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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book does research on why some students are high 

achievers while others fail in the school setting, presents a 

conceptual theory for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 introduces the 

practical methods, and deals with integrated plans for improving 

academic performances coupled with strategies for improving 

student motivation ․ techniques for structuring learning 

experiences ․ ways for using external resources.

 In the educational theory a conceptual model is provided, the 

model focuses on six variables which educators can have an 

influence on, and interactive effects among the factors on 

academic performance is studied. In regard to the six factors 

affecting academic performance the three variables that is, ability, 

effort, and external resources(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each influences academic activities directly. Ability and 

effort are, in turn, influenced by other factors. Ability is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inherited capacity to learn and 

educational experiences. Inherited capacity to learn is beyond the 

influence of schooling. Meanwhile effort, in turn, is influenced by 

desire and self-concept of ability. Among the two variables 

desire to achieve academic task is influenced by students' 

attitudes toward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ers' values and 

expecta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ptions of the 

future utility of academic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ss four 

variables are presented as targets for strategies to motivate 

students to achieve in school in the following integrated plan 

later as they are affected by school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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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structuring learning experiences, inherited potential to 

benefit from experience and learning experience are necessary in 

order for academic accomplishments to occur. The inherited 

capacity to learn is beyo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and so the 

thesis identifies logical structures for the experiences(structuring 

of instructions) to be provided to students. Students should 

master basic information before applying cognitive processing 

strategies using the basic information. Logical structures include 

those in which foundational skills and concepts are taught first. 

Appropriate structures for learning experiences begin with 

diagnosis of the deficiencies that exist in the current abilities of 

students and then proceed with prescriptive instruction based on 

these deficiencies. In relation to us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external resources) there is little doubt 

external resources enhance learn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using external resources were understood and the firm basis for 

the selection and effective use of resources was translated. If 

external resource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effectively the 

content of textbooks and other material resources must be 

congruent with test content. With the strategies to motivate 

students the motivations of students to achieve in school is 

affected by socialization experiences. Therefore the ways to 

motivate students are found through human relations, interactions, 

and leadership direction and the techniques to improve 

motivations are explored by means of developing positive 

self-concepts of ability. Since instructional leadership has an 

influence on the desire of students to achieve in school, positive 

teacher-student relations are maintained and students believe 

their teachers have moderately high expectations of them. When 

students believe what is taught in school will be useful to them 

outside of the school setting they will be motivated to lear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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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eachers teach. As a result for the purpose of academic 

improvement a plan integrating systematically the six variables 

mentioned earlier can be established.

 On the process of the set-up of an integrated plan for academic 

achievement the book tries to understand the proceeding of 

integrating the six variables(activities for structuring learning 

experiences, using external resources, develop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teachers, teacher expectations, self-concept of 

ability, future utility) into one comprehens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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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많은 학자들은 교육의 실제의 방향을 제공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모형의 필요성은 계속

하여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기존의 이론들이 더 이상 중

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육자들이 

그들의 활동의 지침을 정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들을 참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유

는 학업성취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학교와 관련된 원인들을 규명하

는 기존 지식이 학업수행을 향상시키는 복잡한 과제를 위한 적절한 

기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부류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 성취를 획득하는데 다른 

부류의 학생들은 실패하는 현상에 관한 원인을 수년동안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이다. 이 책은 연구학술보고서,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들, 그리고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 성과, 이론들,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

하는 학생들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독특한 교사들에게서 지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이론은 효과적인 교육의 실제를 위한 종합적이

고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이론은 정상적인 학교교육 

과정 하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향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오히려 이 책은 학업 수행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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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학교 울타리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

는 주요 변수들을 알아낸다. 분명한 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그 이론이 좀더 정교해지고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최근에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의 실제의 

지침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교육 이론의 유용성은 교육현장 환경에서 그 이론이 적용되는 정

도에 의해서 그 한계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항균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라는 오염된 환경 하에서는 그것의 

적용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육현장 환경에서 그 적용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면서 바람직한 상황을 창조하는 방안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한 학습 경험의 제공, 교육 자원의 이용, 

효과적인 지도성의 발휘, 그리고 내면화 된 통제 중심의 개발을 위

한 각각의 일반적인 전략이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 계획 개발

을 위한 체계적 절차가 제시된다.

 이 논문은 학생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지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즉 건전한 

이론적 근거와 실용적인 실행 방안들이다. 저자는 학업 수행을 향상

시키는데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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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1

 

 교육자들이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이란 보다 우수한 교육 생산물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많은 출판물들이 교육 생산물을 전달하

면서 효율성 측정이라는 개념과 그 측정 기술에 대하여 초점을 맞

춰 왔다.1 다른 우수한 연구 보고서들은 교육 결과에 향을 끼치는 

사회적 변수와 학교교육 변수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다룬바 있다.2 중심 과제는 보다 나은 교육 결과를 낳기 위해

서 희소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연구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향상시

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곧 교육문헌들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결

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교육학 연구의 위치란 일관

되게 성공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전략들을 고안해 낼 정도로 고도로 

정제된 수준이 아니다.3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교육체계의 어

떤 유형도 학생에게 유익한 교육 결과와 일관된 관련이 있다고 밝

혀진 바는 없다라고 할 수 있다.4 아마도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염려스러운 상황은 획일적인 교육활동은 여러 학생들에게 정

반대의 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5 이러한 결론은 가르치

는 것이 기술로서, 학습이 고도로 개별화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때 

1 각색 원문: “학업 수행의 향상” 교육 포럼 44권(1979년 11월), 59-69 페이지. 

이 이론의 중요 부분은 “학교 교육과 학습-학생 학업 성취에 미치는 주요 

향”. NASSP Bulletin지 60권, 402호, (1976년 10월), 1-15 페이지에 앞서

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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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고려해 볼 때, 교육자들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것 중

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좀더 배려된 계획이라면, 교수-학습 과정

의 개별화된 특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

려하면서 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변수에 초

점을 맞춘다.6 다음에 이어지는 에서는, 개념적 모형이 전개될 것

이다. 그 모형은 교육자들이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요인들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7

- 능력과 학업 수행 -

가정 1 - 학업수행능력은 경험과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잠재능력 사이의 상호작용과 

함수관계에 있다. 

 능력은 일관되게 학교 학업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학

업 성취와 기본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8 그러나, 능력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이룩한 결과이다. 환경으로부터 이득

을 취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잠재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

들은 학교에서 제각각 다른 수준의 성취능력을 드러낸다. 

 선천적인 학습능력이 학업 수행에 부여하는 실제적인 한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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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진지한 연구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MeClelland와 그의 동

료들은 보통정도의 지능을 지니고서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9 Brookover와 Erickson은 유전적 차이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차이가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10

 다른 학자들은 구조화된 경험이 학업수행에 대하여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관심을 보 다. Gagne는 지식 습득이란 기존에 있는 학습

된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새로운 능력이 획득되는 과정이라

고 주장했다.11 Averch는 수업의 연속성과 조직이 수업 매체 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12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유전적 잠재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학

습 경험을 조직하는데 커다란 향을 준다. 학생들이 삼각법, 물리

학, 혹은 불어 수업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러한 과목들을 학습할 때 더 우수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13 만일에 학생들이 특정 지식내용 분야에

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

에게 그와 똑 같은 분야의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의

해 측정하려고 의도한 인지내용 역에 관한 수업을 받아야만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시험에서 낮은 수준의 수행만을 기대할 수 있

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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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2 - 학업수행능력은 시발점 변수이다. 

 학업수행능력이 학업 수행의 전제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학

업 수행 사이의 관계가 모든 학업 과제에 있어서 간단한 것은 아니

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업 과제에 있어서 시발점 능력의 수준이란 

것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주어진 선

분의 기울기를 카테시안 정수 좌표계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고 있다면, 그때는 그 학생은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 학생은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좀 더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우수한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똑 같은 수준의 과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한 학생은 그 과제에 

대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학업 수행에 관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처럼 수렴

적 사고를 촉진하는 고정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들은 효과적인 학업 

수행에 필요한 시발점 수준의 능력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여기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과제는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 상의 특정 척도

를 만족시킬 정도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

습 경험을 반드시 제공하는 일이며, 동시에, 좀 더 우수한 능력 수

준까지 도달시키기 어렵다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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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과 학업 수행 -

 

가정 3  학업 수행을 위한 노력은 능력에 관한 자아 개념과 학업

을 수행하려는 욕구에 의해 좌우된다. 

 효과적인 수행을 하려면 주어진 과제에 에너지 혹은 노력을 기울

여야만 한다. Smith와 Cranny에 따르면, 노력 혹은 의지는 학업 수

행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이다.14 그러나, 노력이라

는 변수에 일관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파악

하기란 여전히 힘든 일이다. 사실, 개개인 모두에게 효과적인 전략

이란 현실이라는 역을 벗어나는 문제가 될 것이다. Averch는 교

수 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정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

론을 내렸다.15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방향제시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했다. 동기에 

관한 좀더 종합적인 연구 중 하나가 Vroom에 의해 이루어졌다.16 

그는 동기를 개인이 인식하는 성공에 대한 확률과 이러한 성공이 

지니는 합당성을 곱한 대수학적 총합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설명했

다.17 Atkinson은 개인이 행하는 학업 수행은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

는 기대, 성공이 갖는 상대적 유인성, 그리고 성공하려는 동기 이세

가지 요인이 갖는 강도를 곱셈하여 얻은 결과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추정했다.18 학업 성취와 연관된 요인들을 연구하면서 Coleman은 학

업 성취와 가장 접한 관계를 갖는 요인들 중에 학습과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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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흥미로움을 느꼈다. 자아개념은 유리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 같아 보 다.19

 자아개념은 정신 능력만큼이나 학업 수행과 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20 그러나, Brookover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이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보다도 더 정확하게 학업 성취를 예언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21 Shavelson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학업 경험과 연관된다고 한

다.22 논리적으로 따져서 학업에 관한 자아개념이 학업경험으로부터 

유래함에도 불구하고, Brookover와 Erickson은 능력에 대한 자아개

념이 바뀌면 학업 성취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연구결과를 발

표했다.23 Atkinson은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공을 할 것이라는 기

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학업 성취를 지향하는 동기를 변화시키는 

가장 가능성 있는 수단이 된다고 결론지었다.24

 이 학자들은 동기에 초점을 둠으로써 노력에 향을 미치는 전략

들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노력에 변화를 초래하는 전략들은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학생들이 갖게 되는 자

아개념과 학교 생활에서 성취하려는 그들의 욕구쪽으로 초점이 맞

추어져야만 한다.

- 비선형적 관계 -

가정 4 - 노력과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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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이다. 

 동기 요인들이 노력에 미치는 향과 노력이 학업 수행에 부여하

는 효과는 간단하지 않다. Atkinson은 개인이 인식하는 성공에 대한 

확률이 중간 정도라고 느낄 때, 학업 수행 시 억제와 감소를 일으키

는 동기부여 조건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5 

하지만 그는 또한 개인이 굉장히 높은 동기부여 수준에 도달하면, 

억제가 오히려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6 

동기가 매우 높게 부여된 개인들은 성공에 대한 확률이 중간 정도

일 뿐일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인다. 

최적 지점까지는 동기가 상승하면 학습 효율성도 상승할 것이다. 그 

지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동기 수준의 증가가 학습 효율성의 감소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27 일정한 수준까지는, 능력에 관한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노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

만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강화된 자아

개념은 노력을 지연시키면서 소모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다.

 적절하게 높은 수준의 욕구와 능력에 관한 알맞은 정도의 긍정적

인 자아개념은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노력을 가져오는데 가장 크

게 기여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들은 최소의 노력이 발휘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그

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동기를 부여 받아서 역기능을 

수반할 정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생산적인 노력을 정상적으로 기울

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짜여져야 한다. 그에 따른 전

략들은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조장하려는 쪽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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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지만 지체가 나타날 정도까지 자아개념을 지나치게 조장

해서는 안될 것이다. 

- 교육 자원과 학업 수행 -

가정 5 - 외부 교육자원은 학업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인적 교육자원과 자료 교육 자원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효

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된 적은 없었다. Averch는 학업성취를 예상하고자 할 

때, 학교 교육 자원은 기껏해야 1~5%정도를 기여할 뿐이라고 결론

을 지었다.28 Weiss는 학교 변수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작은 차이

에 관한 한가지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학교 대부분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다기보다는 매우 흡사하며 또 그런  규준적 

범위 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는 학생 학습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9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학교 교육 자원은 적절하게 분배되고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변화에 기여한다. 분명한 것은 많은 연구결과

에서 차별 효과로 인해 보다 더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때 모든 

학생들이 일관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30 Brown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13가지 학교와 관련된 변수

들 중에서 오직 한가지 변수만이 학교별로 비교가 이루어지는 학생 

학업 성취를 효율적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변수는 학생 

당 지불하는 수업료 다. 그는 질적인 면에서 보다 우수한 교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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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높은 학업 성취를 거둔 학생들보다 낮은 학업 성취를 거둔 학

생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에서 수업료가 차등 효과를 갖

는다는 결론을 내렸다.31

 외부 교육 자원이 학업 수행에 주는 향이 갖는 성질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 나아가야 할 가장 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외부 교육 자원과 학

업 수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외부 교육 자원

이 학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공헌은 다양한 교육 과정 내용 역 사

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습방법을 지닌 학생들간에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지도력의 향 -

가정 6  지도력은 학업수행욕구에 향을 준다.

 지도력은 조직 목표를 향한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을 안내하는 행

동으로 여겨진다. 지도성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

와 적용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행동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정

보는 학업 수행 욕구라는 변수를 통하여 지도력을 활용하여 노력에 

향을 주려는 시도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Etzioni가 제시한 3가지 유형의 향 중에서,323334 Lipham과 Hoeh

는 규범적 향력은 오직 교장-교사 관계에서만 남아 있다라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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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다.35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때,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종종 도덕적 의무감의 강력한 

향을 느끼지 못한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9가지 향력이 관

여하는 관계 중에서, 도덕적 관여는 다른 향력 보다도 규범에 의

한 통제력과 좀더 일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36

 지도력에 관한 그 밖의 추가적인 고찰은 다른 부류의 학자들에 의

해 연구되었다. McGregor가 설명한 Y스타일의 지도력 이론에서, 개

인 목표가 조직 목표를 향한 노력을 통하여 가장 잘 달성되는 조직 

풍토가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37 Getzels와 Guba가 제시한 

고전 모형도 역시 개인적인 욕구경향과 조직의 기대를 통합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38 Blake와 Mouton가 만든 지도유형 분류망에 

따르면, 조직은 그것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과 그것이 제조해 내는 

제품 두 가지 모두를 배려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

다.39 Hertzberg는 하급자들은 능력을 과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동

기를 부여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40 Fiedler의 컨틴젠시 

이론은 지도력의 유형과 상황의 유리함은 지도력의 효과성을 판가

름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들이라고 제시한다.41

 효과적인 지도력을 촉진하는 전략들이 명확하게 제시된 적은 없었

다. 그러나 보다 잘 알려진 이론가들은 그들의 저서를 통하여 그 방

향을 제시한다. 저명한 이론가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과의 관

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갖는 개인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품의 생산과 인간관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



- 16 -

라,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사항이 대부분의 지도력 이론의 기저에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도덕규범이다. 도덕규범적 관행은 오랫동안 

받아들일 만한 지도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42

가정 7 - 상사에 대한 태도, 수행에 관하여 상사가 어떤 가치관

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인식, 그리고 학업 수행이 가지고 

올 미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하급자들이 학업을 수행하려는 욕

구에 향을 준다.

 태도는 인간행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43 

Likert는 일반적으로 태도변화가 조직 내에서의 생산적 행동변화에 

선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44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 양식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45, 이러한 것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46 McDill 외 학자들은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행동이 학교 간에 있어서 사회적 그

리고 교육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그들의 입장을 지지

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들에 의하면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의 본질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지

원을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높은 시험점수를 성취하는 

경향이 더 짙다라고 한다.47

 관심의 초점이 오로지 상사를 대할 때 하급자가 지니는 태도에만 

맞춰진다면 일관성을 관찰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력 행

동에 반응할 때 하급자들이 취하게 되는 마음가짐의 경향은 그들이 



- 17 -

상사를 향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48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할수록 그는 “친구”를 위해서 라면 불쾌감을 주는 

행동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더욱 정당화 시키게 된다.49 우정도 태도

의 한 유형으로서만 여겨질 수 있다. “조직체 상사의 수용”이라는 

문구는 상사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태도와 하급자들이 취하는 행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정적인 관계에 대한 보다 적절한 묘사가 될 

것이다. Fiedler에 의하면 하급자들이 상사를 지지하여 수용할 때 그 

상사를 향한 하급자들의 태도는 그들의 행동에 향을 준다고 했

다.50

 하급자들이 취하는 반응 성향의 방향은 상사가 의도하는 지도력 

방향에 관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방향이 

학업 수행 향상쪽으로 인식되면, 상사에 대하여 취하는 하급자들이 

긍정적인 태도가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려는 그들의 욕구에 긍정적

인 향을 줄 것이다. 

 Averch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 행동과 학업 수행에 향을 줄 것이

라고 주장했다.51 Brookover와 Erickson도 비슷한 이론적 입장을 밝

혔다. 사실 그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기대하는 최저 지식

과 기술 수준을 습득한다고 주장했다.52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학

업성취에 미치는 향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

헌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53

학업 수행이 가지고 올 미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학업 수행에 

향을 주게 된다. 개인들은 그들의 복리에 공헌하는 것으로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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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직역할의 그런 측면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인식에 교사

들이 끼치는 전체적인 향이 학생들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관련

해서 습득하는 경험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요

인에 의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동기에 향을 줄 수 있

는 잠재능력을 지니게 된다. Atkinson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성공과 

장기목표의 성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

는 학생들이 지니는 동기의 함축적 의미는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동기의 함축적 의미는 교수활동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54 McDill은 학교 교육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으로부

터 예상되는 기대치를 넘어설 정도로 존중되는 그와 같은 교육적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55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할 때, 교사에 대하여 학

생들이 갖는 태도, 학업 수행에 대하여 교사가 갖는 가치관에 관하

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인식, 그리고 학교에서 달성하는 성공이 가지

고 올 미래 유용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인식은 유용하고 

윤리적인 고찰의 대상이다.

- 상호작용 효과 -

가정 8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에는 상호작용 효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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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노력, 그리고 외부 교육자원은 각각 학업 수행에 대하여 독

특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세가지 요인이 상호작용 

효과는 그 세가지 각각이 주는 단순한 효과보다 더욱 중요하다. 예

를 들어서, 한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정도의 최소한의 

능력의 수준과 적절한 교육 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효과적인 학업 수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다. 반면 능력과 적절한 교육 자원이 없는 한, 노력만으로는 생산

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수

들과 학업 수행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를 정립하는 한가지 유력한 

설명에 따르면 학업 수행(P)은 능력(A), 외부 교육자원(R), 그리고 

노력(E)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효과와 함수관계(F)에 있다. 

기호로 표기하면, 이들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P = 

f(A × R × E).

 능력과 노력에 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에 의한 효과까지 고려된

다면, 앞에서 제시된 기호표기는 좀더 복잡하게 된다. 능력은 유전

적 학습 능력(I)과 학습 경험(L)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그것들을 대입시키면, 그 표기는 이제 다음과 같다: P = f(I × L × 

R × E). 다음으로 노력은 두 가지 변수, 즉 욕구(D)와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C)에 의해 향을 받는다. 학업을 성취하려는 욕구는 많은 

요인들에 의한 향을 받는다. 그러나, 적어도 세가지는 학교 내에

서 주어지는 경험에 의한 향을 받는다. 학교 내에서 주어지는 경

험은 교사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는 태도(T), 교사들이 지니는 

가치관에 대한 인식(V), 그리고 학교 생활이 가지고 올 미래 유용성

에 대한 인식(U)에 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학교 경험이 학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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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미치는 향(Ps)은 여섯 가지 인식할 수 있는 변수들의 함수로

서 표기될 수 있다.56 이 변수들 사이에 놓인 주된 관계는 도표 “학

교 교육과 학업 수행”에 나와 있다. 기호로 표시하면, 학교 교육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가설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Ps = f(L × R 

× T × V × U × C).

 

 도표 1에 예시되어 있듯이, 여섯 요인들 중 한 두 가지 요인들로 

초점을 국한시키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전략들은 학업 향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관되게 전개시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요인들 모두에게 향을 

끼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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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육의 향을 벗어남.

             도표 1 - 학교 교육과 학업 수행57 

교육의 미래 

유용성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

외부 

교육자원
학업 수행

교사들에 

대한 태도

학업 수행 

노력

학습 경험

유전된 능력*

학업 수행 

능력

교사들의 

가치관
수행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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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효과 -

가정 9  특정 행동들은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

여 차별 효과를 미친다.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여섯 가지 학교교육 요인 중 하나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치는 한 행동이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요인들 사이에서 각각 발생하는 그리고 여

섯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호작용 조합에 대한 차별 

효과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 행동의 성공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여섯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각 쌍들에 대한 효과

는 예측할 수 있다.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열 다섯 가지 쌍 중에서, 두 

쌍을 이루는 구성 요인들에 대하여 야기되는 차별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세 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이 쌍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 학습 경험이 기지고 올 미래 유용성

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그리고 (2) 능력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니는 

자아개념과 학업 수행에 교사들이 부여하는 가치관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

 학교 교육이 가져다 줄 미래 유용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닌 인식

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의할 수 있는 전략은 교육과정 상에서 학생

들이 실용적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역에 교실 활동을 집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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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전략은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더 

기울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교수활동

을 통해 전달되지 않으면, 그때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학업 수행

이 일어날 수 없다. 한편, 평균참조 평가가 측정하는 기술과 개념을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는데에만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그때 학생들

은 학습내용이 거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가능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다. 어떤 상황 하

에서 교육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즉 학생들이 비실용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학습내용

을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거나 혹은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지 않

은 내용에 관한 학업 수행을 측정한다.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전략은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쉽게 얻도록 하는 것이

다. 바로 이 전략은 학생들이 그들의 교사들은 학업 수행을 거의 존

중하지 않으며 낮은 기대를 갖는 것으로서 인식하도록 만든다. 기대

가 학생들이 그 기준이 완전히 불합리하다라고 믿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그때 학생들은 그들이 교사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희망이 거의 없거나 혹은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믿게 될 것

이다. 

- 이론의 함축적 의미 -

 학업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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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특정 행동이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야

기하는 차등 효과가 갖는 복합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변화를 부여한 특정 유형의 교육이 일관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 가르치는 것이 기술로서 받아들여지고 학습

이 고도로 개별화된 과정으로 간주된다면, 그때 이론적인 기반은 학

업 수행 향상을 위하여 교육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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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구조화2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잠재능력과 

경험 그 자체가 학업 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분야에 관한 논쟁은 유전적으로 부여되는 학습 능력

과 학습 경험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기여도에 관한 상대적인 중요

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잠재능

력이 부여하는 한계점을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

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 유전적 한계점 -

 사람의 두뇌 기능이 갖는 정확한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

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제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지적 잠재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동화하고 처리할 때 보다 

빠른 속도와 보다 우수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인 활동이 단지 미숙한 사고과정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개인

들도 발견된다. 정신지체아 수용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

전적 결함이 지적 잠재능력에 위험한 한계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

이다. 이에 대한 정반대의 극단쪽에는 엄청난 속도로 별다른 노력을 

2 이 장의 일부분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했다: “시험점수의 향상 - 종합 계획 

개발법,” Kenneth M. Matthews 와 C. Thomas Holmes 저, NASSP 

Bulletin지 67권 460호(1983년 2월), 104-1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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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지 않고도 대단히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증거는 학교 교육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유전적 능력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는 전

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교수 방법론에 대하여 갖는 

그 의미는 명확하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만큼 빠르게 개념

을 터득하지 못 할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개별화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언제나 개인적인 고유성

을 갖는다. 적절한 교수 전략을 선별하고자 할 때 중요한 점은 개개

인들이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속도를 구별해

내는 데 있다.

 일부 개개인이 다른 이 만큼 빠른 속도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한다

는 단순한 이유가 상당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지지하는 부적절

한 근거를 유발하게 된다. 진지하게 숙고를 거듭한 후 대부분의 개

인들은 일단 어떤 특정 학습 과정의 ‘언어’를 완전히 숙지하면, 학습

내용이 그들의 지적 능력을 뛰어 넘는 그런 특정 학습 과정을 구별

해내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수강하는 특정 학습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대부

분의 어려움들은 지적 능력에 의한 한계점이 아닌 다른 요인과 직

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용어에 대한 지식은 개념상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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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는 기초가 된다. 가장 확실한 예는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휘와 문법 규칙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어휘 

단어와 문법 규칙을 학습한다는 것은 보통의 지적능력을 지닌 사람

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간단한 암기만큼이나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외국어라기보다는 모국어라

고 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 중에 놀랄만한 숫자가 

그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독일어가 개념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국

인 대다수가 배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독일인보다는 독일어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독일 사람들 만큼 풍부

한 독일어 학습 경험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휘 숙지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정 받을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 성취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유사한 상황을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급 

수학과 통계학과 같은 학문분야에서 조차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학

생들이 성공적으로 다음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일부 수학 용어에 관한 지식이다:

   

X = (Sin A - Tan B) ³

확실한 것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는 Sin과 Tan의 의미에 관한 

지식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X값을 찾는데 관여하는 지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른 분모로 되어 있는 분수의 뺄셈에 관여하



- 28 -

는 과정과 유사하다:

                 2/3 - 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이 삼각법 문제 

풀기 학습을 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분수 뺄셈은 학습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일부 학문적 기술과 개념을 학습할 때는 다른 학습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유전적으로 부여되는 학습능력이 필요할 뿐임에도 불

구하고, 학업 수행에 가해지는 유전에 의한 한계점은 지나치게 과장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유전적 한계점은 단지 예외적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 학습 잠재능력에 막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

일 뿐이라는 것이다.

- 논리적 구조 -

 학업 수행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 월등히 

우수한 방법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주는 데이터는 없다. 엄연한 사실

은 같은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학습 

경험을 구조화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평가 대상이 되는 기

술과 개념들을 교수활동을 통해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을 구성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첫번째 논리적 단계는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과 개념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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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진지하게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려

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평가의 대상이 될 기술과 개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준참조 

평가에서는 평균참조 평가보다 구조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

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교육 목

표가 먼저 세워지고 난후 평가 절차가 마련되거나 혹은 평가 절차

가 먼저 결정이 난후 수업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친 것을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평가할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 만일에 학업 수행을 평가하는 특정 

측정법을 보다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절차 외의 다른 대

안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 진단 -

 일단 측정 도구가 결정되면 집단과 개개인의 욕구를 진단하는 과

제가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험을 구조화할 

때의 두 번째 논리적 단계에 해당된다. 학습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유전적 잠재능력이 가져오는 제한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나

치게 과대평가 되는 것처럼, 학습기초를 쌓는데 따르는 이점에 대해

서도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

생들이 다음진술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가려내라는 요구를 받

는다고 가정해 보자:

     “모멘트에 관하여 완전 학습은 만성적인 염세주의자들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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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이루어진다.”

“만성적인”과 “염세적인”이라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순간”과 “얻는다”라는 단어들이 갖는 2차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면 학생들이 그 시험 문항에 합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바로 이런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면 이 진술이 갖는 논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

보를 처리할 때 인지처리 전략은 그것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해석하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순간”, “얻는

다”, “만성적인”, “염세적인” 이란 단어들이 확장된 의미로 파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어휘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처리해야 할 특정 정보는 평가도구에 제시된 지식을 분석하는 것

과 별도로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측정도구가 평가하고자 하

는 인지 역 뿐만 아니라 처리를 위하여 제시된 정보에 대하여서도 

철저하게 분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

지 않는다면, 학습 욕구-평가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측정도구가 선택되고 분석되고 나면 개인적 욕구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진단과 평가 모두에 동일한 도구를 채택함으로써 가

장 효과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실행 가능한 선택

사항으로 묶어둔다 하더라도 사후검사에 출제되는 내용은 서로 유

사한 형식의 진단도구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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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면 각 개인 그리고 그 집

단 전체가 오답을 한 구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답을 한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한 문제를 그 집단의 대다수가 

바르게 답을 했다면 그 특정 내용에 관하여는 그 그룹에게 실질적

으로 더 이상의 수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시험 문항을 못

맞춘 개인에게 중요한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진단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뚜렷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측

정오차는 개인 욕구에 관한 진단을 집단에 대한 진단보다 더 어렵

게 한다. 개인들은 모든 틀린 시험 문항에 대해 처음부터 수업시간

에 별도의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

 집단의 대다수 구성원이 틀린 혹은 각 개인들이 틀린 시험 문항은 

일단 확인이 되고 난 후에는 2차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틀린 문항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 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처리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왜 학생들이 특정 시험 문항에서 틀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몇몇 

전략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비교적 간단한 기법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학생들은 진지하게 문제

를 풀려고 했다고 가정하자). 첫째 기법은 학생들에게 그 틀린 시험 

문항이 지시한 사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기법은 다

른 형식과 다른 단어들로 구성된 같은 종류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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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풀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기법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을 가려내게 될 것이다. 둘째 기법은 정확한 반응을 하

는데 필요한 기술과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을 분류해낼 것이

다. 이 과제가 완료된 후에는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 전략을 수립할 때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 처방 -

 위에서 설명한 진단 절차는 적절한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과제를 시작하고자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놓친 특정 시험 문항과 바른 해답을 제공

하지 못한 개연적인 원인들이 가려질 것이다. 이 데이터에 의하여 

학생들은 각각의 틀린 테스트 문항에 따라서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

분된다: (1)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2) 적절한 인지 기술

을 습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문제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없는 학생

들, 그리고 (3)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문제를 이

해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써내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

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다.

 위에서 구분된 세 그룹 중에서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

가 다른 용어로 재진술되면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서 가장 획기적인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진전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단순히 그들에게 문제

의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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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문제에 정답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두 그룹은 좀더 

어려운 문제를 유발시킨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풀 

수 없을 때 수업 과제는 경험을 적절한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학생

들이 능숙한 역량을 터득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교사들도 알

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될 유일한 경험 계열

이라는 것은 없다.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계

열을 찾아내는 동시에 그 외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차

선적인 대안들을 제공하는 일이다. 

 

학습 경험을 적절하게 배열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이 시도했던 과정을 조사해 보다

면 일반적인 적절한 순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X = 2/3 - 5/16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한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공통 분모를 찾는다.

                 3 × 16 = 48

         2단계 - 공통 분모를 사용하여 각 분수를 새로운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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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낸다.

                 48/3 = 16,   16 × 2 = 32,   32/48

                 48/16 = 3,   3 × 5 = 15,    15/48

         3단계 - 분자를 뺄셈한다.

                 32/48 - 15/48 = 17/48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을 가르치려고 한다

면 사전에 정수 에 대하여 곱셈, 뺄셈, 나눗셈과 관련된 기술을 숙

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분

모가 다른 분수를 뺄셈할 때 관련된 다섯 가지 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 정수에 대한 곱셈, 뺄셈, 나눗셈

(B) 공통 분모 찾기

(C) 새로운 분모로 환산된 분수 계산

(D) 공통 분모를 지닌 분수에 대한 뺄셈

(E) 분수 약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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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을 A, E, C, B 그리고 D 순으로 교수하는 것도 논리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C, D, E 그리고 B의 순서도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다섯 가지 기술 모두를 터득하고 나서

야 비로소 학생들이 분모가 다른 분수에 관한 뺄셈을 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수학교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정상적인 학습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이 다섯 가지 

기술을 가르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각각

의 기술은 전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학습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 전략의 개발에 있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

도 풀 수 없는 학생들이 속해 있는 세째 집단은 세 수업 집단 중에

서 가장 힘든 경우이다. 이 학생들은 처리해야 할 정보를 숙지해야

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와 관련된 인지전략에 관해서도 완전히 

학습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

전에 필요한 정보와 인지전략을 지도를 받음으로써 숙지할 수 있게 

된다.

- 정보의 완전학습 -

 숙지해야 할 정보량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개별 정보들은 한번에 

하나씩 학습된다. 정보의 완전학습을 위해 학습 경험을 구조화할 때 

첫째 중요한 단계는 학습대상이 되는 특정 개별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다. 정보의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는 역이 수학이 되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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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학이든지, 사회학 혹은 언어학이든지 또는 산업 과학 분야이든

지 간에 그 과정은 동일하다. 교사가 어휘 전체를 다 가르칠 수는 

없다. 단지 특정 단어들만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이라는 학

문 전체를 지도할 수는 없다. 단지 특정 과학적 데이터, 기능, 개념

들에 한해서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가 이루어질 뿐이다. 지식을 전체

적으로 완전 학습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한번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개별지식만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하게 될 평가도구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과 개

념들이 평가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선별된 평가도구의 문항은 

숙지해야만 하는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만

일에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수학문제가 주어진다면, 직사각형

의 면적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합으로써 구한다는 것을 교

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숙지하게 하여야만 한다. 주어진 문제에 

나오는 어휘 단어들이 돌치 기본 독해 어휘 목록에서 발췌된다면, 

학생들은 이 단어들을 학습하여야만 한다. 사회학 질문이 미국 남북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또한 교수활

동을 통해 이 이슈에 관하여서도 터득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교수활동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학업 수행 평가와 관련 지어져서 

처리하여야만 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많은 교육자들에게 완전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분류해 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완전학습 대상

이 되는 정보를 예측해 낼 때 정확하게 분류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느낄 것이다. 또 다른 일부 부류들은 그 활동이 지니는 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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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 감정들은 납득될 수 있는 것

이며 또 그 윤리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존경 받는 교육자라면 

누구라도 특별히 정해진 시험 평가 내용만을 지도하는 것을 옹호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 문항은 일반적으로 다소는 특정 

역을 나타낸다고 간주된다. 합리적인 교사라면 7 × 3 = 21 라는 문

제가 곱하기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될 때 이 문항이 테스트에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채택된 측정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들은 시험 문항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위하여 처리해야 할 정보를 수업을 통하여 지도 받

아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게 되다면 그 측정도구로 계량화 된 학업 

수행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전제가 되는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인지 전략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인지 전략 -

 이 시점에서 효과적인 인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변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학습

을 위한 과학적인 토대는 각 개인들이 어떻게 사고 과정을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단계에 까

지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인지 전략 개발을 계획하기 

위한 출발점 행동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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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전략은 그 범위가 

매우 간단한 것에서부터 고도로 복잡한 것에까지 이른다. 어떤 시험 

문항은 제시된 자극에 대한 회상 반응 정도만을 요구한다. 어떤 문

항들은 정보를 회상해 내는 것과 인지 과정의 적절한 순서를 배열

하는 것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시험 감독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네 다섯가지 답안 중에서 옳게 고르는 것도 단순 회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개가 연결된 대수 방정식을 푸는 해법을 요구

하는 말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

하다.

 측정도구가 확산적 사고 보다는 오히려 수렴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는 한 수업 과제는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 전략 모형을 제공하고 이 전략을 적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

는 일이 될 수 있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 하에서 인지 처리가 이루

어 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예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 처

리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학생들에게 아래에 서술된 문제가 주어진다고 가정하라: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대

의 차가 오전 10시 21 출구를 통과했다. A 차는 시속 75 마일로 달

리고 있었고 B 차는 시속 50 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A 

차는 속도위반으로 고속도로 순찰차에 의해 멈춰야만 했다. A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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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B 차가 그 옆을 통과

했다. 만일에 두 차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렸을 경우 B 

차가 A 차를 추월할 때는 언제 는가?”

이 정보를 처리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한가지 계열은:

 1단계 - 오전 11시 A 차의 위치는 어디 는가?

1 시간 × 75 mph = 21 출구로부터 75 마일 위치.

 2단계 - B 차가 75 마일을 달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75 마일을 50 mph로 나눈다 = 1시간 30분

 3단계 - 오전 10시에서 1시간 30분이 지나면 몇 시인가?

         10:00 와 1시간 30분을 더한다 = 11:30 a.m.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른 인지 전략이 도입될 수도 있지만, 위

에서 제시된 전략 모형은 같은 원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이 인지 전략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수활동

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 기법은 두 가지 단계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질 것이다. 1단계는 인지처리 전략을 예시해 주는 것이고 또 2단계

에서는 같은 원리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그 전략을 활용하면서 연습

한다.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인지전략 모형

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법을 완전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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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능력 테스트에서 제시된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

은 정보처리전략 모형들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 인지 전

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누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연

습문제에 적절한 전략을 선별해서 적용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



- 41 -

자원 활용              

 외적자원이 학업 수행에 이바지한 공헌이 갖는 정확한 성격이 아

직까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자

료 자원이 학습을 증진시킨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적자원을 활용할 때 예상되는 유익한 결과를 이해한다면 자원 선

별과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잠재적 공헌 -

 능력과 노력이 학업 수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

한다면, 외적자원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능력과 노력이 주어질 때 

좀더 유익한 결과를 낳는데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학업 수행의 촉

진제로서 외적자원은 각 개개인이 그들의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거나 그들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이

끌 수 있다. 일부 교수 혹은 학습 보충자료로 인하여 학생들은 노력

을 덜 기울이면서 학습한다. 다른 자료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학습의 효율성은 학업 수행 향상을 꾀하려고 할 때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성취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허용되는 시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시간이 허비되면 그 만큼 새로운 기술과 개

념을 학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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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기술과 개념은 인간적 자원과 자료 자원이 없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학습하기란 어렵다. 적절한 자료를 병행하지 

않고 읽기에 대한 교수활동을 지도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교사가 교과서 혹은 다른 인쇄된 자료 없이 학업 내용 대부분을 효

과적으로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

한 발상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다른 교육 자원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학습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개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학교에서 전문화된 인간적 자원과 자료 자원이 학생들에게 활

용되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중한 계획

과 면 한 지도활동을 통하여 자료 자원과 인간적 자원의 활용은 

학업 수행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자원의 선택 -

자료 자원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평가 내용에 초점을 맞출 때 학

업 수행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도서관에 더 많

은 도서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학업 수행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

지 못할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정독한다 하더라도 수

학시험 점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사회학 시험에서는 점수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그것도 만일 

르네상스 시기만을 다룬다면 그 또한 기대하기 힘들지 모르겠다. 인

쇄된 자료들이 학업 수행 점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려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세세하게 부합해야만 한다.

 교과서는 교수 활동을 위한 가장 주요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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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다른 어떤 인쇄 자료보다 교과서에 의존하고 학생들도 학교에

서 다른 어떤 자료보다 교과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

이다. 교과서 내용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술과 개념을 강화시키거나 

보충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과서는 학습을 향상시키기

는 하지만 학업 성취 시험점수에 의미 있는 향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은 교과서 내용과 표준화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기술과 개념 사이에 높은 상관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와 시험 유형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

도 있다.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사이의 상

관도가 일치할수록 시험점수 향상에 교과서가 보다 더 이바지할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서만이 교과서가 학업 수행 평가도구와 똑 같

은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내용분석은 우선 학업 수행을 측정하려고 할 때 활용되는 도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활용이 고려 중인 각 교과서 내

용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드시 비교, 검토되어야만 한다. 측

정도구와 별다른 공통된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교과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하

여 성취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가능성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교과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는 정도

가 같다면 읽기 난이도와 개념을 전개하는 순서의 적합성과 같은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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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를 읽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학생들이 그 자료를 공부하면서 

필요로 할 도움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다른 교수 활동에 보다 많

은 시간이 교사에게 주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이 읽기 쉬우면 

학생들은 보다 적은 노력을 들이고서도 더 많은 학업 내용을 학습

할 수 있다. 선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모

두 똑같다면 아마도 읽기가 가장 수월한 교과서가 가장 가치 있을 

것이다.

 개념을 적절하게 계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출판업자들은 그

들의 교과서 내용이 논리적인 계열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

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계열

이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는 계열과는 판이하

게 다를 수도 있다. 교사가 교수활동을 교과서가 제시하는 계열에 

좀더 일치하도록 조절하지 않는 한, 그 차이는 기능장애를 유발할 

정도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계열을 동화시키는데 어

려움을 느낄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계열과 교

과서에 나타나는 그것 두 방법 모두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책이 보다 낫다. 

 기타 다른 자료 자원도 또한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워크북, 도서관 장서, 화,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레코드판, 

실물모형 등은 소중한 자료 자원이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

료의 잠재 가치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 같은 내용에 어느 정

도 초점을 맞추는가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이다. 그 외로 시각, 촉

각, 청각 보충자료도 역시 학습의 효율적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



- 45 -

다.

 자료 자원을 활용해서 개념 학습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힘이 덜 든다. 예를 들어, 아메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화

가 학생들에게 슬라이드를 제작하게 하거나 현미경으로 그 과정을 

관찰시킬 때 보다 원형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

법이다. 시각 보충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습과정은 훨씬 

덜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륜 내부 연소 엔

진 실물모형은 분필과 칠판만을 사용하여 똑 같은 개념을 전개하려

고 할 때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 각각과 관련된 과

정을 보다 더 보여줄 수 있다.

 자료 자원은 측정대상이 되는 개념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

중한 교수 보충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자원은 훨씬 더 가

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 인적 자원의 활용 -

 인적 자원은 자료 자원과 비교할 때 확실히 구별되는 이점을 지니

고 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소통은 개인과 교과서와 같

은 사물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물에 의한 

의사 소통은 반드시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인쇄 자료는 학생이 

제기하는 피드백을 조절할 수 없다. 이것에 관한 한 모든 자료 자원

이 똑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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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은 매우 융통성 있고 적응성이 있을 수 있

다.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지극히 

억제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제한된 범위의 성공만을 거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동기

가 부여 받았거나/받은 특수한 개인들에 한해서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추구하려고 장기간에 걸쳐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자발

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드라마틱하게 인간 본성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사회화 경향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전략 개발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업 수행을 직접적인 

방식에 의해 조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상호작용의 초점이 측

정대상이 되는 기술과 개념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결코 간단

한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 활동을 학업 목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교사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학업 수행 수준을 보다 높이려고 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

니라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몇 가

지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은 모두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또한 가

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업은 교사가 제시하는 개념을 학습 할 준비

가 갖추어진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사가 많

은 학생을 상대로 가르칠 때는 그 시간 내내 각기 다른 수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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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수업을 지도할 수는 없다. 

보조교사가 필요하지만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적자원 

중에서 가장 유익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정도로 밖에는 이용되지 않는 자원은 아마도 학생일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은 소중한 수업자원

이 될 수 있다. 사회집단을 형성한 학생들은 그 집단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집단이 원형 그대로 보존

이 될 때 이미 분화된 역할로 인해 조절문제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

에서 다른 사회 활동을 학업 추구에 활용하는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규범적 행동이 

생산적인 학습 활동과 대치될 때는 그 집단을 해체 시켜야 한다.

 학업 활동을 한 학생 집단에 할당하는 것만으로 보다 나은 학업 

수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특정 활동은 개인 각각에 

의해서 만이 실행된다. 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집

단별로 할당한다 하더라도, 각 구성부분은 한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

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프로젝트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일단 그 사회 집단을 위하여 한 개인이 학습 활동의 

한 구성 부분을 책임지게 되면 또래들이 끝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

하는 압력으로 인해 동기를 부여 받게 된다. 

 물론, 쉽사리 집단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수활동도 상호작용

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 각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도움을 요

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도움은 교사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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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이 종종 교사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다른 학생을 도와주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매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학생 지도 프로그램은 그 성공 여부에 있어서 다양한 결과를 선보

이면서 활용되었다.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 개

인지도 교사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혹은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고 도움을 원하는 학생들이 기꺼이 그 개인지도교사 학생의 도

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문 중심적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성공적

인 지도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그 두 가지 요소는 정상적인 경우

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는 학생이라

면 지금 필요한 기술이나 혹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에게 반

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교사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그들이 개인지도교사 

학생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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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지도성 

 학교에서 학생이 추구하는 성취 동기는 사회화 경험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험은 어린이가 습득하게 되는 

최초이자 아마도 가장 장기간 지속될 학습경향을 창출한다. 부모와 

형제, 자매는 그들 나름대로 느끼는 학습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가

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통해 어린 자녀 또는 동생에게 제시한

다. 가족 구성원들이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린

이들은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본

질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을 띠지 않은 자유재량의 활동을 추

구한다면 어린이들은 학습을 다른 형태의 활동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게 된다.

 어린이들이 가정의 틀을 벗어나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면 학습

과 학교 교육에 대한 그들의 경향은 수정된다. 그들은 가족 단위라

는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과 학교 교육에 두는 가치관을 깨닫

게 된다. 점차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갖는 또래의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가치관을 일반적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중요하

게 인식하게 된다.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는 친구들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성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려고 

하는 성취 동기에 결정적으로 향을 미친다. 교육자는 가족과 또래 

친구들의 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는 학생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학교에서 달

성하고자 하는 성취 동기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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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의 공헌 -

 교사가 갖추고 있는 인간관계술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그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향을 준다. 학생들로부터 배척 당

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적 향

에 주로 의존해야만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

만 지도하려고 하는 내용을 학습하려는 동기가 학생들에게 상당할 

정도로 부여되어 있기만 하다면 여전히 학생들에게서 지대한 노력

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른 요인들도 학생 동기에 향을 주지만 

제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교사는 존경 받는 교사만큼 

동기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제자들에게 사랑 받는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

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높은 수준의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과는 정

반대 되는 일까지도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정당한” 이들에게라면 그 자신들이 믿기에 “그릇된” 일 

일지라도 이행하려 한다. “의미있는 타자”가 주는 향은 지대하며,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일부 개인들은 그 추종자들이 그

들을 위하여 자살을 하거나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력한 향을 끼친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지도자들이 타인

에게 향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전략이 비도덕적이고 반윤

리적인 것이나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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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략들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또한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정

당한 것이다.

- 개인적인 상호작용 -

 『인간집단』이란 책에서, Homans는 개인간의 감정 발달에 미치

는 상호작용의 효과에 관한 중요한 분석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보다 자주 교환할수록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도 더 강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할수록 자주 상호작용을 추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활동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서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도표 

2에 나와 있듯이, 태도와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활동은 서로 관

련이 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증가시키면 나머지 두 가지도 같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비슷한 이치로, 하나의 변수를 감소시키면 

다른 두 가지 변수도 감소된다.

 보다 자주 상호작용을 맺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낳는다 

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은 다른 것에 비해 효과적이다. 경

쟁적인,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격려해주지 않는 상호작용은 긍

정적인 태도 개발에 거의 기여 하지 못할 것이다. 긍정적인 인간관

계를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결과, 그들을 기분 좋게 해준 상대

방에 대하여서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결과를 낳는 상호작용을 자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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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 상호작용과 태도

태도상호작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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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이 가는 사람들 -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사람

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바람직하고 가치 있

는 목표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의상,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이 좀더 높은 수준의 학업 수행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

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교사가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발하는 특정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두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쾌활한 사람들은 “몹시 투덜대는” 사람들 보다 호감을 받는다. 쾌

활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향

이 있다.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

으킨다. 성깔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보다는 

호감을 받는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조직의 상사들은 하위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일관적이기만 하면 

유쾌하지 않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보다는 선호한다. 타인을 아껴주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

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호감을 받는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주며 대다수의 사

람들 각자는 단지 누구도 자신들보다 더 값지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이 갖는 가치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발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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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다소 쉽게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른 부류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태

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애써 힘써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들에게 자신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행동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쾌활한 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미

소를 지을 수 있고, 휘파람을 불 수 있고, 그리고 웃을 수도 있다. 

그들은 투덜거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교사들은 불평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그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교환할 때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다. 교사들은 무분별적으로 규칙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들

은 학생들을 개별 개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과 나누는 개인적

인 대화를 학생들의 관심사 위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들은 학

생이 받은 성적에 관하여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학생이 획득한 조

직적 지위를 강조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교사들은 성인 사이에

서는 일반화 된 것과 똑 같은 사회예의범절 규칙을 학생들과 더불

어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중요하

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려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사들은 매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에게 긍정

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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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력의 방향성 -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사들은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개발해 나

갈 수 있다면 그들의 동기에 향을 미쳐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

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또는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들은 또한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매우 존중

하며 학업 수행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

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좋아하거나 혹은 적어도 합당한 학급 지도자로

서 인정할 때는 교사가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인기가 좋은 교사들이 단원주제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학생들도 역시 중요하다

고 믿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학업 수행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

고 있을 때 그 교사를 교실활동에 적합한 지도자로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교사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만으로도 그들이 지도하는 개념과 기술을 몹시 존중하는 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만일에 교사가 가르치는 기술과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 시킬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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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그리고, 개념 중 일부분에 관하여서는 왜 지도하는지를 

타인에게 정당화할 수 없거나 혹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조차도 똑똑

히 말할 수 없다. 교사가 학습에 관해 지니고 있는 가치관 중 대부

분은 직관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식이란 단순히 알기 위하여 중요

하다고 라고 믿는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당황하지 말아야만 한다. 교사가 직

관적으로 자신의 과목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상적이다. 더

군다나 학생에게 있어서는 “의미있는 타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모

델로서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을 몹시 중시하기만 한다면 비록 그 

과목 학습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학습에 관한 가

치관에 대한 학생의 감정에 지대한 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뒷부분에서 설명되었듯이, 교사는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

는 학습내용이 지니는 유용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

과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정보, 기술, 개념을 학생에게 

제시하는 근거는 두 가지 논리에서 연유된다. 사람은 습득하지 못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고 또 일단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을 활

용할 지, 그렇지 않을 지를 선택 - 그 지식이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선택사항 -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 논리이다. 둘째 논리란 지식

은 사고를 위한 매개물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지식 없이는 생각하는 

능력을 지닐 수 없고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록 다른 정보와 동

떨어져 있어서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쓸모 없다고 느껴질 때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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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고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사람들은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습득

했을 때만이 지식의 통합과 관련된 보다 수준 높은 사고를 수행하

여 창의적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논

리는 교사 또는 교수활동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오직 직관

적인 가치관일 뿐인 정보, 기술, 개념을 가르치고자 할 때 타당한 

근거가 된다.

 교사는 가르치는 정보, 기술, 개념에 높은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학생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는 

매 수업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는 

작업을 훌륭히 해낸다면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중

요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교사

는 열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주어진 시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교

사가 매 수업을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을 교수를 준비하는 시간으

로 활용하고 또 끝마칠 때 5분에서 10분을 수업을 마치는데 쓸 때 

그는 할당된 시간 전체를 가르치는데 할애할 만큼 충분히 그 과목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습에 두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좀더 오묘한 방식이 있다. 

교사는 온갖 종류의 수업 방해를 열심히 방어할 수 있다. 그는 모든 

토론을 수업 내용에 집중시킬 수 있고 계획대로 짜여진 내용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용인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교사는 전공 책과 

전공 저널을 읽으면서 보내거나 워크숍과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또

는 자신이 전공한 학과에서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주어진 자유재량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각각의 활동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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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들은 교사를 학습을 몹시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된

다.

 학습에 대한 높은 가치관을 증명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교사들이 학업 수행에 높은 기대를 거는 것일 것이다. 

교사의 기대는 두 가지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로 학생들은 높은 수

준에서 학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교사들의 학생들을 대하는 행

동은 그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향을 미칠 것이

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학생들이 높은 수준에

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사들은 그들에게 능력에 관

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촉진하는 피드백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관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표준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

리하여 학생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때 교사의 믿음은 능력에 관

한 자아개념과 학업수행에 관하여 교사가 마련한 표준 이 두 가지

를 통하여 학생의 노력여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 

학업 수행에 관하여 교사가 마련한 표준은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

기 위하여 학생이 경주하는 노력에 향을 미치고자 할 때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변수이다.

 교사가 정한 최저 표준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학생은 평균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 수행 표준이 지나치게 힘들다

라고 생각될 때만이 평균에 해당되는 학생은 좋아하는 교사가 가지

고 있는 기대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거의 기

대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좀처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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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표준을 학업 수행에 관하여 

설정할 때 학생 대부분은 그 표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표준화 검사가 변수 점수에 의해; 즉 등위점수, 백분위, 등; 표기되

는 학업 수행에 관한 체계화 된 측정도구 일지라도 교사는 담당 교

실 내에서 매일 매일의 학업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한

다. 교사가 수립한 표준은 학생이 학습을 위해 발휘하는 노력 여하

에 막대한 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로 습득한 학습은 학생 능력

에 향을 미쳐 표준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한다. 교실 내에

서 학업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표준을 수립한다고 해

서 반드시 힘든 시험을 보게 하거나 낮은 점수를 주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표준을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성을 요구하며 정 성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학생을 그가 지닌 최대 속도율로 학습하도록 이끈다. 학업 수행을 

평가하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기대를 수립한다고 할 때 이것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힘든 걸음을 겪게 하고 그들이 발휘하는 거

의 최선에 해당하는 노력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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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중심의 내면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취하는 성공에 자신들이 지대한 향을 미치

고 인생에서의 성공은 학교에서 거두는 성공 여하에 달려있다고 인

식할 때, 외부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부적인 통제 중심을 개발한 

것이다. 이 내면화 된 통제 중심이 자리잡기 전에는 학생들은 학교

에서 성공하려고 시도하여야만 하는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한다.

 각 개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개인 복지에 대하여 적절성

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환경 구성 요소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성을 둔다. 환경이 주는 자극은 각 개

인의 개인적 삶에 적절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대부분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생들이 학

교에서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발휘하리라 예상하

고자 한다면 그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그들의 개인적 삶에 

직접적인 향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

다면 우리는 그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면서 별다른 유용성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들

의 개인적 미래를 상당한 정도까지 통제하며 또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그들의 삶의 질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을 반

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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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과 삶 -

 학교교육 증명서는 직원 채용시 대부분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다. 만일 이런 이유를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장이 없을 때 발생하는 채용시 제한 사항을 통지 받을 것이며 고등

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격려 받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젊은 이들에게 유용한 직업 선택이 심할 정도로 

제한된다. 대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들은 육체 노동이 귀

중하게 대접 받고 반면에 지적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육체보다 정신을 사용하

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신

입사원 고용시 필요한 티켓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데 좀더 중요성을 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려

면 그들은 반드시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직원은 직업

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 요구사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지 그렇지 않다면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

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와 

같은 유형의 직업을 유지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가 삶을 살아가면서 

획득하게 될 그들의 경제적 성공에 향을 미치리라고 더욱 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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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공은 훌륭한 삶을 이루는 한 구성 요소일 뿐이다. 학교 

교육은 여러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역할이 서로 조화되는 현상

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의해 부과된 속박의 테두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다. 학교에서 학습된 정보와 기

술은 개인들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다. 학교에서 제공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문 과학 속에 등장

하는 문화적 표현들을 음미하고 참여하는 것을 학습한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위하는데 학교 교육이 야기할 잠재적 공헌은 무한

하다. 교육자들에게 남겨진 책임은 삶에서 학교 교육이 갖는 중요성

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아마도 교사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유발 과제는 가르치는 

내용과 학교 환경밖에 있는 학생의 삶 사이에 상호 연관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교사들은 인간관계 기술과 

교사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향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학교교육 경험과 학교 밖 삶에서 거두는 

성공 사이에 상호 연관된 관계를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과제가 아

니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

은 학교 밖 삶에서 뚜렷한 직접적인 유용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교

수 효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 개념과 기술을 학습하는 이

유에 관하여 의사 소통을 나누는 것이 교수에 사용되는 방법만큼이

나 중요하다.

 수학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이해하는 학생들일수록 더 



- 63 -

적극적으로 그 개념을 학습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언어 기능이 

학교 밖 상황과 비슷하거나 혹은 똑 같은 환경에서 제시될 때 학생

들은 교수활동에서 지도하는 기술에 대해 좀더 합당한 적절성을 감

지하는 경향이 있다. 토론의 초점을 오늘날의 관심사로 돌릴 때 사

회학은 학생들을 위하여 새로운 의미에 도전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과학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는 학교 밖에 있는 삶과

는 유리된 채 제시되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더 적절하다고 여겨

진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그들의 미래에 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특정 전략은 교사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주요 학문 교과가 삶

의 질 향상에 가져다 주는 특별한 공헌에 관하여 연구해 보면 이러

한 교과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결정할 때 유용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학업 적절성 -

 언어는 어문적 의사소통의 매개물이다.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지

니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들의 욕구나 혹은 희망을 알릴 수 

없다. 그들은 또 남과 나누는 의사소통을 다른 유용한 방향으로 활

용하고자 할 때 그 범위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학생들은 종종 그

들이 지닌 어휘와 의사소통 기술이 적절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할 때 부적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야 비

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효과적인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

는다. 효과적인 언어 기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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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게 한 후 극복

하도록 하는 기회를 창출한다. 이런 학습 경험은 어문적 의사소통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흥미 있어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

에게 보다 타당한 적절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의사소통 주제에 학

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하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 중 한 가지는 그들

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쓰고 싶어하는 것, 혹은 읽고 싶어하는 것

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학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량이라는 추상 

개념을 조작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들의 수학적 기능이 향상되면

서 기하학적 비례를 다룰 때 그 잠재적 전이 효과도 증가된다. 수를 

조작하는데 국한된 기능은 학교 환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초보

적인 적용을 제외한다면 부적절할 뿐이다. 일반 분수, 소수, 비 와 

비례, 그리고 대수학 표시법을 조작하는 계산 기능을 익힘으로써 학

생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량에 관한 해답을 요구하는 좀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를 쌓는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교사

들은 학생들이 개인적 삶을 위하면서 갖고 있는 흥미와 즐기는 

활동과 관련된 예를 활용한다. 그들은 수학 기능이 어떻게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요구되는 수량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교사들은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관련해서 수를 조

작하는 기능으로 인해 그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과제를 완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활용한다. 즉,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

는 수학 교사는 가능한 한 자주 많은 바깥 세상의 이모저모를 교실 

안으로 끌어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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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아마도 삶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 가장 큰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는 교과이다. 과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제

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일조

한다. 과학 교수시 자신들의 신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

하여 학생들이 갖는 흥미는 자연적인 초점 역할을 한다. 학생 대부

분은 그들 또래 친구들의 신체와 비교해서 자신들의 신체의 크기와 

모양에 더 관심을 보인다. 대수롭지 않은 차이가 커다란 관심을 빈

번히 불러 일으킨다.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자신들

의 신체가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도 또한 매우 흥미로워 한다. 비

공식적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과학 교수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보다 적절하게 지

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것이

다. 학생들의 개인적 삶 속에서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측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지도할 때만이 학생들은 과학이라

는 학문이 높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식할 것이다.

 사회학 연구는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 안에 형성된 사회 구성원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류의 사회

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학생들은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갈등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행동 규칙을 무시할 뿐

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개인적 경험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기 때문

에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안내하게 될 원

리를 개발하기에 이를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학에 관한 공식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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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착수함으로써 비로소 행동 유형에 관하여 이해하고 용서받거

나 혹은 용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경험이란 주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

는 경험과 가족 집단 밖에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단기간에 

그치는 상호작용 정도 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학생들은 집단 내에

서 보다 구적인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시사적 관심

사를 활용하는 수업을 이끈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내용을 지도하면 그들은 사회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공통된 사회적 갈등을 

모면하는 방법을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 받을 때가 사회 과학 연구

가 오로지 역사적인 혹은 권위주의적인 관점만을 통해서 제시될 때

보다, 그들은 사회 과학 연구를 적절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회 과학이 대단히 유용하다라고 학생

들이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마주친 혹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방식으로 사회 

과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업 적절성은 언제나 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교사들

은 그들의 시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고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

으로 결정한다.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는 학업 경험 적절

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내리는 판단이 더 결정적이다. 교사들은 과목 

제재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나 학생들은 그 내용이 그들에게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학습해야 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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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비록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학업의 교수요목은 학생들에게 적절성을 지니는 방식으로 교

수 활동을 통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학업 수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성과를 기대하

지를 못한다면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그들의 자아개

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학업 수행이 

높은 유용성을 지닌다라고 이해하면,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은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긍정적인 자아개념 개발 -

 자아개념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각 개인이 해석하면서 개

발된다. 비록 개인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지만, 다른 유형의 자극이 

갖는 효과에 관하여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피

드백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

정적인 피드백은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야기한다. 학교에 진학

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이 받는 피드백은 그들이 자신에 관하여 느끼

는 방식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아가치와 개인적 역량에 

관한 이 감정은 삶을 통해 수정된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들이 지니

는 자아개념은 그들이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분량의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게 되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나아간다. 3학년 학생들은 1학

년들 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고 7학년 학생들은 3

학년들 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다. 이와 같은 경향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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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중등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교육 기간 전체에 걸쳐 계

속된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 실질적인 향상이 현실화된다면 이 경향

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만 한다.

 토론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이 일반적인 자아 

존중감 혹은 자아개념 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학생들이 학

업 수행과 관련 지어서 갖고 있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은 학교 밖

에서 겪은 경험 보다는 주로 학교 교육 경험을 통하여 개발된다.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 겪는 경험을 통하여 6자리 숫자의 제곱근

을 성공적으로 푸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을 개발할 것 같지는 않

다.) 학생들이 갖는 능력에 관한 학업적 자아개념은 주로 학교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가 야기하는 직접적인 결과이다.

 수업 방식이 어린이들이 지닌 경쟁적 “본능”을 평가하는 것을 바탕

으로 할 때(그 방식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대다수의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지닌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이 낮

아지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전통적인 형식의 경쟁 관계에서 소수의 승자만이 존재할 뿐이

며 경쟁을 통해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것 같은 사람들

은 오직 승자뿐이다. 패자가 습득하게 될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은 

부정적 결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모든 학생들이 좀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개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교실 수업실제에서는 각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훨씬 더 자주 접해야만 

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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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을 향상시

키기 위한 수업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강

렬한 내적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수활동을 통해 지

도하고 있는 학년 수준이나 혹은 단원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적

절 하다고 생각되는 학업수행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학업 표준을 유지하여

야만 한다는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지 

개발 단계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긍정적 자아개념을 육성하도록 요구 받으면 교사들은 정

말로 적절한 다른 대안이 없다.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 진보

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정보, 기술, 개념을 학습하지 못했

으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없다. 학생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수업 

환경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한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능력에 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육성하고자 할 때 교사들이 활용

하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은 교육과정 구조 안으로 학생들을 적절하

게 정치 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성공할 수 있는 수준에

서 교수활동을 지도 받아야만 하고 교사들은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

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한다. 그 

과정은 대단한 노력을 요하기는 하나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

치가 충분히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관한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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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때마다 칭찬하라. 가능할 때마다 비판을 삼가라. 단지 용납

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어린이에게 수용의 감정을 결코 숨기지 말

아라. 필요하다면 그 행동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의견을 가져도 좋으

나 하지만 결코 그 개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이 합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칭찬을 들은 

후에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보다 나은 감정을 느낀다. 부정적인 피

드백은 부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결과를 가장 빈번하게 초래할 것이

다.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그 피드백은 자아개념을 낮춘다. 합당하지 

않다고 간주되면 그 피드백은 자아개념에는 향을 주지 않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피드백을 전달 받을 때 학생들이 그 합당성을 감지

하는데 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 불만을 

품는다면 그 교사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에 사회적인 향을 미치

는 사람으로서는 무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수

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교사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대수

롭지 않은 남”이 되어 버린다.

 학생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는 교사들은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개발하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

들이 학생들에게 그들이 학생들을 믿고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할 때 

그들은 학생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이 철학적인 

상황이 지닌 또 다른 이점은 학생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기를 꺼려

하여 그들의 성공을 챙취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로 인

하여 성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 가능성은 능력에 관한 좀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불신하는 태도는 자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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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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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계획 개발3 

 학업 수행을 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경험의 구

조화 활동, 외부 자원의 활용,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함량, 

학업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의 제시,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의 개발, 그리고 학교 교육이 미래에 가지고 올 유용성에 관한 제시

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하지만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섯 

가지 변수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되어야만 하지, 그렇지 않다면 한 역의 유익

한 효과가 다른 역의 부정적인 결과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가장 

잘 조직된 계획들은 여섯 가지 역에 속해 있는 활동들을 하나의 

종합 계획으로 통합한다. 이 종합 계획은 명확하게 정의된 활동들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목표 설정 -

 학습 경험의 구조화 방법에 관한 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첫 단계는 

원하는 학습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가장 최선의 결과로서 동기의 상승과 

보다 나은 자원의 활용으로 인하여 학습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학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 이 장의 일부분은 다음의 책에서 발췌했다: “시험점수의 향상 - 종합 계획 

개발법,” Kenneth M Matthews 와 C. Thomas Holmes 저, NASSP 

Bulletin  지 67권, 460호(1983년 2월), 104-1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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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정의하는 과정은 그 밖의 모든 활동의 종결 

목표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외부 자원은 이런 

확정된 학습 결과를 완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험 점수 향상에 

필요한 기술과 개념을 학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발휘하도

록 학생들의 동기를 이끌 수 있다. 방향성을 갖지 않은 능력, 노력, 

자원의 활용은 기껏해야 비효율적일 뿐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생

산적이다. 일단 학습 결과를 설정하고 난 후에는 욕구를 정의하는 

중요한 과제를 착수할 수 있다.

 욕구는 희망 조건과 현재 상황 사이에 생기는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동기 상태는 다음과 같

다: 1)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2) 학업 수행에 적절한 기대를 

갖는 교사에 대한 인식과 학업 수행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 3) 

생의 성취가 학교에서 거둔 성공을 통하여 향상된다라는 신념, 그리

고 4)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이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기에 앞서, 현재의 동기 상태를 진단

하는 것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로 네 가지 변수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반화된 전략을 

고안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둘째로, 한 변수에 대하여 최적 수

준에 이미 도달한 동기 상태를 드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노

력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어진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동기를 부여하

는 과제를 합리적으로 잘 완수 해낸다. 그러나 때때로 네 가지 변수

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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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상태가 야기되기도 한다. 개별 동기 변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이유에서라면 네 가지 동기 변수 의 

지위를 진단해야만 한다.

- 자료 수집 -

 효과적인 평가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야만 한다. 기법의 실행과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야만 한다.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 상태를 진

단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없다. 교육자는 그들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혹은 수업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데 전

념한다. 학생 동기에 대한 평가가 잠재적으로 유용하다 하더라도 직

접적인 수업에 할애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뺏아간다면 그에 따르

는 거부반응을 미리 예상하고서 방지하여야만 한다. 

 평가 기법의 결과가 의미를 지니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된

다.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이 교육자들이 자의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학생 동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다. 진단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동기 욕구를 측량 가능한 용어로 제시하고 객

관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훨씬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학생들의 

인식과 판단은 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들의 판단보다는 나으며 특히 위협적이지 않은 조건 하에서 표준

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결과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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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인식과 판단에 교사들과 다른 교육자들이 지닌 의견이 첨가

되면 훨씬 바람직하다. 비위협적인 표준화 조건 하에서 학생들이 완

성한 짧은 질문지에 교사들과 다른 교육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연결

한다면 학생들의 동기 지위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생

성하는 가장 받아들일 만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미있는 자

료를 얻고자 한다면 질문지 내용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만 한다.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이 가지는 태도를 평가할 때 질문의 직접적

인 초점은 교사들의 지도력을 따르는 학생들의 경향이다.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대와 가치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질문은 

교사들이 지도하는 학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획득하는 성취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시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제작해야만 한다. 학업 

수행이 미래에 가지고 올 유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된 

질문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학교 밖의 삶의 주요 측면을 

다루므로 다측면적이어야만 한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관

한 자아개념을 평가할 때 질문은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공할 확률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제작해야만 한다. 

학생 동기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를 제작할 때 추가적인 고려사항

은 동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에 관한 단서를 제공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다른 측정도구가 적절하고 유용할 수

도 있다. 이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설문지 1부

를 부록에 게재한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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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해석 -

 학생 학업 성취 진단 설문지(부록 참조)와 같은 측정도구들에 의해 

네 가지 핵심적인 동기 변수를 평가하기 위한 숫자형태로 된 자료

가 제공된다. 일단 숫자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적용한 후에는 몇 가

지 부수적인 자료가 생성된다. 개별 학교 혹은 학급에 규준이 되는 

자료로 최대로 결핍된 동기 변수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거나 혹은 특정 변수들을 현재 고려의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정

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측근들이 내리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향

상 전략의 목표로서 선택할 수도 있다.   

 

 관련된 학생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사용할 때는 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방향과 동기에 관한 

통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분

명하게 계획하고 있다면, 그때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장래에 희망하

는 직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학교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그들이 제시

한 반응을 면 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가 낙제 점수를 

주는 비율이 높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

는데 얼마나 능숙합니까?”라는 질문에 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점

수를 매기는 관행이 능력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자아개념

에 끼치는 향에 관한 유용한 통찰을 터득할 수 있다.



- 77 -

 대부분의 학생 집단 사이에서 학업 수행에 관한 교사들의 기대는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발휘하는 노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둘째로 중

요하다라고 간주되는 동기 변수는 학업 수행이 가져다 주는 미래 

유용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인식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이다. 네 가

지 동기 변수들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변수는 교사에 대하여 학생

들이 지니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 일반화를 지침서로 하고서, 

학생들이 하는 반응을 숫자로 순위를 매기면 다음과 같다:

1위 - 교사 기대

2위 - 미래 유용성

3위 -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

4위 - 교사들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반응이 이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최상위 

목표 변수는 순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적 해결과제가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미래 유용성에 대한 점수가 능력에 관한 자아개념과 

교사에 대한 태도 점수보다 낮으면 그때는 학교에서 성취하는 학업

이 가지고 올 미래 유용성에 관하여 학생들이 지각하는 인식이 최

상위 목표 변수가 되어야만 한다. 한편, 학생들이 선택한 반응이 앞

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나온다면, 그때는 교사의 기대가 적절한 최상

위 목표 변수가 될 것이다. 다른 기법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겠

고 네 가지 동기 변수가 주는 상대적인 향이란 학생 개개인에 따

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교사들에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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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전략의 초점이 되는 동기 변수를 선택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을 제

공하게 될 것이다. 

- 전략 선택 -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미치는 매우 복잡한 상호

작용 효과로 인하여 전략 선택의 과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착

수하여야만 한다. 교사의 기대가 오직 몇몇 학생들만이 그들이 출제

한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학생들은 

그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대를 지닌 자아개념을 지니게 된다. 다른 

상호작용은 이 보다도 더 미묘하다.

 일부 전략들은 한 동기 변수를 향상시키는데는 완벽할 정도로 논

리적이지만 또 다른 동기 변수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교실에서 제시하는 예시

들이나 교실 토론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가져다 주는 

유용성을 좀더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생활 속 학생들

이 갖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학업 수행 측정도구가 추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종

합하는 능력과 같은 개념적인 기능을 주로 다룬다면 그때는 학생들

은 교사들이 교실 활동의 대부분을 개념적인 기능을 개발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때와 비교했을 때 교사가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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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에는 덜 가치를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서로 상

충되는 효과가 없어야 한다 할지라도,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

는다면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행한 전략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확실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않

을 효과적인 전략들을 도출하게 될 절차들이 있다. 동기 전략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 추천이 되는 한 절차는 세가지 간단한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 예상 효과라는 관점에서 다른 요인들이 줄 수 

있는 효과들은 고려하지 말고서 목표 동기요인을 향상시키는 방법

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라. 둘째, 단계 

1에서 도출된 각각의 기법들이 다른 동기요인들에 대하여 미치게 

될 확률적 긍정적인 효과를 평가하라. 셋째, 목표 변수를 향상시키

는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동기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않을 그런 기법들을 선택하라.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도출하고 선택하고자 할 

때 교사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문제들은 다음과 같

다:

1. 당신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며 명랑합니까?

2. 당신은 학생들과 상호작용 할 때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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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은 당신이 그들을 개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신  

  경을 쓴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4. 당신은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합니까?

5. 당신은 당신의 자유재량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그들  

  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까?

6. 당신은 당신이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7. 당신은 주어진 수업시간 매 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8. 당신은 당신이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  

  여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9. 당신은 교수-학습 과정 시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학생들  

  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까?

10.  당신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정 성 뿐만 아니라 정확성까  

    지 요구합니까?

11.  당신은 학생들에게 도전할 만한 학습진도를 설정하고서 그  

    들의 최선의 노력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것도 수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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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들은 실패보다는 좀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교수활동을 지도 받습니까?

13.  당신이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 개개인은 매 수업시간에 당  

    신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까?

14.  당신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당신이 그들을 신뢰하  

    고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신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  

    까?

15.  당신은 학생들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까?

16.  당신은 당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  

    의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17.  당신은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는 내용을 직업과 연관시킨  

    적용을 강조합니까?

18.  당신은 예를 들면서 그리고 토론을 지도하면서 학교 밖에  

    서 일어나는 상황을 끄집어내어 설명합니까?

19.  당신은 교실활동을 지도할 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보다 초점을 둡니까?

20.  당신은 가르치는 것을 위한 매개물로서 학생들이 지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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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까?

 일단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선택되고 나면 그 전략

은 학습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한 전략과 외부 자원을 사용하기 위

한 전략과 더불어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될 수 있다.

- 통합 계획 -

 학생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

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지

는 않지만 바로 그 구성요소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가치 있는 과정이다. 아래에 

나와있는 목록은 통합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이 사건들 사이의 관계는 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A. 학습 결과 목표를 확인한다.

B.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측정도구를 확인한다.

C. 학생 동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측정도구를 확인한다.

D. 동기 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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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학생 능력을 평가한다.

F. 학생 능력을 평가한 후 결핍을 찾아낸다.

G. 학생 동기에서 결핍을 찾아낸다.

H. 학습 경험을 위한 구조를 확인한다.

I.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찾아낸다.

J. 학습 경험을 위한 구조와 학생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 사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갈등을 찾아내어서 해결한다.

K. 외부 자원을 찾아내어서 이용한다.

L.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한다.

M. 진전을 평가한다.

 도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능력과 노력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하

나가 그 다른 하나로부터 떨어져서는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들은 능력과 동기가 평가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학

업 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속적이면서 상호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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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표 3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따라감으로써 그 과정은 보다 질서 정연하게 전개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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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 통합 계획

B

C

A D E

F H

G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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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책은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학습 경험의 구조화, 인적 자원과 자료 자원의 사용, 효과적인 지도

성의 제공, 학생들 각각의 자아 속에 내면화 된 통제중심의 개발을 

위한 기법을 다루며 설계의 구성 부분들 각각이 어떻게 통합되고 

조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학업 수행은 세 가지 주요 변수 즉 

능력, 노력, 그리고 외부 자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것

으로서 설명된다. 그에 대응하여, 능력과 노력은 다른 요인들에 의

한 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능력은 유전적 학습능력과 학습 경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의 산물로서 설명된다.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유전적 능력은 학

교 교육의 향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교육자들은 높은 시험점수를 

얻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

는데 집중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적절한 학습 경험은 학생들에게 학

업수행능력과 동시에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학업 수행 시 보다 우

수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원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

다.

 노력은 학업을 성취하는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서 서술된다.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

성이 거의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

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논리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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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업을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업을 성취

하기 위하여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 경험에 의하여 향을 받는 세 가지 요인

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

략들의 적절한 목표로서 제시된다. 교사들에 대한 태도, 학업 수행

에 관하여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기대와 가치관에 대한 인식, 그리

고 학업 수행이 가져다 줄 미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학

문적으로 성취하려는 욕구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서술

된다.

 노력과 학업 수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를 비선형적으로서 설명한다.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이 지나치게 긍

정적이면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을 더 발휘하기 보다는 오히

려 노력을 덜 경주하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욕구는 무

기력한 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다. 적절할 정도의 긍정적인 능력에 대

한 자아개념과 적절할 정도의 학습 욕구는 선호 동기 상태이다.

 능력, 노력, 그리고 외부 자원 각각은 학업 수행에 향을 미치지

만 그 세 요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더 중요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학업 수행은 최소한의 능력의 수준, 충분한 노력, 그리

고 적절한 자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과 특정 행동이 야기

하는 차등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

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조심성을 권고한다.87

 학습 경험을 체계화한 적절한 구조를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즉, 그 구조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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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정보를 완전히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기술과 개념을 우선 교수

활동을 통해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 경험을 체계화하는 적절

한 구조는 학생들이 현시점에서 지니고 있는 능력에 존재하는 결손

을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결손을 바탕으로 

한 처방적 수업으로 진행된다. 처방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정 한 기술과 개념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교수활

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특유한 인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인지 전략을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이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이 

어느 정도 측정 대상이 되는 기술과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즉 그 범위이다. 교과서와 다른 자료 자원은 그 내용이 시험내용과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적 자원은 그들이 학

생들이 측정대상이 되는 기술과 개념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경

우, 가장 생산적이다.

 교육 지도력은 학교에서 학업을 성취하려는 학생들의 욕구에 향

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인해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유지되고 

학생들은 그들의 교사들이 적절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

게 된다. 자기들의 교사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들을 기쁘게 해주

기 위하여 노력을 더 발휘한다. 이 학생들은 자기들의 교사들이 그

들이 학습하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 교사들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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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을 학습하기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있는 것이 학교 환

경 밖에서도 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믿을 때 그 교사들

이 교수활동을 통해 지도하려는 것을 학습할 동기를 부여 받을 것

이다. 기술과 개념이 학교 밖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강조하

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통한 기술과 개념을 학

습할 때 유용성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계획의 개발은 결과에서 일관

성이 예상될 수 있다면 불가결하다.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이 여섯 

가지 변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계획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보다 질서적인 순서로 추진될 수 있다:

1. 원하는 학습 결과를 명확하게 나열하기.

2. 교수활동을 시도하기 전에 학업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과 측정도구 모두를 확인하기.

3. 교수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동기  

  상태를 평가하기.

4. 교수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학생들 개개인이 지니고 있  

  는 능력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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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동기에서 확인된 결손을 교정하기 위한 전략 설계하   

  기.

6. 기존의 능력을 발판 삼아 전개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경  

  험을 구조화하기.

7. 실행에 앞서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들 간에 발생  

  할 잠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이 논문은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

적인 접근들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즉 건전한 이론적 근

거와 실용적인 실행 방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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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업성취 진단 설문지

(짧은 형식)

1. 선생님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 학습하기를 요구합니까?       

  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약

2. 당신은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싶습니까?

  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약

3. 선생님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 공부하기를 요구합니까?

  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소

4. 학교로 인해 당신은 미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받  

  겠습니까?

  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

5. 당신은 선생님들을 어느 정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

6. 학교는 당신이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

7. 선생님들은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

8. 선생님들은 당신을 어느 정도 즐겁게 해줍니까?

  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

9. 학교는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  

  이 되겠습니까?

  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소

10. 선생님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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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

11. 당신은 학교에서 고득점을 얻는데 얼마나 능숙합니까?

  고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저

12. 학교로 인해 당신은 더 나은 인생을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  

   을 받겠습니까?

  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소

13. 당신은 학교에서 얼마나 착실합니까?

  말썽을 일으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착실하다

14. 당신은 선생님들이 당신과 함께 진도를 나아가는 방식을 어  

   느 정도 좋아합니까?

  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소

15. 학교에서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

16. 당신은 학교에서 학습하는데 얼마나 능숙합니까?

  매우 능숙하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매우 서투르다

출처: The NASSP Bulletin, 67권, 460호, 1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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