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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학학학습습습자자자 중중중심심심의의의 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수수수학학학학학학습습습 방방방법법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중중중학학학교교교 111학학학년년년 이이이진진진법법법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본 논문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
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한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창의성 함양과 21C의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

하여 등장한 열린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즉,전통적인 수업방법과는 달리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수업 전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
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열린 교육에서 핵심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교사 주도의 학습에서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그 시작부터 결과의 전 과정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학생들의 개성과 특징을 살리고 존중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
각해 보게 한다.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교사와 교과 영역부터 서서히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보여야 한다.즉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이론을 열거하
거나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어떤 형태의 교수-학습 활
동이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인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고 개발
모형에 알맞은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방법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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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

적 학습력을 형성시켜,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자기 평가력을 갖추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의 능력,적성,필요,흥미 등에 있어서 개인차를 감안하여 교육 과정의 차
별화와 다양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
화함은 물론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가면서 학생의 기
초,기본학력을 확립하고,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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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21C는 지식의 축적과 보급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식의 증가가 가속화 된
지식기반 사회이다.‘지식기반 사회’란 사회가 지식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지식사회는 지식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이다.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변
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역시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
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이란 목표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란 내용에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
육’이란 운영체제를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실천주의적인 학습 방법과 학
습자를 요구하고 있다.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
다.즉,학교교육은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다.또한 학습자들은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교육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
를 발견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이러
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학습조력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며 이루어지는
학습’(현정숙.1999)이라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독립성,자기
주도성,자율성을 가지고 행하는 학습인 것이다.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20세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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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써 스스로 탐구․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문제 해결인을
양성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이러한 능력은 학생들에게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학습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김선자,1998;장애순,1997;Brooks&Brooks,1993).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탐구하고,그 개념적 기반 및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학습 환경에 실천가능 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제 2장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등장 배경과 그 의의를 탐색하고 제 3

장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이론에서 요구되는 능력 및 주요한 원리를 알아
보고,이를 십진법과 이진법이라는 단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어떻게 학습 환
경을 만들고 실천해야 할지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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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222...111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에 의해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활

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적성 등에 따라서 교육의 전 과
정으로 스스로 형성해 가는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이는 고립
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개인교
사,지도자,자원인사,동료,교재,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차갑부,1997).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은 교육의 목표로 보는 관점(Brookfield,1985),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Knowles,1975;Long,1987;Tough,1979),교
육의 목표이자 동시에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Candy,1991)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교육의 목표로 보는 관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의 특징적 학습방법으로,학습과정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학습자 내부의 의식변화’라고 설명되
고 있다(Brookfield,1985).둘째,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학습자
가 교사나 혹은 외부인의 도움에 관계없이 스스로 학습함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일로부터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도움이 될 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밝혀내고 적절한 학습의 전략을 선택하
여 적용시키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Knowles,1975)으로 제시
되고 있다.셋째,교육의 목표인 동시에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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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택․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의
향상과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도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는 과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Candy,1991).
Knowles(1975)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교사 주

도적 학습(teacher-directedlearning)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
정을 설정하였다.([표1]참조).
[표1]교사 주도적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가정

가정 교사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자아
개념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자기주도성을 가지기 위한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
경험의
역할

학습자 경험은 학습자원으로서
교사․저자 및 학습자료 제작자의

경험보다 가치가 미흡함

학습자의 경험은 전문가의 자원들과
함께 학습의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학습
준비도

성숙수준이 동일한 학습자는
학습준비도가 같음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

따라 학습준비도가 다름

학습
동기

외적보상(점수,학위,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학습이 일어남

내재적인 동기(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성취에 대한 갈망,호기심,
알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일어남

자료:Knowles,1975.19-21을 재조직

222...222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이이이론론론
자기 주도적 학습은 진보주의,인본주의 그리고 비판론적 교육철학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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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고 있으며,인식론에서 출발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222...222...111진진진보보보주주주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진보주의는 교사 중심적이고 교과 중심적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고 교육의 본질을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으로
보았다.
이런 진보주의 철학은 자기 주도적 경험의 중요성과 평생에 걸친 자기 주

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진보주의 교육의 목표는 자연적으로 발
달할 수 있는 자유,모든 작업의 동기로서의 흥미,감독자가 아니라 안내자
로서의 교사,학생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아동생활의 요구에 응하기 위
한 학교와 가정과의 협력 등이다(임한영,1974).
특히,Dewey는 개인적 경험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모든 인간들은 성

장과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그에 의하면 교육은
성장이며,교육의 과정은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성과 변형의 과정이고,경험
은 하나의 능동적인 탐구과정이다.교사는 학습과정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성장과 발달을 위한 원동력은
학습자에게 있다(Dewey,1916,1938).따라서 그의 교육은 생활의 과정,경
험의 과정이요 결과나 목적보다는 과정과 방법을 더 중시한다.
Kneller(1971)는 진보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로 문제해결을 통한 학습이 교

재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월하며,추상적인 지식탐구는 활동적이 교육적 경
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또한,교사의 역할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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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내하는 것이며 아동이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따라서 진
보주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과 문제해결
교육,경험의 재구성 등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본 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2...222...222인인인본본본주주주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의 자아실현으로 본다.
Maslow(1968)와 Rogers(1961)는 인간이란 다분히 실현 가능성을 지닌 존

재이며 본질적으로 성장의 원천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Rogers(1961)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 가능성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으
며,결국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FunctioningPerson)’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특성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열정,긍정적

자아개념 등의 특성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그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있어 내적 인지와 동기화 측면에 대한 책임성으로 이해하였으며,중요한 것
은 인지적 자유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방법의 학습이라 하였다.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학습촉진의 주요인은 촉진자와 학습자 사이의 인간

관계속에 존재하며 어떤 태도적 자질에 달려 있으며,성장을 증진하는 촉진
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진해서 공부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장을 촉진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습득한 학

습보다 더 깊고,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학생의 행동이나 생활에 더욱 파
급적인 효과가 있으며,학습방향을 학생 자신이 선택하고,스스로 학습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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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서 지성은 물론 감정과 열정이 생긴다.

222...222...333비비비판판판론론론적적적 관관관점점점
인간은 모두 개인이 처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상황을 통제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비판론적 관점은 교육을 의식의 변화로,
학습을 경험의 해석으로 보았다(Gerstner,1992).교육방법면에서는 현 사회
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인식하고자 하며
갈등현장을 견학하기도 한다.또한 자유,흥미 등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
고 갈등상황에 대한 문헌접근을 시도하며 친교와 같은 동지적은 유대감을
키워주기 위한 대화를 권장한다.비판적 교육에서는 자율적이고도 의식화된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간주하며,그러한 인간상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교
육을 참된 인간교육이라고 본다(조용태,1999).
Freire(1970)는 은행 저금식 교육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식 교육을 권장하

였다.즉 학습자가 관심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실에 대한 의심과 문제화로 생성주제가 설정되고 이
를 통한 의식의 표출에서 자신의 말이 나오며 이것이 곧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판론적 관점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학습자의 주체성

강조,자율적이고도 의식화된 인간상 등은 자기 주도적 학습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된다.

222...222...444구구구성성성주주주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최근 교수-학습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사 주도적 학습에서 자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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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습으로의 변화는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관한 구성주의의 철학
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구성주의 관점에서와 같이 학습이 구성적이고 능
동적인 과정이라면 학습자의 역할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학습자는 지식 구성 활동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반성적인 학습 태도로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따라서 자기 주도성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을 위한 전
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의 전이와 타당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Honebein(1993)은 학습활동이 실제적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

권을 가져야 하며,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Simmons(1993)는 구성주의적 학습에 있어 자기 주도성 혹은 자율성의 중

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오직 학습자들만이 학습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계속해
서 사용되어야 하는 선수지식을 안다.따라서 학습자 자신만이 구성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을 진단할 수 있다.교사와 같은 타인은 결코 학습자
의 내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학습자 스스로 추구할 목표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강요할 수 없다.
구성주의적 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반성을 요구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전제로 한다.”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의하면 모든 학습은 본질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에서의 일차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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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내재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고유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Knuth& Cunningham,
1993).따라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 학습자들은 백지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실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22...333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장장장점점점
자기 주도적 학습 개념을 바탕으로 그 특징,장점 및 전제조건을 살펴보

고자 한다.먼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강압이나 물적 보상에 의해 유인되는 외발
적 동기보다는 내발적 동기에 의해 학습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성,주도성 그리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셋째,목표달성 지향성으로 어떠한 외적 보상이나 보수를 얻기 위해 목표달
성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학습목표 달성 자체의 만족감과 자신감,희열감을
느끼도록 계획,실천,평가의 순환과정을 강조한다.
넷째,가치 지향성으로 자기학습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고 자기에의 도움을
확신하며,학습활동이 더욱 더 강화되는 방향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어떤 가치가 부여될 것인가를 분명히 한다.
다섯째,자기 주도적 학습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원
인사,교재,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여섯째,지식이나 학습가능 획득 면에서 학습의 전이력을 높일 수 있다.
일곱째,학습자와의 대화,자원 확보,결과의 평가,비판적 사고력의 촉진 등
과 같은 교사들의 효율적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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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moDella-Dora(1979)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향한 이동’이라는 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된다.
둘째,다른 사람들로부터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
셋째,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인적,집단적 계획을 개발한다.
넷째,자신의 원칙을 실행한다.
다섯째,스스로의 학습 선호를 이해하고,다른 가능성 있고 유용한 학습방법
을 시도하기를 원한다.
여섯째,학습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사용방법을 알고 익숙해진다.
일곱째,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배운 것을 보고할 수 있다.
여덟째,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향제시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를 안
다.
그러므로,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요 특징은 학습의 계획,실행,평가에 학

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한다
는 학습에서의 개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적 학습에서의 사회적인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

222...444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자기 주도적 학습이 왜 교육에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
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더 잘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그들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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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학습에 임한다.그들은 또한 수동적 학습자보다 학습한 내용을 더
오래 간직하고 그것을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의 다수는 학습자가 그들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기존 교육의 목표를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이리하여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이제는 탐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어야 하며,교육을 마친 후에는 새
로운 지식을 쉽고 기술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즉 지속적으로 학습하
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1차적 학습은 탐구기술이 될 것이며,학교 교육 이
후의 학습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적절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
식․기술․이해력․태도․가치를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는 삶의 태도로서 자
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실천된 자기 주도적 학습은 다음과 같은 기대감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갖는 기반이 될 것이다.미래
사회는 분명 급속한 정보화,신지식의 폭발적 증가,평생 학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이것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이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인적자원개발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 일 것이다.자기 주도적 학습 의
욕을 기대할 수 있고,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학습자의 앎을 증식시키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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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적적적용용용

333...111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의의의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계계계획획획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전전전제제제조조조건건건
333...111...111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 촉촉촉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개개개발발발방방방안안안과과과 주주주요요요한한한 원원원리리리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에서 제공될 학습의 내용과 주제는 학습자 집단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여 제시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즉 수학 교과서
의 교구 및 수업방식에서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하게 제공될 학습자원들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형태나 양식에 맞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제,조작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한다.여기에는 새로운 학습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
회,지속적인 피드백,난이도 조절,정보 제공결과의 통제,정보 검토,수정,
반복의 기회의 제공과 같은 전략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습자원은 학습자가 정보와 친밀한 형태로,학습자의 능력에 적

합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와 협조

자의 적절한 조력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333...111...222자자자기기기 주주주도도도적적적 학학학습습습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준준준비비비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습자 등

여러 가지의 교육환경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을 위해 교사의 변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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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말한다.즉,학생이 자신
의 학습에 대하여 의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
계획을 세운다.또,자기가 세운 학습 계획에 따라 학습하고,그 결과를 정
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즉,교사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에게 무
엇을 가르쳐야겠다는 것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주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도움
을 주어야 한다는 학생 중심 수업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는 평소에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이밖에 교
사의 자세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교사는 학습 동기 부여자로서 자기 학습의 의지를 극대화 시켜 주어
야 한다.학습의 상황은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에서 비롯하여 인지의 필요성
을 느낄 때이다.
둘째,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셋째,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가 학습 과정의 격려자,학습자와 대화하는
자,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넷째,교사는 학생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발전 지향성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평가의 의미를 서열에 두지 말고 앎의 구성 여부에 두어 학습자 스
스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섯째,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자,학습자-학습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활발한 소집단 활
동과 토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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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교교교수수수․․․학학학습습습 지지지도도도안안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자기 주도적 학습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은 9단계로 구분된다.
1)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도록 한다.
2)간단한 시작으로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힘을 길러준다.
3)많은 질문을 유도한다.
4)증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참여 시킨다.
5)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다양한 변형,응용,증명)
6)수학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경험하게 한다.
7)수학의 실용성을 실감하도록 변화시킨다.그리고 구체적 조작물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공식을 유도하여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한다.
8)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접 학생들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자기 스스
로 생각해 보게끔 한다.
9)단순한 암기식을 이용하여 풀이를 요하는 문제 보다는 서술형 평가와 같
이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평가 하도록 한다.

333...222...111이이이진진진법법법
1.단원명
대단원 :Ⅰ 집합과 자연수
중단원 :3.십진법과 이진법
소단원 :§2.이진법



-15-

2.단원 설정 배경

수학이 현실세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고,또 문제는 잘 풀면서도 여기저기 숨어있는 이진법의 유용성
을 모른다.실생활에서 이진법은 어디에 쓰일까?
가장 간단한 예로 컴퓨터가 있다.컴퓨터나 계산기 등은 모든 정보를 이
진수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문자는 0과 1의 수열로 코드화하여 약속하면 된
다.예를 들면 아스키Ⅱ(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는 8비트 코드를 가지
는데,52가지인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0～9의 수,구두점,연산 부
호 등을 합쳐 28(=256)만큼의 8비트 코드가 있다.8비트(1비트는 0또는 1
한 개를 나타낸다)로 256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옛날 통신수단으로 쓰였던 모스식 전신 부호의 ․와 -,그리고 지금에 와
서는 슈퍼마켓의 굵고 가느다란 바코드에 이르기까지,이진법과 이를 이용
한 코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십진법
은 부담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진법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이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이 십진법
의 수를 직접 이진법 판에 놓아봄으로써 십진법의 수를 이진법의 수로 나타
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하여 이진법이 기본수로 2를 택한 기수
법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이진법 판에 올려놓은 결과를 이진법
의 수로 나타내어 각자 적어 보는 과정에서 자리판에 놓아진 결과를 이진법
의 전개식으로 표현하도록 돕고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는 자리의 값이 2배로
커진다는 이진법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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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도 목표
(1)10개씩 한 묶음으로 수를 나타내는 십진법을 이해하고,2개씩 한 묶

음으로 수를 나타내는 이진법의 원리를 알 수 있다.
(2)이진법의 뜻을 알고 자리잡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3)이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4)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십진법으로,십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이진

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5)이진법의 원리를 이해하고,십진법과의 관계를 알게 한다.또,이진

법으로 나타낸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4.지도상의 유의점
(1)수의 표현 방법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진법 이외에 이진법도
있음을 알게 한다.
(2)십진법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진법,이진법의 전개식
의 구성 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십진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3)이진법을 다루는 목적은 이진법 자체를 위해서 이기 보다는 십진법을
보다 깊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진법을 지나치게 심화하여 다루지
않도록 한다.
(4)이진수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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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기수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다룬다.

학습자 실태분석

1.실태 조사

질문지의 보기문항은 순서대로 ①항상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그렇다
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이다.질
문지는 12개의 문항이 각각 자신감(1번 문항,8번 문항),융통성(4번 문항,9
번 문항),의지력(5번 문항,10번 문항),호기심(2번 문항,6번 문항),반성(7
번 문항,11번 문항),수학적 가치(3번 문항,12번 문항)의 6개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번
호 질 문 백분율 (%)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수학 문제를 풀면 신이 난다. 82050148

2 나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싶
다. 2920416 4

3 나는 수학을 이용하여야만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2120271121

4 나는 문제를 풀 때,가끔씩 교사나 교과서에 제시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할 때가 있다. 512253523

5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나 학습할 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91732393

6 나는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12142719

7 나는 수학문제를 풀고 난 후 꼭 확인을 한다. 3204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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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태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가 있으며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답이 나올 때 까지 해결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자신감이 있고,어느 정도의 의지력도 있지만 다양한 사고를 다소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학에 대해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과 격려를 주는 수학 교사의 인내와 지속적
인 관심,노력이 계속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되리라 생각한다.

수업설계 :이진법

1단계.호기심을 자극하기
“여러분들은 누구나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신데렐라에게 좀
더 왕자님과 춤추고 이야기 할 시간이 있었더라면...1시간이 100분,1분이

8 나는 수학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211642813

9 나는 문제를 풀 때,참고서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풀이 방법을 강구하여 푼다. 6 9304114

10 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푸는 성질이 있다. 1245181213

11 한번 틀렸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 그 문제는 틀리지 않는
다. 152539183

12 누구나 수학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825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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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그렇죠?그런데 어째서 1시
간은 60분,1분은 60초일까요?

2단계,3단계.간단한 시작 및 질문하기

4단계.이진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끈다.

5단계.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다양한 변형,응용,증명)

6단계.수학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경험하게 한다.

7단계.수학의 실용성을 실감하도록 변화시킨다.그리고 구체적 조작물을 이
용하여 본다.
8단계.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접 학생들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한다.

9단계.평가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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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지도내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비
물,유의점)교사 학생

도입
(5분)

ㆍ인사
ㆍ출석점검
ㆍ전시학습
확 인

ㆍ인사/출석점검
-안녕하세요.
- 지난 시간까지 십진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
다.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
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 번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ㆍ(프리젠테이션)
-십진법으로 나타내기
-십진법의 전개식

ㆍ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할 때 점원이 바
코드를 찍는 것을 생각
하여 이진법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
게 유도한다.

ㆍ바른 자세로 인사한
다.

-네.

십진법단원
요점정리
ppt자료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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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지도내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
비물,
유의점)교사 학생

전
개
(29
분)

ㆍ학습목
표
제

시

․(화면에 학습목표 제시)
-그럼 이번 시간 배울 내
용을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자,화면을 보고 한 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시작! (일제히)

1.이진법의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2.이진법의 전개식을 쓸 수
있다.

-학습목
표를 화
면에 제
시

ㆍ탐구활
동

-13개의 바둑돌을 자리 값
에 맞추어 알맞게 늘어놓아
봅시다.표의 셋째 줄에는 그
위 칸에 바둑돌을 채웠으면
1,채우지 않았으면 0을 기록
합니다.즉,13은 ‘110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5개,10개,30개의 바둑돌
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 수 들을 0과 1을 사용하
여 나타내어 봅시다.

-바둑돌을 채우는 모형을 이
용한 탐구활동을 통해 이진
법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
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탐구 활동지를 해결해 본
다.)

학습자
료를
칠판에
부착

이 진 법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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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시
간)

지도내
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
비물,
유의점)교사 학생

전
개
(29
분)

ㆍ탐구
활동

-5개의 바둑돌을 24,23,22,
2,1의 자리값에 맞추어 늘어
놓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여
러분이 쉽게 할 수 있겠죠?
-철수가 한 번 말해 볼까요?

(

-자리값 22에 4개,자리값
1에 1개요

학습자료
를 칠판
에 부착

이 진 법
활동지

전
개

ㆍ탐구
활동

-좋아요.그럼 표의 셋째 줄
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나요?
-철수가 탐구활동을 잘 해결
했군요.
-한 번 만 더 해 봅시다.10
개의 바둑돌을 자리값 24,23,
22,2,1에 맞추어 늘어 놓으려
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
요?
-이번에는 용준이가 한 번 말
해 볼까요?

-정말 잘 했어요.그럼 마지
막으로 30개의 바둑돌을 자리
값에 맞게 늘어 놓고 바둑돌이
채워졌으면 1,채워지지 않았으
면 0을 기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1이요.

-자리값 23에 8개,자리
값 2에 2개를 놓으면 되구
요,10010입니다.

-자리값 24에 16개,23에
8개,22에 4개,2에 2개를
놓으면 30개가 채워지고요,
11110입니다.

학 습 자
료를 칠
판에 부
착

이 진 법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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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지도내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
비물,
유의점)교사 학생

전
개

ㆍ이진법의
뜻

-왜 하필이면 자리값이 24,23,22,
2,1일까요? 지금 나온 자리값들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진법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칠판을 한 번 봅시다.위에서 13
개의 바둑돌을 사용해서 자리값에 맞
추어 늘어놓은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ㆍ 이 법 의
뜻

13=1×8+1×4+1
=1×13+1×22+1×1

-이처럼 두 가지의 숫자를 이용해
서 자리가 하나 씩 올라감에 따라,
자리의 값이 두 배씩 커지게 정해서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진법라고 하
고 기호로 1101(2)로 나타냅니다.이
수를 읽을 때는 “이진법의 수 1101”
이라고 읽습니다.

(화면에
내 용 을
보 여 준
다)

ㆍ문제 1

그럼 문제 1번을 여러분이 직접 학습
지에다가 답을 적이 보세요.
(정답 확인)
-자,다 풀었으면 답을 한 번 말해
봅시다.
- (1)번은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면
얼마이죠?
-(2)번에는 ?
-좋아요.다들 잘했어요.

(학습지에 문제
푼다.)
-문제1

(1)1111(2)

(2)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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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지도내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
비물,
유의점)교사 학생

전
개

ㆍ이진법
의
전 개

식

-1101(2)는 읽을 때 이진법의
수 1101이고 자리값을 보면
끝에서부터 1의 자리,2의
자리,2의 제곱의 자리 2의
세제곱의 자리이고 거듭제곱
을 써서 나타내면
= 1×13+1×22+1×1그 리
고 위 식과 같이 나타낸 것
을 이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합니다.알겠어요?

ㆍ문제2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보면
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2.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공
책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
고,동원이와 동건이는 나와
서 (1)번과 (2)번을 풀어보
도록 합니다.
(문제 풀 동안 순회하며 풀이
지도)

-네

-네

(지명된 2인)문제 푼다.

ㆍ문제 2

(칠판의 풀이를 보며 지적사
항을 지적해 주고,주의 사
항을 다시 한 번 환기 시킨
다.)
-예,모두 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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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지도내용

학 습 활 동
비고
(자료,준
비물,
유의점)교사 학생

정
리
및
평
가
(10
분)

정리학습

형성평가

(핵심내용 정리)
-오늘은 이진법의 뜻,그리
고 이진법이 전개식에 대해
서 배웠습니다.
(문제제시)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어
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학습 내용을
잘 떠올리며 나눠준 형성평
가지를 풀어 봅시다.
-(형성평가지 정답확인)

- 70점 미만이면 보충문제
를,70점 이상이면 심화문제
를 해결해 보세요.

(형성평가지를 푼다
(각자 채점해 본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심화
혹은 보충문제를 해결한다.)

ㆍ과제제
시

- 우리 주변에서 이진법이
이용되는 것들을 찾아 어떻
게 이용되는지 조사해 오는
것을 숙제로 하도록 합니다.

차
시
예
고
(1
분)

ㆍ차시예
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십
진법과 이진법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
다.그럼,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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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제목 :이진법

1학년 ( )반 ( )번 이름 ( ) 조 이름 ( )
활동한 날 : 년 월 일 ( )교시
바둑돌을 다음 규칙에 따라 표에 채우고,0과 1을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어 보자.
① 모든 바둑돌을 표의 둘째 줄에 채운다.이 때,각 칸에는 바둑돌을 그 위 칸에 쓰인 개
수만큼만 놓는다.

② 표의 셋째 줄에는 그 위 칸에 바둑돌을 채웠으면 1,채우지 않았으면 0이라고 기록한다.

탐구 활동
1

바둑돌 5
개

자리값 24 23 22 2 1

바둑돌

0,1
표시

탐구 활동
2

바둑돌 10
개

자리값 24 23 22 2 1

바둑돌

0,1
표시

탐구 활동
3

바둑돌 30
개

자리값 24 23 22 2 1

바둑돌

0,1
표시

탐구 활동
4

위의 표를 이용해서 0과 1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수는 얼마
인가?
그 수보다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 값이 필요한
가?

정리 모든 자연수를 0과 1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여라.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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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실천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하여 보았다.자기 주도적 학습은 열린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며
현대 교육의 흐름 속에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자
신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 준다.이런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조절 능력을 신장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된다.높은 자기 효능감과 목표의식
을 가진 학생일수록 자신의 학습과정을 더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창
조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
7-가 단계의 이진법 단원에서는 기존의 진법변환과 계산위주의 학습에서 탈
피하여 실생활에서의 진법의 쓰임,구체적 조작물을 통한 다양한 체험을 바탕
으로 한 진법의 계산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개념을 이끌어
내어 스스로의 사고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여기서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경우 학습의 범위가 쉽고 단순한
영역에만 국한 될 수 있다.학생이 흥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
루어지고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이 찾은 내용을 정리하도록 돕
는다는 것은 시간과 학습 면에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또한 주어진 환경에
서 얼마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가능할지,그 제시된 학습내용을 혼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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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능력별로 실행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교사의 역할이다.자기 주도적 학습이 완전한 학습 방법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 오던
교사에게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의 구체적인 방법과 지도법이 전달되지 않은
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학습에 혼돈을 느낄 것이
며 학습활동에 대한 방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첫째,교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양성
이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입장에서 정보 제공과
지도를 맡아야 할 것이며,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야 한다.
셋째,학교는 학습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등 기초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이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
날 수 있는 자율성과 의존성에 대한 마찰과 같은 문제는 교사의 진취적인 사
고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중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아무래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습 효과 또한 높을 것
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
로 다할 때에 비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으로서의 자기 주도



-29-

적 학습은 여러모로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지금까지 지속적으
로 각광받고 행해져 오진 못하였다.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도 도입 이전에
기존의 교사 중심 수업 방법과의 연계를 통해 많은 대상을 가지고 실험해 보
아야 할 것이며,이를 통해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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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aaassseeedddooonnnbbbiiinnnaaarrryyynnnuuummmbbbeeerrrsssyyysssttteeemmm oooffffffiiirrrssstttgggrrraaadddeeeiiinnnmmmiiiddddddllleeesssccchhhoooooolll

Parkmin-ah
MajorinMathematicsEducation

GraduateSchool,KoreaMaritimeUniversity

Thispaperisinventivedepartinginexistenttraditionaleducationmode
toadaptinagethatischangingfast,andbe,learnercenter,incritical
mindthatisnecessarybegin.
Imeetonrequestofinfo-ageofinitiativefosteringand21C thatis

targetoftheseventhcourseofstudyandopenteachingappeared.Open
educationmeansisconvertedfrom caterercentereducationtoeducation
oftheconsumercenter.Thatis,student'seachpersondoessothatown
can foster own synthetic troubleshooting ability as leading through
variousclassextensionthatisfitinpersonalityandabilityofstudents
unliketraditionalclassmethod.Pointisdoascanstudybyastud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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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ofteacherleadingthatistraditionaleducationmethodinopen
education.
Imustthinkdeeplywhethertopracticehow atwholeprocesswith

wavefrom beginning vivifiespersonalityandcharacteristicofchildren
and respect.And I must reconstitute course of instruction slowly
gradually from teacherand subjectarea from simplething.Thatis,
whetherprofessor-inthanlistsorpresentstheoryinstudyingmethod
actuallyclassroom classprofessorofcertainform -busyworkmaybe
higheducationeffectthatessentialpointputandshoulddevelopsandis
fitindevelopmentmatrixsothatprofessor-busyworkcanbespread
guidanceplandesignmust.Forwardteachingdoestoform ownleading
studyingpowerbylearnerthroughstudyingofthelearnercenter,Imust
allow purpose though society does to equip charging creative own
estimationpowerthefuture.
Takesintoaccountindividualvariationinabilityofstudents,aptitude,

need,interestetc.to achievethesepurposeand maximizesstudent's
each person's growth potentialand efficiency of education through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ourse of study of course
autonomously organizing and operate student's basis,establish basic
learningpower,andteachabilitythatownam leadinginmaximum height
make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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