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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아동을

말한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이들 아동의 심각한 학습문제가 학습과제를 의미 있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학습

전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

동들을 대상으로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그 결과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을 위해 개발된

전통적인 정보처리과정중심 교육프로그램(예: 지각-동작 협응력, 정보처리 선호양식, 기억술중심 교육프로그

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내용학습과 전략학습의 통합모형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전략 활용과 관

련한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성공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학습

이론적, 철학적/인식론적, 그리고 경험과학적 근거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교육현장에

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현행 내용학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실제에 대한 고

려의 필요성, 학습전략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학습전략 평가방법의 개발 필요성, 그리고

적극적인 학습참여 촉진을 위한 동기전략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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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학습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최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등학교와 중학교 아동 중 약 1%에서 7%가량이 기초학습능력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1999; 주삼환 외, 1999). 이러한 실태 조사에 근거해 교육부(2000)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심각한 학습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판별도구를 개발, 보급하고, 필요한 교육지도자료를 연차적으로 개발,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기초학습능력 검사를 통해 심각한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선별

하고, 방과후에 보충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누적적으로 학교학습

에서 실패하고 있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회적, 교육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저성취 학습부진(underachievement with low performance)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능력

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 보이는 아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학습장애

집단이 저성취를 보이는 학습부진아동 중 저성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학습부진 집단(lowest

achievers)임을 보여주고 있다(신종호, 1999; Fuchs & Fuchs, 1993; Kavale, 1995; Kavale et al.,

1994).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에게 방과후에 제공되는 보충교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기능을 중심으로 구성·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

적 연구결과들은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이 학교학습에서 누적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단순히

기초기능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고전략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Swanson, 1990, 1993; Swanson & Allexader , 1997).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과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을 가르치고 이를 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은 일반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전략의 활용과 학업성

취 수준을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Leshowitz et al., 1993; Scruggs & Mastropieri,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에게 기초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기초기능을 숙달하기 전에는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잘못된 가정에 부분적으

로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Leshowitz et al., 1993).

본 논문의 주목적은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을 위해 개발된 전통적인 정보처리과정중심 교육프

로그램(예: 지각-동작 협응력, 정보처리 선호양식, 기억술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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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용학습과 전략학습의 통합모형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습전략 활용과 관련한 저성취 학습부진아

동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전략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경험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교육현장 적용과 관련해 고

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았다.

Ⅱ. 학습전략과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인지적 특성

1. 학습전략의 개념적 정의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은 다양한 교과영역에 걸쳐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

용되는 일종의 사고전략(thinking strategy)이라 정의할 수 있다(Borich, 2000). 사고전략은 현재 주

어진 정보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기제로서, 현재의 정보와 창출되는 의미간의 차이를

채우는 사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Nickerson, Perkins, & Smith, 1985). 이와 같은 사고활동의 성

공적 수행은 제시된 학습과제에 내재해 있는 내용 및 원리를 성공적으로 부호화, 저장, 인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지심리학자인 Bartlett (1958)는 사고활동을 크게 내삽적(interpolation) 활동, 외삽적(extrapolation)

활동, 재해석적(reinterpretation) 활동으로 구별하였다(Nickerson, Perkins, & Smith, 1985로부터 간

접 인용). 내삽적 사고활동은 주어진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때, 즉 중간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전체적

인 의미를 형성하도록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철수의 집은

아주 가난하여 교과서 외에 어떠한 서적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 문장과 얼마 전 철수에게 최신형

컴퓨터가 생겼다 라는 문장이 주어진 경우, 우리는 어느 독지가(篤志家)가 철수에게 선물로 컴퓨터

를 주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론을 개입시킴으로써 두 문장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외삽적 사고활동은 결론적인 내용이 누락되었을 때 주어진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은 학습활동과 관련해 수동적 특성

을 보인다 는 문장과 학습전략의 사용은 적극적인 학습태도나 동기를 필요로 한다 라는 문장이

주어진 경우, 우리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효과적으로 학습전략을 가르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동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

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해석적 사고활동은 새로운 해석을 위해 자료를 다시 배열하거나 조직하는 사고활

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정의적 특성(예: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독립적 태도)과 학업성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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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정의적 특성이 원인인 것처럼 제시된 경우, 이를 반대의 관점에서 다

시 재조직하여 보고자 하는 사고활동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즉, 주어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기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사고활동이 재해석적 사고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내삽적, 외삽적, 재해석적 사고활동이 학습활동과 관련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적 도구(cognitive instruments)가 바로 학습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학습전략

은 학습과제를 의미화하는 실제 과정인 수행 단계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평가하는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이 효과적, 효율적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의 준비, 진행,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인지적 특성

지금까지 연구결과들은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이 주의력, 단기 기억력, 학습전략 활용과 같은 인

지적 능력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능력수준을 나타내 보인다고 보고한다

(Swanson, 1993; Swanson & Alexander, 1997). 먼저, 주의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의지속

력(duration of attention)보다는 선택적 주의력(selective attention)에 더 많은 어려움을 저성취 학

습부진아동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지속검사(continuous performance

tests) 결과에 의하면 주의지속력(duration of attention)에 있어서 일반아동과 저성취 학습부진아동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학습과제 수행과 관련한 관찰 결과는 두 집단 간에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nder, 1992). 반면, 선택적 주의력(selective attention)과 관

련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게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중요 사항에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선택적 능력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Bender, 1992;

Gearheart , 1986; Mercer , 1991). 이는 누적된 학습실패로 인한 지식기반의 결함과 적극적 학습동기

의 결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은 새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의미화하는 사고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 보인다. 이 같은 정보처리과정의 어려움은 조직화(organization), 언어적 정

교화(verbal elaboration), 심상화(mental imagery)와 같은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Hallahan, Kauffman, & Lloyd, 1985). 이를 보여주는 한 연구로서 Swanson,

Kosleski, & Stegink(1987)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개념조직도(mapping organizer)를 이용해

주어진 학습자료를 요약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훈련시킨 후 사용하는 학습전략에 변화가 있

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이 개념조직도 활용과 관련해 훈련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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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과제내용의 회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학습전략의 하나인 시연

(rehearsal)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은 주어진 정보들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조직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lzer , 1994).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은 새로운 정보가 현재의 상황적 요인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새로운 정보가 다른 상

황적 요인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적 사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정보를 의미화·조

직화하는데 상대적 결함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맥락(context)을 통해 아동이 주어진

정보를 통합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학습전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의 효과적, 효율적 처리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학습전략을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1. 학습이론적 근거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크게 학습이론적 근거, 철학적/

인식론적 근거, 그리고 경험과학적 근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학습전략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학습이론적 근거로서는 인지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을 들 수 있다(Ashman &

Conway, 1989; Deshler , Ellis, & Lenz, 1996). 인지이론적 접근에 의하면 학습은 과정(process)으로

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습은 지식의 획득, 조직, 변형, 평가, 활용과 관련된 내적 사고과정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지학습이론에 반대가 되는 입장으로서 행동주의적 접근은 과정보다는 결과(outcomes)로서의

학습을 강조하며, 과제(tasks), 환경(environments), 결과(consequences)에 대한 분석, 계획, 통제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학습결과의 유지 및 일반화에 제한된 효과를 가지며, 학교학습 이후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요구되

는 계속적 자기학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지학습이론은 단편적 지식이나 기능을 넘어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능력 학습을 강조하고 중시한다. 학습의 과정에서 아동들이 얻어야 할 산물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은 일

반아동에게 뿐만 아니라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학습의 최종 산출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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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적/ 인식론적 근거

학습전략 교육의 필요성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철

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개체들이 그 안에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은 진공 상태에서 성숙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험적 자극을 필요로 한다. 학습전략과 관련해 볼 때 이러한 아

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능력을 최대한 계발 또는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의한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Nickerson, 1987;

Nickerson, Perkins, & Smith, 1985).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고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성취 학습부진

아동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결과 역시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전

략 훈련을 시켰을 때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이들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그 결과 일반아

동처럼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나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파스칼의 도박의 법칙(Pascal ' s Wager)에 근거할 때, 학습능력 계발과 관련해 학습전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일 수가 있다. 즉, 학습전략을 가르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시 일종의 오류(type one error)를 범하는 것이 이종

의 오류(type two error)를 범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Nickerson, Perkins, & Smith, 1985). 학

습능력이 학습전략 훈련을 통해 계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일종의 오류)과 계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종의 오류)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고려

할 때, 일종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볼 때 학습전략 교육의 필요성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다(Deshler , Ellis, & Lenz, 1996; Harris & Graham, 1994). 구성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지식이란

외부에서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사유화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사유화와 관련한 학습활동은 학습자의 선행 경

험과 지식, 가치, 태도 등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 총체적인 의미 형성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려면 학습자는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 통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는데 학습전략 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성취 학습부

진아동의 학습활동 역시 주어진 학습과제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

을 기반으로 주어진 정보를 자기화하는 경험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

이러한 학습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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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과학적 근거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경험과학적 연

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Leshowitz, et al.(1993)은 이들 학습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

서 접하게 되는 정보나 사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과학적 추론기술(scientific

reasoning skills)을 가르쳤을 때 이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조사하였

다. 추론기술을 가르치기 전보다 가르치고 난 후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

한 이해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 보

였다. 이들이 보여준 비판적 사고 능력 수준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아동의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cruggs & Mastropieri(1993)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들 학습부진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전략 훈련이 성공적인 학습결과를 가져온다고 제안한다. 이

들의 연구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질문전략(interrogation techniques)을 사용해 아동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해 보도록 했을 때가 교사가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었을 때보다

더 성공적인 학습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 스스로 주어진 정보에 대한 정교화

(elaboration)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을 때가 교사가 직접 정교화한 결과를 제공했을 때보다 높은

학업성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Swanson(2001)은 학습전략 교수의 효과성과 관련해 1963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실험 논문

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수는 총 58개였으며,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고차적 사고능력(higher - order thinking abilities)에 미치는 교수변인을 아

울러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차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교수변인들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효과지수

(effect size)의 평균은 .8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사고능력을 계발

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차적 사

고능력 가운데 초인지(metacognition) 능력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효과지수 1.19). 이 밖에도 이해능력(효과지수 .73), 문제해결능력(효과지수 .54), 귀인

(attribution)과 관련한 정의적 요인(효과지수 .38)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고차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수변인으로는 학습전략에 대한 확장된 연습기

회(extended practices)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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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통적 정보처리과정중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지각중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특수아동에게 제공되었던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1970년대까지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프로그램으로는 시지각-동작 협응력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처리 선호

양식(modality)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먼저, 시지각-동작 협응력 프로그램들은 심

각한 학습 곤란이 보이지 않는 뇌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뇌 손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행동적으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에 근거해 개발, 활용된 프로

그램이다(Kavale & Forness, 1995). 즉, 눈을 통해 지각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

재하므로, 시지각과 동작 기능간의 협응력을 훈련시킴으로써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시지각-동작 협응력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

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지각-동작 협응력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지수는 0.0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과 제공하지 않은 것간에 전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

램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연구설계나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Kavale, 1990).

정보처리 선호양식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영상적(visual), 청각적(auditory), 운동적

(kinesthetic) 정보처리 양식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처리 선호 양식에

근거해 그에 맞는 자료제시 방법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Mercer , 1991). 이들 프로그램

은 영상적 정보처리 양식을 선호하는 아동에게는 도표나 그림과 같은 영상 형식으로, 언어적 정보

처리 양식을 선호하는 아동에게는 문자(text)중심의 교재나 교사중심의 구두설명으로, 운동적 정보

처리를 선호하는 아동에게는 구체물에 대한 조작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시지각-동작 협응력 프로그램과 마찬가

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는 프로그

램의 전체적 효과성을 보여주는 평균 효과지수가 0.14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avale, 1990). 이 같

은 결과는 정보처리 선호양식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의 성취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백분위 점수로 약 6% 정도의 향상만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약 1/ 3가량의 아동이 자신의 정보처리 선호양식과 일치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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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성취수준을 나타내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지각중심 교육프로그램들은 정보처리과정을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

과 큰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들이 교육활동을 통해

변화 불가능한 지각과 관련한 기본능력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학습전략 프로그램은

학습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변화 가능한 사고 도구 및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이들 교육프

로그램들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각중심 교육프로그램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억술중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억술(mnemonics)중심 교육프로그램들은 아동의 기억과 회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억전략(memory strategy)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Ashman &

Conway, 1989). 기억전략이란 정보를 부호화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인지적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학습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인지적 조

작(cognitive operations)을 가리킨다.

주어진 정보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억전략으로는 시연

(rehearsal), 심상화(visualization), 언어적 정교화(verbal elaboration), 범주화(categor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시연은 가장 간단한 형식의 기억전략으로 주어진 정보를 단순히 반복하여 되뇌는 인지

적 조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이 많이 활용하는 기억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상화는 사물에 대한 기억을 마음 속에 영상화하여 기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나무 , 구름 ,

바람 , 하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도록 했을 때, 나무 가지가 바람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며, 흔들

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과 약간의 구름이 흘러가는 장면을 마음 속에 만들어 본다면 주어

진 단어를 기억하거나 회상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정교화는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보

다 의미 있는 단위로 만들어서 기억하거나 회상하는데 사용되는 기억전략이다. 표지판이라는 대

상어를 기억해야 할 때, 뚱뚱한 사람이 얼음이 얇음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읽고 있다.는 문장을 만

들어 대상어를 기억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주화는 주어진 정보를 공통된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기억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과 , 버스 , 택시 , 바나나 , 기차 ,

배를 기억해야 하는 경우 이들 제시어를 과일과 운송수단으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억술중심의 교육프로그램들은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과정을 돕는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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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학교학습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학습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점

을 갖는다. 효과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 어떤 상황에서 , 그리고 왜 이 같은

전략들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억술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실제 학습장면에서 이러한 사고전략들을 계획, 점검, 수정하는 활동과 관련된 초인지

(metacognitive)전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이들 사고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전략들을 프로그램 내에 포

함하고 있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Ashman & Conway, 1989;

Ellis, 1993a, 1993b).

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고찰

1. 내용학습 및 전략학습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학습과제에 대한 정보처리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처리

와 관련해 향상 가능한 인지적 요인으로는 인지전략, 초인지 전략, 지식기반, 동기 등을 들 수 있으

며, 향상이 어려운 인지적 요인으로는 정보처리 감각기관, 단기 및 장기기억능력과 관련된 신경학

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정보처리과정과 관련하여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전자의 개정 가능한

인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Pressley et al., 1995). 또한, 이들 학습전략 교수는

내용학습과 분리된 수업활동이 아닌 구체적 학습과제와 관련된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계획, 운영,

평가될 필요가 있다(Ellis, 1993a).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 향상 가능한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제 수업활동에서 사용되는 교과내용과 함께 다루어질 때 학습전략의 학습과 활용은 최적

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요인들과 관련된 교수전략들을 구성요

소로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Deshler , Ellis, & Lenz, 1996; Pressley, et al., 1995; Swanson, 1990).

첫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습전략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전략을 분리된 기억전략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과제의 특성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

로 다양한 학습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활용능력으로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 학

습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들 전략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리고 적용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정보를 의미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기반 또는 정보처리에 필요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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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사전지식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습전략

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와 관련된 지식기반에 대한 교육을 같이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전략 교육이 내용학습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

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옛 속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습전략을 다른 교과학습이나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이 학습전략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

지적 요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적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들을 포함할 필

요가 있다.

종합하면, 성공적인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전략의 통합적 적용능력 강화, 정보처리과정

에 대한 자기점검(self- monitoring) 능력의 신장, 필요한 지식기반에 대한 강화, 그리고, 학습동기

증진을 위한 교수전략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학습과

전략학습을 통합하는 교수모형이 필요하며, 통합된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임상

적 상황보다는 실제 교실학습 상황에서 학습전략 프로그램들이 교육될 필요가 있다.

2.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신장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해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된 학업수행능력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아동이

소극적인 학업수행과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적으로 능력 자체의 심각한 결함 때

문이기보다는 학습과정에서 비효과적, 비효율적 학습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Torgesen, 1979). 그러므로, 학습전략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 적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들 학습전략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과정에 대

한 자기조절 학습능력(self- regulated learning abilities)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Butler , 1998; Graham, Harris, & Troia, 1998; Pressley et al., 1995; Zimmerman,

1998).

자기조절 학습능력이란 학습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정보처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학습전략을 자

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양명희, 2000; Zimmerman, 1998; Pressley et

al., 1995). 자기조절 학습능력은 인지적 요인(예: 학습전략, 초인지 전략), 동기적 요인(예: 자아효능

감, 성취가치, 귀인), 그리고 행동적 요인(예: 연습, 행동관리, 시간관리)을 구성요소로 포함한다(양

명희, 2000). 성공적인 자기조절학습을 위해서는 이들 세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과 적극적

인 활용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학습 단계별로 요구되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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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인식과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Zimmerman, 1998). 학습전 단계에서는 학습목표설정, 학

습전략 활용 계획 수립, 자아효능감 인식 등이, 학습중 단계에서는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력, 자기

지시적(self- directed) 행동, 자기점검 행동 등이, 그리고, 학습말 단계에서는 자기평가, 귀인, 적응

행동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처럼 학습에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관련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먼저 목표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설정된 학습목표가 구

체적 특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학습 도중 자기점검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적응

적(adaptive) 학습행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아효능감에 대한 자기평가 역시 객관적

인 특성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관적 특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장애전략 (self- handicapping strategies)의 활용 경향이다. 이는 저성

취 학습부진아동들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학업수행 실패를 능력이 아닌 외부 요인이나 상황으로 귀인

하려는 자기보호적 경향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은 이들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

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의 변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전략 교육프로그

램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교육프

로그램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

지금까지 서로 다른 능력수준과 연령수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독립적 학업수행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교육프

로그램 중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을 위해 개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Palinscar

& Brown(1984)의 호혜적 교수법(reciprocal teaching), Ashman & Conway(1989)의 과정중심 교수법

(process- based instruction), Deshler , Ellis, & Lenz.(1996)의 전략중재모형(strategies intervention

model), 그리고, Ellis(1993a,. 1993b)의 통합적 전략교수법(integrative strategy instruction)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Pressley et al.(1995), Graham, Harris, & Troia(1998), Butler (1998)가 제

안한 모형과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과 김영채, 박권생(1992)의

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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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혜적 교수법

호혜적 교수법(reciprocal teaching)은 구조화된 토론중심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과제의 내용 이

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Palinscar & Brown, 1984). 이 교수법은 네 가지 읽기이해

학습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학습활동은 교재에 포함된

목차나 그림, 또는 지난 시간에 논의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prediction)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예측 활동 후 주어진 학습과제를 읽은 다음 이와 관련한 질

문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학생들에게 답하도록 하는 질문(questioning)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질문 활동이 끝난 후 전체적 내용에 대한 요약(summarizing)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만일 교재 내

용 중 이해가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명확화(clarifying)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

단원의 내용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같은 절차를 통해 다음 단원의 내용학습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

지게 된다.

임상적 상황 또는 특수학급에서 호혜적 교수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략 20주정도 매일 20분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로 학습활동의 주도권과 책임을 학생들이 갖도록 수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호혜적 교수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읽기이해와 관련된 네 가지 학습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

델의 역할을 수행하며, 점차적으로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교수

활동을 계획, 진행, 평가하게 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참여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이 읽기이해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과 필요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들은 호혜적 교수법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포함해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orich, 2000; Pressley et al.,

1995). 하지만, 호혜적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 학생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촉

진하기 위한 구조적 활동이 있어야 하며, (2) 학습활동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이 단순히

교사의 역할을 대역(大役)하기보다는 전반적 학습활동 과정을 책임있게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3) 학생들이 각 학습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과정중심 교수법

과정중심 교수법(process- based instruction)은 임상적 상황이나 특수학급에서 사용되는 학습전

략 프로그램을 일반학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급통합모형(classroom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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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이다(Ashman & Conway, 1989). 과정중심 교수법은 전략 계획(plan), 부호화 전략(coding

strategy), 협동적 학습/교수활동(cooperative learning and teaching), 교과내용(curriculum

content)을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구성요인인 전략 계획은 성공적

인 과제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동 계열에 대한 계획활동으로서, 어떻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how to learn)와 관련된 요인이다. 두 번째 구성요인인 부호화 전략은 주어진 정보

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크게 순차적 부호화(serial coding)와 동시적 부호화

(concurrent coding)로 구성된다. 세 번째 구성요인인 협동적 교수/학습활동은 교수-학습 활동의

주도권과 책임감을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도록 할 것과 점차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활동이 계획, 실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교과내용(curriculum content)

은 학습전략 학습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위에서 논의된 세 요인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과내용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정중심 교수법은 크게 다섯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

생들이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교과내용의 효과적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처리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assessment)이 이루어진다. 평가결과 세

가지 유형의 학습자가 확인되는데, 이 중 새롭게 학습할 교과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으

면서 학습전략(전략 계획, 부호화 전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과정중심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계열에 대한

계획, 교과내용에 대한 부호화 전략, 그리고 교과내용 자체에 대한 소개활동(orientation)이 이루어

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해야 할 교과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 전략 계획과 부호화 전략을 직

접 적용해 보고 평가해보는 전략계발활동(strategy development)을 수행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

서는 본 학습과제와 유사한 다른 과제를 가지고 전략 계획과 부호화 전략을 다시 한 번 연습할 기

회(intra- task transfer)를 갖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한 학습전략들(전략 계획 및 부호화

전략)을 통합하고 일반화하는 활동(consolidation and generalization)을 수행하게 된다.

과정중심 교수법의 특징은 학생중심의 활동이 중시된다는 것, 일반학급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

는 것, 전략적 행동과 내용학습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교수모형

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분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정중심 교수모형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전략중재모형

전략중재모형(strategies intervention model)은 미국 캔사스대학의 학습장애연구소(University

of Kansas Institute for Research in Learning Disabilities)에서 수년간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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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된 교과별 학습전략 프로그램이다(Deshler , Ellis, & Lenz, 1996). 전략중재모형에 대한 경험

적 연구결과는 저성취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해 학습전략이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으며, 이들

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학습전략 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Hock, Pelvers, & Deshler , 2001; Tralli, Colombo, & Deshler , 1996).

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을 위해서는 (1) 내용학습과

관련된 선수지식이나 기능에 대한 교육, (2)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전략 훈련, (3) 내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설명과 실연(demonstration)의 효과적 활용, (4) 개인적 노력을 강조할 수

있는 정의적 요인의 포함, 그리고 (5) 다양한 상황에서의 학습전략 일반화 강조와 같은 교수전략들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된 것

이 바로 전략중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모형은 주로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성취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개발된 학습전략 교육프

로그램으로서, 읽기이해, 수학, 내용교과(사회, 과학), 시험준비, 노트필기, 시간관리와 같은 전반적

인 학습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학습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중재모형에

근거한 학습전략 교육은 8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단계만을 순서적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1) 사전

검사와 수업참여의 약속, (2) 학습전략의 설명, (3) 학습전략의 모델링, (4) 학습전략의 언어적 정교화

및 시연, (5) 통제된 연습과 피드백, (6) 심화된 연습과 피드백, (7) 학습전략 획득 평가와 일반화

약속, (8) 일반화의 8단계로 학습전략 교육이 진행된다(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활동에 대해

서는 Deshler , Ellis, & Lenz, 1996 참조).

4) 통합적 전략교수모형

통합적 전략교수법(integrative strategy instruction)은 캔사스대학의 전략중재모형 개발에 참여

한 Ellis(1993a, 1993b)가 제안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이다. Ellis(1993a)는 캔사스대학의 전략중

재모형을 비롯해 대부분의 학습전략 프로그램들이 임상 상황이나 특수학급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

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학습전략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성취 학습부진학

생들이 일반학급에서 학습전략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반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전략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상황에서 내용학습과 함께 학습전

략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통합적 전략교수모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학습내용에 대한 소개(orientation) 단계

로서, 주안점은 학습전략에 대한 학습보다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에 주어진다. 이 때 교사는 성공

적인 내용학습에 필요한 학습전략이 교수활동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후속 단

계에서 이들 학습전략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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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구조화(framing)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교사가 보여준 학습전략에 대한 구체

적 설명 및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링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적용(application)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습전략이 어떻

게 적용되는지를 내용-전략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며,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전략을 실제 교과내용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확장(extending) 단

계에서는 유사한 다른 교과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학습전략들을 확장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주안점은 습득된 학습전략의 변형 및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어진다.

통합적 전략교수모형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교수적(instructive) 학습경

험과 구성적(constructive) 학습경험을 통합하는 학습활동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전략 학

습의 주도권이 각 교수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행되어 가도록 프로그램이 구성

되어 있음과 관련된다. 두 번째 특징은 지시적(directive) 설명과 대화적(conversational) 학습활동

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습 초기에는 교사가 성공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학습전략을

주로 설명하지만,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간, 학생 상호간 대화를 통해 학습전략에 대한

이해 및 적용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동료학생들간에 협동학습을 강조한다는 것

이다. 동료학생들간의 협동학습은 세 번째 단계인 적용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 서로간

에 자신의 이해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동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활동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잠재적 장점을 갖는다. 마지막 특징은 학습전략에 대한 분석적 활동

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전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요인들간의 기능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학습전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학습전략의 습득, 적용, 일반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전략교수모형은 1993년 Ellis가 모형을 제안한 직후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교수모형이 발표된 이후 교수모형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많이 보고되고 있

지 않다.

5) 그 밖의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들

위에서 설명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들이 각 교과 영역별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 쓰기 활동과 관련해 이들 아동들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Harris, Graham, 그리고 동료들이 개발한 자기조절전략계발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적 고찰 7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lf- 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쓰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기 활동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Graham, Harris, & Troia, 1998; Harris & Graham,. 1993).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본

모형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이해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Pressley와 그의 동

료들이 개발한 상호적 전략교수모형(transactional strategies instruction)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본래 초등학교 일반학생들의 읽기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이를 확장하여 중

등학교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에게 적용하고 있다(Anderson & Roit , 1993).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

은 본 교수모형이 학생들의 읽기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Pressley et al., 1995; Pressley , Wharton- McDonald, Brown, 1998).

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제안된 학습전략 교수모형으로서는 Butler (1998)의 내용

학습전략모형(strategy content learning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개별화된 교

육서비스를 통해 대학의 교과목 수강 시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본 교육프로그램이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학교적응

과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학습전략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박경순, 임두순, 현주, 1988; 박경순, 임두순, 박효정, 1989; 박경숙, 현주, 1990).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중심내용 파악

전략, 자기점검 전략, 관계짓기 전략을 구체적 학습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학습전략 훈련프로그

램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실시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학생들의 중심내용파악, 자기점검, 관계짓기, 글 내용에 대한 회상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

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또 다른 학습전략 프로그램으로는 김영채, 박권생(1992)의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기본적인 학습전략 익히기, (2) 구체적인 학습

과제에 따른 학습전략 익히기, 그리고 (3) 정규 교과 학습에서의 활용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두 번

째 단계인 구체적인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전략 익히기 단계는 (1) 동기부여나 현재수준의 확인,

(2) 인지적 변화, (3) 직접적인 교수, (4) 연습, (5) 자기평가적 관리, (6) 발전적 확대의 여섯 개의

하위단계를 포함하고 있다(김영채, 1992). 이 같은 단계적 훈련을 통해 본 프로그램은 시간관리 전

략, 주의집중 전략, 구조화 전략, 맥락생성 전략, 자문(自問)하기 전략 등과 같은 사고전략을 학습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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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치는 말 :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은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학습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며, 나아가서 독립된 학습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기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현실

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많은 제한점과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므로, 현실적 제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들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적 접근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적용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 교과목 운영 현실,

교사의 준비 정도, 학습전략에 대한 평가 방법, 학습동기 유발 방법 등과 관련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교육은 정해진 교육과정과 이를 반영하는 내용중심의 표준화된 교과서

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표준화된 내용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에 의지해서는 학습전략 교육

이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Parker , 1993). 그러므

로, 성공적인 학습전략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내용과 전략에 대한 통합적 학습

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화된 교과서가 학습전략 교육을 통합하는 형식으

로 구성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시 학습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학습과제를 정규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범교

과 활동으로 재량활동이라는 교과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재량활동 교과시간을 통해 학습전

략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정규 교과내용을 소재(素材)로 학습전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교사의 준비 정도이다. 교

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명제가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수활동이 바로 학습

전략 교육이다. 교사는 이들 학습전략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적용 방법을 숙달하고 있는

완전한 모델이어야 하며, 학습활동을 조직,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성

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획자이며 안내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교사의 역할이 수반되

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학습전략 교육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Houck, 1993; Hutchinson,

1993). 그러므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교사에 대한 충

분한 교육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교사 육성을 위한 교직과정과 현직 교사 재

교육을 위한 연수과정에서 학습전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소개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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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고려 요인은 학습전략 학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이다(Walsh, 1993). 일

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학습전략 평가 방법으로는 질문지나 검목표를 이용한 자기보고법, 학습과

정에 대한 관찰법, 그리고 임상적 면담법 등이 있다. 자기보고법의 경우에는 평가자료를 얻기가 쉬

운 반면에,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해야 하는 난점이 존재한다. 관찰법이나 임상적 면담법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평가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교사에 대한 전문적 훈련도 필요하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

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습전략에 관한 구조화된 검사지를 개발하여 이용

하는 것이다. 검사지를 이용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사용된 학습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활용하여, 학

습전략을 적용해 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습전략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사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검사장면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학습전략 교육을 위해서는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를 고려한 교

수활동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 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Vauras et al., 1993). 많은 학습전

략 교육프로그램들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목표 설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허용, 적극

적 학습 과정 참여에 대한 학생과의 약속, 동료협동 학습방법의 활용, 건설적인 귀인행동 훈련과

같은 교수요인들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의 성공

적 학습참여와 학습전략 학습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가 열정적으로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정적인 교사의 행동과 태도가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향상된 학업성

취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Borich, 2000). 저성취 학습부진아동

의 경우 누적된 학습실패로 인해 소극적인, 때로는 좌절된 학습태도를 나타내 보이므로, 학습전략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려하는 노력이 수

반될 필요가 있다.

학습전략 교육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자인 저성취 학습부진아동을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인지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잠

재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전략 교육이 통합된 환경 내에서 내용학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심

리적 지원체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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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view of Cognitive-Learning Strategies
Instruction for Students w ith Severe Learning Difficulties

Shin, Jong-Ho*2)

Students with severe learning problems experience learning failures partly due to

ineffective and inefficient use of 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are

specific thinking strategies used for content-learning activities, leading to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learning outcomes. The strategies include three specific mental operations:

interpolation, extrapolation, and reinterpretation. Instructional programs of 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are needed for students with severe learning problems because research findings

have shown these students can benefit from such programs.

Learning-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developed for low-achieving stu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erception-based, mnemonics-based, and integrative-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Perception-based instructional programs are designed to train

perceptual-motor coordination abilities and match instructional presentation modes with

learners' perceptual preferences. Research shows that perception-based instructional programs

are not successful in enhancing learning outcomes of students with severe learning problems.

Mnemonics-based instructional programs are designed to enhance acquisition, retention,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and include such strategies as visualization, verbal elaboration,

and categorization. The programs, however, have limited effects on students' learning in

subject areas because they less emphasize integrative use of various learning strategies needed

for learning interrelated contents, not pieces of information.

Integrative-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such that students are

taught the strategies through content-learning activities. Therefore, learning strategies are

considered ordinary part of content learning so that it is more likely that students apply and

generalize them to other learning situations. Integrative-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include

* Department of Education,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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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Teaching, Process-Based Instruction, Strategies Intervention Model, and Integrative

Strategy Instruction. Among these, the programs of Reciprocal Teaching and Strategies

Intervention Model have been supported by empirical studies.

Practic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implement learning-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successfully in school settings. First, currently available textbooks are composed of

contents themselves, not of how to learn those contents. Integrative composition of textbooks

with contents and learning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for students with severe

learning problems. Seco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rategy instruction requires teachers

to be well prepared. Pre-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of learning-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teachers before the programs are implemented in school

settings. Third, effective instructional practices are accompanied by formative evaluation tools

used to assess program effectiveness. Therefore, assessment procedures to measure students'

abilities to command learning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with 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Finally, learning-strategy instructional programs include not only cognitive aspects

of learning, but also affective aspects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therefor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grams to make students participate in strategy-learning activities more

actively.

Key Wor ds : Lear ning St r a t egi es , Under Achi ever s , Infor mat i on Pr ocess ing, Sel f -Reg

Lear ni 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