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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인지적 구성주의 (Piaget) 

   - 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고 이해 

   - 인간은 외계의 물리적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함 

   - 인지적 구성주의(초기, Piaget) → 사회적 구성주의(후기, Vygotsky) 

   - 두 접근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개인적인 □□의 과정임은 인정하지만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인지적 구성주의는 □□의 활동 

      을, 사회적 구성주의는 □□적인 □□□□을 강조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Vygotsky)) 

   - 인지발달에 있어서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을 강조 

   - 인간의 인지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 습득 

 인지적 구성주의 對 사회적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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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과 Vygotsky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과정 비교 

 구성주의의 대표 이론 

▶ 상황이나 맥락 중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 상황학습 + 문제해결력 증진, 앵커(Anchor)활용 

▶ 시범→코칭→스캐폴딩(Scaffoding)→소멸(Fading)  

▶ 단순화, 구조화→재구성 강조(지식표상, 다차원적 조망) 

인지적도제이론 

인지적융통성이론 

상황학습이론 

앵커드수업이론 

초기능력 

사고 언어 

사고와 언어의 
연합 

행동 

사고 

언어 
사고가 언어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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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의 인지적 구성주의 

 스키마(Schema) 이론: Piaget(1896-1980), Swiss 

주요 이론 

  ▶ 스키마 정의 

  ▶ 동화 및 조절 

      동화: 선수학습에 의한 후속학습의 이해 

      조절: 새로운 것이 선수학습으로 해결 안될때 선행학습의 질 확대 

      평형화: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적응의 과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식의 구성을 개인의 

지식에 맞춰가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자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함 

  ▶ 주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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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근접발달영역(ZPD) 

ZPD 

실제적 
발달수준 

잠재적 
발달수준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al) 

예) 철수: 연령 8세,성인 도움하에 12세 문제 해결 가능: ZPD = 4 
    민수: 연령 8세,성인 도움하에 9세 문제 해결 가능 : ZPD = 1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성 

ZPD1 

ZPD2 

ZPD3 

ZPD4 

시간 

수 
행 
능 
력 

실제적 
발달수준 

잠재적 
발달수준 

실제적 
발달수준 

실제적 
발달수준 

실제적 
발달수준 

잠재적 
발달수준 

잠재적 
발달수준 

잠재적 
발달수준 

(성인의 도움을 통해 실행 가능한 수행 수준) 



Bruner의 발견학습 이론 

 지식의 구조 

- 교과의 기본 개념, 기본 원리 

- Bruner는 학교에서 가르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식의 구조라고 주장 

1941년생 

 지식 구조의 표상 양식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Bruner는 인지발달의 대표적 요인을 □□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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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학습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학습과제와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기계적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면 효과적인 학습 가능 

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학습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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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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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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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선행조직자(Advanced Organizer)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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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선행조직자의 형태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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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유의미한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대상으로 

   - 학습자의 정착지식 혹은 사전 인지구조를 자극할 수 있는 

   - 선행조직자를 활용하여 

   -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의 정착지식에 포섭되는 과정을 도와주도록 함 

Joyce & Weil 
2004년 

선행조직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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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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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의 설명식 수업이론 

 오수벨의 수용학습과 브루너의 발견학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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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교육공학의 심리적 기초 (확인 문제) 

확인 문제 

1.  지적발달과 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07년, 교원임용고사) 

    ① 피아제(J.Piaget)의 평형화    ② 브루너(J.S.Bruner)의 비계설정 

    ③ 비고츠키(L.S.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  ④ 프에르스타인의 중재경험학
습 2.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04년, 교원임용고사) 

  ①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토큰강화기법을 사용함 

  ② 수업의 중점을 학습자의 사고기능과 탐구능력 신장에 둔다. 

  ③ 학습목표를 ‘인수분해 20문제를 제시했을때 16문제 이상을 풀수있다’로 선정 

  ④ 수업에서 복잡한 과제를 세분화하여 쉬운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습함 

3. 구성주의 입장과 관련된 것끼리 묶인 것은?(3가지) (’03년 교원임용고사) 

  ① 지식의 사회적,문화적 성격을 강조  ② 학생의 주체적 지식 형성을 강조함 

  ③ 교육내용은 성취기준 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은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밀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짐 

  ⑤ 교육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식의 형식’ 개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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