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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습이론

1. 행동주의 학습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인지주의 학습이론

  1)형태주의 심리학(√)

  2)초기의 인지학습이론(√)

2.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강화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

-강화이론에 대한 비판: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나온 개념이다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학습만 설명 가능하다

-반두라(Bandura, 1925~    ) 

  인간의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관찰함으로 가능하다

-행동주의에서 출발 ->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

1) 관찰의 효과

(1) 학습

-모델의 행동을 보고 학습: 모방학습(modeling)

-내가 직접 해 볼 필요가 없다 -> 시간의 절약, 위험 부담의 감소

-나쁜 행동도 학습할 수 있다. 

-모델링의 효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동성 > 이성

     사회경제적 지위 높은 사람 >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사람

     비슷한 연령대 > 다른 연령대

     칭찬 받는 사람 > 벌을 받는 사람

(2) 억제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처벌을 받으면, 관찰자는 그 행동을 모방하지 않는다

(3) 해지

-자신이 하고 싶었으나 억제해 왔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무사히 하는 것을 관찰함 

으로써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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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 -모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

↓

파지 -관찰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억

↓

재생
-저장된 기억을 재생

-실제로 실행해 보는 단계

↓

동기유발 -관찰을 통해 학습된 행동이 강화를 받아 지속성이 유지됨  

행동주의 인지주의

자극과 반응의 연합 기억이나 주의와 같은 복잡한 인지과정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 내적 인지구조의 변화

행동 그 자체가 학습됨 지식이 학습되고, 이것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옴

강화에 의한 행동의 변화 강화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강화가 학습의 핵심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기존 지식의 양과 관련이 있음

통제된 실험실 상황 다양한 실제 학습상황

(4) 촉진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이었지만 잘 하지 않고 있던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

로써 따라하게 되는 경우

2) 관찰학습의 과정

  

-직접(direct) 강화: 관찰 학습이 일어난 학생에게 직접 강화하는 것

-대리(vicarious) 강화: 다른 사람이 보상 받는 것을 관찰하고, 마치 자신이 그 

  보상을 받는 것처럼 강화되는 것

-자기 강화(self-reinforcement): 타인으로부터 강화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그 행동을 하는 것 

3. 인지주의 학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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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

-베르트하이머(Wertheimer)

-사물에 대한 인식은 조각의 합이 아니라 조직된 전체의 형태(gestalt)를 지각하는 

것

2) 초기의 인지학습이론

(1) 쾰러(Köhler)의 통찰학습

-통찰(insight): 전체와 부분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침팬지 실험: 반복적인 시행착오 보다는 무관했던 요소들을 

  유의미한 전체로 재구성함으로 문제를 해결 

-일종의 "aha experience"를 경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됨

(2) 레빈(Lewin)의 장(field) 이론

-생활 공간(life space): 심리적 공간

                     개인의 경험하는 모든 심리적 사실들의 총체 

-B=f(P,E):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생활공간의 함수

-학습은 생활공간 속에서 인지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것

(3) 톨만(Tolman)의 기호-형태(sign-gestalt) 이론

-인지행동주의자(cognitive behaviorist): 기대와 주의와 같은 인지적 과정은 관찰가

능한 외현적인 행동으로 알 수 있다.

-학생은 특정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expectation)를 학습한다. 

-학생은 어떤 sign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떤 sign이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을 학습

한다. 

-이러한 s-s 연합이 인지구조에 자리잡히면 나름의 인지도(cognitive map)가 생기고 

이 인지도에 따라 학습자는 행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