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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여러 텍스트를 읽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담화 통합을 구성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담화 통합 

활동이라 개념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담화 통합 활동 수행 양상을 분석하

였다. 

담화 통합 활동에서 필자는 자료 텍스트를 읽을 때 그것의 내용 이해만을 목적으

로 하지 않고, 자신의 글에 유용하게 쓰일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택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택 정보를 

초점화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해석을 함께 더하여 선택된 정보의 의미를 정교화 

하면서 정보를 생성하며, 이를 자신이 작성할 텍스트의 구조에 맞도록 내용을 조직

한다.

설명 텍스트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지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

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에 비해, 논증 텍스트는 필자 자신의 견해에 

의혹을 갖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주

장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

증적 글쓰기에서 필자는 자신의 논증 구성을 위하여 자료 텍스트로부터 자신의 관점

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반박을 고려해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정보

를 선택한다. 그리고 논증 맥락에 따라 정보를 초점화하고 선택 정보에 자신의 지식, 

경험, 해석을 더하는 정교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의미를 구성하여 논증 구조

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논증을 발전시킨다. 

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담화 통합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기 위해, 서울의 P중학교 2학년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읽기 활동을 수행한 결

과물과 논증문 쓰기 결과물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 분석은 학

습자들의 정보 선택, 정보 생성, 정보 조직의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41%의 학습자가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읽기를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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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학습자의 84%가 학습자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어휘

만 바꾸는 수준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에 미숙하였고, 17%는 필자

의 지식, 경험, 해석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으며, 61%가 반박 논증을 고려하지 않

는 소극적인 논증 구성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자신과 같은 관점을 드러내는 자료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의 자료 텍스트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 활용에 대한 인식 

높이기, 타당한 논증 구성을 위해 자료 텍스트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초점화 하고 필

자의 지식, 경험, 해석 등과의 관계 형성 등의 정교화를 통한 내용 생성하기, 논증 

행위를 중심으로 한 논증 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 재구성에 따른 논증 구

성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자기조절전략발달

(SRSD) 모형, 사고 구술을 활용한 비계로서의 교사 시범, 자기조절 질문을 활용한 

학습자의 독립적 수행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담화 통합 연구는 그 연구 사례도 적을 뿐더러, 특히 학습자들의 양상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나 그 교육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

한 점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담화 통합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 기존 담화 통합 

관련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논증적 텍스트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담화 통합, 담화 통합 활동, 논증적 글쓰기, 정보 선택, 정보 생성, 정보 

조직, 자기조절전략발달(SRSD) 모형, 자기조절 질문

학번 : 201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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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의 양상을  분석

하여, 이를 토대로 그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는 쓰기와 읽기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합적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은 읽기와 쓰기를 모두 의미 구성 행위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

화에서 시작되었다. 인지구성주의가 대두되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는 읽기와 쓰기

를 서로 상반된 별개의 행위로 인식하여 쓰기를 문자를 활용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기를 문자로 표현된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읽기

와 쓰기를 수동적이고 단선적인 과정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인지구성주의적 관점

이 등장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사고) 과정에 대해 주목하였고, 읽기와 쓰기를 완성된 

의미의 나열이나 수용의 차원이 아닌,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지구성주의의 관점 아래에서, 쓰기는 필자가 자신의 인지적 표상을 텍스트로 번역

(translate,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Nystrand, 2006: 11-18)이고, 

읽기는 ‘텍스트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정(Ruddell, 2001: 

84)’이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를 의미 구성이라는 공통된 교집합을 갖는 의미 구성 

행위로 바라보게 되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읽기와 쓰기를 의미 구성이라는 공통적 자질

을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complimentary) 행위(김정자, 2008: 254)로 바라보는 인식

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읽

기와 쓰기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흐름 아래 담화 통

합 연구가 제안되었다.

담화 통합(discourse synthesis)은 Spivey(1984)에 의해 제안된 용어로 여러 자료

를 읽고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Spivey, 1997: 146). 

그는 의미의 구성성(constructiveness)1)에 입각하여 읽기와 쓰기를 모두 구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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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였다(Spivey, 1997/2009: 17-20). 읽기는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make-meaning-from)이며 쓰기는 텍스트를 위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

(make-meaning-for)이다(Nelson, 2001)2). 담화 통합은 이 둘이 혼합되어(hybrid) 있

는 것으로, ‘필자가 다수의 자료로부터 추출한 재료를 통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

성하는 읽기와 쓰기 행위’(Nelson, 2001: 379)3)이다. 이는 기존의 쓰기와 읽기를 분리

하여 개별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모두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후 담화 통합 연구는 ‘자료 기반 

쓰기(writing from sources)’나 ‘쓰기를 위한 읽기(reading to write)’ 등과 그 연구의 

맥락을 같이 한다. 

담화 통합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거기서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

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과정을 요구한

다. 담화 통합을 통해 생산된 텍스트4)는 자료들로부터 선택한 정보가 물리적으로 결

합된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이윤빈, 2013: 3), 담

화 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필자는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자료들의 상호텍스

트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담화 통합의 글쓰기는 점차 고학년이 될수록,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식성을 

요할수록 더욱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보고서나 설명문, 논증문, 학술 논문 등의 글쓰

기는 일기와 같이 개인의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적 글쓰기와는 달리, 다양한 자

료들을 읽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통합하여 자신만의 텍스트를 

구성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글쓰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빈번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담화 통합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

한 교육적 논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5), 담화 통합을 수행하는 학습

1) Spivey(1997/2004:17-18)는 구성성에 대해 Pribram(1971)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정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대상을 생산적으로 다

시 고쳐놓거나 다시 조직하거나 다시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p.32)

2) Nelson은 Spivey가 1998년 이후 사용한 이름이다. 

3) 담화 통합 개념에 대한 정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ct of reading and writing wherein a 

writer integrates material from multiple sources to create a new text”

4) 이후 담화 통합 텍스트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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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수행 양상에 대한 분석을 담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6). 그러나 교육의 대

상으로서의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설계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수행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담화 통합 활동은 담화 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로, 담화 통합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차원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읽기 자료를 읽고 이

로부터 정보를 선택 통합하여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 담화 통합 과제에서, 필자들이 

읽기 자료로부터 정보를 선택, 생성, 조직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담화 통합 활동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담화 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을 분석의 대상

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담화 통합 과제를 수행할 때 생산해야 할 장르로서 논

증적 텍스트를 그 대상 장르로 삼았다. 논증적 텍스트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근거

를 대는 시도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필자 자신의 생각을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는 문제 상황에 

따른 자신의 관점을 설정한 이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자신의 관점에 맞

게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필자는 논증적 

텍스트를 쓰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참조하면서 자신의 논증 텍스트를 작성하게 된

다. 이때 여러 자료들로부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는 활동, 이를 자신의 관점

에 맞게 재구성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거 찾기, 찾은 근거에 자신의 해석을 더하여 의미를 재조직하고, 이를 재구성

하여 논증을 구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논증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담화 통합 활동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담화 통합 활동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

다.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담화 통합 활동의 실제적 양상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학습자

5) 다중 텍스트의 활용과 그 교육적 방안에 대한 논의(김도남, 2001)나, 자료 기반의 쓰기 교육을 위

한 자료 제시의 유형에 관한 연구(박영민, 2003)와 읽기-쓰기 통합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김명

순, 2004; 김혜정, 2004; 이재승, 2004; 이연승, 2008; 이재기, 2012; 최숙기, 2012), 그리고 그에 대

한 교육적 방안의 모색(김봉순, 2004; 김정자, 2008) 등의 연구가 있다.

6) 학습자의 담화 통합 수행 양상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로는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윤

빈(2013)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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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담화 통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담화 통

합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후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외 주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

고, 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읽기-쓰기 통합

으로서의 담화 통합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 장르적으로 논증적인 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와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1) 담화 통합 관련 연구

지금까지의 국내외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국외의 경우에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담화 통합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었고, 국내의 경우는 2000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담화 통합에 관한 연

구는 국외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최근 시작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로 고

려되는 것이 바로 Spivey(1984)이다. Spivey는 ‘담화 통합(Discourse Synthesis)’이라

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이를 ‘필자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그와 관련된 자

신의 고유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7). 그는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

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텍스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에 주목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담화 통합이란 용어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보다 

직접적인 목적으로 텍스트를 사용하는 문식적 행위에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7) “Discourse Synthesis is the process in which writers are engaged when they read multiple 

texts and produce their own related texts.”(Spivey, 1984/199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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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텍스트를 읽기 연구의 담화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고, 필자들이 통합 행위에서 조직, 선택, 연결의 변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함을 

밝혔다.

이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Spivey & King(1989)에서는 6, 8, 10학년 학생 60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읽기 능력에 따른 담화 통합 수행에 대한 발달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 결과 발달 단계(학년)보다도 읽기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담화 통합 수행의 

질이 정적(正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Spivey의 일련의 연구들은 읽기와 쓰기가 연계된 담화 통합 연구의 시작을 이끌

었고, 읽기-쓰기의 활동이 인지적으로 상호적이고, 선택, 조직, 연결이라는 인지적 과

정으로 구성되며, 그것이 텍스트의 최종적 질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러나 Spivey의 연구는 그 분석 단위가 매우 미시적이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실제 교육에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담화 통합의 대상 텍스

트 및 생산 텍스트가 정보전달적 텍스트에만 국한되었고, 텍스트의 표면 구조만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Spivey의 연구 이후, 담화 통합의 연구는 ‘쓰기를 위한 읽기(reading to write)’, 

‘자료 기반 쓰기(writing from sources)’ 등으로 그 용어가 변화하면서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Flower et al(1990)에서는 ‘Reading-to-Write’라는 주제 하에 읽기와 

쓰기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읽기를 기반으로 한 쓰기가 비판적 문식성

(critical literacy)을 길러주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Flower et al(1990)은 

‘Reading-to-Write’가 ‘reading in order to write’를 의미하며, ‘쓰기를 위한 읽기’에

서의 ‘과제표상(task representation)’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

다. 과제 표상은 쓰기 과제가 부여된 수사적 상황 속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자 자

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필자는 쓰기 과제에 대한 표상을 바탕으

로 하여 읽기가 진행하고, 이러한 읽기를 통해 사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에 임하

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Flower의 연구는 담화 통합의 연구 주제를 드

러내고 있으나, 실제 연구의 성과는 ‘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Flower의 연구가 읽기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후의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쓰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McGinley(1992)는 담화 통합의 

전체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읽기 및 쓰기 행위의 패턴을 고찰하였다. 7명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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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화 통합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사고 구술 프로토콜(think-aloud protocol)

의 분석을 통해 McGinley는 담화 통합의 수행 과정이 거시적으로는 순차적(linear) 

패턴으로, 미시적으로는 회귀적(recursive)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부분의 담화 통합에 관한 연구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과 달리 Lenski 

& Jonhns(199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른 연구와는 다르

게 이 연구에서는 자료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주제에 대한 여러 자료

를 직접 찾아 읽고, 그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학생

들의 수행을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순차적(sequential), 나선적

(spiral), 회귀적(recursive)이라는 담화 통합의 패턴을 보이며, 회귀적 패턴에 의한 

쓰기 결과물의 수준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유럽에서 연구된 Mateos & Solé(2009)에서도 재확인 된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45명을 대상으로 담화 통합 수행을 실험한 결

과, 수행 과정 복잡성(complexity of procedures)이 연령, 쓰기 능숙 정도와 정적 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옥

년(2007)은 담화 통합에서 읽기의 성격과 전략을 기존의 국외 문헌을 정리하는 수준

에서 보고하였고, 김명순(2004), 김혜정(2004), 이재승(2004), 이연승(2008), 이재기

(2012), 최숙기(2012)의 경우 읽기-쓰기 통합 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

다. 김도남(2001)은 쓰기 교육에서 다중 텍스트의 활용한 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박영민(2003)은 자료를 활용한 쓰기 교육에서 텍스트 선정과 관련하여 자

료 텍스트의 관계 유형을 밝혔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담화 통합에 대한 문헌을 중심

으로 한 이론적 고찰에서 그쳤다.

담화 통합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로는 박소희(2009)와 이윤빈·

정희모(2010), 이윤빈(2013)을 들 수 있다. 박소희(2009)는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텍

스트에 대한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

윤빈·정희모(2010)는 담화 통합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학습자들

이 생산한 텍스트의 유형을 밝히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텍스

트 구성 양상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윤빈(2013)이 유일하다. 이

윤빈(2013)은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통합을 통한 텍스트 구성 양상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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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과제 표상과의 연관성 아래 연구하였는데, Flower et al.(1990)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국내에서는 잘 시도되지 않는 사고 구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이전 연구

들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담화 통합 연구에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의 이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에 비해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보다 구체성을 

띠면서  담화 통합 관련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논증적 글쓰기 교육 관련 연구

국내에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1986년도에 실시된 대학별 논술

고사의 도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

할 때, 이때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논술’이라고 하는 대학입시에만 통용되는 특수

한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논술고사의 성격을 밝히거나 논술고사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 논술고사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등을 다루는 것 등이 대부분이었

고,8) 본격적인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원진숙(1994)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다. 

원진숙(1995)은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실

천적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처음으로 논의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혜영(2008)은 텍스트성을 기준 삼아 논술 시험의 답안 텍스트를 분석

하여 그 구조와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에 기반한 객관적 기준을 추출

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공 상태의 논증적 텍스트 결과물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갖는 한계가 있지만, 논증적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언

어적 요건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증의 구조나 도식을 중심으로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을 마련한 연구로는 민

병곤(2004), 주재우(2011) 등을 들 수 있다. 민병곤(2004)은 여러 논증 이론을 살펴 

8)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진권(1985), 논술고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no.53

김봉군(1985), 논술의 원리와 기법, 국어교육 no.53

박갑수(1985), 논술고사의 평가, 국어교육 no.3

황정규(1985), 대학입시 논술고사의 전망과 대처,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

김태엽(1986), 논술문 짓기 지도에 대하여, 나랏말쌈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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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을 위한 논증 이론의 지향점을 밝혔다. 그는 논증을 의사소통 행위로 간주

하고, 논증 교육의 목적이 논증적 텍스트 운용 능력의 신장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6, 8, 10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증 텍스트의 생산 과정과 토론 담화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발달적 연구를 통해 논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 언

어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논증 교육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국내의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발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논제의 성격

에 따른 논증 도식 사용의 관련성과 논증 도식의 다양성과 텍스트의 질적 수준 간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논증 교육의 내용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추출함

으로써 논증 교육 자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재우(2011)는 고전 산문 양식인 ‘설(說)’을 활용하여 설득적 글쓰기9)의 교육 내

용을 추출한 연구로, Toulmin의 논증 모델을 참조하여 설(說)에 나타난 논증의 내적 

질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설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서

양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논증적 글쓰기 교육 상황 속에서 우리 고전에 나

타난 논증적 글쓰기의 전통을 조명함으로써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설득 문화의 

자질을 새롭게 발견하고, 오늘날 논증 교육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증적 글쓰기의 교수․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마련한 

연구로는 이영호(2012), 김정연(2012)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영호(2012)는 학습과 

논증적 글쓰기가 탐구와 발견을 모두 중시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습과 관련된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논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교과의 

학습과 논증적 글쓰기를 연계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과 논증 능력을 모두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내용 생성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협의토론 전략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

냐하면 배경지식이나 경험의 정도가 낮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의 토론이 충분

9) 논증적 글쓰기와 설득적 글쓰기의 분류는 그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설득적 글쓰

기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이고,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이다. 

때문에 설득적 글쓰기는 그것의 설득적 기제가 논증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그것의 에토스, 파토스도 고려하지만 그 중심은 로고스, 즉 메시지에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설득적 글쓰기와 논증적 글쓰기를 비슷한 개

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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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와 지식의 획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연(2012)은 설득적 글쓰기에서의 고쳐 쓰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 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

득적 글쓰기에서 텍스트의 타당성, 응집성, 합리성의 준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증 이론으로부터 탐색하여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준거 지향적인 글쓰기 

교육 내용과 함께 설득적 텍스트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 실증

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 초기에는 대부

분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이후 과정 중심 쓰기 이론

을 바탕으로 한 전략 중심의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 신수사학에 입각한 새로

운 논증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증 도식이나 논증 구조에 관한 연구들과 사회적 구성

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3) 본 연구의 위치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론적 논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증적 차원의 연구들도 담화 통합의 결과로 나타난 텍스트의 

구성 양상이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수행 

양상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의 분석 연구에 있어서도 그 분

석 대상이 정보전달 텍스트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담화 통합 과제는 정보전

달 텍스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담화 통합 과제에 대한 접근

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도, 텍스트 양상의 분석이나 

논증 도식, 논증 구조 등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논증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빈약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전달 텍스트가 아닌 논증적 텍스트

를 담화 통합 과제로 제시하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담화 통합 수행 양상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담화 통합 활동 

양상의 분석은 담화 통합 연구에서 부족한 실증적 연구 분야를 보완하고,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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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도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논증적 글

쓰기에서 학습자들의 자료 활용이 논증 구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논증 구성 과정과 담화 통합 활동에 대한 구

체적인 양상은, 담화 통합과 관련한 현재 중등 학습자들의 쓰기 수행 수준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논증적 글쓰기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 양상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담화 통합 활동을 통

한 논증적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에 따른 읽기 활동의 결과물과 쓰기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의  P중학교 2학년 학습자 108명

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 시간에 수행 평가 과제로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 시간을 통해 논증 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수업에서 논증문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 상태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단원과 관련된 수행 평

가로 논증적 글쓰기 과제를 부여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상 학급 총 인원 131명 중 과제 미제출자 및 미완성자를 

제외한 총 10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논증적 글쓰기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총 1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본 연구를 위

해 학습자들이 활동한 읽기 자료(108편), 학습자들이 작성한 논증문(108편), 사후 설

문지(108편), 학습자 인터뷰의 자료(11명)를 수집할 수 있었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수행 평가를 위해 제공된 읽기 자료는 상호

대립적 관점을 드러내는 유형의 자료로 제시하였다10). 박영민(2003)에 따르면 상호

10) 학습자에게 제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책은 테크놀로지 혁신의 역사다, 『책의 미래』, 장기영, 그린북아시아, 2012,

② 종이 책 읽기의 즐거움, 동아일보 문화 칼럼, 김무곤, 2011.11.12.

③ 전자책과 종이책, 그리고 교육, 경향신문 과학오디세이, 조환규, 2013.12.8.

④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 활용성, 디지털타임스 DT시론, 곽덕훈,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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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자료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전개하는 텍스트들로 구성

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텍스트 구성은 텍스트 간의 갈등적 내용으로 인해 간극이 발

생되고, 필자(독자)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활동을 촉

진하게 된다. 담화 통합 과제에서 필자는 자신의 텍스트 의미 구성을 위해 자료 텍

스트를 통합하고 변형하는 능동성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역동성은 필자의 쓰기 능력

의 발달을 수반하여 쓰기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박영민, 2003: 7-8). 또한 2011 개

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3학년군의 쓰기 성취기준인 “(4) 의견의 차이가 드

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에 대한 글의 자료 예

시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제

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읽기 자료 선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

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쓰기를 목적으로 한 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

였다. 학습자들은 담화 통합의 글쓰기를 위해 먼저 읽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읽기는 이해를 위한 읽기가 아닌 텍스트에 사용할 정보를 탐색하는 정보 탐색적 읽

기이다. 읽기 자료에 학습자들이 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읽기 활

동 양상을 분석하였고, 그러한 활동이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읽기 과정에서 선택된 정보와 필자의 지식, 경험, 해석 등과의 관계화에서 정

보를 변형하면서 내용을 생성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자료 텍스트의 정보가 어떻게 

변형되어 기술되는지와 이러한 기술 과정에서 읽기-쓰기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자료 텍스트의 정보 변형은 Campbell(1990)과 이정우(2011)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베껴쓰기, 옮겨쓰기, 줄여쓰기, 풀어쓰기, 엮어쓰기, 덧붙이기, 통합하

기, 도약하기’의 8가지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자들의 텍스트 진술을 분

석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 학습자가 선택한 정보를 텍스트에 조직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가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텍스트의 정보를 어떻게 활

용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위한 논증 구조 모형은 Williams & 

Colomb(2007)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주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인식 및 반

박의 논증 요소 구성을 위해 학습자들이 필자 정보와 자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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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글쓰기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담화 

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담화 통합과 담화 통합 활동

의 개념을 밝혔다. 이후 담화 통합 활동의 일반적 개념을 논증적 글쓰기에 적용하여, 

장르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구체화된 담화 통합 활동의 구성 내용을 설정하였다.

III장에서는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한 학습자들의 수행 결과

물을 분석하였다. 읽기 자료의 활동 결과물과 쓰기 결과물, 그리고 학습자 인터뷰에

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을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

기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V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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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담화 통합 활동의 개념과 특성

1) 담화 통합과 담화 통합 활동의 개념

(1) 담화 통합의 개념과 관련 연구들

Spivey(1984)는 담화 통합을 필자가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관련된 자신

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 했다(Spivey, 1997/2004: 243). 이는 

필자(이자 독자)가 자신의 글을 쓸 목적으로 다른 글들을 읽고, 그것의 해독과 해석

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텍스트를 위한 의미를 

구성해내는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화 통합은 읽기와 쓰기의 상호 관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세기 말 

이래로 읽기와 쓰기가 상호 연관된 활동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이 둘을 통합적으

로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Quinn, 1995), 1980년대 중반

에 이르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문식성 연구의 한 축으로서 담화 통합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Langer & Filhan, 2000).

담화를 통합하여 자신의 글을 산출한다는 개념의 담화 통합은, ‘통합’이라는 인지 

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Spivey는 자신이 담화 통합의 용어를 제안할 때 ‘통합’의 개

념을 Bloom(1956)이 고안한 ‘교육 목표 분류표’의 인지적 목표 유목에서 차용했다고 

밝혔다. ‘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통

합(synthesis)11), 평가(evaluation)’로 이루어져있는 Bloom의 인지적 교육 목표는 지

11) Bloom의 교육 목표에서의 synthesis는 주로 ‘종합’으로 번역된다. discourse synthesis의 경우도 

번역자에 따라 담화 종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에서의 용어 통일을 위해 ‘통합’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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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평가로 갈수록 더욱 고차원적인 인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2). Bloom에 따

르면 통합은 어떤 부분이나 요소들을 하나의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으는 

정신 작용이다. 이해, 적용, 분석의 경우는 주어진 자료를 더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

되는 반면, 통합은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로부터 새로운 내용 요소를 끌어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구조나 패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통합의 의미는 ‘요약’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Keene & 

Zimmermann(2007)은 통합과 요약의 비교를 통해 ‘통합’이 기존의 텍스트에 없는 새

로운 구조나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요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의미의 혁명(the 

evolution of meaning)’인 최상위의 인지 전략이라 하였다.

또한 담화 통합은 기존의 텍스트를 통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산출해내는 것으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한 연속체로서의 문

장들이 형태나 의미에서 다른 연속체로서의 문장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405). intertextuality라는 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서로 영향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Kristeva가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13) 후기구조주의자들인 Barthes, Derrida 등에 

의해 그 개념이 더욱 정교화 되었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의미 구성 행위자인 인간

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저자와 독자를 해체하고, 상호텍스트성이 독자와 필자로부

터 독립된 상태에서 더욱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pivey, 1997: 

153). 쓰기의 근원이 저자가 아니라 상호텍스트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상호텍스트성은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독자와 필자의 역할

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와는 맞지 않는다. 때문에 Spivey는 상호텍스트성을 사람들에

게 형성되고 인식되며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Spivey, 1997: 153). 즉 다양한 자료들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12) Bloom의 인지적 목표 유목에서 ‘통합’ 이후에 ‘평가’의 유목이 있는 것에 대한 위계성에 대한 논

란의 여지가 있었다. ‘통합’ 이후에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통합’의 의미가 단지 한데 모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통합’과 ‘평가’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Anderson et al(2001/2005:346-348)은 이에 대해 ‘통합’과 ‘평가’의 순서를 바꾸고, ‘통합’을 ‘창안

(create)’로 변경했다. 이는 ‘통합’이 단순히 하나로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평가

를 토대로 새로운 전체를 구성해내는 창조적 인지 작용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13) 상호텍스트성이 Kristeva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기는 하나, 그러한 개념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Allen, 2000). 의미 구성과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호를 사용해야 하기 때

문이다. Bakhtin의 ‘다성성(Heteroglossia)’도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현상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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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피기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독자나 필자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담화 통합은 그 철학적 기반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

에 두고 있다. 구성주의는 주체에 의한 ‘구성(construct, 構成)’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지식을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가 아닌, 개인의 선험적(先驗

的) 지식이나 경험 등에 의해 해석되고 파악된 주관적 경험의 산물로 바라본다. 구

성의 주체가 개인인가 사회인가에 따라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로 변별하기

도 하지만, 그 기저는 지식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거부하고, 그것이 생

성되는 맥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정리하자면 담화 통합은 필자가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고유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러한 담화 통합은 기존의 텍스트들이 모여 새로운 하

나의 텍스트를 형성해내는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며, 필자(이자 독자)가 읽기와 쓰기

를 통해 여러 텍스트들을 다루며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2) 담화 통합 활동의 개념

담화 통합 활동을 범박하게 말하자면, 담화 통합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활동이라 하겠다. 먼저 국어 교육에서의 ‘활동’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 

통합 활동의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김명순(2003b)은 ‘활동’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행동’과 ‘행위’와의 비교를 통해 ‘활

동’의 개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활동’은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동

이면서, 행동의 당사자적 개념인 행위에 대해 운동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

일한 목표를 단위로 하여 묶인 일련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양상’이다(김명

순, 2003b: 110-116).

국내에서 ‘활동’의 개념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론적 배경을 Vygotsky로부터 찾을 수 있다.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과 ‘내면화’라는 두 

개념을 통해 학습을 설명한다. ZPD는 개인 간 심리 기능에서 개인 내 심리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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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이 일어나는 역동적 영역을 의미하며, 내면화는 학습 행동이 외적 표현과 동

일한 구조나 초점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신 내부로 변화해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

다. Vygotsky는 ZPD에서 내면화를 거쳐 발달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오늘의 ZPD

는 적절한 교수(instruction)을 통해 내면화를 거쳐 발달하고 내일의 실제적 발달 수

준에 이르게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의 변증법적 순환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

데14), 이때의 발달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점점 복잡한 영역으로 전이되어가는 의식

의 재조직을 의미한다15). 인간의 학습과 발달은 개인의 의식이 주체적으로 개입된 

활동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활동을 통한 의식이 변증

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식에 의해 활동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활

동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고 발전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구체화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화

되었다는 것은, 실제와 유사하고 추상성이 최소화된 교육적 변환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이 ZPD에서 내면화를 거쳐 발달에 이르게 도와주는 비계

(scaffolding)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자.

(ㄱ) 1. 다음 자료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자료 1, 2, 3, 4 제시)

      (1) 자신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에 대해 발표해 보자.

      (2) 인터넷 게시판에 ‘공정 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친구들을 설득하는 글을 써 

보자.

(ㄴ) 2. 다음 자료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자료 (가), (나) 제시)  

      (1) (가)와 (나)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가)와 (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보자.

<Vygotsky 공간>

14) 이러한 Vygotsky의 개념을 도시화한 것이 ‘Vygotsky 공

간’(Gaveleck & Raphael, 1996: 186)이다. 이 그림은 내면화를 

통한 발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곡선의 움직임이 나

선형의 전방향(前方向) 진행을 보이면서, 곡선이 출발점으로 다

시 돌아오지만, 원래의 자리가 아닌, 차원을 달리한 새로운 자리

로 돌아오는 변증법적 순환을 잘 보여준다.(김명순, 2003a:159)

15) 이상의 Vygotsky에 관한 논의는 김명순(200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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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를 글의 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인가?

위의 (ㄱ)과 (ㄴ)의 학습 활동16)은 모두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작성하는 활

동이다. 그러나 (ㄱ)은 자료를 읽고 활동해 보자고 제시하였으나, (1), (2)의 활동이 

자료를 읽고 그것을 쓰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안되어 있지 

않다. (1)에서 ‘여행의 의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앞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 (ㄴ)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해보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ㄱ)보다는 (ㄴ)이 구체화된 활동을 

유도해내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ㄱ)의 방식보다는 (ㄴ)의 방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ㄴ)의 학습 활동은 학

습자가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쓴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1)내용을 정리하고, 

(2)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구체적 활동을 설정하여, 학습자가 이러

한 활동의 수행을 통해 좀더 나은 쓰기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 통합이 여러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텍스트를 만

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면, 담화 통합 활동은 이러한 담화 통합을 위해 

구성된 구체적 활동이라 볼 수 있다. 

2) 담화 통합 활동의 특징

(1) 쓰기의 하위 과정으로서의 읽기 활동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재료를 통합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만드

는 담화 통합은 읽기와 쓰기를 모두 의미하지만(Nelson, 2001), 담화 통합에서의 읽

기는 읽기 연구에서의 읽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읽기 연구에서는 읽기의 목적

은 읽기 대상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읽기 연구에서는 읽기의 과정을 기호해독

16) 윤여탁 외, 국어(상), 미래엔컬처그룹, pp.201-205



- 18 -

(phonic decoding)과 이해(comprehension)로 대별하고, 읽기 능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호 해독에 이해로 나아간다고 본다17). 그러나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읽기는 그 목

적이 읽은 내용의 활용에 있다. 이는 쓰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읽기를 수행한다는 의

미이다. 

쓰기를 위한 읽기는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읽

기이다(Flower et al, 1990).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읽기는 쓰기 과정을 구성

하는 하나의 하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Kennedy(1985: 439-440)에서도 

Anderson(1980)의 ‘연구 유형의 읽기 모형(model of study-type reading)’에서의 읽

기후 과정과 Flower & Hayes(1980)의 ‘쓰기 과정 모형’의 계획하기 과정이 일치하

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 자료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필자

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 텍스트를 활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는 쓰기의 내용 생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탐색과 선택의 활동을 내포하며, 이러한 탐색과 선택은 필자가 처한 쓰기의 

수사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쓰는가, 어떠한 구성 계획을 갖

고 있는가 등의 수사적 상황에 대해 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탐색

하고 선택하는 정보는 달라질 수 있다.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읽기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을 모두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쓰기 목적과 구성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비추어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정보에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읽기는 매우 세부

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Dreher & Sammons, 1994), 따라서 담화 통

합 활동에서의 읽기는 쓰기의 하위 과정으로서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텍스트로부터 

<읽기 학습에서의 역점 변화>

17) Cooper et al.(2011: 6-7)는 ‘읽기 학습에서의 역점 변화’를 오른쪽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었

다. 읽기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인지는 기호해독

과 이해로 구성되며 대체적으로 학습자가 읽기

를 학습할 때 처음에는 그 역점이 기호 해독에 

있지만,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이해의 방향으로 

이동해 간다. 기호해독과 이해는 항상 함께 구

성되어 있으며, 기호해독에 익숙해질 경우, 의

미를 구성하는 데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

림과 같이 매끄럽거나 선조적으로 이동하는 것

이 아닌, ‘덜커덩거리며 연속적으로 진행(jerky 

continuum)’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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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조회, 선택하는 활동인 것이다.

(2)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의미 구성의 활동

담화 통합에서의 읽기, 쓰기는 이전의 읽기, 쓰기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그것

을 의미 구성 행위로 바라본다. 과거 읽기, 쓰기의 과정에 대한 인식은 단선적으로 

파악되었다. 읽기는 텍스트에 나타난 의미를 수용하는 것으로, 쓰기는 텍스트에 의미

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둘은 마치 거울에 비추인 것과 같이 서로의 활동에 개입

되지 않는다.(Noyce & Christie, 1989: 14) 그러나 인지구성주의의 등장으로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읽기와 쓰기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

다.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은 읽기와 쓰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의미하며, 이

는 ‘의미 구성’이라는 공통된 자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승, 2004: 

150-152).

[그림 II-1] 단선적인 쓰기와 읽기 과정(이재승, 2004: 151)

[그림 II-2] 상호작용적인 쓰기와 읽기 과정(이재승, 2004: 151)

Tierney & Pearson(1983)은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 모형’의 제시를 통해 

읽기와 쓰기가 ‘계획하기, 결합하기, 정교화하기, 수정하기, 점검하기’의 공통된 인지 

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된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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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교육될 수 있다 하였다.

planning  

monitoringaligning                                   revising

drafting

[그림 II-3]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 모형(Tierney & Pearson, 1983: 578)

Spivey(1997) 역시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이라는 공통된 속성에 주목하여 여러 

텍스트를 참조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자료가 되는 텍스트와 텍스트, 필자가 작

성한 텍스트들 간의 지속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와 텍스트의 영향 관계에 대한 파악은 필자 자신의 텍스트에 쓰일 새로운 의

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담화 통합은 여러 텍스트를 참조

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되, 필자 자신만의 텍스트로서 새로운 의미

를 구성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여러 텍스트를 참조하지 않거나, 텍스트로부터 추출

한 정보의 나열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내지 못한다면 이는 담화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담화 통합이 갖는 변별점은 독창성(Originality)과 기원성(Derivity)이다. 즉 이전의 

것들로부터 가져오되 그것의 연결과 소통으로 새로움을 지향하는 것이다(Nelson, 

2001: 383-396). 이는 텍스트들이 갖는 상호텍스트적 측면에 주목하되, 그것에 필자

의 독창적 지각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3) 회귀적 반복을 포함한 선조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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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통합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담화 통합의 결과물이 보이는 양상에 주로 관

심을 두었다면(Spivey, 1984; Kennedy, 1985; Spivey & King, 1989), 최근의 연구들

은 이러한 담화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양상에 대한 검토를 보이고 있다(Murray, 

1980; McGinley, 1992; Lenski & Johns, 1997; Yang, 2002; Segev-Miller, 2007; 

Mateos & Solé, 2009).

Murray(1980: 15-17)는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는 과정에 관하여 읽기를 통해 얻

어진 ‘날 것(raw)으로서의 정보 제재’를 선택(collecting)하고, 연결(connecting)하면서 

쓰고, 또다시 정보를 선택하고 연결하고 쓰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하였다. 그는 읽기, 

선택, 연결, 쓰기의 네 힘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쓰면서 읽거나 읽으면서 쓰면

서(writeread or readwrite) 의미를 구성한다 하였다.

[그림 II-4] 쓰기 과정에 작용하는 네 개의 힘(Murray, 1980: 22)

McGinley(1992)는 담화 통합의 쓰기 과정에서 필자들이 ‘과제 읽기, 자료 읽기, 메

모 읽기, 원고 읽기, 메모 쓰기, 원고 쓰기, 자유롭게 생각하기’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하고, 이러한 활동이 전체적으로는 읽기에서 쓰기로 나아가는 선조적

(linear) 패턴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쓰기가 진행됨에 따라 읽기와 쓰기가 각 과정

에 기여하는 정도가 변하게 되어 회귀적(recursive) 패턴으로 나타남을 밝히고, 때문

에 담화 통합 활동은 선조적이면서도 선조적이지 않은(both linear and nonlinear)방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18)

Lenski & Johns(1997)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중

학생의 학습자들에서는 순차적, 나선적, 회귀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

18) Mcginley(1992: 227-248)에 따르면, 과제 수행의 전체에서의 시간 투자 비율은 자료 읽기에 

43.8%, 원고 읽기에 15.0%, 메모 쓰기에 7.5%, 원고 쓰기에 28.6%를 소비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처음 시기에는 자료 읽기에 86.6%, 메모 쓰기에 12%를, 두 번째 시기에는 원고 쓰기에 40.1%, 자

료 읽기에 23.3%, 원고 읽기에 15.5%를, 세 번째 시기에는 원고 쓰기에 49.0%, 원고 읽기에 

29.1%, 자료 읽기에 17.2%, 네 번째 시기에는 원고 쓰기에 52.3%, 원고 읽기에 34.3%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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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비록 7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담화 통합 활동의 패턴과 텍스트 결

과물의 질적 수준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다.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 나선적 패

턴으로 쓰기를 수행하였고, 텍스트도 모두 요약 텍스트로 나타났지만, 담화 통합 텍

스트를 작성한 학생은 회귀적 패턴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담화 통합 활동은 자료텍스트에 대한 반복적이고 

회귀적인 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면서 이를 쓰기에 반영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담화 통합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자료를 

읽고 텍스트를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활동은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서 선택, 조직, 연결의 인지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

루어지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은 선조적이면서도 회귀적으로 진행되

는 특징을 보인다.

3) 담화 통합 활동의 구성

지금까지 담화 통합 활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담화 통합 활동은 여러 텍스

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통합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여 자신의 텍스

트에 담아내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목적으로 읽고, 선택된 정보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며, 이를 회귀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신

만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이라 정리할 수 있다. 즉 담화 통합 활동은 정보의 선

택, 선택된 정보와 필자의 지식 간의 관계화를 통한 새로운 의미로의 내용 생성, 생

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의미 구성의 조직 등의 세부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이와 같은 담화 통합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 

19) 담화 통합적 활동의 수행 양상에 대해 Lenski & Johns(1997: 15-38)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

타냈다. 그림 순서대로 순차적, 나선적, 회귀적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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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용성 판단에 의한 정보 선택

담화 통합 활동의 읽기는 내용 이해를 위한 읽기와는 달리 내용 활용을 위한 읽기

라는 것을 살폈다. 이는 필자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자료 텍스트 내의 정보

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인데, 읽기의 과정에서 선택한 정보가 자

신의 텍스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라 하겠다.

Dreher(1992)는 정보 선택을 위한 읽기를 위해 ① 목표 또는 활동 계획 형성, ② 

점검을 위한 적절한 카테고리의 선택, ③ 점검할 카테고리에서 관련 정보 추출, ④ 

추출된 정보의 통합, 그리고 ⑤ 질문의 완결 점검 및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의 

5단계로 정보 찾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하여 각 단계와 연관된 안내 질문의 

활용을 제시하였다(Dreher, 1994에서 재인용). 

정보 선택의 읽기의 과정에 대한 Guthrie(1988)의 논의는 Dreher와 유사하지만 이

를 하나의 수형도 모형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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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문서의 정보 찾기 과정 모형(Gurthrie, 1988: 183)

Gurthrie(1988)는 텍스트20)에서 정보를 찾는 과정이 크게 5개의 인지적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선 목표 형성(Goal formation)의 단계는 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것인지, 질문의 특징을 기술하는 방식 이루어진다. 질문의 특징을 기술

하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정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항목 선택(Category selection)의 단계이다. 정보의 항목은 문서의 구조

20) Gurthrie는 이를 문서, documents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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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과 관련된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만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야 해당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텍스트의 구조에 관한 사전 지식과도 

관련 있다. 세 번째로 정보 추출(Extraction of information) 단계이다. 정보가 있는 

적절한 항목을 찾았으면, 독자는 그 항목으로부터 질문에 해당하는 답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한다. 네 번째로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는 이전에 획득한 정보와 함

께 통합된다. 이것은 텍스트로부터 가져온 사실이나 개념, 통계 수치 등이 진행 중인 

목표 관련 개념과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순환

(Recycling) 단계에서 독자는 목표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앞선 4개의 단계를 계속 반복한다. 

Guthrie의 정보 찾기 인지적 모형은 컴퓨터의 순서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 

마름모 모양의 조건항에서 해당 질문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의 단계로 순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정보를 찾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

어지지 않고 반복적이고 회귀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료 텍스트에 대한 정보의 탐색과 선택은 ‘어떤 정보를 찾을 것인가, 그것

이 나의 텍스트에 기여하는가’와 같은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그것의 답을 찾

아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 텍스트와 필자 지식의 관계화를 고려한 정보의 생성

자신의 논증을 펼쳐내기 위해 자료 텍스트로부터 선택한 정보는 날것 그대로의 상

태로 쓰이기 보다는 선택된 정보와 정보, 선택된 정보와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해석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필자 나름의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는 변형

되어 텍스트의 내용으로 생성된다. 

Goldman(2004)은 이와 같은 다수의 정보가 처리되는 정신적 과정을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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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정보만 통합된 경우(Goldman, 2004: 327)

[그림 II-7] 필자의 지식이 더해진 경우(Goldman, 2004: 327)

[그림 II-6]은 다수의 정보가 필자의 사전 지식 없이 통합된 것을, [그림 II-7]은 

다수의 정보에 필자의 사전 지식이 더해져 통합된 경우를 보여준다. 쓰고자 하는 텍

스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전 지식의 활용을 필요

치 않을 경우에 [그림II-6]과 같은 정보 변형이 일어나며, 필자 나름의 해석이나 분

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림 II-7]과 같은 양상의 정보 변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Segev-Miller(2007)는 3,000쪽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담화 통합의 과

제 수행에서 필자들의 정보 변형 전략이 다음과 같은 연속체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1 2 3 4 5

요약하기

(summarizing)

목록화하기

(listing)

결합하기

(incorporating)

분해와 재구성하기

(decomposing & 

recomposing)

통합하기

(synthesizing)

단일 자료 텍스트 복수 자료 텍스트

[표 II-1] 담화 통합 과제에서의 정보 변형 전략(Segev-Mi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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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기’는 하나의 주된 자료를 틀로 삼고, 그 안에 다른 자료의 정보를 넣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분해와 재구성하기’는 2개의 자료 정보를 분해한 뒤, 

이를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구성하는 것을, ‘통합하기’는 2개 이상의 자료 정보를 분

해한 뒤,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Segev-Miller의 ‘결합하기’

와 같은 변형은 Goldman의 도식 중 [그림 II-6]에, ‘분해와 재구성, 통합하기’는 [그

림 II-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택된 정보와 정보, 선택된 정보와 필자의 지식이 결합되어 실제 쓰기에 반영될 

때, 그것이 어느 정도로 결합되었는가에 따라 정보의 변형 형태를 유형화해 볼 수도 

있다(Campbell, 1990; Gil, 2010; 이정우, 2011).  Campbell(1990: 211-230)은 필자의 

정보 변형 형태가 ‘베껴 쓰기(copy), 인용하기(quotation), 풀어쓰기(paraphrase), 요약

하기(summary), 설명하기(original explanation)’의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그 중 

‘베껴 쓰기’의 정도에 따라 ‘그대로 베껴 쓰기(exact copy)’와 ‘거의 그대로 베껴 쓰기

(near copy)’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Gil(2010: 161)은 ‘풀어쓰기(paraphrase), 정교화하

기(elaboration), 첨가하기(addition), 오해하기(misconception)’로 정보 변형을 구분하

였다. 이정우(2011: 268-270)는 정보의 변형 양상을 ‘전재, 인용, 재진술, 창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Campbell(1990)의 정보 변형에 대한 구분은 주로 자료 텍스트가 필자의 텍스트에

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중심으로 정보 변형을 다루었다. 다만 ‘설명하기’의 경우, 원

문에 드러난 정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진술하는 것으로, 필자와 자료와의 상호텍

스트성이 드러난다. Gil(2010)의 경우는 자료 텍스트에 대한 변형보다 필자의 해석적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둔 경향을 보인다. 자료 텍스트에 표현된 의미를 필자의 언어

적 진술로 바꾸어서 표현했는지(풀어쓰기), 자료 텍스트의 정보에 필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결합되어 나타나는지(정교화하기), 자료 텍스트와는 별개로 내용 생성의 과정

에서 필자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정보로 사용하였는지(첨가하기),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잘못 이해하여 사용했는지(오해하기)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

제로 자료 텍스트를 활용하는 필자들의 양상에서 미숙한 필자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베껴 쓰기’나 또는 일반적으로 자료 텍스트 활용에서 나타나는 ‘인용하기’ 등의 자료 

텍스트 중심의 활용 양상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정우(2011)는 Campbell(199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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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자료 텍스트의 활용 양상에 주로 주목하였는데, 그의 경우 자료 텍스트

와 필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등 필자 요소와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원천 Campbell(1990) Gil(2010) 이정우(2011)

자료 베껴쓰기 전재

자료 인용하기 인용

자료 풀어쓰기 풀어쓰기 재진술

자료 요약하기

자료+필자 설명하기

자료+필자 정교화하기

필자 첨가하기 창안

(자료+)필자 오해하기

[표 II-2] 연구자에 따른 자료 변형 유형의 양상

(3) 정보 역할 판단에 의한 선택 정보의 조직

선택 정보의 조직은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 그 정보를 어떠한 역할로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다. 필자는 읽기 과정에서 선택된 정보를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위치시킨다. 

앞서 Gurthrie의 정보 찾기 모형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알맞은 항목 선택

이 중요하고, 그러한 항목의 선택은 텍스트의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텍스

트의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마

찬가지로 선택된 정보를 필자가 작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구조 내에 잘 위치시키는 

것은,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 아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필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읽을 예상 독자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담화 통합에 관한 Spivey(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필자들은 장르적 특성에 따라 

선택 정보를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마딜로에 대한 설명문을 쓰도록 요구한 

과제에서는 수집 구조의 형태를 취하면서 아르마딜로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수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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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서 형태, 서식지, 분포, 생물학적 특징, 관련된 일화 등에 관한 정보를 선택하여 

하나의 덩어리(chunk)별로 묶어 조직하였고, 낙지와 오징어에 대한 설명문 쓰기 과

제에서는 낙지와 오징어를 비교하는 비교 구조의 형태를 취하면서, 낙지와 오징어에 

관한 정보를 재조합하고 재배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구조에서도 필자가 대상

을 중심으로 하는가,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가 등 필자 나름의 구조 전략에 따라 서

로 다른 구조를 나타내었다. 

수집 구조나 비교 구조 등은 van Dijk(1778)의 초구조(Superstruktur)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구조(Superstruktur)는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유형인가를 표시

해주는 총괄적 구조를 의미한다. 서사 구조, 논증 구조 등과 같은 것이 초구조에 해

당하며, 여기에 의미적 개념이 더해진 문장의 연속이 거시구조(Makrostruktur), 문장 

구조를 미시구조(Mikrostruktur)라고 하는데(van Dijk, 1778/2000: 73-77, 213-243), 

선택 정보의 조직은 텍스트의 거시 구조차원에서 어느 요소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구조-거시 구조-미시 구조의 텍스트 구조 아래에서 필자는 자신이 취한 

정보가 정합성을 띠면서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 정보를 조직한다.

2.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

1) 논증적 글쓰기의 특징과 담화 통합의 관련성

논증적 글쓰기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텍스트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쓰기 양식

이다(이영호, 2012: 3).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기 위해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자신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안하

여 진술하여야 한다. 

설명적 텍스트21)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또는 현상 같은 것에 대해 알기 쉽게 풀

21) 텍스트언어학적 차원에서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는 비단 설명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닌 비문학적 성향의 글을 모두 지칭하는 하는 개념으로 설명과 설득이 의사소통의 주목적인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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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 쓴 글’로(김봉순, 2010: 51) 텍스트의 독자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적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의 필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내용

을 기술하게 된다. 그러나 논증적 텍스트는 필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텍스트

의 독자가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주관적인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주관적 진술은 사실이나 데이터 등의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삼아 뒷

받침됨으로써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자면, 설명적 텍스트는 객관적 정보를 있는 그대

로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논증적 텍스트는 객관적 정보를 활용하

여 주관적 진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탄탄한 논증 텍스트를 작성하려면, 자신이 내세우는 주

장은 무엇인지, 그 주장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득 행위인 논증이 선전(宣傳, propaganda)이나 강압에 

의한 설득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진술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부터 이유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타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받

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여서는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자체가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

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은 개인 자신에게는 진

실일 수 있지만, ‘공적 진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

기 위해서 외부 자료의 참조는 필수적이다. 높은 문식성을 요구하는 글쓰기일수록 

외부 자료의 참조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타당한 논증의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자신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자료와 자료를 연관 지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트를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증적 텍스트와 대별하는 관점에서, 사실적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설명적 텍스트로, 필자의 의견이나 신념의 주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텍

스트를 논증적 텍스트로 구분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문학 장르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비문학 

텍스트의 장르에 관한 논의는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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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Crosswhite(1996/2001: x)가 논증적 글쓰기를 그와 관련된 지

식 전수가 아닌, 문어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착상을 발견하고 이를 명료

화 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들에서 논증적 글쓰기는 담화 통합의 글쓰기이며, 담화 통합 활동은 보다 타당한 논

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 하겠다.

2)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의 구성

담화 통합 활동은 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텍스트 구조 안에서 적

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 정보를 조직하며, 선택 정보를 텍스트가 추구하

는 목적을 고려하여 변형한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은 이와 같은 담

화 통합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되되, 그 장르적 맥락에 맞게 적용된 활동이라 하겠다. 

(1) 논거로서의 타당성 평가에 따른 정보 선택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을 구현하는 글쓰기로, 타당한 논증의 구성을 위해 필자의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 외에 외부 자료 참조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

으로 논증을 구성한다.

논증 텍스트의 독자들은 텍스트에서 언급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

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논증 텍스트의 필자는 이

러한 독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데, 이때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자료의 참조가 필요하다. 근거는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논증

을 ‘사실에 닻을 내리도록 하는’ 요소인 것이다(Williams & Colomb, 2007/2008: 77).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화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치 못할 경우, 화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참조하면서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생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 과제를 부여받는 상황은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특정 화제에 대한 논증을 펼쳐야 하는 경우

이다. 이러한 경우 평소 접하지 못했던, 또는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논증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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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특정한 관점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주장과 이유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학

습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의 설정(주장 수립)과 

이유의 생성은 여러 자료 텍스트의 참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에 잘 부합하는 

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관점과 관련한 이유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자료 텍스트로부터 이유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쓰기 과제 맥락을 

설정할 때에 학습자에게 자료로서의 텍스트가 제공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담

화 통합 활동을 위한 자료 텍스트의 제공 방식에 관하여 Hartman & Alison(1996)과 

박영민(2003)의 논의를 참고해 볼 수 있다. 

Hartman & Alison(1996)은 담화 간의 관계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담화 제시 방식

을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 상호 대립적(conflicting), 통제적(controlling), 대화

적(dialogic), 공관적(synoptic) 제시 방식(text arrangement)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상호 보완적 제시 방식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는 내용

의 텍스트들로 제시된 것이다. 이 방식은 하나의 화제에 대해 각각의 텍스트가 내용

을 보완하고 보충하여 줌으로써, 그 화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상호 대립적 제시 방식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해 대립되거나 구

별되는 내용의 텍스트들로 구성된 것으로, 다양한 관점의 제시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통제적 제시 방식은 하나의 텍스트에 제시된 주

제나 개념, 또는 관점이 다른 텍스트들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제시 방식인

데, 이 경우 그 기준이 되는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대해 일정 권위를 가짐으로써 

기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용한다. 대화적 

제시 방식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 텍스트들로 구성

된 것으로, 이들 텍스트들은 내용과 의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제나 화제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관적(共觀的) 제시 방식은,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 텍스트 구성 방식이나, 대화

적 구성 방식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어 이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

을 바탕으로 화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넓혀주는 텍스트 제시 방식이다22).

박영민(2003)은 텍스트 제시 방식을 정적(正的) 상호텍스트성과 부적(否的) 상호텍

22) Hartman & Alison(1996, : 76-80)의 ‘담화 간의 관계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담화 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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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성으로 나누고23),  부적 상호텍스트성이 정적 상호텍스트성보다 읽기와 쓰기의 

수행을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시킨다고 보았다. 텍스트간의 갈등 내용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필자(독자)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이에 박영민(2003)은 부적 상호텍스트성을 띠는 자료 텍스트의 관계24)

를 대칭적, 대립적, 갈등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대칭적 관계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두 텍스트가 상반된 내용이나 주장을 담고는 있으나, 필자간의 직접적인 교섭이 존

재하지 않는 관계를, 대립적 관계는 각 텍스트의 필자가 상대 필자를 예상 독자로 

인식하여 그에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반되는 주장을 전개하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관

점이 다른 경우를, 갈등적 텍스트는 예상독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정을 통

해 상대를 강력한 타자(otherness)로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증적 글쓰기의 담화 통합 활동을 위해 여러 담화 제시 방식 중에

서 Hartman & Alison(1996)의 상호 대립적, 박영민(2003)의 대립적 관계에 해당하는 

제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담화 통합 활동에서 자신의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내용의 탐색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반

론 수용 및 반박’의 구성을 위해 필자의 상대 관점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상호 대립적 제시 방식에 따라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같은 자료에서 자신의 논

증을 지지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자료에서 반론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반박 논증을 위해 자료로부터 필요 정보를 선택하

게 된다. 또한 화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특정 관점

   ①  ②  ③  

④     ⑤  

순서대로 ① 상호보완적, ② 상호대립적, ③ 통제적, ④ 대화적, ⑤ 공관적 구성 방식이다. 단, 아

래에 제시한 도식 중 상호대립적 구성 방식은 실제 인용 논문에서 제시된 형태와는 도식의 형태

가 다르다.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텍스트의 관계를 더 잘 드러내는 형태로 필자가 재구성하였

다.

23) 해당 논문에서는 ‘부적 상호텍스트성’이 ‘부적(負的) 상호텍스트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否

的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24) 이는 Hartman & Alison(1996)의 텍스트 제시 방식의 유형 중 상호 대립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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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자료 텍스트를 탐색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고 이유를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가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와 대별되는 지점은 

학습자들에게 자료를 참조하여 보다 타당한 논거 마련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주로 주제나 화제에 대한 텍스트의 제공을 통해 학습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이끌어내어 논증하기를 요구한다25). 따라서 이

러한 쓰기 과제에 내용 생성의 교육 설계는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시키

는 방안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자유연상 등을 제안한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자유연상 등의 방법을 통한 논거 마련의 방식은, 초기에 아이디어 탐색의 차원에서

는 유용할지 모르나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와 근거의 마련 차원

에서는 내용의 양과 질의 수준에 한계를 갖는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정보의 논

거로써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

하는 내용 마련의 방법보다 더욱 타당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합리적 추론을 위한 정보의 생성

Bereiter & Scadamalia(1987: 6-12)에 따르면 쓰기에 미숙한 필자는 주어진 정보

를 그대로 진술(knowledge-telling)하고, 능숙한 필자는 맥락에 따라 변형하여 진술

(knowledge-transforming)한다고 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변형’은 기존의 지식

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 지식26)을 문어(文語)로 표현하는 의미 구성 행위이

다. 이러한 정보 변형은 단지 수사적 차원에서 그 표현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료 텍스트로부터 취한 정보와 필자의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론을 형성하

25) 일례로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한 논의인 이영호(2012)에서 논제 제시에서도, 논제와 관련된 자료 

텍스트를 주고 논증적 글쓰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 텍스트는 논제에 대한 필자의 체험

이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촉매의 역할만 할뿐,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동료 평가를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학습자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좋은 논술문의 요건 

중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 근거가 작품 내용, (필자의) 체험, (필자의) 배경 지식의 활용 여

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장면은 이와 같은 

자료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증을 구성하는 쓰기를 요구한다.

26) 내용 지식이란 주제 영역에 포함된 개념들에 대한 지식으로, 쓰기 화제에 대한 지식이라 볼 수 

있다. (Tribble, 2003/200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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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조명환 외, 2005), 논증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의 생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택 정보를 변형하는 과정은 타당한 논증 구성을 위한 필자의 적극적인 추론의 과

정이자 논증 구성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정보 변형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그림 

II-8]과 같은 연속체에 제시된 정보 변형의 유형으로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II-8] 본 연구에서의 정보 변형 유형의 연속체

이 연속체는 필자와 자료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 아래, 어느 정도로 변형이 이루

어지는가에 대한 도식적 표현이다. 우선 정보의 원천인 필자와 자료를 양 극단에 두

고, 자료 정보와 필자 정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

고자 하였다. ‘베껴쓰기’는 자료 텍스트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거의 변형 없이 텍스트

에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 베껴쓰기는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진술한 것이지만, 그 정

보의 출처 보고에 대한 의식이 없다. 필자가 마치 자신의 지식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으로, 정보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옮겨쓰기’는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인용

하는 유형으로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술하지만, 필자의 정보 

출처에 대한 보고 의식을 담고 있다. ‘줄여쓰기’는 요약을 의미한다. 요약은 선택 정

보의 내용을 원래의 길이보다 줄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자료 정보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가 반영

될 수 있다. ‘풀어쓰기’ 역시 자료 텍스트에서 선택한 정보에 대한 진술을 드러내지

만, 필자가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는 선택 정보의 내용과 동

일하지만 표현적 측면에서 필자의 해석 등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엮어쓰기’의 

경우 다수의 정보가 선택되었을 때, 이를 필자 나름의 논리로 묶어서 진술하는 경우

이다. ‘덧붙이기’는 선택 정보에 필자의 해석이 더해진 것으로, 베껴쓰기나 옮겨쓰기, 



- 36 -

줄여쓰기 등으로 진술된 정보에 필자의 해석을 덧붙여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거나 필

자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하기’는 선택 정보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을 더함으로써, 선택된 정보를 더욱 구체

화하거나 강화하는 유형이다. ‘도약하기’의 경우는 필자가 자료 텍스트에서 특정 단

어나 특정 현상 등 지엽적인 정보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더

하여 서술하는 형태로,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활용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중

심으로 한 진술을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약대로 사용하여 연상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논증 구조 안에 조직한 정보의 진술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형을 통해 

진술한다. 이는 단지 수사적 차원에서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필자

의 지식 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미 구성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적극적 변형을 위해 진술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료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회귀적 활동을 수행한다.

(3) 논증 구조에 따른 선택 정보의 조직

본 연구에서는 논증적 텍스트의 구조로서 Williams & Colomb(2007)의 논증 모형

을 참조하고자 한다. Toulmin(1958)의 논증 모형을 수정하여 제시한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은 논증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요소와 그것의 형식적인 관계

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논증 모형이 논증을 이해하고 계획하는데 교육

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Toulmin(1958)의 논증 모형은 기존의 논증 연구와는 달리 논증 과정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그것의 논증 행위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려고 했다(Crosswhite, 1996/2001: 

150-153). 기존의 ‘대전제, 소전제, 그래서 결론’이라는 표준적인 논증 형식과는 다르

게 그의 논증 모형은 ‘자료(data)’, ‘주장(claim)’, ‘전제(warrant)’, ‘보증(backing)’, ‘반

박(rebuttal)’, ‘한정(qualifier)’의 6가지의 논증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통해 논증을 펼쳐내는 절차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논증 모형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증적 사고와 활동을 설명할 수 



- 37 -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논증 모형은 실제 논증을 펼쳐내는 필자의 심리적 과정과 동떨어지며

(Williams & Colomb, 2007; 이영호, 2012), 호흡이 긴 글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윤빈, 2013)는 문제를 드러낸다. [그림 II-9]를 보면, Toulmin의 논증 모형은 자료

에서 주장으로 향하는 논증의 진행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료를 먼저 진술하고 주장을 하는 논증은 그리 많지 않다. 대개는 주장을 먼저 진

술한 뒤, 자료와 전제를 제시하고, 반박을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oulmin의 

이러한 한계를 수정 제시한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이 논증 글쓰기 교육에 

더욱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그림 II-9] Toulmin(1959)의 논증 모형

[그림 II-10] Williams & Colomb(2007)의 논증 모형

[그림 II-10]와 같이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은 ‘주장, 이유, 근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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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수용 및 반박’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Williams & Colomb은 Toulmin의 

논증 모형에서 맥락적 요소인 ‘보증’과 필자의 에토스와 관련된 ‘한정’을 제외하고, 

대신 ‘자료’를 ‘이유’와 ‘근거’로 나누었으며, ‘반박’을 ‘반론 수용 및 반박’으로 확장시

켰다.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은 글을 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증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와 그것의 형식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논증을 계획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논증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논증의 5가지 요소가 논증 구성에서 각각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화 통합 활동 중 선택된 정보를 논증 

구조 안에 조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주장-이유-

근거’로 이루어지는 논증을 기본 논증으로, ‘반론 수용 및 반박’의 제시를 ‘반박 논증’

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반론 수용 및 반박’의 경우, 반론 수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고, 이후 그에 대한 반박을 ‘반박의 하위 주장-이유-근거’로 다시 논증해야 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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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의 담화 통합 활동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했던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을 중심으로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한 학습자의 담화 통합 활동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담화 통합 

활동은 읽기나 쓰기가 아닌, 읽기와 쓰기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

들의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결과

물로서의 논증적 텍스트와 함께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읽기 활동을 수행

한 읽기의 결과물도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1. 분석의 관점

1) 자료 수집의 과정

논증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P중학교 2학년 학습자 108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4월 8일부

터 4월 15일에 걸쳐 읽기 수행 결과와 쓰기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대상 학습자는 본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위해 협조를 의뢰한 교사가 수업하는 학

생들로 각 학급의 인원은 33명(한 학급만 32명)으로 최초 총 131명이 섭외되었으나, 

과제 미제출자 및 미완성자를 제외하여 최종 대상 인원은 108명이 되었다. 대상 학

습자들은 자료 수집 이전에 이미 교사에 의해 논증에 관한 수업과 논증적 글쓰기 과

제를 한 차례 수행한 바 있다. 연구 협조 교사는 동학년 국어과 교사와 함께 논증적 

글쓰기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공동 평가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자료 수

집 대상 학습자 108명의 평가 결과에 대해 독립변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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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p=.6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쓰기 

점수
4.556 .035 -.463 105.112 .644

[표 III-1] S1과 S2의 자료 수집 전 쓰기 점수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쓰기 과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고 있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

였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는 상반된 의견의 차이

가 나는 문제를 그 논제의 대상으로 삼으며, 논제의 대상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학

교나 지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을 자료로 삼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다뤄지는 여러 교수적 내용 중에서 글의 타당성을 드러내어 쓰는 것을 

우선적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

술하는 찬반 논쟁의 논제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이라는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논제가 중학생에게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

료 수집의 대상인 P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 경험에 의해 해당 논제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제로 제시된 논제는 정책 논제로서 상반된 의견의 차

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잘 부합된다는 점에서 

논제로서 적합하다.

읽기 자료로는 총 4편을 제공하였다. 제공된 자료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 

해당하는 자료가 두 편씩이고, 각 관점에 따라 전자책과 종이 책에 대한 일반적 시

각과 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과서로 초점화되어 있는 자료로 구분된다. 각 자료

별 T-unit1)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각 자료간의 정보적 분량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

1) T-unit은 의미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로, 영어에서는 종속절을 포함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영어와는 문장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라 정희모(2008)의 견해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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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 다음 [표 III-2]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읽기 자료의 목록이다.

자료 관점
논제 관련 

초점화
T-unit

① 책은 테크놀로지 혁신의 역사다, 

『책의 미래』, 장기영, 그린북아시아, 2012
찬성 × 72

② 종이 책 읽기의 즐거움, 

동아일보 문화 칼럼, 김무곤, 2011.11.12.
반대 × 88

③ 전자책과 종이책, 그리고 교육, 

경향신문 과학오디세이, 조환규, 2013.12.8.
반대 ○ 76

④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 활용성, 

디지털타임스 DT시론, 곽덕훈, 2008.11.21.
찬성 ○ 72

[표 III-2]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읽기 자료 목록

쓰기 과제는 수행 평가의 방식으로 부여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수행 평가는 총 

2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시에는 논제를 제시하고, 읽기 자료와 글쓰기 계획

표, 수행 평가지를 배부한 후, 읽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는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차시에 배부한 읽기 자료와 글쓰기 계획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학습자들에게 배부된 읽기 자료와 글쓰기 계획표는 자료 활용의 팁과 학습자의 수

행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첨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

되었다. 이는 읽기 자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적 태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보고

자 한 것으로, 연구 협조 교사는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

어 서로 다른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자료 활용의 팁과 수행 체크리스트가 첨가되지 

않은 유인물을 배부한 S1 집단에게는 ‘자료와 계획표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라’는 

간단한 언급만 하도록 하였고, 자료 활용의 팁과 수행 체크리스트가 첨가된 유인물

을 배부한 S2 집단에게는 유인물 배부 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학습자들

이 읽기 자료의 활용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담

2) 자료2가 다른 자료에 비해서 약 15unit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2는 ‘나는 종이책

과 함께 있다, 나는 살아있다’ 등 필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이 많아 그로 인해 T-unit의 수가 

많아졌을 뿐, 실질적인 정보량은 다른 자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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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통합 활동의 양상을 보기 위해 교사의 처치적 교수 행위는 가하지 않았다.

수행 평가 이후, 학생들이 읽기 활동을 수행한 읽기 자료, 쓰기 결과물, 사후 질문

지가 수집 되었으며, 이후 11명의 학습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자료를 확보하였

다. 다음은 자료 수집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단계 기간 대상 내용

과제 수행
2014.04.08

-2014.04.15

서울 P중학교

2학년(총 108명)

1차시: 논제 제시 및 읽기 

활동 수행

2차시: 글쓰기 수행, 사후 설

문지 작성

수집 자료: 읽기 활동을 수행

한 읽기 자료, 쓰기 결과물, 

사후 설문지

면담(1차)
2014.06.17

-2014.06.18

서울 P중학교

2학년(총 11명)

과제 수행에 관한 개인 면담 

실시

수집 자료: 면담 녹음 파일

(이후 전사)

면담(2차)
2014.07.03

-2014.07.04

서울 P중학교

2학년(총 6명)

과제 수행에 관한 추가 개인 

면담 실시(1차 면담자 중 선

정)

수집 자료: 면담 녹음 파일

(이후 전사)

[표 III-3] 자료 수집 과정

2)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은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서 담화 통합 활동이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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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들이 자신의 논증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어떻게 읽기 자료를 읽고 그것을 활용하

여 텍스트를 생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우선 내용 선택에 해당하는 자료 텍스트 읽기 과정에는 학습자들이 읽기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에 주목했는가와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는가, 읽기 과

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 생성에 해당하는 정보 변형 과정에서는, 선택 정보와 필자 간의 상

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어떻게 변형하여 진술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료 텍스트를 활용한 내용 생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 조직에 해당하는 선택 정보의 조직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료 읽

기를 통해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논증 구조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계획표로 Williams & Colomb의 논증 구조를 활용한 논증 구

조도를 제공받았으며, 이러한 논증 구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할 때, 선택 정보를 활용

하여 어떠한 유형으로 논증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나타난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 

분석

1) 정보 선택의 측면

(1) 내용 이해 중심과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학습자들은 총 4편의 읽기 자료와 함께, 그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증문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S1의 집단은 ‘다음 읽

기 자료를 논증적 글쓰기 수행평가에 활용하세요.’라는 지시문을, S2의 집단은 읽기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팁3)과 함께 ‘다음의 4개의 읽기 자료는 

3)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활동팁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밑줄을 긋거나 기호 등으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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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이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깊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밑줄 긋거나 메모하면서 읽어 보세요.’라는 좀 더 자세한 지시문을 제

공받았다. 

읽기 자료는 학습자들이 쓰기 과제를 위해 활용할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를 읽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읽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

다(Dreher & Sammons, 1994). 쓰기를 위한 읽기는 자신의 텍스트에 활용할 정보를 

탐색하는 읽기이므로, 읽기 자료 안의 정보를 자신의 쓰기 목적에 따라 평가하며 읽

는 목표지향적인 읽기이다. 그러나 읽기 자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는 이해를 위

한 읽기와 쓰기를 위한 읽기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 글쓰기에서 이유나 근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정보

 - 주요 내용이나 핵심 내용

 - 나의 아이디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정보(밑줄 긋고 공란에 연관 아이디어 메모하여 연결하기)

 -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는 정보(밑줄 긋고 공란에 관련지을 나의 지식이나 경험 메모

하여 연결하기)

 - 자료들 사이에 연관된 정보에 밑줄 긋고, 기호나 선 등으로 연결 표시하기

왼쪽 공란에 메모하세요.

 -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 자료를 읽다가 떠오르는 연관된 생각

 - 자료와 관련된 나의 지식이나 경험

 - 주요 내용이나 핵심 내용 요약

 - 읽기 자료끼리 연관된 정보가 있을 경우, 메모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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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에 

대한 평가
학습자들의 기술 내용

응답수

(N=108)

내용 이해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를 쉽게 설명했다.

디지털 기기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쉬웠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종이책의 단점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

44

(41%)

정보 활용

연구자료나 설문조사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

55

(51%)

개인적 흥미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아주 맛깔나게 썼다.

책은 무한 에너지라는 말이 좋았기 때문에

전자책이 좋기 때문에  ……

9

(8%)

[표 III-4] 읽기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진술과 응답수 

글쓰기 수행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학습자들

만이 읽기 자료를 정보 활용을 위한 자료 텍스트로 인식하였고, 41%에 가까운 학습

자들은 읽기 자료를 이해를 위한 텍스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읽기 자료에 대해 ‘설명

이 잘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평가는 자료 내의 정보를 자신이 습득하고 이

해해야할 정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연구자 : 그런데 (읽기 자료를) 보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었어. 요약도 

잘하고 밑줄도 많이 그었는데, 이 내용은 왜 밑줄 그은거야?

     S2-32 : 어…,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연구자 : 활용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S2-32 : 그거는 그냥 다 쓰고서 확인 하느라고…….

     연구자 : 그럼 이거는 맨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한거야?

     S2-32 : 네.

     연구자 :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한 거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표시를 

했다?

     S2-32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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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자 : 그럼 어려웠던 점은 있었어?

    S2-29 :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글씨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내용이 많아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쓸게 많으

니까, 근데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걸 먼저 읽은 다음

에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다 이해하고 글을 쓸려다 보니

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료를 절반도 못 사

용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요. 

    연구자 : 그럼 맨 처음에는 너가 어떤 너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읽었다기 보다는?

    S2-29 : 네, 처음에는. 최초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제

거에 응용하기 위해서 

    연구자 : 그럼 그 다음에는 너가 이용하기 위해서?

    S2-29 : 네. 

학습자 S2-32는 읽기 자료를 꼼꼼하게 잘 읽은 편이었다. 읽기 자료를 읽으며 밑

줄 긋기와 메모하기의 활동을 한 이유가 중심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S2-32

의 대답은 읽기 자료를 자료 활용의 목적보다는 내용 파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학습자 S2-29 역시 최초 읽기 자료를 읽을 때 그것을 이해의 대상으

로 삼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

하지 못하면’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활

용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내용 이해 중심의 읽기 인식은 S1과 S2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1 집단과 S2 집단의 읽기 자료 평가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표 

III-5]에서와 같이 모두 유의확률 p>.05로 두 집단의 읽기 자료에 대한 평가적 태도

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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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내용 

이해
.910 .342 -.269 106 .788

정보 

활용
.208 .649 .777 106 .439

개인적 

흥미
10.923 .001 -1.573 92.559 .110

[표 III-5] 읽기 자료 평가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읽기 자료에 대한 인식은, 실제 읽기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도 드러났다.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와 함께 제공된 읽기 자료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

를 하는 등의 전략을 수행하였다. 학습자들의 전략 수행은 크게 밑줄만 그은 경우와, 

밑줄을 긋고 이에 대한 메모를 한 경우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메모의 내용

을 살펴보면, 읽기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메모와 읽기 자료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논평이나 자신의 논증 구성에 활용할 계획을 기록한 메모로 구별되었다. 이에 분석 

기준을 밑줄 긋기, 주요 내용 메모하기, 활용 계획 및 비판적 논평 메모하기로 나누

어 수행 양상을 분석하였고,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습자 수행 읽기 전략 S1 S2 합

밑줄 긋기 15(29%) 23(40%) 38(35%)

주요 내용 메모하기 5(10%) 19(33%) 24(22%)

활용 계획 및 비판적 논평 메모하기 3(6%) 14(25%) 17(16%)

자료 읽기 수행 알 수 없음 28(55%) 1(2%) 29(27%)

합 계 51(100%) 57(100%) 108(100%)

[표 III-6] 읽기 자료를 읽으며 활용한 읽기 전략 빈도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략은 밑줄 긋기로 나타났다. 밑줄 긋기는 학습자

가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손쉽게 자신이 주목한 정보에 표기를 할 수 있는 전

략이다. 밑줄 긋기는 학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밑줄을 그어 다른 정보

와 식별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읽기 자료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전략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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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전략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자들이 밑줄을 그은 정

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쓰기에 활용하려는 정보에 주목했다기보다는 해당 읽기 자료

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밑줄 긋기와 더불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메모하는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들

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읽기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습

자들은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자신이 활용할 정보를 찾아 선택하는 목적으로 읽기보

다 자료의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목적 아래 읽는다는 것이다. 학습자들

과의 면담 과정에서 11명의 학습자 중 10명의 학습자가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쓰는 과제를 처음 접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료를 

활용하여서 글을 쓰는 활동에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중

심 내용 파악을 위주로 하는 읽기 활동은 지금까지의 읽기 자료를 활용한 쓰기 과제

가 자료의 내용 회상을 시험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어 학습자들에게 읽고 쓰는 활동

은 자료 내 정보를 부호화하는데 그치게 되었기 때문(Applebee, 1981. Flower, 1990

에서 재인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볼 지점은 자료 활용 계획과 비판적 논평 전략을 활용한 학습

자들이다. 이들의 읽기 전략은 자료 내 중요 정보에 초점을 맞춰다기보다는 자신이 

활용할 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자신의 글쓰기에서 활용할 정보에 표시를 하

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자신이 그에 대

해 어떻게 논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목

적을 드러내는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는 S1 집단에서는 6%에 그쳤지만, S2 집단에서

는 25%에 이르며, 이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실시 결과 유의확률이 p<.05로 그 차

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4).

4) [표 III-7]은 S1과 S2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것이고, [표 III-8]은 읽기 전략 수

행을 알 수 없는 학습자를 제외하고 t-검정을 실시한 것이다. 두 번의 t-검정 모두에서 S1과 S2

은 ‘활용 계획, 비판적 논평 메모하기’ 전략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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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밑줄 긋기 .611 .418 -.405 106 .686

주요 내용 

메모하기
32.273 .000 -2.763 102.870 .007

활용 계획, 

비판적 논평 

메모하기

67.742 .000 -3.449 78.844 .001

[표 III-7] 수행 읽기 전략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전체)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밑줄 긋기 .311 .579 2.300 81 .024

주요 내용 

메모하기
2.185 .143 -.682 81 .497

활용 계획, 

비판적 논평 

메모하기

22.984 .000 -2.346 74.008 .022

[표 III-8] 수행 읽기 전략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알 수 없음 제외) 

S2 집단은 S1 집단에 비해 자료 활용에 대한 자극을 조금 더 받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수의 처방적 교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읽기 자료를 단순히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

로서가 아니라 활용을 위한 자료로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추정

해 볼 수 있다.

(2) 단편적 정보 중심과 해석적 정보 중심의 선택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읽고 주목한 정보(밑줄 긋기, 주요 내용 메모)와 실제로 

글쓰기에 활용한 정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읽기 자료 

4편에 대한 T-unit을 분석하고, 각 T-unit 정보가 학습자 텍스트에 반영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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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T-unit은 의미 정보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읽기 자료 

①의 일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는 바로 책이

다.

T-unit

분석

R1-01 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다.

R1-02 책은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R1-03 책은 다른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다.

[표 III-9] 읽기 자료의 T-unit 분석 예시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 각 읽기 자료의 T-unit은 72, 88, 76, 72개로 각각 분석되

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에서 읽기자료의 정보를 활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학습자

텍스트

종이책은 전자책처럼 충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디든

지 들고 다니며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읽을 수 있다. 또 

종이책은 내가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두께로 확인할 수 있어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 (S2-01의 일부)

정보 활용

분석

R2-36 종이책은 충전이 필요 없다.

R2-34 종이책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

R2-35 종이책은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다.

R3-26 종이책은 두께의 확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한다.

R3-27 두꺼운 책을 다 읽은 것의 확인은 정신적 포만감을 준다.

[표 III-10] 학습자 텍스트의 정보 활용 분석 예시

앞서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쓰기의 목적을 위한 읽기를 수행하기보다

는 내용 이해를 위한 읽기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

습자들이 읽기 활동을 통해 주목한 정보와 실제 텍스트에서 활용한 정보 사이에 드

러나는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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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평균차

읽기 과정에서 주목한 

정보의 T-unit 수

818

(M 16.04)

2975

(M 52.19)
36.15

쓰기 과정에서 반영한 

정보의 T-unit 수

283

(M 5.47 / 7.15*)

406

(M 7.11 / 9.20*)

1.64

(2.05*)
*는 자료를 활용한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치임

[표 III-11] 주목한 정보와 반영한 정보의 T-unit의 수량 비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주목한 정보
1.805*

.945*

.182*

.334*

-6.627*

-5.208*

106*

81*

.000*

.000*

반영한 정보
4.125*

3.731*

.045*

.057*

-1.158*

-1.265*

105.909*

80.984*

.253*

.209*

*는 자료를 활용한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치임

[표 III-12] 주목한 정보와 반영한 정보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학습자들이 읽기 과정에서 주목한 정보의 양과 실제 쓰기에 반영한 정보의 양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주목한 정보에 대해서는 유의확률이 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쓰기에 반영한 정보에 대해서는 p>.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읽기 과정에서 주목한 정보의 양은 S1 집단과 S2 집단를 비교하였을 때 36

개의 의미 단위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읽기 자료를 활용하라는 지시 외에 특별

한 자극이 없어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읽으며 특별한 전략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

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의 어떠한 정보에 주목하였는지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쓰기의 과정에서 반영한 정보의 양의 경우 S1 집단과 S2 집단의 차

이는 1.64의 의미 단위만큼의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텍스

트 작성에서 정보 활용을 하지 않은 학습자의 수를 제외하고 실제 정보를 활용한 학

습자의 수(S1은 39, S2는 44)를 반영하여도, 두 집단의 의미 단위의 차이는 2.05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S1 집단과 S2 집단에서 주목한 정보의 성격에는 차이를 보인다. 두 집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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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체로 구체적인 수치나 명시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정보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S2 집단의 경우, S1 집단에 비해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을 요구하는 

자료를 더 많이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S1 집단과 S2 집단 

모두가 평균 이상으로 

선택한 정보

R1-40 종이책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산업의 

산물이다.

R1-41 국내에서 종이책에 소비되는 종이 소비량은 연간 

200만 톤에 달한다.

R1-42 200만 톤은 30년생 나무 3500만 그루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S1 집단만 평균 

이상으로 선택한 정보

R1-58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무게가 덜하다.

R4-35 무거운 교과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S2 집단만 평균 

이상으로 선택한 정보

R3-18 종이책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전자책보다 더 

나은 매체다.

R3-26 종이책은 두께의 확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해 

준다.

R3-34 전자책은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구한다.

[표 III-13] 집단별 평균 이상 선택한 자료 정보

S1 집단과 S2 집단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선택한 정보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이

책의 단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입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로, 가장 많은 학습

자의 텍스트에서 선택되어 활용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그 정보적 특성으로 인

하여 학습자들에게 쉽게 주목을 받고, 그 내용 또한 특별한 해석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체적 수치가 갖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선호

하는 정보로 선택되었다. 

S1 집단에서만 평균 이상으로 주목한 정보는 전자책 또는 종이책의 장점이나 단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정보였다. 이러한 정보는 특별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정

보이면서 읽기 자료 내의 다른 정보와 특별한 관련성이 갖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로

서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읽기 자료가 담보하고 있는 귄위에 의해 읽기 자료에서 

언급한 정보이기에 정보에 대한 판단 또한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가

져다 쓸 수 있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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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2 집단에서만 평균 이상으로 주목한 정보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인다. 

S2 집단에서 주목한 정보는 읽기 자료에서 제공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였다. 이러

한 정보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독자

의 해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종이 책

보다 더 나은 매체다.’라는 정보 명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학습자의 텍스트 내

에서 그 기능을 적절히 해낼 수 없다. ‘전자책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종이 책보

다 더 나은 매체다.’라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왜 더 나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종

이책이 갖는 물리량, 물리량으로 인해 종이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쾌감, 기

억에 기여하는 물리적 쾌감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함께 기술하고, 그 

관계를 추론해야지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이다.

(가)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디지털 교과서는 무겁지 않습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그 많은 종이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야 하는데 매번 끙끙대며 힘들게 집으로 가져

가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얼마나 편합니까. 달랑 기계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되

는데.  [S1-40]

(나) 전자책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공부의 능률,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물리량이 없는 전자책을 볼 때 사람은 심리적 불안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게다

가 매리엔 울프 교수에 따르면, 종이책은 읽는 도중에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수한 매체라고 한다. 종이책의 여백과 변하지 않는 모양은 일종의 지형

과 느낌을 주므로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전 기억을 되살려내기 쉽다고 한다. 때

문에 공부에 효율이 높은 것이다.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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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가)의 정보 간 관계
     

[그림 III-2] (나)의 정보 간 관계

(가)의 경우 명시적이면서 독립적인 정보의 성격을 띠는 정보를 선택하였다. 학습

자가 사용한 정보 명제는 특별한 해석이나 추론, 다른 정보와의 관계화를 요구하지 

않는 정보로 [그림 II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 S1-40은 자신이 선택한 정

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 또한 ‘무겁지 않

으니까 편하다’의 단편적인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밑줄 친 정보 명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 명제와 의미적 관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을 더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학습자 S2-02는 ‘물리량이 없는 전자책은 심리적 불안감을 동반한다

(R3-24), 종이책은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매체로(R3-15) 그 여백과 모양이 지형

의 느낌을 주어(R3-16, 17) 맥락 파악과 기억을 돕는다’라고 정보 간의 의미적 관계

를 구축하고 ‘따라서 전자 교과서는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고, 종이책은 공부의 효율

을 높인다’라는 논증에서의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S2 집단이 S1 집단과는 달리 이러한 추론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정보를 더 많이 

선택한 것은 읽기 과정에서 S1 집단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읽기 활동에 임하

면서, S1 집단에 비해 자료 활용 계획이나 비판적 해석의 전략을 더 많이 수행하였

기 때문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2) 정보 생성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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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보 변형의 8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 변형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논증 구성을 위한 

내용 생성의 과정에서 자료 텍스트와 자신의 지식, 경험, 해석 등을 어떻게 관계화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택 정보의 물리적 결합과 재생적 생성

자료 텍스트를 읽고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한 학습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논증

을 구성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논증의 구성에 쓰일 내용을 베껴쓰기와 옮겨쓰기 

등을 통해 그대로 반영하거나 약간의 수사적 변용만을 거쳐 내용을 마련하거나, 줄

여쓰기와 풀어쓰기에서도 논증의 맥락, 즉 학습자에게 제시된 논제에 맞게 자료 텍

스트의 정보를 의미적으로 변형하여 재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엮어쓰

기와 같은 활용에서도 내용과 내용간의 관계를 깊이 살피지 못하여 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교화된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 텍스트로부터 획

득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양상은 주로 자료 텍스트의 선택 정보만

을 중심으로 한 내용 생성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베껴쓰기는 자료 텍스트에 진술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자료 텍스트

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나 서술어의 종결 부분만을 변화시키면서 내용

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

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는 바로 책이다. 책은 처음엔 점토나 죽간, 파

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를 기반으로 하다가 제지술과 인쇄술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그 명성을 이어 왔다.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종이 책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니콜 하워드는 자신

의 저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에서 책에 대해 “어떤 기술도 인류 역사에 이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은 곧 종이 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생각과 정

보를 담는 그릇으로서 종이 책의 역사가 그만큼 길었기 때문이다. 

(읽기 자료 1의 일부)



- 56 -

(나) 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종이 책은 인류 역사

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이 책

은 다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이다. 책은 처음엔 점토나 죽간, 파피루스 

같은 매체를 기반으로 하다가 제지술과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

천년동안 그 명성을 이어왔고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종이 책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니콜 하워드는 자신의 저

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에서 책에 대해 “어떤 기술도 인류 역사에 이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했다. [S1-11]5)

(나)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학습자 S1-11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텍스

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탤릭체로 표시한 부분에

서 알 수 있듯이 서술어의 종결어미, 접속어, 조사 등의 삽입을 통해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글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일 뿐, 내용의 의미

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읽기 자료1에서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학습자가 ‘종이 책’으로 잘못 초점화하여 내용의 오류

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베껴 쓰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글을 쓰는 맥락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확하다. 때문에 베껴 쓰는 내용이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에 대한 자신의 조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문맥의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

지만, 내용의 정확성이나 관련성은 떨어지게 된다.

자료 텍스트에서 제시한 글의 일부를 인용하는 옮겨쓰기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

타난다. 하나는 자료 텍스트의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료 텍스트 저자의 것일 경

우에 그것의 인용 표지를 표시하여 인용되었음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 

텍스트의 내용의 일부로 이미 인용된 자료의 경우 그것을 재인용하되 재인용의 표시

는 하지 않는 경우이다.

5) 이후 학습자 텍스트 표시에 관한 설명 :

Ÿ 이탤릭진하게 : 학습자가 기술한 이유

Ÿ 이탤릭 : 학습자가 기술한 근거

Ÿ 진하게(번호) : 읽기 자료에서 선택하여 반영한 정보 이유(T-unit 번호, 선택적 제시)

Ÿ 밑줄(번호) : 읽기 자료에서 선택하여 반영한 정보 근거(T-unit 번호, 선택적 제시)

Ÿ 진술 내 (  ) : 수사적 표현에 대한 연구자의 수정 기술(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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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책은 무엇보다 종이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촉감의 쾌감을 흉내 낼 수 

없다. 양손으로 종이 책을 들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는 손맛은 짜

릿하다 못해 황홀하다. (중략)

독일 평론가 발터 베냐민은 어린 시절 느꼈던 책 읽기의 황홀을 다음과 같이 적

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오직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책을 집어 드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책 읽기의 가장 큰 목적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신봉자들은 전자책이 가진 정보 

전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히려 느리게 살고 싶어서 책을 읽

는 사람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읽기 자료2의 일부)

(라) 종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그 원료적 특성에서 나온다. ‘김무곤’이라

는 글쓴이는 종이책을 읽을 때 느끼는 짜릿하고 황홀한 촉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한

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똑같은 내용의 책을 종이책으로도 전자

책으로도 읽어 봤다. 종이책은 그 내용이 상상이 잘 되고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

며 볼 수 있었던 반면, 전자책으로 보았을 때는 딱딱하고 건조하여 삭막한 느낌마

저 들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자책은 신속성, 편리성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보니 책을 읽는 본질적인 이유인 즐거움과 행복을 전자책에서는 찾을 수 없

는 듯하다. 독일의 평론가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 [S2-02]

(마) 종이책에서는 오직 정보와 지식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얻

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그래서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S2-24]

(라)에서 밑줄친 부분은 이미 자료 텍스트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에 

대한 인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당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마)에서는 

해당 인용 문구의 내용적 정보에만 주목하여 해당 인용 문구의 출처나 저자를 밝히

지 않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인용 표지를 활용하여 필자의 말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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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의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구에 대한 신뢰도는 확보되지 못한다. 

(바)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성이 추진연료가 될 때 스마트 교육은 성공한다. 79%

의 학생이 이전 전자 교과서가 쓸모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반성을 한 후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설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읽기 자료4의 일부)

(사) 첫째, 실제 아직 교사와 학생들이 전자책의 필요성이나 종이 책에 대한 불

만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 79%의 학생들이 전자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

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교사와 학생의 자발성이 추진될 때 스마트 교육은 성공한

다. [S1-35]

학습자들에게서 옮겨쓰기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특별한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료 텍스트로부터 취한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학생 학

습자들은 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는 주

로 자료 텍스트에 나타난 수치나 통계자료와 같은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는 인용 표

지를 표시하여 인용하는 경향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맥을 살짝만 바

꾸어서 자신의 글에 서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껴쓰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베

껴쓰기와 옮겨쓰기는 선택 정보에 대한 출처의 보고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다. 정보 변형의 유형에서 베껴쓰기가 S1 집단에서 22%, S2 집단에서 24%로 나타

난 데 반해, 옮겨쓰기가 출현한 빈도는 S1 집단의 경우 5%, S2 집단의 경우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할 수 있다.

줄여쓰기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압축하여 요약하는 것을, 풀어쓰기는 자료 텍스

트의 내용을 의미적 변화 없이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풀어

쓰기를 하는 이유는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근거를 제

시하는 맥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줄여쓰기는 주요 내용을 담아 

줄이는 것으로, 필자의 영향이 풀어쓰기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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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자책과 태블릿 컴퓨터가 종이 책의 특성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어림도 없다. 전자책은 무엇보다 종이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촉감의 쾌감을 

흉내 낼 수 없다. 양손으로 종이 책을 들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

는 손맛은 짜릿하다 못해 황홀하다. 그뿐인가. 종이 책을 읽으면 책장이 스르륵 넘

어갈 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긋한 종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이토록 

다양하게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매체가 또 있던가. 

(읽기 자료3의 일부)

(자) 종이 책은 고유의 넘기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필기감을 느낄 수 있다. 하

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소리만 흉내 낼 뿐 냄새나 필기감까지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냥 패드 하나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넘기는 종이의 감촉, 사각거리는 안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S1-41]

(자)는 (아)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쓴 내용으로 (아)에서 종이 책이 갖는 감

각적 만족에 관한 부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필자가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풀어쓰고 있다. (아)의 자료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책의 특성을 갖

는 것이 ‘어림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근거로서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

보 변형은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주제적 의미는 변형시키지 않고, 필자의 표현으로 

주제적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엮어쓰기는 다수의 정보가 선택된 경우 이를 필자 나름의 논리로 묶어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매리엔 울프 교수는 종이책의 귀퉁이 여백과 변하지 

않는 모양은 일종의 지형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전의 기

억을 되살려내기에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전자책은 이러한 장점이 없습

니다. 전자책이 가방의 무게를 줄여주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이

책보다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면 무용지물입니다.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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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1000여 명의 학부모

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욕 쿠니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종이책

을 선호했다고 한다. 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이 정책을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 

말은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기란 매우 혼란

스럽고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S2-02]

(차)에서는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학습 효율이 뛰어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이책의 장점에 관한 정보와 전자책의 단점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엮어서 제시함으로

써, 종이책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한 추론의 방식으

로 반론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에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찬성 측

의 정보와 반대 측의 정보를 서로 엮어서 제시함으로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카)에서도 ‘정책은 국민의 찬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혼란을 가중시

킨다. 따라서 정책 시행은 많은 제약을 갖는다’라는 학습자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

기 위해, 읽기자료 3과 읽기자료 4의 정보를 서로 엮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식으

로 논증의 추론을 펼치고 있다.

[그림 III-3] (차)의 정보 엮어쓰기 도식

그러나 정보를 엮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 충분하지 않게 

기술함으로써 정보와 정보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3]을 보

면, (차)의 학습자가 종이책의 장점과 전자책의 단점의 정보를 엮어서 대조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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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조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정보와 정보의 간극은 장점과 단점의 대조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시도하였을 

뿐, 그 내용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화 통합에서 정보 

간의 관계 구축은 물리적 연결보다는 화학적 연결을 시도해야 한다(이윤빈, 2013: 3). 

이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 구축에서 필자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텍스트로 변

형을 드러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엮어쓰기의 변형은 필자의 해석을 바탕

으로 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정교화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선택 정보의 맥락 초점화와 해석적 생성

앞서 살펴본 내용 생성의 유형들이 선택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단편적으로 

결합하고,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생성한 반면, 덧붙이기나 

통합하기 등의 내용 생성 양상에서는 필자의 지식이나 경험, 해석 등이 첨가됨으로 

인해 선택된 정보를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논증 맥락과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덧붙이기’는 선택 정보에 필자의 해석이 더해진 것으로, 베껴쓰기나 옮겨쓰기, 줄

여쓰기 등으로 진술된 정보에 필자의 해석을 덧붙여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거나 필자

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인류에 문자가 발명된 것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다. 문

자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인류는 이것을 기록하여 기억해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은 

죽간,점토판 등의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근현대에 이르러서 인쇄술의 발달은 종이

책의 출현과 발달로 이어졌고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21세기는 정보화 시

대에 접어들었고 수세기동안 이어져온 종이책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 자원을 베어내야 하고 

종이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즉, 

종이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자원 낭비와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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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교과서는) 교실 수업 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학생

들이 관심 있어 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면 새로운 것의 등장에 학생들의 집

중력이 높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도 좋

아지고, 선생님들도 그런 학생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껴서 수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고 더 좋은 경우엔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대인관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S1-31]

(가)에서는 ‘종이책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정보에 대해, (나)는 ‘교실 수업 

형태에 새로운 변화’라는 정보에 대해 필자의 구체적인 해석이 더해졌다. (가)의 정

보가 담긴 읽기 자료에서는 ‘종이책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교실 수업 형태의 새

로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종이 생산을 위해 많은 나무가 소

요된다는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나)의 경우에도 읽기 자료에서는 어떠한 새로

운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특정 정보를 선택

하여 활용함에 있어서 학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통합하기’는 선택 정보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을 더함

으로써, 선택된 정보를 더욱 구체화하거나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 통합하기 유형은 

필자와 정보 간의 상호텍스트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유형으로, 선택 정보가 타

당한 논증을 위한 정보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자 나름의 추론을 드러낸

다.

(다) 디지털 교과서는 자연 환경을 좀 더 지킬 수 있다. 종이 책을 만드는데 매

년 200만 톤의 종이가 소비된다. 이 200만 톤은 30년생 나무 3500만 그루를 희생 

시켜야 얻을 수 있다. 출판사는 잘 팔리지 않는 책은 종이 낭비라며 출판을 포기

하고, 베스트셀러나 잘 팔리는 책만 출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자책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체육 교과서 경우에는 3년 동안 

쓰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쓸 기회도 없는 몇 백 페이지나 되는 교과서는 학생 

입장에서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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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자 : 여기 보니까 어 ...... 쭉 써놓고, 예를 들면 체육 교과서...어쩌구 썼

단 말이야. 요런 생각을 여기다가 덧붙인 이유가 뭐야?

     S1-33 : 이건, 제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체육 교과서에 관한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종이 낭비 관련되어서…, 그거 생각이 

나서 그걸 쓴거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 체육 교과서가 제일 두꺼

울걸요? 

     연구자 : 그래? 실제로?

     S1-33 : 인터넷 기사로 저희 학교 체육 교과서 사진 찍어서 올라온 사진 

올라온 기사를 봐가지고.

     연구자 : 너가 실제로 뉴스에서 접했던 내용이라는 거지?

     S1-33 : 네.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 종이 책 교과서는 전자책에 비하여 집중력과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교

과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중요 부분에 필기를 하거나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손으로 적어 이해를 돕고 암기가 필요한 책이다. 

인간의 메모리에 관한 의학적 보고에 의하면, 손의 미세운동을 관장하는 뇌 부

위가 기억력을 주관하는 부위 가까이 있어 직접 자필로 쓰면서 이해하고 외우

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면 전자책은 스웨덴 칼스타드 대

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의 내용과 더불어 전자책 조작법까지 신경을 써야 하므로 

능숙하지 못한 사용은 오히려 수업의 흐름과 집중력을 흩뜨려 교육자 및 학생 모

두에게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구한다고 한다. [S2-29]

(바) 연구자 : 여기 보면 스웨덴 칼스타드...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

럼 여기에 있지... 인간의 뇌영역... 의학적 보고.. 이 내용은 자료에

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거든?

     S2-29 : 아, 제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연구자 : 그럼 여기에다 요거를 더 첨가해서 쓴 이유가 뭐야?

     S2-29 : 아무래도 그냥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

기서 자료를 두 개 제시하고 싶었어요. 전자책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반된 자료를 들어서 글을 쓸 때 좀더 매끄럽게 하려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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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마)는 모두 필자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텍스트로부터 정보

를 취하고, 해당 정보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의 경험과 지식을 더하여 

더욱 정교화한 경우이다. (다)에서는 ‘종이책=종이 낭비’라는 도식을 성립시키기 위

해, 자신이 겪은 경험 중에서 체육 교과서의 예를 사례로 들면서 이와 같은 불필요

하고 낭비적인 종이의 수요가 많으며,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함으로 

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에서 학습자 S1-33이 활용한 정보는 읽

기 자료1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이 자료는 논제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논증의 맥락에 맞춰 낭비되고 있는 종이 교과서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종이책이라는 일반적 정보 맥락을 종이 교과서라는 논증 맥락으로 초점화하여 

활용하고자 한 학습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에서도 학습자는 ‘종

이책이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책이 갖

는 ‘심리적 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읽기 자료에서 선택하였다. 그러나 전자책이 갖는 

심리적 부담감 자체가 종이책이 갖는 집중력과 학습 효율의 효과를 입증하지는 않는

다.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손의 미세 운동이 

뇌 기억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학습 효율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물론 학습자들의 개인적 체험이나 배경 지식이 근거로서의 강력한 힘

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선택 정보와 관련된 지식, 경험 등을 환기시키면

서 이를 논증 전개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여 자료와 필자 간의 능동적인 관계성을 구

축하려 하는 것은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습자의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학습자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학습자 S1-33은 

자신이 인터넷 기사에서 알게 된 지식으로, 학습자 S2-29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알게 

된 지식으로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지식을 참조한 

것은 좀 더 탄탄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근거를 대고자 하였고, 자신의 

지식보다 더 신뢰와 권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나 부모로부터 얻은 지식을 활용하

여 논증을 구축하려 한 것이다. 또한 종이책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학습 효율이라

는 논증의 맥락으로 초점화함으로써 정보의 초점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도약하기’의 경우는 필자가 자료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나 특정 현상 등 지엽적인 

정보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더하여 서술하는 형태로,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활용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진술을 펼쳐나가기 



- 65 -

위한 하나의 도약대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중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문제점들은 학급내 규칙을 만들거나 강화하고, 컴퓨터 기사님을 구한다던지 하

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2-07]

(아) 디지털 교과서는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

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 이상 기후, 해수면 높이 상승 등 문

제점을 일으킨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S1-25]

(사)와 (아) 모두 자료 텍스트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였다기보다는, ‘수업 중 딴

짓’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특정 문구나 단어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변형 유형은 자료의 참조 수준이 매우 낮다. 자료의 참

조는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논증의 내용은 본인의 지

식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읽기 자료에서 매우 명시적인 정보나 자신의 인상에 남

은 정보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자유 기술을 함으로써, 논증문을 구성하는 논증으로

서의 역할이 미비하다.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생

성하고 있는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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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베껴쓰기 17(22%) 23(24%)

옮겨쓰기 6(8%) 5(5%)

줄여쓰기 5(7%) 12(13%)

풀어쓰기 48(63%) 55(58%)

소계 76(100%) 95(100%)

덧붙이기 47(60%) 44(72%)

통합하기 23(29%) 13(21%)

도약하기 8(10%) 4(7%)

소계 78(100%) 61(100%)

엮어쓰기 16(14건) 20(11건)

[표 III-14] 학습자의 정보 변형 유형 출현 빈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베껴쓰기 .945 .334 -.406 81 .686

옮겨쓰기 2.581 .112 .772 81 .442

줄여쓰기 11.917 .001 -1.635 78.982 .100

풀어쓰기 2.400 .125 -.082 81 .935

덧붙이기 .085 .772 1.063 81 .291

통합하기 6.003 .016 1.907 70.311 .061

도약하기 9.322 .003 1.449 67.669 .152

엮어쓰기 .770 .383 .007 81 .994

[표 III-15] 정보 변형 유형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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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유+

정보 근거

필자 이유+

(정보+필자)

근거

정보 이유+

필자 근거

정보 이유+

(정보+필자)

근거

정보 이유+

정보 근거

베껴쓰기 .080 -.111 .234* .213 .509**

옮겨쓰기 -.059 .034 -.078 -.099 -.152

줄여쓰기 .050 .003 .059 -.031 -.051

풀어쓰기 -.199 .313** .324** .344** .275*

엮어쓰기 -.076 .103 .030 .145 .221*

덧붙이기 -.017 .415** .134 .341** .116

통합하기 -.098 .222* .570** .174 -.095

도약하기 -.119 .119 .061 -.183 -.078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III-16] 논증 구성 유형과 정보 변형 유형의 상관분석 결과

우선 정보 생성 유형의 출현 빈도를 베껴쓰기, 옮겨쓰기, 줄여쓰기, 풀어쓰기를 하

나의 분석 단위로, 덧붙이기, 통합하기, 도약하기를 다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살펴

보았다. 이 묶음은 자료와 필자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베껴쓰기, 옮겨쓰기, 줄여쓰

기, 풀어쓰기는 자료 텍스트의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성이고, 덧붙이기, 통합하

기, 도약하기는 필자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성이기 때문이다. 엮어쓰기의 경

우, 다른 정보의 생성 유형들과 함께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였다.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중심으로 한 내용 생성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유형은 풀어

쓰기이다. 이는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를 그대로 쓰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

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뒤를 잇

는 것이 베껴쓰기 유형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료 텍스트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활

용할 때,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자료 텍스트에서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는데, 학습자와의 면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연구자 :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학습자 텍스트)에 나와 있

는 내용이 여기(읽기 자료)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애.... 한문

장 빼고 그 다음 문장 .........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한 두 개만 빼

놓고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갖다가 너가 베낀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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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거든. 베끼는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요렇

게 한 이유는 뭐야?

     S2-04 : 근데, 그냥 제가 쓰는 것도 제가 쓰는 건데, 그냥 그 때는 별로 그

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했어요. 

     연구자 : 그러면 너의 생각을 넣어서 변형 시킨다는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거?

     S2-04 :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고, 그냥, 한 글자라든지 두 글자라

든지, 그냥 제가 넣어서, 쓰는 거 자체가?

학습자 S2-04는 면담 초에는 연구자에게 자료를 베껴쓰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는 베껴쓰기와 같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글자 한 두 개만 바꾸어도 자신의 생각이 개

입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료의 인용이나 재진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읽기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한 학습자 S1-11도 

S2-04와 같은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옮겨쓰

기 유형의 출현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정

보를 활용하는 쓰기에서의 정보의 출처에 대한 보고(報告)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

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보 인용에 대한 낮은 인식의 소유로 인해 해당 정보를 무비판적으

로 그대로 옮기는 학습자들의 이러한 행위와 양상은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글쓰기 

교육에서 교육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정보 생성 유형의 빈도는 [표 III-14]와 같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독립변인 t-검

정을 실시한 결과 [표 III-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항목의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높게 나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정보의 생성 유형

과 논증 구성 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6) 정보 생성 유형과 기본 논증 구조와의 상관관계

에서 통합하기는 ‘정보 이유+필자 근거’ 유형, 덧붙이기는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

거’ 유형, 베껴쓰기는 ‘정보 이유+정보 근거’ 유형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6) 상관분석은 5개의 논증 구성 유형과 8개의 정보 변형 유형에 따라 총 40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어 

제시되나, 본 연구에서는 논증 구성 유형과 정보 변형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발췌하여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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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7). 이는 논증 구성의 조직과 이에 쓰일 내용의 생성이 관련 있음

을 보여준다. 다소 낮은 상관관계이지만, 풀어쓰기의 경우 필자의 내적 정보의 조회

를 바탕으로 하는 논증 구성 유형에서 모두 관계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내용의 생성이라는 내용적 측면

과 논증 구성이라는 형식적 측면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통합적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시사

를 얻을 수 있다.

3) 정보 조직의 측면

논증은 논증 요소 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

장 기본적인 논증은 주장-이유-근거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반

론 수용 및 반박과 전제가 더해지면 더욱 탄탄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본 

항에서는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하기 위한 주장, 이유, 근거, 반론 수용 및 반박, 

전제의 5가지 요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읽기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를 어떻

게 활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조직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 선택 정보 중심의 소극적 구성과 필자 지식의 첨가를 통한 재구성

기본 논증 구성으로서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

의 논증 텍스트 안의 기본 논증을 구성하는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유형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7) 상관관계 계수는 ±0.9 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9 미만이면 높은 상관 관계, 

±0.4~±0.7 미만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계, ±~±0.4 미만이면 낮은 상관관계, ±0.2미만이면 상관관계 

없음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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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지식을 중심으로 선택 정보를 중심으로

필자 이유+정보 근거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 정보 이유+정보 근거

정보 이유+필자 근거

[표 III-17] 학습자의 개별 논증 구성의 유형

이 5가지의 유형 중, 필자의 지식을 중심으로 한 유형은 ‘필자 이유+정보 근거’,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 ‘정보 이유+필자 근거’ 유형이고, 선택 정보를 중심으

로 한 유형은 ‘정보 이유+정보 근거’,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선택 정보를 중심으로 논증을 구성한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선택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 논증의 구성 유형은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정보 이유+정보 근거’의 두 유형이다. 우선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유형을 살

펴보자.

(가) 전자책은 종이책이 주는 만큼의 쾌감을 주지 못한다(R2-26). 종이책을 

넘길 때 나는 소리, 향기, 촉감은 우리에게 정신적 포만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3-28). 실제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중요한 것에 밑줄을 그으면 힘들고 귀찮

을 수 있지만 공부할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전자책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쾌감을 느끼기 힘들 것이다. [S1-35]

(나)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R2-19). 보통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R3-26). 이 때 느껴지는 정신

적 포만감을 전자책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R3-27).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터프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매리엔 울프에 따르면 물리량이 없는 전자책을 대할 때 사람

들은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R3-23, 24) 또한, 책을 넘길 때에 나는 

소리, 감촉, 그리고 냄새는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R2-27, 29, 30). 

그러나 스크린에 나오는 빼곡한 글씨를 다 읽고 넘기면 또 어지러운 글자가 나오

는 전자책은 사람을 금방 피로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S1-47]

(다) 종이책의 경우에는 읽은 양과 남은 양을 두께로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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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한다(R3-26). 다 읽은 책의 두꺼운 두께를 다시금 확인할 때

의 정신적 포만감은 전자책이 줄 수 없는 종이책만의 장점이다.(R3-27, 28) 나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폰을 사용해 e-book으로 본 두꺼운 책은 읽었는지 아

닌지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 하지만 종이책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두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포만감은 물론 기억에도 잘 남는다.(R3-29) [S2-04]

(라) 제 부모님의 경우에도 자신만의 손때 묻은 영어 사전이나 색연필로 여기저

기 필기된 오래된 문법책은 수년이 지나도 다시 기억하기 쉽고 정겹기까지 하다고 

하신다. 슈테판 볼만은 조용히 혼자 책 읽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만의 자유 공간을 

획득하였다고 했고, 독일 평론가 발터 베냐민은 책읽기의 가장 큰 목적을 즐거움

과 행복을 우선시하였다(R2-62, 66). 전자책의 대두로 사회적 네트워크 환경이 필

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R2-38) 종이책이 주는 인간적 즐거움과 유용성은 여전

히 유효하다고 본다(R2-19). [S2-29]

위의 (가)～(라)의 예문은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의 유형이다. 이러한 논증

의 유형은 읽기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유와 근거의 관계를 구축하

고, 그러한 구축의 논리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해석이나 경험의 첨부를 통해 정교화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정교화는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서로 관계 지움

으로써 정보 활용의 정도를 높이고 정보 간의 관계 수립을 위해 필자가 적극적인 추

론을 세우면서 학습자 나름의 논리를 세우고자 함이다. 

(가)를 보면 읽기 자료 2와 3에 나온 정보를 서로 이유와 근거로 삼고 있다. 읽기 

자료 2와 3에 서로 떨어져 제시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필자는 자신의 체험을 덧붙

이고 있는데, 읽기 자료 2의 핵심 개념인 ‘쾌감’과 읽기 자료3의 핵심 개념인 ‘정신적 

포만감’을 학업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요소와 정신적 만족감을 언급함으로

써 이 두 개념을 효과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

(나)와 (다)에서는 읽기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담고 있

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체험을 기술하였

다. 종이책이 주는 장점을 언급한 읽기 자료의 정보에 전자책의 단점을 추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논증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여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적 불안감’, ‘정서적 포만감’ 등의 추상적인 정보에 대해 구체적 경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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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개념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행복’에 관련된 개인사를 기술함으로써 그것이 

현재까지 갖는 ‘유용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유용성이 전자책이 갖는 유용성, 즉 ‘사

회적 네트워크의 실현’과는 전혀 다른 종이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임을 부각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유형은 읽기 자료로부터 취한 정보들만으

로 구성할 때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지점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필자 나름의 해석을 더함으로써 그러한 추상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기술 전략은 적극적인 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는 것을 점에서 정보를 활용한 글쓰기의 전략으로 유용

한 필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정보 이유+정보 근거’ 유형의 경우는 자료 정보를 수동적으

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유형과는 차이

가 있다.

(마) 디지털 교과서(정책)을 시행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R4-25) 미래사

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한다(R4-26). 종이 교과서는 시

각적 효과의 부족, 정보량의 한계, 흥미 유발과 학습 몰입 기능의 부족 등이 있

다.(R4-20, 21, 22, 23)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에게(R4-24)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R4-25)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동

기를 부여한다(R4-26). [S1-23]

(바) 기존 교과서에서 부족했던 시각적 효과와 정보를 디지털 교과서는 완벽히 

보충할 수 있다(R4-20). 이는 이미 디지털 세계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폭넓은 정

보의 제공과 흥미 유발, 동기 부여 등을 하여(R4-21, 22)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R4-26). [S1-44]

(사) 종이책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매체이기 때문이다(R3-13). 오늘날은 디

지털 시계보다 구식 바늘 시계를 더 선호한다(R3-02). 왜 그럴까? 디지털 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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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면 바로 몇 시인지 알 수 있다(R3-03). 하지만 구식 바늘 시계를 추구

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단박에 알려준다(R3-05). 

책도 시계와 같이(R3-08) 우리는 4만년 전 원시인과 마음과 몸은 별로 다르지 않

다고 생각한다(R3-10). 인간의 뇌에는 글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회로

가 없다(R3-11). 인간은 물리적 감각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R3-12). 

[S2-15]

(아) 종이책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앞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기 때

문입니다(R3-18). 시간이 글자로 표현되는 디지털 손목시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R3-01).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틀에 있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 전체에서 또는 앞뒤

에서 위치 파악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R3-04). 시곗바늘의 각도는 숫자보다 

더 직관적으로 인식됩니다(R3-06). [S2-41]

(마)～(아)의 예문들은 ‘정보 이유+정보 근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예문에도 드

러나듯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논증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개별 논증을 

구성할 때, ‘정보 이유+정보 근거’와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특정 읽기 자료에서 한 

단위의 의미 단락을 가져와서 활용한다. (마)는 읽기 자료 4의 정보를 ‘R4-25, 26 / 

20, 21, 22, 23, 24 / 25, 26’와 같은 구조로 가져와 기술하였다. (바)도 (마)와 같이 

읽기 자료4의 정보를 가져와 기술하였으나, ‘R4-20, 21, 22 / 26’의 구조로 좀 더 축

소된 형태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읽기 자료4에서 R4-16부터 26까지는 하나의 

문단이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읽기 자료의 일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것이다.8)

(사)와 (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예문 모두 읽기 자료3으로부터 가져와 기

술되었는데, (사)는 ‘R3-13 / 2, 3, 5, 8, 10, 11, 12’로, (아)는 ‘R3-18 / 1, 4, 6’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정보는 읽기 자료 3의 두 문단으로 내용상 두 문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9)

8) 읽기 자료4의 해당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서책형 교과서는 평면

적 사고와 기존 체제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가 안고 있는 시각적 효과의 부족,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 흥미 유발과 학습 몰입 기

능의 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 읽기 자료3의 해당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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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1 읽기 자료의 내용

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반

대한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인류 역사

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

이책은 다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이다. 책은 처음엔 점토나 죽간, 

파피루스 같은 (  ) 매체를 기반으로 

하다가 제지술과 인쇄술이라고 하는 

읽기 자료 1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

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는 

바로 책이다. 책은 처음엔 점토나 죽

간,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를 기반

으로 하다가 제지술과 인쇄술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그 

이러한 기본 논증의 구성은, 우선적으로 읽기 자료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그 

내용적 타당성은 담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

서 논리적 비약이 드러나거나, 논리의 맥락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상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다. (아)의 경우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계의 바늘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인간에게 더 잘 인식되

듯이, 종이책의 물리적 특성이 인간에게 전체적인 맥락의 파악과 기억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의 기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종이책이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빠

르다는 것과 시계 예시의 사이에 있던 논리적 연결을 삭제해 버리고, 학습자에게 인

상적으로 인지된 ‘전체 맥락’과 ‘시곗바늘’의 예시만을 기술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 이유+정보 근거’ 유형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읽기 자료의 논

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여러 읽기 자료로부터 각각의 부분을 발췌하여 하나의 논증

문으로 구성하게 된다. 다음은 S1-11 학습자의 글 전문이다. 다소 길지만 극단적 양

상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과 함께 읽기 자료를 비교해보았다.

     시간이 글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손목시계는 거의 사라졌다. 정확한 숫자로 찍어주는 디지털시계

보다 구식 바늘 시계를 사람들은 왜 선호할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각 그 자체가 

아니라 앞뒤를 고려한 상대적인 위치다. 12시에 끝나는 시험에서 11:39라는 글자보다 분침의 위치

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으며, 얼마나 남아있는지, 즉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박에 보여준다. 그래

서 시곗바늘의 각도는 숫자보다 더 직관적으로 인식된다. 수정 진동자와 시침, 분침이 결합된 요

즘의 시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제대로 융합된 좋은 사례다.

     책도 시계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종이책의 장점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

음은 4만 년 전 원시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 뇌에는 글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을 인식하는 회로가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행동과 물리적 감각을 통해 외부를 인

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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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그 

명성을 이어왔고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

체로 종이책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다. 또한 니콜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에서 책에 

대해 어떤 기술도 인류 역사에 이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했다.

두 번째 종이 책을 읽는 일은 전자

책을 읽거나 (  ) 스마트폰을 하는 일

과는 전혀 다른 “대체 불가능한” 즐거

움(   )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때문

이다. 지금은 종이 책이 마치 사라져

야 할 (   )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책이 가진 장점을 갖추

지 못하고 있다. (   ) 전자책은 무엇

보다 종이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촉감

이나 쾌감을 흉내낼 수 없다. 양손으

로 (  )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는 

손맛은 짜릿하다 못해 황홀하다 한다. 

또한 종이책을 읽으면 책장이 스스륵 

넘어갈 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

고 책장을 넘길 때 나는 향긋한 종이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이토록 다양

하게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체가 또 어디 있을까? 더구나 종이

책은 기차, 공원, 침실, 산, 바다, 어디

든 가져가서 펼칠 수 있다.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

는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이기도 하

다.

세 번째 종이책은 인간이 행동과 물

명성을 이어 왔다. 사상과 철학, 지식

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종이 책만 한 것이 없었기 때

문이다. 니콜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에서 책에 

대해 “어떤 기술도 인류 역사에 이만

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

고 말했다.

읽기 자료 2

종이 책을 읽는 일은 전자책을 읽거

나 인터넷을 하거나 스마트 폰을 켜는 

일과는 전혀 다른 ‘대체 불가능한’ 즐

거움과 가치를 사람에게 안겨 주기 때

문이다.

지금은 종이 책이 마치 사라져야 할 

올드 미디어의 대표처럼 여겨지고 있

지만 아직 어떤 뉴 미디어도 책이 가

진 장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자

책과 태블릿 컴퓨터가 종이 책의 특성

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어림도 없다. 전자책은 무엇보다 종이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촉감의 쾌감을 

흉내 낼 수 없다. 양손으로 종이 책을 

들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는 손맛은 짜릿하다 못해 황홀하

다.

그뿐인가. 종이 책을 읽으면 책장이 

스르륵 넘어갈 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긋한 종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이토록 다양하게 인간의 감

각을 만족시키는 매체가 또 있던가. 

더구나 종이 책은 기차, 공원 벤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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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감각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

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   ) 터프 대

학의 인지과학자 메리엔 울프 교수에 

따르면 종이책은 읽는 도중에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수한 매

체라고 했다. 종이책이 귀퉁이 여백과 

전혀 변하지 않는 모양은 일종의 지형

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 )전의 기억을 되살려 내기

에 전자책보다 나은 매체라는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과 들을 산책하

면서 물리적 지형을 기억하고 그 안에

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

화해 왔다. 인간이 종이책을 읽는 과

정도 물리적 지형을 탐색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과 달리 

물리량이 벗는 전자책을 대할 때 인간

은 누구나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볼 수 있

는 책을 굳이 종이에 찍어 그것을 물

리적으로 손에 쥐고 읽으려는 습관이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고, 전자

책보다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전자책보다 인간 본성에 충실한 매체

이기도 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한

번 더 반대한다.

실, 산, 바다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

고 어디서든 펼칠 수 있다.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

는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읽기 자료 3

인간 뇌에는 글과 같은 추상적인 개

념을 인식하는 회로가 처음부터 장착

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행동과 물리

적 감각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종이는 인간의 이런 본성에 가장 충

실한 매체다. 터프대학의 인지과학자 

매리엔 울프 교수에 따르면 종이책은 

읽는 도중에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수한 매체라고 한다. 종이

책의 귀퉁이 여백과 변하지 않는 모양

은 일종의 지형과 느낌을 주기 때문

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전의 기

억을 되살려 내기에 전자책보다 나은 

매체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은 산과 들을 다니면서 물

리적 지형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인간이 종이책을 읽는 과정도 물리적

인 지형을 탐색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

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물리량이 없

는 전자책을 대할 때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불안감

을 가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스크린으

로 볼 수 있는 책을 굳이 종이에 찍어 

그것을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읽으려

는 습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II-18] 선택 정보만으로 구성된 극단적 사례



- 77 -

위의 표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한 부분만이 학습자가 직접 창안하여 기술한 문장이

고, 나머지는 모두 읽기 자료를 활용한 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서술어나 접

속어 등의 첨가와 변형, 일부 낱말의 변경과 생략 등만 있을 뿐, 읽기 자료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러한 양상은 ‘요약’과는 다른 것이다. 요약은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줄여 쓰는 것이라면, 위의 학습자가 보여준 텍스트는 각

각의 읽기 자료 중 일부분을 끌어다가 연결 짓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

의 텍스트에 대한 요약은 요약문이라는 새로운 텍스트로서 그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

지만, 위와 같은 텍스트는 서로 다른 텍스트의 특정 부분들을 잇는 것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사례를 보인 학습자는 S1에서는 1명, S2에서는 4

명으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좀 더 강조된 학습자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 활용의 양상은 자료 활용의 방식에 대한 학

습자의 방법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따라

서 이에 대한 교육적 내용과 방법의 구안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9]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를 활용할 

때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유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양상을 보

인다10). 

S1 S2

자료 정보를 근거로 활용한 기본 논증의 수 63 72

자료 정보를 이유로 활용한 기본 논증의 수 32 34

[표 III-19] 논증 요소에 따른 자료 정보의 활용 형태 수량

자신이 설정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

는 읽기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더 정확하고 구체적

이며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0) 선택 정보를 근거나 이유로 활용한 사례의 수는 중복되어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 이유+정

보 근거’의 논증일 경우에, 정보를 이유로 활용한 사례와 근거로 활용한 사례에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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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자 : 여기 두 번째 꺼에서는 여기 자료 3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걸 쭉 

갖다 썼거든.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엮은 거 같은데, 

왜 여기에다가는 너의 생각을 더 첨가를 하지 않았어?

     S2-15 : 어, 일단 전문가가 쓴 거니까...  더 신뢰성이 갔어요.

     연구자 : 음 그냥 네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 것보다는 전문가의 생각을 가져

다 쓰는 게?

     S2-15 : 더 신뢰성 있어 보이고.

학습자 S2-15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문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면 

자신의 글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도에서 자료 정보를 활용한다. 이러한 학

습자의 활동은 기본 논증의 타당성으로 높이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필자 나름의 재구성 없이 자료 텍스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논증을 

구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필자의 지식, 경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양상을 살펴보자. 우

선 ‘필자 이유+정보 근거’는 필자가 세운 기본 논증 안에 선택 정보를 하나의 근거로 

삼는 유형이다.

(차) 종이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읽기 자료에 따르면 종이

책은 읽은 양과 얼만큼 남았는지 남은 양을 두께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어디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 다 읽은 책의 두꺼운 두께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자책에서 느

낄 수 없는 정신적 포만감을 준다. 이러한 물리적 쾌감은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고 

한다(R3-27, 28, 29). [S1-01]

(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 이것은 연간 종

이책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200만톤의 종이, 즉 30년생 나무 3500만 그루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R2-41, 42). [S1-24]

(타)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와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고(R4-43), 디지털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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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습자 중심이고 학습자 향후 구성 콘텐츠도 있습니다(R4-45, 47). 이런 것

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은(을) 만들 수 있습니다. [S1-32]

(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전자(책)보단 (종이)책에 더 끌리게 돼 있다. 심리

적 부담감이 적다는 뜻이다(R3-34). 1000여명의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욕 쿠니센터의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 역시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효과가 있는 

전자책보다 엄마가 읽어주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전자장치에 대한 무의식적 부담

의 의미를 (이) 실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R3-42, 43, 44). [S2-31]

(차)～(파)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신들 나름의 이유를 

설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읽기 자료에서 선택하여 기본 논증을 구성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에서 알 수 있는 특정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의 정

보에 주목하고 이를 자신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기본 논증

의 구성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먼저 생성한 이후에 읽기 자료에서 정

보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읽기 자료에 나타난 특정한 정보에 먼저 주목하고 그 이후

에 선택 정보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명제를 이유로 창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양상은 하나의 특정 정보에만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 이유+정보 

근거’ 유형의 기본 논증은 읽기 자료의 여러 정보를 서로 관계화 하여 근거로 제시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에 대한 필자의 거시 명제로 이

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 유형은 ‘필자 이유+정보 근거’ 유형과 유사하지만, 

필자가 선택한 정보에 대해 필자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을 더함으

로써 논증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유형이다.

(하)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R4-8, 

9)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R4-39). 

나도 2013년에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해보았는데, 전자책이 내게는 익숙해서 종

이책보다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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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서

는 종이로 만들어져있고,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들며, 나무를 베면 산림이 파괴되

고 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기체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책형 교과서는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R1-40)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서책용 교과서에 비해 거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

다. [S1-44]

(너) 현재 종이 교과서로 인한 종이 낭비와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국

내에서 종이교과서로 인해 사용되는 종이 무게만 해도 연간 200만 톤이 넘는데, 

이는 나무 3500만 그루를 베어야 나오는 양이다(R1-41, 42).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도입 하였고 연간 3만 5천 달러라

는 큰돈을 절약하게 되었다. [S2-20]

(더) 종이 책 교과서는 전자책에 비하여 집중력과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교과서는 일반도서와 달리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중요 부분에 필기를 하거나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손으로 적어 이해를 돕고 암기가 필요한 책이다. 

인간의 메모리에 관한 의학적 보고에 의하면, 손의 미세운동을 관장하는 뇌 부위

가 기억력을 주관하는 부위 가까이 있어 직접 자필로 쓰면서 이해하고 외우는 것

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면 전자책은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의 연

구에 따르면 수업의 내용과 더불어 전자책 조작법까지 신경을 써야 하므로(R3-35) 

능숙하지 못한 사용은 오히려 수업의 흐름과 집중력을 흩뜨려 교육자 및 학생 모

두에게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구한다고 한다(R3-34). [S2-29]

예문 (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끈다는 이유에 대해 

읽기 자료 정보에서 ‘디지털 원주민’의 정보와 ‘전자책이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정

보를 선택하여 뒷받침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보강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책이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정보에 대한 하

나의 구체적인 예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여 다소 추상적인 선택 정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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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시키면서 예상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경

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경험이다. 이러한 특수한 

경험을 겪는 당사자로서 그에 대한 좋은 점을 기술하는 것은, 학습자의 글을 읽을 

예상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예문 (거)는 읽기 자료에서 ‘종이책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산업의 산물

이다.(R1-40)’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근거로 삼으면서, 해당 선택 정보와 관련된 

지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선택 정보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

였다. 종이의 사용과 나무의 벌목이 ‘온실기체의 양’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다시 지

구 온난화와 관계있음을 알려주는 정보의 제시를 통해 ‘필자 이유+정보 근거’ 유형의 

논증의 방식보다는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의 타당성을 갖게 된다. 

예문 (너)～(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택 정보 근거와 관련 있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너)의 경우에는 해당 선택 정보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서로 관련이 깊어 보이지 않는다.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의 소비와 경제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학습자의 충분한 

설명이 기술되지 않았고, 때문에 선택 정보와 필자의 배경 지식은 관련성이 옅어 보

인다. 

그러나 (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학습의 ‘집중력과 학습 능률’과 관련하여 종이

책의 긍정적 측면은 자신의 배경지식에서, 전자책의 부정적 측면은 읽기 자료에서 

근거를 취하였다. 전자책의 부정적 측면만을 진술하여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논

증을,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통해 종이 교과서로 학습할 때의 긍정적 측면을 보강함으

로써 논증의 균형성을 맞추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

고 읽기 자료로부터 선택한 정보에 ‘능숙하지 못한 사용은 오히려 수업의 흐름과 집

중력을 흩뜨려 교육자 및 학생 모두에게’라는 필자의 해석을 더함으로써 자신의 의

도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선택 정보를 초점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 유형의 학습자는 선택 정보에 대해 해석을 더하거나 

필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보완하면서 근거 제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논증

을 탄탄하게 하면서 선택 정보 활용에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이유+필자 근거’의 유형은 읽기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와 관련된 학습자의 

해석이나 경험 등이 첨가되는 것으로, ‘필자 이유+정보 근거’의 유형과 유사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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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떠오른 필자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을 경우에 이를 활용한 

논증이다.

 (러) 전자책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즉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R4-22, 23). 내가 6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했었다. 종이책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전자책으로 수업을 했을 

때 나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집중을 잘했다.  [S1-12]

(머)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에 비해 많이 편리합니다(R2-09). 손가락으

로만 까딱하여 터치만 하면 되는데, 종이 교과서는 직접 하나하나 넘겨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S1-40]

(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면 종이책으로 수업하는 것에 익숙하던 선생

님들 역시 전자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전자책을 완벽히 활용하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자 교과서에 적응하는 동안 교사

와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R3-59). 전자 교과서에 적응을 한 뒤에도 고

장이 나거나 연결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될 것이다. 

[S2-01]

(서) 종이책은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는 ‘무한 에너

지’이다(R3-36, 37). 만약 전자책을 들고 다니다 배터리가 없어 전자기기가 꺼진다

면, 심지어 꽂을 콘센트도 없다면? 그 때에 전자책은 아무 쓸모 없는 비싸기만한 

물건이 될 것이다. [S2-04]

(러)～(서)의 기본 논증들은 읽기 자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

당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정보 이유+필자 근거’ 유형의 논증에서 학습자

는 읽기 자료에서 이유로 선택한 명제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경우, 이를 자신의 개

인적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을 통한 뒷받침으로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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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필자 .771 .382 -.563 81 .575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해당 명제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등을 떠올려 이를 읽기 자

료에 표기해 두고, 이를 내용 조직 과정에서 뒷받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왜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가져다주는지, (머)에서

는 종이 교과서에 비해 디지털 교과서가 왜 편리한지, (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정

책이 왜 혼란을 가중하는지, (서)에서는 무한 에너지인 종이책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에 대한 근거로서 각각 자신의 경험과 사용의 예,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가 소유한 지식이 온전하거나 정확하다는 담보를 받을 수 없고, 학습자 개

인의 경험 또한 일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논증의 로고스적 측면에서 이러한 근거의 

사용은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의 논증에서 진술

의 파토스, 에토스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Perelman & 

Olbrechts-Tyteca, 1969), 지식이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서 뒷받침을 하는 논증의 

구성은 추상적 진술에 대해 구체성을 부여하고 글을 읽을 예상 독자에게 공감을 유

도하는 파토스적 전략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기본 논증 구성의 유형의 출현 빈도

와 통계적 검증은 다음과 같다.

S1 S2 평균

필자 이유+정보 근거 14(19%) 17(21%) 31(20%)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 33(46%) 30(37%) 63(41%)

정보 이유+필자 근거 9(13%) 6(7%) 15(10%)

정보 이유+(정보+필자) 근거 11(15%) 7(9%) 18(12%)

정보 이유+정보 근거 5(7%) 21(26%) 26(17%)

합  계 72(100%) 81(100%) 153(100%)

[표 III-20] 학습자의 기본 논증 구성의 유형 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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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보 

근거

필자 

이유+(정보+

필자) 근거

.032 .859 1.161 81 .249

정보 이유+ 

필자 근거
4.141 .045 .882 60.357 .381

정보 이유+ 

(정보+필자) 

근거

4.271 .042 .935 65.421 .353

정보 이유+ 

정보 근거
14.639 .000 -2.143 69.236 .036

[표 III-21] 기본 논증 유형에 대한 독립변인 t-검정 결과

[표 III-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본 논증의 

유형의 빈도는 ‘필자 이유+(정보+필자) 근거’의 유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필자 

이유+정보 근거’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을 뒷받침하

는 내용을 읽기 자료 내에서 관련 있는 정보를 선택, 발췌하여 사용하는 활용의 유

형으로,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 내의 정보를 소극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1 집단과 S2 집단에서 나타난 기본 논증의 유형 빈도는 거의 대부분 유사한 수

치로 나타났으나, ‘정보 이유+정보 근거’의 유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의 유

의미성을 살피기 위해 독립변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III-21]처럼 ‘정보 

이유+정보 근거’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확률 p>.05로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보 이유+정보 근거’의 유형은 유의확률이 

p=.036으로 S1 집단과 S2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S2 집단에게 정보를 활용하라는 좀 더 상세한 안내가 자료 활용의 

인식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 자료와 자

료, 자료와 필자 간에 의미를 구축하고, 변형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이를 그

대로 가져다 쓰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자의 자료 

활용 태도는 추후 언급되겠지만 정보 변형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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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일탈의 반박과 소통적 반박 논증의 구성

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반론 수용 및 반박의 논증을 구성한 학습자는 많지 않았다. 

S1 집단에서 22명, S2 집단에서는 20명의 학습자가 반론 수용 및 반박 요소를 논증

에 구성하였고, 두 집단의 반론 수용 및 반박 요소의 구성의 통계적 의미도 t값은 

.757, 유의확률이 p=.45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론 수용 및 반박의 요소의 구성은 또 다른 ‘하위주장’으로 다루어 논증을 구성해

야 한다(Williams & Colomb, 2007/2008: 83).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인식을 드러냄

과 함께 그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다시 논증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반

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반론 수용 및 반박의 논증은 이유-근거

의 기본 논증에 비해 그 논증의 전개 수준이 매우 낮았다. 학습자들의 반론 수용 및 

반박은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해 역공격을 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말꼬리 

잡기식의 낮은 수준의 반박을 취하고 있으며, 논점이 일탈되어 반박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박을 하기도 한다.

(가)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보통 때 한다면 휴지 흑연 

종이 등부터 아끼고 나무를 심어라. 과연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끼는

가? 그것도 아니다. [S1-18]

(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은 책을 

하나의 단말기에 담을 수 있고, 서점에 책을 사러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나

서 기다리는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식 네트워크 기능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물론 저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 교과서를 인터

넷이나 서점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부해주는데 이러한 점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든 안하든 비슷할 꺼 같다. [S2-13]

(다) 전자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자책 값이 싸고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정리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리가 잘 되 있어도 정작 필요할 때 가져가지 

못해 좋지 않다. 실제로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자책이 읽어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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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다 엄마가 읽어주는 즉 종이책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S2-24]

(라) 디지털 교과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논합니다. 지구 온난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

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이 모든 문

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이나 휴지, 학용품을 

아껴 쓸 수 있게 인식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1-47]

(마) 물론 지구 온난화, 보관과 휴대의 불편함과 같은 일반적 종이책의 단점은 

인정하지만 교과서는 다른 종이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의 보조적 도구로서 정적인 학습 도구가 아닌 학습자에게 시청각적

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종이 교과서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

다 생각한다. [S2-29]

(가)～(마)에 나타난 반론 수용 및 반박 요소의 구성 내용을 보면, (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종이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에 대한 반론에 

대해 “과연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끼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며 인신공격

의 방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나)는 반론 수용의 차원에서 하나의 단말기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점, 책의 구매 측면에서 수고와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점, 지식 네트워크 기능 등 전자책의 여러 장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

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그 반박의 내용 또한 교과서는 서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

라, 학교에서 배부해주는 것이라는 말꼬리 잡기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다)는 전자

책의 편리성 측면의 반론을 인식했지만, 그에 대한 반박으로 ‘종이책이 더 낫다’는 

무조건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책을 읽어주는 방식

에 대한 선호의 정보는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라)～(마)와 같이 반론 수용 및 반박 요소를 나름의 논증으로 구성한 학습

자들도 있다. (라)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사용해야 한다

는 반론에 대해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반박하면

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를 통해 반박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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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마)는 종이책의 단점에 대한 반론에 대해, 교과서는 다른 종이책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반박을 펼치면서,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

서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세워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라)와 (마)의 경우가 반론 수용 및 반박의 논증 구성으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가 수집된 자료에서 가장 나은 수준의 논증이라는 점에서, 학습자

들의 반론 수용 및 반박 논증 구성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반론 수용 및 반박의 논증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

끼지 못하거나, 그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반박 

논증을 구성하는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 논증 구성보다 더 낮은 논증 구성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연구자 : 음. (읽기 자료에 표시된 곳을 지적하며) 지금 이 내용이 반박인거

잖아. 근데 요 부분(읽기 자료에 표시한 부분)은 사실 (학습자의 

텍스트를 가리키며)여기에서는 쓰이지는 않았거든. 그럼 여기(읽기 

자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쓰지 않은 이유, 특별한 이유

가 있어?

     S2-15 : 음. 그냥, 반박하는 걸 쓰면, 좀 뭐랄까, 점수가 깎일 것 같기도 하

고, 그냥 자기 주장만 확고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은 안 썼어요. 

(사) 연구자 :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로 읽었

다?

     S2-32 : 네. 어차피 글에 그런걸 꼭 써야 하는것도 아니고, 반대 내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했어요.

     연구자 : 반대하는 쪽의 자료는 별로 활용할 가치나 내용이 없다고 생각 한

거야?

     S2-32 : 네.

(아) S2-29 :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찬성, 한쪽은 반대. 그럼 디지

털 교과서를 반대했는데, 아무래도 찬성 꺼를, 찬성 꺼도 유심히 

보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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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찬성 꺼를 유심히 보게 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반댄대.

     S2-29 : 저는 이거를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찬성꺼를 보면은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찬성은 이러이

렇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자 : 어, 반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S2-29 : 예 

학습자 S2-15와 S2-32는 반론 수용과 반박의 논증의 구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S2-15는 자신의 논증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는 생각에 읽기 

자료에서 반박의 내용으로 주목한 것을 활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두 

학습자는 실제로 글에서도 반박 논증이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라)의 반박 

논증을 구성한 학습자 S2-29는 반론 인식과 반박에 대해 매우 확실한 인식을 보이

고 있다. 논증을 상황을 토론의 상황이라 인식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자료도 자신의 반박 논증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피는 대화적 태도까지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의 반론 수용 및 반박 논증에 대한 인식이 적

은 것은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반박 논증 구성에 관한 교육이 주장-이유-근거의 기

본 논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4)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의 정보 선택, 조직, 변형의 측면에서 학습자 텍스트의 양상을 분석해 보

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마련을 위해 몇 가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자료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다. 쓰기와 관련된 교수 학습의 상황에서 

읽기 자료를 배부한다는 것은 그 자료를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과제에 학습자들의 경험이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담화 통합 과제에 대한 적절한 표상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화 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담화 통합 활동을 수행해야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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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제 표상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과제 표상의 제공은 자료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읽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읽기 활동 중 자료 활용 계

획과 필자의 비판적 해석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료 텍스트 안의 정보들, 그리고 필자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필자 

나름의 새로운 의미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당한 논증 구성 활동이다. 읽기 자료를 읽는 것이 내용을 마련하는 것

이라면, 이렇게 마련된 정보는 논증 텍스트 작성을 위해 논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논증 구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장-이유-근거’의 기본 논증 구조에 대

한 지식은 있으나, 실제 타당한 논증 구성을 위해 정보와 정보, 정보와 필자의 지식 

등을 관계 짓는 것에 미숙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로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나, 서로 다른 자료에 존재하는 정보를 관련짓는 것

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반론 수용 및 반박이나 전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반박 논증을 구성하거나 전제를 기술하는 등의 양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증의 구성에서 반박에 대한 진술은 또 다른 ‘하위주장’으로서 ‘주장-이유-근거’

의 기본 논증 구조의 논리에 근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논증 구조에 대한 

지식보다는 논증을 구성하는 절차적 지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증 구성은 ‘주장-이유-근거’의 기본 논증을 중심으로 하여, 이후 반론 

인식과 반박, 전제 등으로 순차적이면서도 위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또한 고려되어

야 한다. 

세 번째, 바람직한 정보의 변형 활동이다. 많은 학습자들은 자료를 읽고 글을 쓰라

는 과제에 대해, 읽기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글자 한두 개만을 고치고도 

그것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

는 기본 논증의 유형별 빈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2 집단에서 ‘정보 이유+정보 근

거’의 유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이유는 자료를 활용하라는 인식은 있으나, 자료를 

어떻게 자신의 텍스트에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보 이유+정보 근거’는 흔히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사하기+붙여넣

기’식의 자료 활용 방식이다11). 이는 인터넷 등의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의 

11) 이러한 정보의 활용은 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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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조직과 변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

이, 논증 구성과 수사적 표현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를 활용할 때 그것의 바람직한 변형에 대한 교육 내용은 논증 조직과 함께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지금까지 논의된 담화 통합 활동은 명제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지

식으로서, 학습자의 수행을 담보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담화 통합 활동의 교육은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담화 통합 활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맥락 아래에서 실제 학습자들이 담화 

통합 활동을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담화 통합의 절차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화 통합 과제는 일회에 

그치기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담화 통합 활동의 경험

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쓰기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강민경(2013), 쓰기 윤리 교육

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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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 설계

1.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내용

글쓰기 연구의 하나로 수행된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향한다. 과거 전통

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은 지식을 중심으로 교사는 이를 가르치고, 학습자는 이를 수

용하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여왔다.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지식은 본질

적으로 완결되고 고정된 최종 산물로 인식되었고,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변화의 양

상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이며 학습자는 

이를 수용하는 객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쓰기 교육은 쓰기에 관한 명제

적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쓰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쓰기 능력은 쓰기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포함하여 그 절차적 지식이 내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었을 때에 형성

될 수 있다.

Dewey(1938)에 의하면, 수업 활동은 아동의 현재 경험에서 시작하여 교과목의 조

직화된 진리 체계가 대표하는 경험을 향해 나아가는 ‘계속적인 재구성’의 과정이다.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경험은 현재 경험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아간다. Dewey가 말한 이러한 경험은 앞서 논의한 

Vygotsky의 ZPD(근접발달영역)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ZPD 안에서 내면화를 거치

는 과정이 바로 Dewey의 경험이고, 내면화를 통해 학습이 일어나면서 발달하는 과

정이 계속적인 재구성의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주체는 바로 학습자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식 구성의 경험’을 교실 상황으로 가져오면 ‘활동’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활동은 그 활동의 주체인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타당한 논

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료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

하고 변형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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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논증 구성 능력,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을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담화 통합 활동 및 논증 장르의 이해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쓰기를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교육

되어야 한다. 쓰기 교육이 쓰기의 절차적 지식과 그것의 실천적 수행을 중심으로 한

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명제적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절차적 지식과 수행

으로 점차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글쓰기는 자료 텍스트를 읽고, 그것의 이해를 기반으

로 정보를 선택하여 자신의 텍스트 생성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글쓰기와 변별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담화 통합의 과제를 수행할 때 자료 텍스트를 아이디어 

촉발의 차원이 아닌,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베껴쓰기와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의 인용 및 풀어쓰

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베껴쓰기와 같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

은 자료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기술(記述)하

는 인지적 노력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자료 텍스

트의 정보를 활용할 때 그 정보의 출처를 밝혀 활용의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 자료 텍스트의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은 문법 

교육에서의 인용에 대한 교육 내용과 같이 심화된 것일 필요는 없지만, 자료 텍스트

의 정보 활용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주세형(2010)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주세형(2010)은 문법 교육 내에서 인용에 대한 교육이 ‘인용절’로만 다루어지고 있

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문법 지식이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 가능성이 많

기 때문에 ‘총체적 국어 능력의 기초 지식’으로서 실용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주세형(2010)은 이창덕(1999)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국어 학습

자에게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문법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용절’이 아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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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표현’을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적절한 인용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문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 ‘형식’을 모르기 

때문에 ‘인용 행위’와 ‘인용 형식’을 관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양한 

‘인용 표현’에 대한 언어적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

을 때,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수자의 시범으로 학습자에게 

모범적 언어적 경험의 제공함으로써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정보 활용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논증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논증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장르 지식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증 장르에 대한 지식은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

조에 따른 구성이나 연역 논증, 귀납 논증과 같은 논증 논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논증 장르에서의 논증은 

argumentation으로서 ‘어떤 행위, 믿음, 태도, 가치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박승억 외, 2005:27)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증 장

르에 대한 지식은 논증 행위로서 논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와 각 요소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논증 장르의 쓰기를 위해 필요한 논증 장르 지식의 내용 마련으로 본고

에서는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을 참고하여, 기본 논증과 반박 논증을 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Williams & Colomb의 논증 모형은 형식 논리적 논

증이 아닌 논증 행위로서의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한 모형으로, 

Williams & Colomb(2007/2010: 73)은 마치 원소가 모여 하나의 분자로 결합되듯 ‘주

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 수용 및 반박’의 논증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논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주장-이유-근거’로 이루어

진 논증을 ‘기본 논증’으로, ‘반론 수용 및 반박’을 ‘반박 논증’으로 설정하여 논증 장

르에 관한 교육 내용을 단계화하였다.

‘기본 논증’은 ‘주장-이유’의 가장 단순한 형식의 논증에 ‘근거’를 통한 뒷받침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주장이나 이유가 논증하는 자의 생각에 기반을 두어 진

술된 것이라면, 근거는 ‘논증을 사실에 닻 내리도록 하는 요소’로서 이유를 뒷받침한

다(Williams & Colomb, 2007/2010: 74-78). 또한 ‘반박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반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때 반박은 ‘기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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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구조에 기초하여 또 다른 하위주장으로 다뤄지면서 논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논증의 구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기본 논증을, 그리고 2차적으로 확장 심화된 

반박 논증, 그리고 전체 논증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 장르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학습

자가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생성할 논증적 텍스트의 형식과 의미 구성의 기본적 틀

에 대한 표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명제적 지

식의 교육 내용이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 전달을 위해 설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다.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지식 내용은 이후 학습자가 실제로 운용할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구성을 위한 의미 구성의 틀로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점차 절차적 지식과 학습자들의 통합적 수행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초적 작업

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러한 지식의 전수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후 교사의 시

범을 통해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들

에게 실질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목적 인식과 정보 선택

지금의 시대는 지식을 암기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 대신 다양한 출처의 정

보를 선택하고 적절히 조직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학습자에게 길러주어

야 할 언어능력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

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제안(박영목, 2008: 1-16)은 지식의 소유보다는 지식의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텍스트에

서 정보를 선택해 글을 쓰는 일은 높은 문식 행위가 요구될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담화 통합 활동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정보의 선택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쓰기를 위해 읽기를 수행함에도 불

구하고, 읽기의 목적을 내용 이해의 측면에 무게 두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읽기 목적을 달리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읽기=내용 이해’의 수준에서만 그 목적을 처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읽기 

맥락에 따른 목적에 대한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선택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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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쓰기 맥락에 따른 읽기 목적을 조정하여 자료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자

신의 글에 정보를 활용할 측면에서 읽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 자

신의 읽기 과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쓰기를 위한 읽기로서의 읽기 목적 인식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읽기 자료를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읽기 자료를 활용해야 한

다는 것은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만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를 기술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자료의 정보가 자신의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을 의미한다. 자료 텍스트의 정보 반영은 그것이 자신의 글에서 유용한지 그렇지 않

은지에 대한 정보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따라서 학습자는 읽기 활동 중 적극적인 

정보 평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자료 텍스트의 정보 평가 활동을 위하여 학습자는 읽기 활동 전에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 설정은 읽기 

활동 중 정보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학습자의 관점이 

설정된 이후에 그 관점에 비추어 정보를 평가하면서 읽는 적극적인 정보 평가 활동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정보 평가는 자신이 주목한 정보에 대해 표지를 다는 활동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 정보에 표지를 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 활동을 유

도하며, 앞으로의 쓰기 활동을 위한 일종의 정보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의 정보 선택 양상의 분석 결과, S1 집단의 55%가 아무 표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고, 또한 전체 학습자의 41%가 내용 이해 

중심의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습자들이 쓰

기를 위한 읽기 활동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적절한 읽

기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위한 읽기가 중심 내용에 대한 주목과 그에 대한 표지 작성으로 이루어졌

다면, 쓰기를 위한 읽기로서의 읽기는 활용할 정보에 대한 주목과 그에 대한 표지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쓰기를 위한 읽기 활동에서 읽기 자료에 표지를 다는 것은 주

목된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성할 글에서 어떠한 요소로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자료 활용 계획의 기록으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정보 선택은 선택된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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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것인지,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반박 논의를 위해 활용할 것인지 등의 

논증 요소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

들은 주로 자신이 설정한 관점과 일치하는 자료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논증을 구성

할 내용적 요소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탄탄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

의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 텍스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자료 텍스트

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또

한 복수의 읽기 자료 간에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아우

를 수 있는 거시 명제를 창안하면서 정보 간 관계를 구축하는 등, 읽기 활동 중 정

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논증의 논거를 다각도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IV-1] 내용 이해 중심의 읽기 활동을 한 학습자[S2-52]

[그림 IV-2]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활동을 한 학습자[S2-41]

[그림 IV-1]과 같이 내용 활용을 중심으로 읽기 활동을 하는 경우, 자료 텍스트 

내의 주제적 정보에 대한 이해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활용 측면에 있

어서 학습자가 수행한 읽기 활동은 실제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학습자 S2-52가 기록한 내용은 해당 자료 텍스트에서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이

다. 그러나 이 정보는 실제 학습자 텍스트에서 활용되지 못하였고, 전체 학습자들의 

논증 구성에서도 전혀 활용된 바를 찾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이는 자료 텍스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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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요 정보라하더라도, 논증 맥락에 따라 그것이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 때에

는 주목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IV-2]와 같은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활동은, 그것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자신의 글에서 

반박을 위한 반론의 내용으로 활용할 것을 기록해 두었고 이는 실제 학습자의 텍스

트에서 반박 논증의 구성에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증 구성 요소의 역

할과 그 관계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논증 요소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주목과 선택이 이루어질 때 이후 정보 생성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

면서 통합적 활용으로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선택 정보에 표지를 다는 것은 그것의 활용 계획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만

의 해석과 같은 비판적 평가, 관련 경험이나 지식의 추가적 기록 등도 포함한다. 이

는 논증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연상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판단과 해석을 유도하면서 발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선택할 때 정보는 하나의 명제로서 존재하

지 않고, 특정한 구문이나 충분히 가공되지 않고 거친 상태의 아이디어 수준의 정보

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기록들은 이후 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필자

의 지식, 경험, 해석 등과 결부되면서 실제적으로 진술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면서 

구체적인 의미로 구성되므로, 정보의 선택과 이에 대한 활용의 기록은 모든 가능성

을 고려하는 발산적 사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3) 논증 맥락 중심의 정보 초점화와 해석에 따른 정보 생성

정보의 선택 과정에서 선택 정보의 활용을 계획하고 선택 정보에 대한 필자의 해

석이나 관련된 경험 등을 발산적으로 기록했다면, 정보의 생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의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교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택 정보의 

정교화를 통한 정보 생성은 필자가 처한 논증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 초점화와 

필자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텍스트는 해당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논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온전히 일치되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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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시되는 논제와 관련하여 자료 텍스트의 정보가 초점화 되어 있을 수도,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기술해야 하는 논증의 맥락을 중심으로 

자신이 설정한 관점과 논지에 따라 자료 텍스트의 정보와 자신의 해석을 초점화 하

여 내용을 생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자는 논제에서의 핵심 개념에 따라 자

료 텍스트 내 정보의 개념을 일치시킴으로써 의미를 구축해야 한다. 초점화는 학습

자가 논증을 펼치는 논증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활용할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끔 조절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논증을 펼침에 있어서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

호하면 논증이 잘 조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Bereiter & Scadamalia(1987)가 기술하

였듯이, 자료 텍스트로부터 가져온 정보를 수동적으로 옮겨내는 지식-말하기

(knowledge-telling)와는 달리, 지식-변형하기(knowledge-transforming)는 정보와 필

자의 지식 사이에 독창적인 관계(novel connections)를 형성하는 구성적이고 능동적

인 과정이다. 따라서 지식-말하기식의 진술은 텍스트기반(textbase)1)으로 피상적인 

관계를 창출하지만, 지식-변형하기는 개념 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개념의 일치를 통한 초점화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구축할 수 있

게 된다.

예를 들자면,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된 4편의 자료 텍스트 중 2편은 전자

책과 종이책 일반에 대한 논의를 펼쳤고, 2편은 교육의 맥락에서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학습자들의 논증 맥락은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도입’에 관한 

찬반의 의견의 펼치는 것이므로, 전자책과 종이책 일반에 대한 논의에 관한 정보는 

그것을 다시 교육 정책적 맥락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진술될 필요가 있다. 

(가)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은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구한다고 한다. 전자책의 경우 내용과 더불어 조작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읽기자료 3의 일부)

→ 전자책은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의 내용과 더불어 전

자책 조작법까지 신경을 써야 하므로 능숙하지 못한 사용은 오히려 수업의 흐름

1) 텍스트기반(textbase)이란, 담화 처리에서 서술되기는 하지만 그 생각들을 정확히 문자화하지 않

은 생각들을 파악하는 심적 표상을 말한다(곽호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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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중력을 흩뜨려 교육자 및 학생 모두에게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구한다

고 한다. [S2-29]

[그림 IV-3] (가)의 선택 정보의 초점화 도식

위의 [그림 IV-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 S2-29는 전자책에 관한 일반적 논

의의 맥락을 디지털 교과서라는 교육 정책적 맥락으로 이끌어오면서, ‘심리적 노동’

을 수업의 흐름이 방해되고 집중력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형을 시도함으

로써 더욱 논증 맥락에 초점화 된 내용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이라는 논제의 핵심 개념에 맞추어 전자책의 개념을 디지털 교과

서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진술을 펼쳐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텍스트 내 정보를 필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과 결합하는 해석의 과정에

서 유추나 전이 등을 통해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나) 디지털 교과서는 자연 환경을 좀 더 지킬 수 있다. 종이 책을 만드는데 

매년 200만 톤의 종이가 소비된다. 이 200만 톤은 30년생 나무 3500만 그루를 

희생 시켜야 얻을 수 있다. 출판사는 잘 팔리지 않는 책은 종이 낭비라며 출판을 

포기하고, 베스트셀러나 잘 팔리는 책만 출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자책

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체육 교과서 경우에는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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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쓸 기회도 없는 몇 백 페이지나 되는 교과서는 학생 입

장에서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S1-33]

[그림 IV-4] 필자의 지식을 더한 유추된 해석

학습자 S1-33은 디지털 교과서를 지지하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가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육 교과서와 관련된 자

신의 지식과 해석을 근거로 더하였다. 종이책으로 인해 종이가 낭비되는 상황과 체

육 교과서의 사례가 공통적 맥락을 갖는 지점의 유추를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의 일

반적 맥락의 의미를 교육 정책의 맥락으로 초점화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

이 특정 개념을 초점화하고 해석을 더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선택 정보가 물리적

으로 결합되거나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정보를 좀 

더 유기적이고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논증의 맥락에 보다 초점화 된 정보를 생성하고

자 하는 필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제에 따른 논증 맥락을 중심으로 정보와 해석을 초점화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합한(appropriate)’ 논증 맥락의 인식이 요구된다. 이때 ‘적

합한’ 논증 맥락에 대한 인식은 쓰기의 과정에서 필자가 과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 표상을 의

미한다. 자료 텍스트 내의 정보와 논제 간의 개념, 자료 텍스트 내의 정보와 필자의 

기존 지식과 경험의 비교를 통해 그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논제가 제시한 논증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정보를 자신의 논의에 적합한 형태로 끌어오면서 내용

을 생성해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초점화와 해석의 과정을 추론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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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자료 텍스트와 필자의 지식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 참신하면서도 타당한 내용의 생성이 바로 Nelson(2001)이 언급한 담화 

통합의 변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논제의 요구와 그에 따른 자신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회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 정보와 자신의 지식을 맥락에 적합하도록 

초점화 하는 과정을 회귀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정보 생성 과정은 필자가 자료 텍스트를 검토하고, 자신의 배

경 지식이나 경험, 해석을 더해 자신의 텍스트에 사용할 내용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러한 활동은 단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료 텍스트를 검토하고 

초점화하는 과정의 반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McGilnley(1992)의 논의

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담화 통합의 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선조적인 패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회귀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의식 아래에, 

자신의 텍스트에 활용할 정보 생성을 위한 역동적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서의 담화 

통합 활동을 인식해야 한다.

4) 정보 재구성에 따른 논증 구조화의 정보 조직

정보 조직의 과정은 정보의 선택과 생성의 과정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보다 조직적

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텍스트의 장르적 틀에 따라 조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생성된 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인데, 논

증적 텍스트는 논증 구조에 따라 이를 조직하게 된다.

학습자는 읽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글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자료 텍스트로부

터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떠올렸다. 이러한 선택 정보와 필자 

정보는 읽기 과정에서는 그 관계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브레인스토

밍과 같이 열려있는 가능성 아래에서 수집된 정보들이다. 이후 수집된 정보들은 초

점화 되고 필자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좀 더 논증 맥락에 적합한 정보로 구체화되었

는데, 이러한 정보의 생성은 논증 구조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하나의 논증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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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이루게 된다.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 논리에 따라 진술하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이때 ‘논리’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논리는 수학에서와 같은 증

명으로서의 논리가 아니라, 타당하고 적절한 추론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의 과정은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맥락에 맞게 긴밀하게 연관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논증 교육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등 논증의 명제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져왔고, 실제 논증을 운용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주지하였듯이 논증적 글쓰기의 논증은 그것을 구성하는 논증 요소들의 역할과 관

계의 구축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장과 이유, 근거, 전제, 반론 수용과 반박의 논증 요

소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된 

정보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 구성 요소가 어떠한 논리에 의해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된 내용을 조직할 때 타당한 논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논증의 구성은 기본 논증과 반박 논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반박 논증은 기본 논증 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들

은 1차적으로 기본 논증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기본 

논증은 ‘주장-이유-근거’로 이루어진 논증이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장과 

이유는 필자의 생각에 기인하는 요소이다. 필자가 특정한 주장에 대해 어떤 이유를 

제시할 때 그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더라도 그것의 타당성은 담보 받지 못한다. 왜

냐하면, 주장이나 이유 모두 필자의 주관적 생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장과 이

유가 타당하게 연관된다는 것의 입증은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근

거는 그 출처가 필자의 주관이 아닌, 외부로부터 끌어온 것으로 사실에 기인한 요소

를 의미한다.

논증적 장르에서 자료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담화 통합 활

동에 의한 글쓰기는 자료 텍스트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텍스트 내의 정보를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료 텍스트가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를 매번 보장받을 수 없다. III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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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자 텍스트 분석 양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만약 명시적 정보가 충분치 

않은 자료 텍스트가 제공된 상황에서 자료 텍스트의 명시적 정보에만 기대어 논증을 

구성하게 될 경우, 자료 텍스트를 활용한 논증의 구성은 오히려 빈약한 논증으로 구

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해석적으로 생성한 정보와 명시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료 텍스트 간에 연관된 정보를 아울러 창출된 거시명제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근거는 그것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의 평가에 있

어서는 최선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 생성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담화 통합의 과제에서 논증 맥락을 고려한 적절한 추론에 의한 생성 정보를 근

거로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해석적 정보 생성과 함께 타당한 논증의 수행을 촉발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반박 논증의 구성은 자료 텍스트의 활용과 논증적 텍스트의 질적 수준을 높

이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학습자 양상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대상 

학습자의 61%는 반박 논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예상 반박을 고려하

지 못하는 것은 필자의 자기중심성(egocentrism) 때문인데 대체로 수준이 낮은 경우

에 더욱 그러하다. 예상되는 반론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고려하는 것은 필자

가 논제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논제에 대한 필자적 초점이 분명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박 논증 구성을 위해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논증 구성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자료 텍스트의 다각적 활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판

적 해석의 측면과도 관련되며 기본 논증과 함께 반박 논증 구성을 함으로써 보다 구

조화된 논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박 논증을 구성할 경우 유의할 점은 반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반박으로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반론에 대한 인

식 자체가 반박 논증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역공격

이나 말꼬리 잡기 식의 낮은 수준의 반박 논증을 수행하거나, 반론의 내용과 관계없

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반박 논증의 구성과 관련하

여, 반론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반박 논증 또한 기본 논증과 같은 이유-근

거의 논증 구조의 원리 아래에서 진술되어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반박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타당한 논증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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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담화 통합 활동을 활용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 내용에 대

해 살펴보았다.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과 관련된 담화 통합 활동의 교육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가 글쓰기를 수행할 때에는 각 교육 내

용이 상호작용하여 동시적으로, 회귀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담화 통합은 단순히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하나의 텍스트에 

모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조직하여 하나의 새로

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동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Larsen-Freeman(2003)은 언어가 갖는 세 가지 양상과 능력을 ‘형식-의미-사용’의 

3차원적 구조로 설명하면서, 언어의 표현은 일정한 형식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사용

되는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사용의 맥락, 

작용하는 의미, 언어의 형식이 얽혀 기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

다는 제안이다(민현식, 2008: 271-274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담화 통합 활동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볼 수 있다.

[그림 IV-5] 담화 통합 활동의 상호 작용

담화 통합 활동이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각 활동은 개

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선택에서는 정보의 능동성을, 정보의 생성에

서 정보의 구체성을, 정보의 조직에서는 정보의 적절성을 목표로 하여 상호작용하면

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 작용은 조정하기의 상위 인지에 의해 조절되면서 통합

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각 담화 통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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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단계적 습득한 이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해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방법

1) 활동 주도의 점진적 이양을 위한 명시적 교수․학습 모형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논증 텍스트를 작성함에 있어 학습

자가 담화 통합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글을 능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은 

자료 텍스트와 필자의 배경지식과 경험 등의 상호적 조회와 참조를 통해 논증의 내

용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 표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쓰기 과정에 대한 

명제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절차적 지식의 습득에 그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의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절차적 

지식의 습득에 무게를 둘 때에는 단계적이고도 명시적인 과정으로 구성되도록 고려

해야 한다. 교수․학습이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함은 쓰기의 인지적 과정에서 각 과

정에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지도 내용과 방법을 개

발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을 의미하며, 이는 각 과정에 대한 전략을 의미하

기도 한다. 쓰기의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쓰기 맥락의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해

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쓰기를 어렵다고 느낀다. Flower & Hayes(1980)에

서 학습자들이 겪는 쓰기의 어려움(constrain)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지식(prior knowledge), 문어로의 표현(written speech), 그리고 쓰기의 수사적 상황

(rhetorical problems)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밝히고 후자의 어려움이 전

자의 어려움들을 포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시적이고 복잡한 작문의 

과정에 대한 교수는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학습자들이 갖는 인

지적 부담은 매우 크며 따라서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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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내용 활동 주도의 이양 과정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이해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목적 인식

정보 활용 중심의 정보 선택

논증 맥락 중심의 정보 초점화와 해석

정보 재구성의 논증 구조화

[표 IV-1]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활동 주도의 이양 과정

교수․학습이 명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단계적 과정에 대한 전략의 

교수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의 설명과 

시범은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전략과 기능의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교사 주

도에서 학습자로의 점진적 활동 이양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이해의 교수․학습은 교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다.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학습자가 담화 통합 활동을 

실제 운용하기 위한 지식적 기반으로, 이러한 이론에 대한 교수․학습은 그 이론적 

지식의 습득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후 학습자의 활동을 위한 기준을 활용할 것

을 목적으로 삼는다. Lipman(2003/2005: 109)이 언급한 대로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사고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나 표준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고서는 학습자들이 더 나

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장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의 교수는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관련지어 담화 

통합 활동의 기준과 틀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의 정보 활용 중심의 읽기 목적 인식, 정보 활용 중

심의 정보 선택, 논증 맥락 중심의 정보 초점화와 해석, 정보 재구성의 논증 구조화 

등에 대한 교수․학습은 교사 주도의 활동 시범에서 학습자 주도의 독립적 수행으로 

점차 활동의 주도성이 이양되도록 계획한다. 또한 교수․학습의 특성상 각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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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이고 단계적으로 지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통합적으

로 운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사의 시범을 구성해야 한다.

교사 주도에서 학습자 주도로 활동의 주도성이 이양되는 과정은 이루어지는 교사

의 시범과 학습자의 연습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담화 통합 활동의 절차적 지식

의 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사는 담화 통합 활동의 절차적 지식 자체를 학

습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시범과 학습자의 연습의 과정을 통해 절차적 지식이 

자연스럽게 용해되어 학습자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언급한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사의 시범이라 볼 수 있는

데, 아래의 [그림 IV-6]에서처럼 학습자의 실제 발달 수준은 교사의 시범을 비계

(scaffold)로 삼아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림 IV-6] Vygotsky의 근접 발달 영역의 위치

[그림 IV-7] 교사의 시범과 학습자의 독립적 수행의 활동 비중의 이양

담화 통합 활동의 비중은 [그림 IV-7]와 같이 점진적으로 교사에서 학습자로 이양

된다. 처음에는 교사 주도의 시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만,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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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줄여가면서 학생의 연습을 늘려나가고 종국에는 학생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절

차적 지식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쓰기의 교수․학습 모형 중 

자기조절전략발달(SRSD, Self-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SRSD 모형은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와 유사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쓰기

와 관련된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비중, 교사 주도와 학생 주도의 비중이 시

간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이양되도록 설계되는 모형이다. Harris & 

Graham(1996)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전략발달 모형은 쓰기의 전략을 가르치는 데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교사의 일방적인 교수가 아닌 자기조절을 위한 전략을 포함

하여 읽기와 쓰기의 복합적이고 회귀적인 과정의 운용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 인식

을 키우며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효과적인 모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RSD 모형을 활용하여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

기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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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
습의 단계

주요 활동 및 내용
담화 통합 

활동 단계

장르 특징 

및 쓰기 

과정 

이해하기

- 논증 텍스트의 장르 구조적 특성 이해하기

- 담화 통합 활동의 역할과 절차 이해하기

논증 장르 구조 

및 담화 통합 

활동 과정 이해

↓

논제와 

텍스트 

탐색하기

- 쓰기 과제로 제시된 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 설정

하기

- 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기술하기

- 제공된 자료 텍스트 읽기

필자의 관점 수립

쓰기를 위한 읽

기의 목적 이해

↓

시범

보이기

및 

연습하기

- <교사 시범> 필자의 관점에 따른 정보 선택의 과정

- <학생 연습> 교사의 시범에 따른 연습 수행하기

- <교사 시범> 논증 맥락 중심의 정보 초점화와 필자 

해석을 통한 정보 생성

- <학생 연습> 교사의 시범에 따른 연습 수행하기

- <교사 시범> 생성된 정보 재구성에 의한 논증 구조화

- <학생 연습> 교사의 시범에 따른 연습 수행하기

정보 선택을 위

한 읽기

논증 맥락 중심

의 정보 초점화

와 해석의 생성

정보 재구성에 따

른 논증 조직

↓

독립적 

수행하기

- 연습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기 교수 방법으로 독립

적으로 쓰기 

- 쓰기 과정을 점검하며 자료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참

고하며 쓰기

자기 점검 질문 

활용하여 논증

적 글쓰기 수행

↓

평가하기

- 논증문 쓰기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하기

-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텍스트에 대한 교사 평가와 

피드백

자기 평가

교사 평가

[표 IV-2] 담화 통합 활동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은 ‘장르 특징 및 쓰기 과정 이

해하기, 논제와 텍스트 탐색하기, 시범 보이기 및 연습하기, 독립적 수행하기, 평가하

기’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SRSD 모형에서는 시범보이기 이후에 전략의 

암기 단계와 지원하기 단계가 있으나, 수행의 절차적 지식은 암기의 대상이라기보다 



- 110 -

실천의 대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암기 단계를 생략하고 지원하기 단계를 시범 보

이기 단계와 함께 구성하였다.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에 대한 교사의 시범을 통해 

담화 통합 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적 지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간단한 연습을 통해 내면화한다. 물론 한 번의 연습으로 충분한 내면화가 이루

어지기 어렵지만, 학습자보다 능숙한 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교사의 시범은 학습자

로 하여금 활동의 전략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장르 특징 및 쓰기 과정의 이해’ 단계는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작성해야 할 논증

적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과 논증 구성 요소, 자료 텍스트의 역할과 담화 통합 활동

의 절차 등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논증 텍스트는 여타 텍스트와

는 달리 그 구조적 특징과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

어야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담화 통합 활동이 다른 쓰기 과

정과는 달리 자료의 활용을 과정 중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쓰기 과정의 차

이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논제와 텍스트 탐색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논증 텍스트 작성을 위한 논제의 

제시하고, 이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내용 생성과 텍스트 읽기로 구성되어 있

다. 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논제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등의 필자 정보를 떠올려 봄으로써 추후 읽기 자료를 읽

을 때 자료 텍스트 내의 정보와 필자 정보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자 함이

다. 읽기 자료를 읽을 때에는 자신이 설정한 관점을 기준으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

하며 읽되, 선택 정보에 표지 달기, 자료 활용 계획과 비판적 논평의 메모하기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면서 읽기 자료를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읽도록 유도한다.

‘시범 보이기 및 연습하기’단계는 자료 텍스트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전략, 선택 정

보와 필자의 지식과 경험, 해석의 결합을 통해 논증 맥락에 초점화된 정보를 생성하

는 전략, 생성된 정보를 논증 요소로서 재구성함으로써 논증을 조직하는 전략 등에 

대한 교사의 시범과 학습자들의 연습으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교사는 사고구

술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담화 통합 활동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연습을 할 때에 어떠한 점이 어렵고 잘 안되는지에 대해 교사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사는 전략의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설

명을 해 주거나, 다시 시범을 보여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전략의 습득은 단 1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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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자들이 전략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범 보이기와 연습하기’ 단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수행하기’는 제시된 논제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쓰기의 전(全)과정을 운용

하며 논증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독립적 수행하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들은 자신들이 습득한 전략을 적용해보고, 어떤 점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평가하기’ 단계에서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 교

사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리해 봄으로써 추후 글쓰기 활동에서 이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활동 설계의 중점

본 항에서는 앞서 제안한 교수․학습 모형의 교수․학습의 모든 단계에 대한 논의

를 펼치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교

수․학습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담화 통합 활동을 고려한 자료 텍스트의 선정

담화 통합 활동은 여러 텍스트를 읽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담화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여러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학

습자에게 제시되는 자료 텍스트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임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

로 한다는 것은 자료 텍스트의 정보를 쓰기에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것은 담화 통합 활동을 고려한 자료 텍스트의 선정은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에서의 자료 텍스트 선정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을 의미한다.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논제 제시 방식을 김

슬옹(2008: 86-87)은 폐쇄형 논제 제시라고 하였다. 제시문 없이 지시문으로만 이루

어진 개방형 논제와 달리2), 폐쇄형 논제는 읽기와 쓰기를 결합하려는 의도를 바탕으

2) 개방형 논제 제시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논술 논제와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와 같은 논제로,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글을 쓸 

것을 요구하며 독창성을 중시한다(최병권․이정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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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3

영역 성취 기준

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쓰기의 윤리를 지켜 

책임감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내용 성취 기준

(1)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

검하고 조정한다.

(4)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

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5)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해결 방안

이나 요구 사항을 담은 글을 쓴다.

글
-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

로 한다. 이러한 폐쇄형 논제는 자료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필자의 진술 맥락을 특정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가)와 (나)의 ‘서구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로 한다’는 

진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라(동국대 2006 정시)”는 식의 논제가 바로 여기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쓰기 과제에서의 자료 텍스트 제시는 아이디어 

촉발이나 화제의 제시, 쓰기 맥락의 부여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

국 필자가 생산해내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내용은 주로 필자의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며, 따라서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는 필자가 해당 논제에 대해 얼마나 많

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가 평소 독서와 체험 등을 통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

직한 것이다. 그러나 담화 통합 활동은 기존의 지식 소유의 여부보다는 지식 활용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 텍스트 제시 방식은 담화 통합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는 학습

자가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논증을 구성하여 글을 쓰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텍스트는 학습자의 논증 구성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텍스트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011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참고할 때,  

자료 텍스트는 상호 대립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2011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과 자료의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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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 주장과 근거가 분명한 논설문이나 시평

- 글감이나 대상이 같은 둘 이상의 사설, 기사문

[표 IV-3] 2011 개정 교육과정 중 논증적 글쓰기의 성취기준과 국어 자료 예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수준의 논증적 글쓰기는 상반된 의견의 차이가 나

는 문제를 그 논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논제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차원이 아

닌,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을 자료로 삼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에서의 자료 텍스트는 그것이 국어 교과와 관련된 내용인가의 여부보

다는 담화 통합 활동과 논증 구성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논제인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찬반’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보다는, 해당 정

책에 대한 찬반의 논증으로 구성된 자료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학습자가 자

료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논거로 활용하여 논증과 반박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고 구술의 교사 시범을 통한 비계 구성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은 쓰기를 위한 읽기 목적의 

인식과 정보 선택, 논증 맥락에 따른 정보의 초점화와 해석을 통한 정보 생성, 논증 

구조에 따른 정보 재구성과 조직 등의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은 명제적 지식으로서 습득되는 것이 아닌, 수행에 의해 습득되는 절차적 지식

이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쓰기의 수행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쓰기 지식을 내면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SRSD 모형에서 교사

의 시범 보이기 및 학습자의 연습하기 단계는 이러한 학습자의 실천적 학습을 강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담화 통합 활동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Ryle(1949)의 구분

에 의하면 ‘～을 할 줄 아는 것’에 해당하는 방법적, 절차적 지식이라 볼 수 있다. 즉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담화 통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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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명제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담화 통합 활동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절차적 지식)’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실 이러한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담화 통합 활동이

나 장르 지식, 쓰기의 절차 등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선행하여 교수하는 것은, 이러

한 명제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그것의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 서수현(2006)은 쓰기에서의 내용 지식은 그것이 다루는 화제적 

차원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함께, 그것을 활용하는 절차적 지식 또한 쓰기의 내용 

지식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내용 지식과 절차 지식은 쉽

게 분리되지 않는다. 때문에 Flower et al(1987: 57)은 쓰기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그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직

하는 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가 ‘근거를 들어 이유를 뒷받침한다’는 명제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이

해하였더라도, 학습자가 그것을 실제 작동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이는 명제적 지식의 습득이 그것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의 사용이 자동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적 지식이 절차적 지식으로 환원

되면서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교사의 시범을 비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어과의 특성상 교사의 시범은 다른 교과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읽기 자

료로부터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쓸 글의 내용으로 조직하는 과정

에 대한 시범은, 체육 교과에서 구르기를 시범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읽기 자

료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기 때

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시범’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읽기 자료로부터 정

보를 선택한다’는 진술은 엄격히 말하자면 명제적 지식에 해당할 뿐, 실제적으로 그

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계로서 교사의 시범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 구술 

방법(think-aloud method)을 활용할 수 있다. 쓰기의 과정은 사고의 과정, 인지적 과

정으로 그것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 구술 방법이다. 사고 구술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을 발화(utterance)로 진술함으로써 어떻게 사고가 진행되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지심리학의 대두와 함께 이루어진 쓰기 연구에서 쓰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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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필자의 사고 구술 프로토콜(think-aloud protocol)의 

분석을 통해서였다. 실제 필자들의 사고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함으

로써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사고의 과정을 밝혀내는 데 큰 공헌을 한 이 방법을 통

해 교사의 시범을 구성함으로써, 실제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의 인지

적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어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

사고 구술을 통한 교사의 시범은, 논증적 글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으로서 정

보의 선택, 생성, 조직을 위해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모범적 사례의 양상, 정보의 재

구성을 통한 논증의 구성과 조직, 담화 통합 활동 과정에서의 회귀적 양상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조정으로서의 초인지 활동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학

습자들이 독립적으로 담화 통합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활용할 자기조절 질문의 

전략의 사용 또한 함께 시범보임으로써 학습자로 활동 주도가 이양되는 과정에서 학

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자기조절 질문을 활용한 학습자의 독립적 수행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SRSD 모형에

서의 핵심은 교사 주도의 활동에서 학습자 주도의 활동으로의 책임 이양을 통해 종

국에는 온전한 학습자 주도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온전히 자기 주도로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논증적 글쓰

기를 위한 담화 통합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맥락 아래에서 수행되는 필자의 조정은 앞서 제시한 

[그림 IV-5]에서와 같이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과 관련하여 상호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교사의 시범을 통해 정보의 선택, 생성, 조직과 관련된 

모범적 사례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습자가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안내할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조절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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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는 필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자료 텍스트

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텍스트에 사용할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을 핵심으로 하

여 읽으면서 쓰고, 쓰면서 읽는 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

은 쓰기의 회귀적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쓰기의 과정을 주재하는 점

검하기의 역할이 강조된다. Tierney & Pearson(1983)이 언급한대로 읽기와 쓰기의 

인지 과정은 조정하기(monitoring)를 통해 이루어지며, Flower(1990: 238-241)도 쓰

기의 계획하기, 표현하기, 검토하기의 과정은 점검하기를 통해 모든 과정들이 역동적

으로 작동하는 구성적 쓰기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필자의 의식(awareness)이

며, 이러한 의식은 필자 스스로가 쓰기 과정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하였다. 따라서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학습

자는 텍스트적 차원에서는 적절한 내용을 선택, 생성, 조직하는지에 대해, 절차적 차

원에서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쓰기의 행위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작

적 차원의 자기점검과 조절이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능숙한 필자가 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Bereiter & Scardamelia, 1987). 이러한 수행은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조절의 행위를 촉발하고 강화시켜주는 중

재(intervention)가 요구되며, 이러한 자기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는 자기조절 질

문(self-regulated checklist)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운용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학습자는 자기조절 질문을 활용하여 담화 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 시범의 사고구술을 통해 담화 통합 활동의 운용 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얻

고, 이를 연습을 통해 내면화 한 후, 자기조절 질문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함으

3) Flower(1990)는 쓰기의 구성성에 대해 역동적이고 통

합적으로 작용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옆의 

그림은 쓰기와 관련된 여러 전략의 가치에 근거를 둔 

계층적 도식이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서로 어떻게 기

능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은유의 표현이라고 밝히면서, 

쓰기에 대한 구성성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에게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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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선

택을 위한 

질문

 나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에 밑줄을 그었는가?

 밑줄 그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메모하였는가?

 자료와 자료 사이에 서로 연관된 정보가 있나? 

  있다면 찾아서 메모하였나?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나?

  있다면 어떻게 관련되는지 메모하였나?

 자료에서 선택한 정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메모하였나?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료에서 나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나?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료의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을 메모하였나?

정보 생

성을 위한 

질문

 자료에서 찾은 정보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연관시켜 서술하였나?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썼나? 그렇다면 그에 대해 인용하였음

을 드러냈나?

 자료의 정보를 내 글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의 말로 풀어

서 썼나? 

 나의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의 개념과 자료의 정보에 나온 개념

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될 수 있도록 의미를 조정하였나?

정보 조

직을 위한 

질문

<기본 논증>

 나의 주장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장과 이유가 어떤 상관이 있나?

로써 온전히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질문은 문제에 대한 제기와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기조절 질문

은 스스로의 활동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활동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에게 던지

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어내며 조정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라 할 수 있다. 

자기조절 질문은 텍스트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으로 구별하여 제시될 수 있다. 텍

스트적 차원에서는 논증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조절 질문 목록을 제공함으로

써, 보다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절차적 차원에서는 자료 텍스트의 

활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회귀적이면서 역동적인 쓰기 과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자기조절 질문은 다음의 [표 IV-4]와 같이 구

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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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논증>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어떤 근거로 반대 주장을 하는가?

 반대 의견에 대해 나는 어떤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가?

쓰기 과

정에 대한 

질문

 글쓰기 계획표에 따라 글을 쓰고 있는가?

 글을 쓰면서 내용이 부족한 경우,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용을 생

성하고 있나?

 자료의 내용이 부족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충하면서 내

용을 생성하고 있나?

 글을 쓰다가 막혔을 때, 논증 구성, 자료 활용, 정보 변형과 관련된 

질문 목록을 계속 참고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나?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조정하고 있나?

[표 IV-4] 자기조절 질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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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하나의 텍스트는 그것을 형성하게 한 여러 관련 내용들이 한데 어우러져 구성된 

산물이다. 텍스트는 오로지 필자만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필자의 것과 외부의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로 탄생한다. 기실 필자의 것 또한 외부

의 것을 수용하면서 얻어진 것이기에 그것 역시 온전히 필자의 것이라 할 수도 없

다. 그러나 담화 통합에서 외부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자의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자신의 통찰을 통해 새로운 

연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논증은 타당성의 확보를 핵심으로 삼

는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내용 생성은 

필자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마련되기가 어렵다. 필자는 외부의 자료를 참조하고, 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변형하여 자기화된 것으로 텍스트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이러한 과정에 소홀하였고, 또 그러한 과정과 관련된 메타적 인지 차원의 

쓰기 인식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 활동인 담화 통

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 활동인 담화 통합 활동의 개

념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 통합 활동의 특징과 구성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

다. 또 논증적 텍스트 장르에서 담화 통합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을 밝히고, 실제 학습자들의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해 생산한 논증 텍스트와 학습자의 

활동이 기록된 읽기 자료를 수집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은 읽기와 쓰기가 모두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읽기의 대상이 되는 자료 텍스트와 쓰기의 주체인 필자의 지식과 경험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필자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활동으로, 자료 텍

스트와 필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필자 자신의 텍스트 간의 상호 조회의 필요성과 

텍스트 생산의 목적에 대한 필자의 쓰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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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이러한 쓰기에서의 담화 통합 활동은 논증적 텍스트라는 장르적 차원에서 설득의 

목적을 위해 자료 텍스트로부터 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정보와 필자 정보 간의 관계

를 구축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며,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정보와 필자 정보를 결합하여 텍스트에 기술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담화 통합 활동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습자들이 생산한 담화 통합 활동의 결과물을 수집

하여 정보 선택, 정보 생성, 정보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정보 선택은 학

습자들의 읽기 자료를 읽으며 활동한 표지와 읽는 과정에서 선택한 정보와 실제 텍

스트에 반영된 정보를 비교하여 어떠한 목적의식으로 읽기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

해 살폈다. 정보 생성의 측면에서는 논증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 정보의 초점화

와 필자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정교화되는 내용의 생성 양상을, 정보 조직 측면에서

는 생성된 정보의 재구성을 통해 논증 구조로서 기본 논증과 반박 논증 어떠한 방식

으로 조직하는가의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익숙한 반면, 쓰

기를 위한 읽기로서의 목적의식은 뚜렷하지 못하였고, 선택 정보에 필자의 해석을 

더해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와 필자 간의 상호텍스트성이 활발히 일어나기보

다는, 단편적으로 연결 짓거나 자료 텍스트를 거의 변형 없이 차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선택 정보와 필자 정보 간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논증을 구성

하는 데는 미숙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위한 읽기와 구별되는 쓰기를 위한 읽기의 과정에 대

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자료 정보와 필자 정보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 논증을 구성하

고,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정보를 정교화 하여 변형하는 담화 통합 활동의 교육 내용

을 설정하였다. 또한 담화 통합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담화 통합 활동의 실

제 수행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조절전략발달

(SRSD)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논증 계획표와 자기조절 질문 

목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 기준, 교사 평가 기준 등의 수업 도구를 구체적으로 예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읽기와 쓰기 통합 교육이 대부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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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실제적인 교육적 실천의 적용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넘어서서 현재 학

습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담화 통합의 양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통해 교육 내

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읽기 교육에서의 쓰

기나 쓰기 교육에서의 읽기는 모두 상대 영역을 하나의 도구적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와 쓰기에 동등한 지위를 부

여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은 통합으로서의 새로운 활동으로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담화 통합에 관련된 국내의 논의가 아직 많지 않으며, 기존의 논의들도 대부

분 설명적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논증적 텍스트를 대상으로 담화 통합에 대한 교육적 활동을 구체화하여 구안하였다

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를 위한 교육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 활동이 

운영되지 못하여, 학습자들의 교수․학습의 효과와 학습자의 발달적 변화를 깊이 있

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글쓰기 활동은 위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운영될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학기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과 또한 장르 특정에 따른 담화 통합 활

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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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rgumentative Writing through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SONG, Chisoo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for teaching argumentative writing through the analysis of classroom activities 

among  junior high students in discourse synthesis. I defined the concept of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as a series of classroom activities that make 

meanings through reading and writing where a writer integrates materials from 

multiple sources to create writer's own text. I analyzed student’s performances 

through the argumentative writing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When writers perform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they should read 

information not only to understand but also to select appropriatel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is useful or not in their writing. The wri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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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 the elaborate meanings adding their own knowledge, past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 of a text, and they purposefully organize the 

contents in their writing.

While writers explain some facts for giving informations in an expository 

text, in an argumentative text, writers claim their beliefs or opinions in a 

fashion of justification. Therefore, they select the contents to support their 

opinions and, by extension, contents against theirs with rebuttal in mind. They 

add their own knowledge, past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 of a text to the 

contents as elaboration and make meanings to approach their intention, then 

organize the contents to develop in an argument structure.

To analyze the aspects of students' activities in discourse synthesis, I 

collected the data regarding reading and writing from 108 8th graders of P 

junior high in Seoul. Analysis of students'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consists of three parts; selecting information, generating ideas, and organizing 

contents. As for a result, 41% of students read texts only for understanding not 

selecting. 84% of students were poor at integrating with their knowledge,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for generating contents. Furthermore, 17% of 

these 8th grade students never even used either their own knowledge, past 

experiences, or interpretation of a text, instead they merely copied contents 

from the source texts or changed lexical expressions slightly. 61% of students 

couldn't make rebuttal arguments, thus they just made argumentation in a 

passive way.

Due to these results, I recommend the classroom activities improving 

students' awareness on using their source texts which not only share the same 

point of views as theirs but also different from their opinions in a more active 

way. I also suggest constructing elaborative meanings to make connections with 

their knowledge,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for a valid argumentation, and 

organizing an argument writing structure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an 

argument model pivots on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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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effective teaching, I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Self-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SRSD) model, and teacher's think-aloud 

demonstration as a scaffold, self-regulated checklists for students' independent 

performance.

In domestic, there is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educational applications 

over theoretical approach, even less studies regarding argumentative genre. This 

study is significant where it analyzes students' practical reading and writing in 

detail, and it considers argumentative texts as a target genre where other 

researches do not deal with, or even suggest 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performances.

Key words: discourse synthesis, activities of discourse synthesis, 

argumentative writing, SRSD model, self-regulated checklist, information 

selecting, information generating, information organizing

Student number: 201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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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내용 자유롭게 계획하기(위의 질문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계획해 보세요)

<부록 1: 수행평가 문제지>  

수행평가 문제
  교육부는 2014학년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
를 사회와 과학 교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11년 6월에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도록 하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놓고 각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정책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정책은 실행되어야 하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정책의 도입 여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생각의 물꼬를 트는 질문>
- 이 정책이 개인에게/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줄까?(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왜 그런가? / 아니라면, 왜 그런가? 대안은 무엇인가?

- 이 정책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그렇다면, 왜 그런가? / 아니라면, 왜 그런가? 대안은 무엇인가?

- 이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왜 그런가? / 아니라면, 왜 그런가?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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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획 수행 계획
□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
인지 분명히 하자.

□ 주어진 자료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잘 선
택하자.
□ 선택한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쓰
자.
□ 자료에서 찾은 근거 말고, 내
가 생각해낸 또 다른 근거나 사
례를 덧붙이자.
□ 자료에 나온 것 외에 내가 생
각해낸 것이나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하자.
□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
확하고, 구체적인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지 
점검하자.
□ 근거로 이유를 뒷받침할 때, 
인용이나 예시, 비교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여 활용
하자.
□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순서에 방향성을 정해보자.(예를 
들어, 개인적->사회적 등으로)

□ 나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에
서 반론의 내용을 찾고, 나의 주
장을 지지하는 자료에서 그것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찾아 보자. 
반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태어 반박을 강화해 보자.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읽
었을 때, 설득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점검해 보자.

<부록 2: 수행평가 글쓰기 계획표>  

글쓰기 계획표
오른쪽의 수행 계획을 참고하면서, 왼쪽의 내용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 계획을 바
탕으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 계획을 세우면서, 오른쪽 수행 계획의 반영 
여부를 √□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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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행평가 글쓰기 용지>  

* 계획표를 바탕으로 논증문을 작성합니다. 분량은 자유이나,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충분히 
기술하세요. 글씨는 깨끗하고, 진하게 쓰세요.



- 138 -

[자료1] 책은 기술 혁신의 역사다
장기영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모

든 것들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는 바로 책이다. 책은 처음엔 점토나 죽간,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를 기반으로 하다가 제지술과 인쇄술이라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수
천 년 동안 그 명성을 이어 왔다.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종이 책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니콜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에서 책에 대해 “어떤 기술도 인류 역사에 이만큼 지대
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은 곧 종이 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생각과 정
보를 담는 그릇으로서 종이 책의 역사가 그만큼 길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의 시간
을 거치며 우리는 종이 책의 질감과 시각적 효과, 오감을 통해 책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책의 역사를 보면 종이 책은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자를 만들어 내기 전까지 인류는 바위나 벽에 그림을 그려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노력에 비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
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기억에 의존하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문자를 만들고 죽간, 목독, 점토판 패
다라엽(다라수의 잎),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를 만들어 냈다.

<부록 4: 수행평가 읽기 자료>  

  다음의 4개의 읽기 자료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이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깊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밑줄 긋거나 메모하면서 읽어 보세요.(아래 활동 팁 참
고) 수행평가 읽기 자료는 본 학습지에 활동을 한 후에, 글쓰기 수행평가와 함께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활동 팁>
자료에 밑줄을 긋거나 기호 등으로 표시하세요.

- 글쓰기에서 이유나 근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정보
- 주요 내용이나 핵심 내용
- 나의 아이디어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정보

(밑줄 긋고 공란에 연관 아이디어 메모하여 연결하기)
-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는 정보

(밑줄 긋고 공란에 관련지을 나의 지식이나 경험 메모하여 연결하기)
- 자료들 사이에 연관된 정보에 밑줄 긋고, 기호나 선 등으로 연결 표시

하기

왼쪽 공란에 메모하세요.

-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
어
- 자료를 읽다가 떠오르는 연관
된 생각
- 자료와 관련된 나의 지식이나 
경험
- 주요 내용이나 핵심 내용 요약
- 읽기 자료끼리 연관된 정보가 

있을 경우, 메모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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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 혁신이다. 책의 1차 혁신은 문명의 발생과 깊은 연관
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인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 점토판을 이용한 것
이나 귀족의 자녀 교육을 위해 점토판 도서관을 만든 것이 그렇다.

책의 2차 혁신은 종이와 인쇄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정된 기록 매체
와 손으로 옮겨 적는 필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공해 종이를 만들었고, 금속 활자를 
사용한 활자 인쇄술이 고려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발생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
로 확대되어 나갔다. 솟 귀족이나 성직자의 전유물이었던 책, 서점, 도서관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되어 갔다.

책의 3차 혁신은 근현대에 시작되었다. 윤전기는 책을 대량으로 찍을 수 있게 
했고, 여러 인쇄 기법은 정교한 인쇄를 가능케 했다. 출판물의 편집과 인쇄의 전 
과정에 컴퓨터가 접목된 탁상출판은 3차 혁신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다. 그런데 종
이 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려고 도입한 탁상출판, 컴퓨터와의 접목이 지금 진
행중인 책의 4차 혁신의 디딤돌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이 '0'과 '1'로 대체되는 순간 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영역으로 자리
를 옮기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종이 책은 인류의 지식 문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매체였다. 하지만 지난 백 
년 동안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이 종이 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중이다. 또한 종이 책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산업의 산물이 되고 있
다. 국내에서 종이 책을 만드는 데에 소비되는 종이 소비량은 연간 200만 톤에 달
한다. 이는 30년생 나무 3500만 그루를 희생시켜야 얻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
다. 최근 종이 책에 들어가는 제작, 인쇄, 유통 등의 비용이 과도해지자 출판사는 
판매가 검증된 해외 번역 도서 비중을 30퍼센트 이상 늘리고 베스트셀러에만 관심
을 쏟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잘 팔리지 않는 책은 더 이상 출간하지 않는
다. 지식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종이 책은 오히려 독자들의 
욕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종이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처음 인류
가 사상과 철학,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할 방법으로 문자와 기록 매체를 만든 것이 
종이 책으로 진화한 것처럼, 이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복잡해진 사상과 철학, 정보
를 영구히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해 종이 책이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로 진화하
고 있다.

전자책은 디지털 기기에 수천 권을 저장하고,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 손안
의 도서관'이라는 혁명적인 독서 환경을 만들어 낸다. 휴가나 출장 때, 등․하교 때 
종이 책의 수량에 따른 무게 때문에 어깨가 짓눌릴 필요가 없다. 제작비용 때문에 
출판을 포기하거나 절판할 필요가 없다. 종이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출판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더 다양한 책을 자유롭
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책의 4차 혁신이다.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한 미디어이며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
고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을 미디어다. 그러나 지금 책은 종이 책이라는 물리적 형
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미디어로 거듭나고 있다. 그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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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종이 책 읽기의 즐거움 
김무곤

종이 책이 곧 없어지고 전자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다. 거
리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만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섬뜩해질 때가 
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이 이내 현실이 되었던가. 엠피스리(MP3) 재생기가 전축을 몰아내고 
디지털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가 있던 아랫목에 앉아 버린 지 오래다. 전자책은 편리하다. 우선 
많은 책을 하나의 단말기에 담을 수 있고, 서점에 사러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나서 기다
리는 수고와 기다림의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연결하
는 ‘지식 네트워크 기능’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다면 종이 책 수천 년의 
역사가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 폰에 의해 곧 막을 내릴 것인가. 나의 대답은 
‘아니요’뿐 아니라 ‘아니 되오’다. 종이 책을 읽는 일은 전자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스마
트 폰을 켜는 일과는 전혀 다른 '대체 불가능한' 즐거움과 가치를 사람에게 안겨 주기 때문이
다.

지금은 종이 책이 마치 사라져야 할 올드 미디어의 대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어떤 
뉴 미디어도 책이 가진 장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자책과 태블릿 컴퓨터가 종이 책의 특성
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어림도 없다. 전자책은 무엇보다 종이 책을 읽을 때 느끼
는 촉감의 쾌감을 흉내 낼 수 없다. 양손으로 종이 책을 들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 
느끼는 손맛은 짜릿하다 못해 황홀하다.

그뿐인가. 종이 책을 읽으면 책장이 스르륵 넘어갈 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긋한 
종이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이토록 다양하게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매체가 또 있던가. 
더구나 종이 책은 기차, 공원 벤치, 침실, 산, 바다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펼칠 
수 있다. 충전하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에 꽂지 않아도 되는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전자책 전도사들은 전자책의 가장 큰 효용으로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외친다. 그러나 책 읽는 일마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으
려는 시도는 미래를 위한 전망이 아닌, 중세로의 회구를 꿈꾸는 기획으로 보인다. 나는 내가 어
떤 책을 사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느 구절에 밑줄을 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
는다. 나에게 독서는 ‘유쾌한 고립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시도한 이
래 ‘은밀한 독서’, 즉 혼자 조용히 남모르게 읽는 묵독이 대세가 됐다. 중세 이전의 ‘바람직한’ 
독서 행위는 소리 내어 읽기였다. 가족이나 교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가 개인의 생각을 통제해야
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남모르게 읽는 묵독은 이윽고 ‘은밀한 독서’는 사회에 얽
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키워 중세의 어둠을 뚫고 근대를 여는 기폭제가 됐다. 슈
테판 볼만은 그의 아름다운 종이 책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에서 말한다. “조용히 혼자 읽는 
행위를 통해 책 읽는 여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자신만의 자유 공간을 획득했을 뿐 아
니라 그것을 통해 독립적인 자존심 또한 얻게 되었다.”

전자책의 효용을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오직 정보와 지식뿐이
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건 속물적인 오해다. 독일 평론가 발터 베냐민은 어린 시절 
느꼈던 책 읽기의 황홀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행간에 머무르고 거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오직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책을 집어 드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책 읽기의 가장 큰 목적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신봉자들은 전자책이 가진 정
보 전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히려 느리게 살고 싶어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책 읽기는 어쩌면 연애다. 연애가 그렇듯 책과의 만남 또한 종종 
이성적 요구가 아닌 순정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연애가 어디 상대방의 지식이나 사상에 대한 
매혹에서 시작되던가.  책도 연애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모양과 무게, 색깔과 감촉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다음 순서다. 몰입하면 찻집에도 함께 가고 기차 여행도 함께 
가고 싶어지는 것도 똑같다. 그 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종이 책 또한 자신을 읽는 사람을 들
여다보고, 두드려 보고, 만져 본다. 그리고 때로 뒤흔들거나 도닥이거나 배반한다. 책에 담긴 
정보가 중요하지 장정이나 디자인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다. 그건 상대방을 만나 보지 않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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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나는 오늘도 종이 책을 읽는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손가락에 전해지는 감촉을 온몸으로 

느낀다. 때때로 글과 글 사이, 행간과 여백을 지긋이 바라본다. 나는 언제나 종이 책과 함께 있
다. 숲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하늘 위에서, 기차에서, 찻집에서, 잔디밭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곁
에서. 나는 읽는다. 나는 살아 있다.

[자료3] 전자책과 종이책, 그리고 교육
조환규

시간이 글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손목시계는 거의 사라졌다. 정확한 숫자로 찍어주는 디지털
시계보다 구식 바늘 시계를 사람들은 왜 선호할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각 그 
자체가 아니라 앞뒤를 고려한 상대적인 위치다. 12시에 끝나는 시험에서 11:39라는 글자보다 
분침의 위치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으며, 얼마나 남아있는지, 즉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박에 
보여준다. 그래서 시곗바늘의 각도는 숫자보다 더 직관적으로 인식된다. 수정 진동자와 시침, 
분침이 결합된 요즘의 시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제대로 융합된 좋은 사례다.

책도 시계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종이책의 장점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
과 마음은 4만 년 전 원시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 뇌에는 글과 같은 추상
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회로가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행동과 물리적 감각을 통
해 외부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종이는 인간의 이런 본성에 가장 충실한 매체다. 터프대학의 인지과학자 매리엔 울프 교수
에 따르면 종이책은 읽는 도중에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수한 매체라고 한다. 종
이책의 귀퉁이 여백과 변하지 않는 모양은 일종의 지형과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
악하고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 내기에 전자책보다 나은 매체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은 산과 들을 다니면서 물리적 지형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인간이 종이책을 읽는 과정도 물리적인 지형을 탐색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물리량이 없는 전자책을 대할 때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책을 굳이 종이에 찍어 
그것을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읽으려는 습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이책의 경우에는 읽은 양과 남은 양을 두께로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를 
알게 한다. 다 읽은 책의 두꺼운 두께를 다시금 확인할 때의 정신적 포만감은 전자책이 줄 수 
없는 종이책만의 장점이다. 이런 물리적 쾌감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책도 책장 넘기기 애니메이
션이나 진행 막대 등으로 종이책을 흉내 내려 애쓰고 있다. 

스웨덴 칼스타드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은 더 많은 심리적 노동을 요
구한다고 한다. 전자책의 경우 내용과 더불어 조작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중
등학교에서 전자매체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은 보통 교실 뒤편에 서 있게 된다. 기기로 딴 짓을 
하는 학생을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자 ‘책장’을 잘 넘기지 못하거나 다른 전자 페이지에 
‘빠져 있는’ 학생을 꺼내주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0여명의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욕 쿠니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 역시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효과가 있는 전자책보다 엄마가 읽어주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전자장
치에 대한 무의식적 부담의 의미를 이 연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종이를 밀어내는 일은 아주 
어렵다. <종이 없는 사무실의 미신>을 쓴 셀렌과 하퍼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종이를 없애려면 
신기술의 투입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책에 소개된 덴마크 한 기업의 예와 같이 
구성원 사이의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고, 사장이라도 실무자에게 직접 와서 자료를 보도록 하는 
정도의 문화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이면 모든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는 2조원대 스마트 교육이 시작된다. 소문
에는 이 일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퇴임 교육 관계자 일부도 있다고 하는데, 공교육에 사업이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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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 배는 산이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가게 된다. 스마트 교육을 성공시키려면 몇몇 외국과 
같이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하는 정도의 근원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초·중등학교의 
행정·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교실에 풀어놓는 식으로는 혼란만 가
중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성이 추진연료가 될 때 스마트 교육은 성공한다. 79%의 학
생이 이전 전자 교과서가 쓸모없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반성을 한 후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설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시계의 예와 같이 중요한 것은 두 기술의 조화다. 필자의 경우 서너 페이지 안쪽은 스크린
으로 보지만 그보다 긴 문서는 종이로 본다. 중요한 메일은 반 페이지라도 종이에 찍어 줄을 
쳐가면서 읽는다. 다들 비슷할 것이다. 정말로 전자책이 급한 학생은 장애 아동이듯이, 전자책
과 종이책은 각자의 영역을 찾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종이책을 몰아내자는 식의 무리한 진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별 문제에 대한 적정
한 기술은 지구와 인간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종이책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매우 
적절한 기술이다.

[자료4]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 활용성
곽덕훈

오늘날 우리 생활환경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대를 구분할 때 1982년을 기준으
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으로 나누고 1996년
을 기준으로 ‘구글 전 세대(Before Google)’와 ‘구글 이후 세대(After Google)’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 및 학습 환경 역시 지식정보의 공유, 개방, 
참여, 협력의 위키(Wiki) 개념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본다.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현재의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속
도도 기성세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에게 교육과 학습은 지식의 습득이나 축적이 아
니라 다양한 정보 속에서 빠르게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 창조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서책형 교과서는 
평면적 사고와 기존 체제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가 안고 있는 시각적 효과의 부족,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 흥미 유발과 학
습 몰입 기능의 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디지털 원주민’인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3월 수립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
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개 과목이 개발되어 전국 20개 연구
학교에 보급ㆍ활용되고 있으며, 약 15종의 초ㆍ중등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연구학교에 적용
ㆍ실험을 통해 현장 활용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변화된 미래 교
육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서책형으로 된 무거운 교과서를 과목마다 책가방
에 일일이 넣어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과 새로운 지식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수시로 자신
의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융통성, 그리고 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실
수업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적인 도구가 아닌,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경험
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와 내용으로 진화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인 것이다. 
향후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 중심, 학습자 참여의 보장,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구성, 집단지성
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기술적 이용환경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웹 2.0의 새로운 기술들
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보다 단순하고 가벼우면서 공유, 개방, 참여, 협력에 기반한 학습의 중
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2008년도부터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개발
ㆍ보급을 통해 초ㆍ중등학교 PC 환경 및 교육 서비스의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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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이와 같이 단지 교육 방법의 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소프

트웨어 기반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같이 관련 기술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의 PC 환경
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민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 표준 
선점 등을 통해 세계 진출을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듯 교육은 물론 산
업 분야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인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연구학교의 우수 사례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
여 및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만이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경쟁
력 및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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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행평가 사후 설문지>  

글쓰기 수행평가 점검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면서 수행한 것에 대한 점검 설문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1.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글을 쓰려고 했는지 표시하세요.(하나만 표시)
(    ) 문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고자 하였다.
(    )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    ) 문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고자 했다.

2. 글을 쓰기 위해 주로 어떠한 정보를 사용했는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세요.(하나만 표시)
(    ) 선생님이 제공한 읽기 자료의 내용을 주로 사용했다.
(    ) 선생님이 제공한 읽기 자료의 내용을 주로 사용하고, 자료를 읽으면서 떠오른 내 생각이나 경험 등을 덧붙였다.
(    )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경험이나 지식, 생각)을 주로 사용했다.
(    )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경험이나 지식, 생각 등)을 주로 사용하고, 읽기 자료의 내용은 참고 정도

로 사용했다.

3.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세요.(하나만 표시)
(    ) 읽기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    ) 읽기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견해 등을 덧붙이기
(    ) ‘문제-원인-해결방안’ 등 일정한 구조에 맞춰서 읽기 자료의 정보를 정리하기
(    ) 읽기 자료에서 선택한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특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내용 정리하기
(    ) 읽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고, 문제에 대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리기

4. 글을 쓰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했던 일에 대해 모두 표시하세요.
(    ) 읽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 읽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 중 나의 글에 사용할 정보에 표시(밑줄이나 메모)를 했다.
(    ) 읽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읽다가 연관된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떠올라 적었다.
(    ) 읽기 자료에 있는 정보 외에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았다.
(    ) 읽기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려고 했다.
(    ) 읽기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의 말로 바꾸어 쓰려고 했다.

5. 글을 쓰면서 가장 도움이 된 자료는 몇 번 자료였나요?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간단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    ) 1번 자료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번 자료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3번 자료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4번 자료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글쓰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세요.
(    ) 읽기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    ) 과제의 분량 채우기
(    ) 떠오른 나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    ) 내가 경험한 것 적용하여 쓰기
(    )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기 (    ) 읽기 자료의 핵심 사항을 모두 글에 쓰기
(    ) 무언가 흥미있는 쓸 거리를 찾기 (    )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쓰기
(    ) 최소의 노력으로 과제 빨리 끝내기 (    ) 나의 글을 읽을 독자에게 영향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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