adapting teaching to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learners. This thought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throughout

instructional procedures and teacher education. Unfortunately, intensive elaboration

of educational theorγ and procedures for accomplishing instructional adaptations of

the idea have never been clearly established and validated.

The present study reviews some current developments in the adaptation of

instruction to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learners and proposes the developments

into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1) alterable variable approach, 2)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approach, and 3) aptitude process approach.

The alterable variable apprach is to identi한 instructional variables that are most

likely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decrea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chool

achievement. This can be done in terms of the magnitudes of effect size of these

instructional variables.

The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approach in education aims at understanding

how and why different persons benefit from di뀐erent kinds of instruction, so that

educational conditions can be improved by adapting them to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erson. The goal of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is to

identity and develop instructional variable and methods which consistently interact

with particular aptitudes of learners. This suggests that neither aptitude constructs

nor instructional processes can be fully understood without reference to one another

and l"aises the important possibility that common psychological processes underlie

both aptitude and learning diff늄rences.

The aptitude process approach proposes to describe aptitudes or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students in terms of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comprise



個A差와 學校學껍 接近의 代案 探索 43

aptitudes. Instead of normatively based, psychometric measures of abilities and

aptitudes with their static trait-like properties, the aptitude process approach aims

at individually based, idiosyncratic indices of cognitive processes with their dynamic

state-like properties. With them, instuction can be optimized by prescribing

instructional treatment to support mediational activity or to modify detrimental,
interfering mediation activity.

The three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school learning

appear to have important potenital implication for education, respectively‘ However ,
these approaches have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theory so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school learning can be more fully understood beyond the limitations

concerned with each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