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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존에 메모하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따로 교수·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였고,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교사

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조직화된 메모를 베껴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듣기에서 메모하기 활동은 이해 과정에서 더 깊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하는 수단이자 깊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관련지어 재조직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 기능하므로, 단순히 정해진 양식

에 맞추어 텍스트 내용을 받아 적는 메모하기를 통해서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

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없다. 학습자가 최 한의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그리고 듣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주목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메모하며 듣

기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강

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교육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 를 구축하였다. 먼저,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해의 수준을 킨취(Kintsch)의 논의를 빌려 

텍스트의 표면구조에서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으로 나아가는, 정신 표상을 확장

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터하여, 듣기 상황에서 메

모하기가 텍스트에 한 정신 표상을 구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을 고

찰하였다.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기의 기능 중 ‘과정 

기능’이 듣기 중 메모하기를 통해 더 깊은 수준의 이해로 견인하는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에 

하여 논의한 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이해자, 메모, 텍스트’ 요인들을 각각 

탐색하였다. 이해자 요인으로는 ‘메모하기의 효용성 인지’, ‘작업 기억’, 

‘배경 지식’,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메모 요인으로는 ‘메

모 양식’, ‘메모 내용’, ‘메모 표현’이 있으며, 텍스트 요인으로는 ‘강연 

텍스트의 구조 특징’, ‘강연 텍스트의 표현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 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

였다. 교육의 설계 방향으로 ‘텍스트 중심의 이해와 수용’, ‘상위인지적 측면의 

강조’, ‘과정 중심의 점진적·절차적 접근’, ‘듣기와 메모하기의 통합적 제

시’를 설정하였다. 설계 방향을 견지하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

였다. 내용의 체계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설정하였고 해당 체계에 따라 

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방법의 설계 원리로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

적 교수법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교수·학습 과정을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교수·학습의 목적은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일련의 과정에 따라 반복적인 활동의 수행을 통해 학

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점진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습자 실험 집단 27명, 비교 집단 26명을 상으로 준실험연구를 설계하였

다. 실험에는 집단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사전 검사와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교수·학습 시에는 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내용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처치하였다. 교육 효과의 검증은 강연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하여 학습자 메모와 자

유 회상문,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자료, 학습자 배경 변인 설문에 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내용이 비교 집단의 그것보다 강연 듣기에서 내용 이

해와 회상의 증진, 메모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 국어교육, 화법교육, 듣기 교육, 듣기 이해, 강연 듣기, 메모하기,   

메모하며 듣기,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

* 학  번 : 2017-2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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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듣기는 하루 중 절반의 시간을 차지할 만큼 삶의 맥락에서 주요하게 요구되

는 언어 기능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듣기는 잘 교수·학

습되지 않는다(Gilbert, 1988: 121). 이는 듣기와 읽기가 본질적으로 이해라는 측

면에서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읽기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듣기를 방증해 왔던 연구 

경향 때문이기도 하고, 모국어 듣기는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는 

관점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 부족으로 인한 교육 내용의 일천함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나 듣기는 읽기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며, 듣기와 읽기를 구분

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이원론적 관점도 존재한다.1) 듣기는 본질적으로 음성 언

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의 적극적인 의미 구성 행위인 만큼 음성 언어 의사

소통 과정의 측면에서 읽기와는 변별되는 듣기의 속성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듣기를 청자의 적극적인 의미 구성 행위로 본다면, 청자는 여러 담화 상황 속

에서 의미 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내용 

이해가 중심 목적이 되는 듣기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듣기는 본질적으로 이

해의 영역에 속하므로 읽기에서처럼 입력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구

성 및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Kintsch, 1998/2010a). 그러나 음성 

언어의 특성상 읽기와는 달리 한번 지나간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되돌려 들을 수

가 없다.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의 한계로 인해 텍스트의 모든 정보를 기억

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음성 언어의 휘발성은 음성 언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듣기와 읽기의 관련성을 천착한 연구들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일원 모델(the unitary 

model) 혹은 이원 모델(the dual model)로 보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자

는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듣기와 읽기의 능력 수준이 거의 같아지므로 두 능력은 본질

적으로는 동일한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고(sticht et al., 1974), 후자는 듣기와 읽기의 

능력 수준이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역전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기존의 일원 모델 연구

들은 읽기와만 배타적으로 관련되는 인지적 기능 요소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일원 

모델이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적 입장(Diakidoy et al., 2005)이다(박준홍, 

2017 재인용).



이때,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강연 듣기처럼 학습 목적 듣기나 내용 이해 목

적 듣기에서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모하기’나 

‘노트 필기(note-taking)’에 주목하여왔다.2) 메모하기에 한 논의들은 메모하

기가 이해자로 하여금 제시된 것과 아는 것의 관계를 구성하도록 촉진하는 생성

적 활동(generative activity)이기 때문에(Wittrock, 1974, 1990; Peper & Mayer, 

1986), 듣기 중에 내용 이해를 견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잘 정리된 메모를 검토하는 것 또한 내용 이해와 회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듣기에서 메모하기는 깊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관련지어 재조직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Kirby & Pedwell, 1991; Faber, Morris, & Lieberman, 2000; 

Castelló & Monereo, 2005). 메모하기가 학습 도구라는 측면은 메모하기 능력의 

향상이 일반적인 학습 상황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습자를 자

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메모하기는 학습자가 듣기 중에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아서 교육적 가치가 큰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메모하기 능력은 학습자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따로 교수·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였다. 게다

가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조직화된 

메모를 베껴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Chang & Ku, 2015). 

그리고 듣기 상황에서 메모만 하면 필연적으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는 것

처럼 간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텍스트 내용을 

받아 적는 메모하기를 통해서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없다. 상술하였듯이 듣기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 행위이므로 이해자의 의식적인 

인지적 개입이 관여해야만 메모하기를 통해 더 큰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이

2) ‘노트 필기(note-taking)’는 주로 교육학 영역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

로 사용된 것이고, ‘메모하기’는 주로 국어교육 내에서 듣기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인데, 두 용어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가리킨다(김혜연, 2014).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내의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다른 논의를 빌려 서술할 때에도 ‘메모하기’라

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Ⅱ장 2절에서 후술하였다.



점을 얻을 수 있다. 메모하며 듣기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고도로 복합적인 

활동이므로 적절한 교육적 처치 없이는 단지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에만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후 검토를 통한 내용 이해와 회상에만 

초점을 둔 양상일 뿐, 메모하기 과정에서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는 배

제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최 한의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보다 입체

적으로 주목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학습자가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

하여 능동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에 Ⅱ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듣기 이해의 개념을 확인하고 듣기

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밝

힘으로써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이론적 토 로 삼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기존의 교육 내용을 검토한 바를 

토 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후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교육의 효과를 강연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 문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메모하기와 듣기 이해의 관계를 중심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의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한다.

연구 문제2.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메모하며 듣기

와 관련된 기존 교육 내용을 검토한 바를 토 로, 강연의 내

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한다.

연구 문제3.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선행 연구를 

둘로 별하여 검토하였다. 하나는 ‘메모하기 및 메모하며 듣기’에 관한 연구

로,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어떤 측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밝히는 연구,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요인에 주목한 연구, 메모하며 듣기의 

효과성을 요인별·집단별로 확인한 연구, 메모하기 교수·학습 관련 연구 등이 

중심이 된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어교

육 분야에서 듣기 교육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심이 된다. 

 1) 메모하기 및 메모하며 듣기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강연 듣기와 같은 내용 이해 목적의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가 어

떤 측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키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다. 피셔와 해리스(Fisher & Harris, 1973)는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그 메

모를 검토한 집단이 사후 평가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회상한 반면, 메모를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강연 내용을 떠올린 집단은 회상을 가장 적게 하였다고 밝혔

다. 더불어 메모를 하지 않았어도 타인이 작성한 메모를 검토하였을 때 높은 회

상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듣기에서 메모하기는 메모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듣기에

서 메모하는 과정 자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메모하기의 본질은 단지 축어적인 내용 받아 적기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들어오는 자극에 한 보다 의미 있는 변형에 있으며, 이렇게 메모하는 과

정적 측면이 더욱 높은 이해와 회상의 증진을 이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i 

Vesta & Gray, 1972; Rickards & Friedman, 1978).

이러한 연구 흐름을 키에라(Kiewra, 1985a)는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메모하는 

과정적 측면과 메모한 결과물을 검토하는 측면으로 인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 증

진에 도움이 된다고 정리한 뒤,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두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



을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메모하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중 메모하기의 과정

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의 총 분석 상은 56개의 연구였다. 분석 결과, 33개

의 연구가 메모하는 과정 자체가 내용 이해와 회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을, 

21개는 메모하는 과정이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그

리고 2개의 연구는 오히려 메모하는 과정이 내용 이해와 회상에 방해가 됨을 드

러냈다. 이는 과반수의 연구에서 듣기에서 메모하는 과정이 내용 이해와 회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함에 주목할 때, 위와 같은 키에라(Kiewra, 1985a)에서의 분

석 결과는 메모하기 과정 자체가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즉, 메모하기가 내용 이해와 회상에 도움이 된다

는 ‘경향성’은 보여주지만, 다양한 조건이나 상황·맥락에 따라 메모하기가 

오히려 내용 이해와 회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듣기 상황에서 메모만 한다

고 해서 그것이 내용 이해와 회상의 증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통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의

식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 요구됨을 시사하며(Kiewra, 1985a), ‘어떻게’ 메모

를 해야 하는지에 한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후에는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어떠한 조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

키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메

모하기의 효과성을 요인별, 집단별로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졌다(류성기, 2010; 

김혜연, 2014; Hartley & Marshall, 1974; Locke, 1977; Bretzing & Kulhavy, 1979; 

Hartley, 1983; Kiewra & Fletcher, 1984; Kiewra, 1989; Kiewra, DuBois, 

Christensen, Kim, & Lindberg, 1989; Kiewra, Benton, Kim, Risch, & christensen, 

1995; Faber et al., 2000; Sutherland, Badger, & White, 2002; Castelló & 

Monereo, 2005; Kobayashi, 2005; Peverly, Ramaswamy, Brown, Sumowski, 

Alidoost, & Garner, 2007; Boyle, 2010, 2013; Boyle & Forchelli, 2014; Jansen, 

Lakens, & IJsselsteijn, 2017; Ajir & Asgari, 2018).

먼저,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던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류성기(2010)는 메모하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적극적인 조정하기 활동을 하면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혜연(2014)은 상위인지

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일수록 효과적인 메모이며 그러한 인식은 메

모 내용의 구조화, 내용 간 관련성 파악, 이해의 재구성 행위 등을 통해서 드러

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메모하기에 있어 상위인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한 것이다. 

보일과 포첼리(Boyle & Forchelli, 2014)에서는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

인에 주목하여 메모하기에서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적 인식과 전략의 사용, 주의 

조절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덜랜드 외(Sutherland et al., 2002)는 비학

습 장애 학생들은 강연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받아 적기보다는 각기 나름의 다

양한 효과성 전략을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메모한다고 밝힘으로써 메모하기의 

언어적, 전략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젠슨 외(Jansen et al., 2017)에서는 메모하며 

듣기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을 ‘듣기 텍스트의 특징, 메모하기의 구조와 방법, 

메모하기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차이, 개인차, 사후 평가 절차’ 등으로 분류

하여 검토하였다. 

이처럼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작업 기억, 배경 지식,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에 주목하거나, 텍스트 내용이 메모로 언어화되어 나타나는 지점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상술한 연구들은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

하여 메모할 때, 이에 관여하는 여러 조건과 지식, 요인 등을 고려하여 메모하

기 과정이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메모하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성에 주목한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키에라와 플레처(Kiewra & Fletcher, 1984)는 메모하기를 통한 내

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는 메모의 질적 측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밝

혔다. 파버 외(Faber et al., 2000)는 능동적인 메모하기는 축어적이고 수동적인 

메모와는 달리 의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메모의 과정 중에서 자기 질문

이 가능해지고 그것은 텍스트 자료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카스텔로와 모네레오(Castelló & Monereo, 2005)는 메모하기가 

특정한 교육적 환경에서 지식의 구성과 변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인지적 변



화를 가져오는 상징적 중재자(symbolic medi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요인이 메모하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

목하면서(Castello´ & Monereo, 1999), 메모하기는 궁극적으로 개인적 정교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코바야시

(kobayashi, 2005) 역시 적절한 메모하기 전략이 메모하기 과정에서의 내용 이해

와 회상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메모하기를 통한 내용 이해

와 회상 증진의 효과가 보다 크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메모하기 과정이 생산적

(generative)인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메모하기의 효과성에 천착한 연구들은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메모하기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복합적

인 활동이므로 단지 메모만 한다고 듣기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모하기가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 생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적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 메모하

기가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추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일(Boyle, 2013)에서 학습 장애 중

학생과 비학습 장애 중학생을 상으로 과학 교과에서 메모하기 전략을 가르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사후 평가의 수행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파버 외(Faber 

et al., 2000)에서 9학년을 상으로 메모하기를 교수·학습한 결과 메모하기가 

텍스트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은 메모하기가 전략적으로 교육적 가능성이 있

음을 방증한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도 메모하기 교육을 설계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지르와 아스가리(Ajir & Asgari, 2018)는 코넬식(cornell) 노트 필

기 방식을 활용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들을 상으로 강연 듣기를 위한 

메모하기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

구는 특정한 메모 양식에 따라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만 초점을 두어, 메모한 내용을 검토하는 측면에서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 중에서 박선미(2003)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들(열거, 비교- 조, 원인-결과 등)을 시각적



으로 표현한 그래픽조직자를 이용하여 중학생들이 직접 그래픽조직자의 내용을 

채워 나가도록 하는 메모하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안이 이후 객관식 문항 풀이를 통해 확인한 듣기 이해력 향상에 유의미한 결

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텍스트 요인에만 천착하여 메모하며 

듣기 교수·학습을 평면적으로만 설계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선행 연구

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입체적

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가 메모하는 과정에서도 내용 이해와 회상 증

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체계적으로 메모할 수 있

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듣기에서 메모하기에 관

한 연구는 초기에, 메모하기가 어떠한 측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효과

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듣기에서 메모하기는 메모하는 과정적

인 측면과 메모한 결과물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내용 이해와 회상이 단지 메모만 한다고 하여 필연적

으로 증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어떠한 조건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메모하기의 효과성을 요인별, 집단별로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그 결과,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여러 조건이나 요인을 고려하

여 메모하기가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여하

는 요인에는 인지적 요인이나 메모와 텍스트 측면의 요인이 관여함이 밝혀졌다. 

한편, 메모하기 교수·학습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는

데, 이들 연구는 체로 메모의 결과물 측면에 집중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거나, 메모하기 교육을 평면적으로만 설계하였다는 한

계가 있었다.

듣기에서 메모하기는 단지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메모하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메모하기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메모하기는 음성 

언어를 머릿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에 더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지적 처

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메모하기는 메모 질의 향상을 통한 듣기 텍스트의 체계적인 정리 등의 결과를 

수반하여 향후 내용 검토를 통한 내용 이해와 회상에도 도움이 된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듣기에서 메

모하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 지식 및 요인들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교육을 설계해서 학습자에게 제공

하여야 메모하기를 통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메모하기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이 메모하

기의 결과물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한계와 더불어, 메모하기 교육 

내용을 평면적으로만 설계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듣기에서 메모하는 

과정에서도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메모하며 듣

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2) 국내의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

국내의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듣기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어떠해야 하

는지를 논의한 연구, 듣기 교육의 현 실태가 어떠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

구, 그리고 듣기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고안하는 연구

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듣기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에 해 논의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국어교육에서 듣기 교육이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

는 논의가 부분이었다(박종훈, 1996; 이재승, 1997; 전은주, 1999). 가령, 이재승

(1997)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르쳐야 함을 강

조하면서, 다만 개별 전략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 전략이 어디서 어떻

게 사용될 수 있는지, 다른 전략과의 비교를 통한 효율성은 어떠한지를 점검하

고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인지적인 자기 조정의 개념도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후에는 듣기 교육의 장에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보다는 맥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는 논의(이도영, 2011), 

화법 영역 고유의 상황 맥락이나 특성, 다양한 담화 변인을 고려하여 내용을 설



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정상섭, 2005; 조재윤, 2018),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듣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김윤옥, 2005; 이창

덕, 2017: 119)가 뒤를 따른다. 이들 연구는 듣기의 기능이나 전략이 다양한 변

인이나 상황·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

탕으로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과 밀접한 듣기 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다음으로, 국어교육 내에서 듣기 교육의 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논의는 

박준홍(2017, 2018)이 유일하다. 박준홍(2017, 2018)에서는 듣기 교육에 한 교

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듣기 교육이 듣기 능력 신장에 도움

이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듣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인식하였다. 또한 듣기 교육의 개선 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듣기 교육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듣기 수업이나 교과서의 효과성을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읽기와 듣기 

수업의 변별성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듣기 교육에 한 교사와 학생의 이러

한 인식 양상은 체계적인 듣기 교육 내용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듣기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고안하는 연

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이다.3) 

먼저, 관계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감적 듣기의 차원에서 수행되었

다. 공감적 듣기는 화 참여자 간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는 듣기이기 때

문에 주로 화 상황에서의 듣기로서 연구되었고, 최근까지도 ‘공감 화법’이

3) 임칠성(2002)은 듣기를 그 관점에 따라 ‘언어 이해 활동, 구두 언어 활동, 사회·문화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창덕, 임칠성, 심영택, 원진숙, 박재현(2010)에서는 듣기를 목

적에 따라 ‘추론적, 비판적, 공감적’ 듣기로 분류하였다. 브라운넬(Brownell, 

2005/2007)은 듣기를 기능에 따라 ‘과제 기능’과 ‘관계 기능’으로 별하였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미영(2014: 39)에서는 듣기를 관점에 따라 ‘언어 중심적 듣

기’와 ‘관계 중심적 듣기’로 명명하였고, 전자에는 ‘분석적, 추론적, 비판적 듣기’

와 같은 언어적 메시지 이해 중심의 듣기가, 후자에는 ‘공감적, 화적, 치료적 듣기’

와 같은 관계 지향적 의사소통 중심의 듣기가 속한다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러한 논의의 흐름에 터하여 듣기 교육 연구를 양분하여 살피고자 하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의 흐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공감적 듣기·말하기’의 개념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다(정상섭, 2005, 

2006; 김규훈, 2008; 소미영, 2014; 경은정, 2015; 이숙현, 2016; 신다솔, 2018). 이

러한 논의들은 국어교육 내에서 듣기 교육의 내용이 읽기와 큰 변별점 없이 텍

스트 내용 이해 중심 일변도로만 강조되어왔던 점을 지양하고, 듣기를 반응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삶의 맥락

을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토 를 마련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는 관계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논의의 정도가 상 적으로 일천하다. 이는 언어 중심적 듣기가 텍스트 내용

을 듣고 분석하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읽기의 사고 방식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주로 읽기 연구의 논의를 빌려 

와 듣기 교육의 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 중심적 듣기 역시 

듣기 교육의 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의 상이 된다. 듣기 교육의 

내용 체계는 듣기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마련될 때 교육적 수월성을 확보

할 수 있는데(임칠성, 2002), 이러한 본질적인 성격은 언어적 의미 이해를 지향

하는 듣기와 관계적 듣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모든 듣기는 두 성격이 그 경중

을 달리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된다(임칠성, 2016: 243).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에는 설득 담화의 비판적 수용에 해 논의한 연구(김승현, 2007), 방송 토

론 듣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박종훈, 2011), 학

생들의 강의 듣기 전략 사용 양상 및 차이를 조사한 연구(서영진, 2016, 2017) 

등이 있다. 이처럼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연구는 듣기 텍스트의 장르나 듣는 

목적을 중심으로, 듣기 상이 되는 텍스트를 보다 잘 이해하고 비판하고 분석

하기 위한 내용이나 방법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관계 중심적 듣기와 언어 중심적 듣기로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를 양분하여 

검토한 결과, 듣기 교육에 관한 논의는 관계 중심적 듣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 적으로 언어 중심적 듣기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언어 중심적 듣기에 요구되는 능력이 관계 중심적 듣기 능력이나 읽기 능력

과는 달리, 상 적으로 자연히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듣기는 고도로 인지적이고 복합적이며 유목적적인 행위로서 듣는 



목적이나 상황, 듣는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그 방법이나 전략이 달리 적용되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라 모든 텍스트에 한 듣기 능력이 자동으로 습득되고 

향상되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언어 중심적 듣기는 텍스트의 내

용 이해가 주요한 목적이 되는데, 강연 듣기에서와같이 중 화법의 듣기 상황

에서는 특히 내용 이해와 기억을 위한 구조화 능력이 요구된다(임칠성, 2016: 

252). 본 연구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중심적 듣기 교육 내용의 마련이 필

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

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기존 메모하며 듣기 교육

이 수행되던 학년을 고려하여 중학교 2학년 학습자를 연구 상으로 삼았다. Ⅳ

장에서 상세히 후술하겠지만, 선행 연구들의 논의(Faber et al., 2000; Hidi & 

Klaiman, 1983; Kobayashi, 2005)에 따르면 중학생 학습자들은 주로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메모하기 양상만을 보임이 밝혀졌다. 이는 메모를 단지 텍스트 내용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측면으로만 활용한 메모 양상이므로, 중학생 학습자를 상

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내용을 토 로 교수·학습하였을 때 그 교육적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중학생 학습자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더하여, 

그간의 교육과정에서는 메모하기 혹은 강연 듣기와 관련한 성취 기준을 주로 중

학교 1-2학년 수준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습자를 연구 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준실험연구는 교육 분야에서 엄격한 실험실 상황보다는 현실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피험자의 무선화나 가외 변



인에 한 엄밀한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김석우, 최태진, 박상욱, 2015: 307). 다만 엄밀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결과 해

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설

계 시, 사전 검사를 하여 집단별로 내용 이해와 회상, 메모 수준에 있어 서로 

동질 집단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배경 변인에 한 설문을 바탕으로 강연 듣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변인의 정도가 집단별로 동질한지도 확인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혼합 연

구 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혼합 연구 방법은 연구

의 강조점에 따라, 자료 수집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연구 방법의 적용 단계에 

따라 양적, 질적 자료 수집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구의 전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이현철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

구 과정 중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혼합 연구 방법

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존슨, 은웨그부지와 터너

(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를 참고하여 확립하고자 하였다.

존슨 외(Johnson et al., 2007)는 혼합 연구 방법이 전적으로 질적인 연구에서부

터 전적으로 양적인 연구까지의 연속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체의 정중앙은 전적으로 통합된 의미의 혼합 연구를 지칭한다고 하

였다. 혼합 연구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이러한 연속체상에서 질적

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가 그 경중을 달리하면서 혼합되는 연구 방법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러

한 연속체상에서 양적 우세 혼합 방법(Quantitative dominant mixed methods)을 

활용하여,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된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

을 활용하고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

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강연 내용 이해 및 회상 측면과 메모의 질 측면에 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교육적 처치를 달리 받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 있어 통계적 차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양적 데이터는 학습자의 구체적

인 수행 양상에 하여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 결과

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학습자의 자유 회상문과 메모로 표되는 수행 결

과물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 와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 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한 뒤 그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닌다. 본 연구의 논문 체계에 따른 세부

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자료 및 방법은 <표 Ⅰ-1>과 같다.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토

· 듣기 이해의 개념과 메모하기와의 

관계 정립

·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 고찰

·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 탐색

· 문헌 연구

Ⅲ. 

메모하며 

듣기 

교육 설계

· 메모하며 듣기 관련 기존 교육과

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설계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문헌 연구

Ⅳ. 교육 

효과 검증

· 실험 설계 및 교수·학습 시행

· 학습 전후의 학습자 수행 결과 분석

· 준실험 연구

· 학습자 활동지 분석

(자유 회상문, 메모지,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배경 변인 

설문 문항에 한 응답)

<표 Ⅰ-1> 연구 내용과 연구 자료 및 방법

먼저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교육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 를 구축



하고자 하였다. 이에 듣기 이해의 본질과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의 관계를 정립

하고,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교육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 메

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에 행해졌던 메

모하며 듣기 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

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습자 실험 집단 27명, 비교 집단 26명을 상으로 준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실험에는 집단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사전 검사와 교수·학습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교수·학습 시에는 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비교 집단에는 기존의 교

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처치하였다. 교육 효과의 

검증은 강연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

하여 학습자 메모와 자유 회상문,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자료, 학습

자 배경 변인 설문에 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

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이론적 토

1. 듣기 이해의 본질

1)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교섭적으

로 진행된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관점 이전부터 말하기는 표현

의 영역에서, 듣기는 이해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때, 듣기의 개념적 구

인은 무엇이며 듣기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하여 연구가 천착되어 왔다. 본 항

에서는 듣기가 본질적으로 이해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듣기의 개념으로는 체로 수동적인 관점에서의 듣기와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관점에서의 듣기가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박영목 외(1995)에서는 듣기의 

개념으로 ‘들리기(hearing)’와 ‘듣기(listening)’를 구분하였는데, 이때 후자의 

‘듣기’가 주의 집중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스와 에거트(Williams & Eggert, 2002) 역시 듣기의 수준을 나누어 개념

을 논의하였는데, ‘듣기’라는 개념과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을 구분해서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듣기가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과 근본적으로 차

별화되기는 어렵지만, 듣기는 상 적으로 이해에 선행하는 ‘주의 집중’의 측

면과 더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의미의 처리

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 이해를 위한 일차적 단계가 ‘듣기’라

면, 본격적인 이해의 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는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인 것

이다.

이러한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듣기의 개념을 논의한 다른 연구

들은 이 개념을 보다 상세히 하였다. 서리츠키와 휴스(Suritsky & Hughes, 1991)

는 언어 중심적 듣기가 ‘텍스트의 핵심 포인트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 짓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암브러

스터(Armbruster, 2000)는 듣기를 ‘내부적 연결 짓기’와 ‘외부적 연결 짓기’

로 구분하여, 전자를 텍스트의 새로운 정보를 텍스트의 이전 정보와 관련 짓는 

것으로, 후자를 텍스트의 새로운 정보를 청자의 기존 지식과 관련 짓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앞선 연구들 논의의 핵심은 ‘듣기 그 자체’와 ‘이후에 뒤따르는 이해의 

과정’을 구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개념

을 ‘듣기’와 구분하기 위하여 ‘듣기 이해’로 명명하고자 한다. ‘듣기’가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한 의식적인 일차적 지각 단계라면, ‘듣기 이해’는 수용

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과

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해’는 텍스트 내 정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해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며,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 구조에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McNamara, de Vega, & O'Reilly, 2007), ‘듣기 이해’라는 개념이 듣기의 상

이 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 더욱 접근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

서 주목하는 듣기 텍스트는 내용 이해를 중심 목적으로 하는 언어 중심적 듣기

가 요구되는 강연 텍스트이며, 강연 듣기에서 중핵적으로 요구되는 듣기 능력은 

청자의 인지적 의미 처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언

어 중심적 듣기의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개념화하기 위하여 ‘듣기 이해’의 개

념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Ⅱ-1] 듣기와 듣기 이해의 개념 관계

‘듣기 이해’가 언어 중심적 듣기에서, 수용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이러한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브라운넬(Brownell, 

2005/2007)은 ‘청취하기(hearing), 이해하기(understanding), 기억하기

(remembering), 해석하기(interpreting), 평가하기(evaluating), 반응하기

(responding)’로 구성된 HURIER 모델을 중심으로 듣기의 과정과 더불어 각 과

정별로 듣기의 주된 목적과 요구되는 기능을 서술하였다. 이들 각각은 듣기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요소이며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과도 관련된다.

글렌(Glenn, 1989)은 듣기 연구에 한 여러 학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듣기를 

정의하는 일곱 가지의 독립적 구인으로 ‘주의(attention), 지각(perception), 해석

(interpretation), 기억(memory), 반응(respond), 구음(spoken sounds), 시각적 단서

(visual cue)’를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적 구인으로는 ‘해석(75%)’이 있으며 그 

뒤를 ‘지각(64%)’과 ‘주의(44%)’가 따른다고 보고하였다.

임칠성(2009)은 듣기 능력을 언어 능력, 관계 능력, 점검 능력으로 나누고, 각

각의 능력이 이해와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때, ‘언어 능력’은 

언어적 의미와 관련된 능력이고 ‘점검 능력’은 자신의 듣기 활동4)을 확인하



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하였다. 언어 능력과 점검 능력은 본 연구

에서 주목하는 언어 중심적 듣기 활동에서 요구되는 듣기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한편, 벅(Buck, 2001: 104)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듣기 능력의 거시적 능력으로

서 ‘언어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제시하였다. 전자에는 문법 지식, 담화 

지식, 화용 지식, 사회언어학 지식이 있으며, 후자에는 인지 전략과 상위인지 전

략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연구자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

글렌(Glenn, 1989) 주의, 지각, 해석, 기억, 반응, 구음, 시각적 단서

벅(Buck, 2001)

언어 능력(문법 지식, 담화 지식, 화용 지식, 사회언어

학 지식), 

전략적 능력(인지 전략, 상위인지적 전략)

브라운넬(Brownell, 

2005/2007)

청취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해석하기, 평가하기, 반

응하기

임칠성(2009)
언어 (이해/수행) 능력, 관계 (이해/수행) 능력, 점검 

(이해/수행) 능력

<표 Ⅱ-1>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

 

연구자마다 듣기 이해의 세부적인 개념적 구인을 정의하는 기준과 관점은 다

르지만, 체로 ‘a. 음성 언어를 주의 집중하여 지각 및 식별하기’, ‘b. 언어

적 지식과 전략을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 및 해석하기’, ‘c. 이해하고 해석한 

바를 바탕으로 의미를 확장하거나 평가하거나 반응하기’를 개념적 구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인은 텍스트의 정보를 인식

하고, 인식한 정보와 이해자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며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이해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므로(McNamara et 

4) 임칠성(2009)의 원문에서는 해당 용어를 ‘듣기 활동’이 아닌 ‘듣기 수행’이라고 하

였으나 후자의 용어로 사용할 시에는 언어 능력, 관계 능력, 점검 능력을 구성하는 상

위 능력 차원인 ‘이해와 수행’ 능력의 ‘수행’과도 표현이 중복되어 논의가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동’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al., 2007), 듣기 이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준다. 

한편, 이러한 듣기 이해의 개념은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전은

주, 2008), 몇 단계로 구분되기도 한다. 김미선(2015: 418)에서도 듣기 이해가 소

리를 인식하고 집중하여 정보를 선택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련의 듣기 과정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듣기 이해의 과정은 앞서 논의했던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을 중심으로 단

계적으로 나뉠 수 있다. 

박영목 외(1995)에서는 듣기의 과정을 ‘지각하기, 해석하기, 이해하기, 반응하

기’의 총 네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때, ‘지각하기’는 ‘들리기

(hearing)’를, ‘해석하기’는 ‘듣기(listening)’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실상 

해석하기에는 지각하기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각 및 해석하

기, 이해하기, 반응하기’의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김승현(2007)에서는 설

득 담화 듣기의 과정을 ‘의미 발견하기, 의미 구성하기, 의미 확장하기’의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앤더슨(Anderson, 2010/2011: 434)은 듣기나 읽기와 관련되는 

언어 이해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메시지를 약호화하는 ‘지각

(perceptual) 단계’, 메시지 속 단어가 의미로서 심적으로 표상되는 ‘구문 분

석(parsing) 단계’, 그러한 심적 표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용(utilization) 단

계’가 그것이다. 이처럼 부분의 연구에서 듣기의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구

분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앞서 듣기 이해의 개념적 구인을 

삼분하여 정리한 지점과도 맞닿는다. 

정리하면,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을 논의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련의 듣

기 과정에 따라 이해가 확장되어 가는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듣기 이해

의 개념과 과정에 한 논의는 텍스트의 표상 수준에 따라 텍스트 이해의 수준

을 논의한 킨취(Kintsch, 1998/2010a, 2010b)의 구성-통합 모형 관점의 텍스트 이

해와도 연결될 수 있다. 

2) 구성-통합 모형 관점의 텍스트 이해

킨취(Kintsch, 1998/2010a, 2010b)는 텍스트 표상의 다층적 수준을 ‘텍스트의 



표면구조’,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의 기능과 

작동 모형을 살폈다. 본 항에서는 킨취(Kintsch, 1998/2010a, 2010b)의 논의를 중

심으로 듣기 이해와 같은 텍스트 이해의 수준을 논의하고, 메모하며 듣기에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구성-통합 모형 관점의 텍스트 이해의 수준

 ① 텍스트의 표면구조

텍스트의 표면구조는 텍스트 기반의 구성요소로서 일종의 명제 집합으로 해

석된다. 실제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나 구, 문장으로 구성된 언어적 표상으로서 

구어/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잠시간만이라도 텍스트의 정확한 낱말

이나 구절 등이 기억되는 경우가 이러한 것이다(Kintsch, & van Dijk, 1978; 

Kintsch, 1998/2010a). 명제가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정신의 의미론적 처리 단위

가 됨을 가리키는 ‘원자 명제’라는 용어는, 심리적 실재성에 해 일부 문장 

재인 실험 등을 통해 증거로서 뒷받침된다.5) 이를 통해 텍스트의 표면구조는 텍

스트의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이후 텍스트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② 텍스트 기반

텍스트 기반은 머릿속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텍스

트 구조는 거시구조와 더불어, 명제 간 관계를 연결 지음으로써 형성한 미시구

조로 구성된다.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은 단어 간 의미를 결합하

여 명제를 만들고, 텍스트의 미시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명제 사이의 상

5) 가령, 단서 낱말과 동일한 원자 명제에 속하며 그 문장으로부터 나온 낱말은, 동일한 

원자 명제가 아니지만 그 문장으로부터 나온 낱말보다 더 잘 회상된다(Kintsch, 

1998/2010a: 173). 또한, 포스터(Forster, 1970)의 연구에 따르면 읽기 시간이 통제되었을 

때 같은 단어 수를 지닌 문장의 경우 명제 요소가 하나인 것과 둘인 것 사이의 회상된 

평균 낱말의 수는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다. 이들 연구 결과는 이해자의 기억의 단위나 

의미론적 처리 단위가 원자 명제임을 방증한다.



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Kintsch & Rawson, 2005). 

우선, 텍스트의 미시구조란 텍스트를 구성하는 복합명제들(complex 

propositions)과 그것들의 관계이다. 간단한 문장의 의미는 여러 개의 논항

(argument)을 가진 술어, 시간과 장소 및 환경, 그리고 수식어로 구성된 복합명

제에 의해 표상될 수 있다(Kintsch, 1998/2010a). 각각의 술어들은 여러 논항을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논항에는 각각의 개념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명제 간의 

상호 관계는 인과 관계나 동일 사건(entity/event)에 한 참조(reference) 등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후자를 상호참조(coreference)라 한다(Kintsch & Rawson, 

2005). 미시구조에서는 결속 표지(cohesion marker) 등으로 명제 간 결속 구조를 

나타내거나, 용어(anaphora)를 사용함으로써 앞선 명제의 단어를 이어서 받기

도 한다. 

한편, 텍스트의 거시구조는 미시구조로부터 도출된 거시명제들이 위계적으로 

조직된 총체적인 구조이다.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거시명제는, 거시규

칙(macrorule)이라 불리는 네 규칙에 의해 도출되어 미시구조와 연결된다(Van 

Dijk, 1980; Kintsch, 1998/2010a, 2010b).6) 이러한 거시규칙의 작동에는 세상사 

지식(world knowledge)이나 스키마의 통제가 관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거시구조

가 의미 없는 추상화나 일반화가 되지 않게 한다(Kintsch, & van Dijk, 1978). 한

편, 거시구조 형성 과정의 주요 측면은 텍스트의 주요 주제나 화제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요 화제 정보를 식별하는 데에는 ‘표면 단서(surface cues)’, 

‘수사학적 단서’, ‘개념어의 반복’, ‘텍스트 구조의 특징’, ‘이해 주체의 

사전 지식’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Kintsch & Rawson, 2005). 이밖에도 거시구

조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상황 형식, 참여

자 범주, 상호작용 형식’ 등이 있다(Kintsch, 1998/2010a). 

6) 구체적인 거시규칙은 다음과 같다(Van Dijk & Kintsch, 1983; Kintsch, 2002: 158-159). 

   ① 삭제(deletion): 텍스트 기반에서 거시적 관련성(macrorelevant)이 없는 명제들은 삭제

된다. 

   ② 선택(selection): 텍스트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명제를 선택한다.

   ③ 일반화(generalization): 몇몇의 구체적인 명제들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체된다.

   ④ 구성(construction): 일련의 구체적인 사건들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체된다. 또한 이

는 텍스트에 중심 문장(topic sentence)이 드러나지 않을 때 명제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

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구성된 텍스트 기반은 텍스트에 의해 실제로 표현된 의미를 나타내며, 

담화 화제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전체로서 형성된다(Kintsch, & van Dijk, 1978). 

텍스트의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구조를 세우고 요약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바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상황 모형

이렇게 의미 있는 전체로서 형성된 임의의 텍스트에 한 정신 표상은 바탕

이 되어,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황 모형의 구성

에 달려있다(Kintsch, 1994). 상황 모형의 구성은 텍스트 기반에다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지식 정교화 및 그 텍스트에 한 지식 기반 해석이 더해진 것이다. 즉, 

텍스트의 이전 정보나 이해자의 배경 지식, 세상사 지식 등을 바탕으로 추론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Kintsch, 1998/2010a). 이렇게 구성된 상황 모형은 이해자가 재구성한 것이므로 

반드시 텍스트 기반과 완벽하게 합치될 필요는 없다. 상황 모형은 텍스트 기반

과 이해자의 지식 사이에서 관련 있는 측면들을 ‘통합’하는 구성이므로 상황 

모형의 세부 양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킨취(Kintsch, 1998/2010a, 2010b)는 이처럼 궁극적인 이해의 최종 산물로 상황 

모형을 구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구성-통합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구성

-통합 모형은 구어/문어 텍스트가 청자/독자의 머릿속 정신 표상으로 변형되어 

가는 단계별, 수준별 과정을 보여준다. ‘구성 단계’에서는 일련의 구성 규칙

들로 인하여 이해자의 정신 모형이 지엽적으로 구성된다. 명제 간의 언어적 관

계나 단서로 인하여 이해자의 지식이 활성화되면서 체로 연상적인 상향식 처

리가 일어난다. ‘통합 단계’에서는 의미적으로 연결된 텍스트 기반에 하여, 

그 전체에 들어맞는 구성을 위하여 부적합한 지엽적 구성들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본질적으로 ‘제약 만족(constraint satisfaction)’의 과정

이라고 하는데, 제약 만족 과정이란 명제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각 네

트워크의 마디(node), 즉 텍스트의 명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제약의 형태가 

안정될 때까지 확산되는 과정이다. 네트워크 속 다른 많은 명제들과 양(+)의 값



으로 연결된 명제들은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값이 높아지고, 반 로 음(-)의 

값으로 연결된 명제들은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값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제약 만족 과정에 따라 텍스트 기반과 이해자의 지식의 유관한 측면이 통합되어 

구성되고,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Kintsch, 1998/2010a).

 앞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텍스트에 한 정신 표상은 두 가지 

형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바로 ‘텍스트 그 자체’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인데, 전자가 ‘텍스트 기반’, 후자가 ‘상황 모

형’에 응된다. 텍스트 기반이 텍스트를 있는 그 로 반영한 것에 가깝다면, 

상황 모형은 이해자의 정교화 내용, 즉 추론을 포함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

황 모형의 구성이 텍스트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이해를 하향식 이해와 상향식 이해가 

결합한 상호작용식 모형으로 설명하는 지점과도 관련이 된다. 다만 듣기의 경우 

읽기와 달리 이전 텍스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해자의 머릿속에

서 즉각적인 처리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텍스트 이해에서 많은 추론은 지식 활성화의 직접적인 사례이다. 물론 추론은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지극히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Kintsch, 1998/2010b). 이

는 텍스트와 관련된 지식에 친숙하지 않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의식적 

통제를 바탕으로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를 통한 학습으로 나아

가게 하며,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의 정보들은 단지 ‘둔한’ 지식으로만 남겨지

게 되는 것이다. 깊은 이해는 항상 단순한 정보의 흡수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Kintsch & Rawson, 2005). 

이러한 관점은 듣기 이해와 같은 텍스트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텍스트 이해 교육에서 주요한 어려움은 좋은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처리 과정에 미숙한 이해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숙한 

이해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 기반만을 구성하여, 

상황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간과하면서 머무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얕은 이해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텍스트에 한 깊은 이해와 학습에 충분하지 

않다(Kintsch & Rawson, 2005). 결국, 텍스트 이해 교육은 상황 모형의 구성까지 



나아가도록 학습자를 추동해야 한다. 이는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학습자가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이해에 관련된 전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는 이러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 메모하며 듣기에 한 시사점

텍스트 이해에 한 킨취(Kintsch)의 관점은 메모하며 듣기에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텍스트 이해는 궁극적으로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것인데, 메모하

기 활동은 이 구성 과정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베이커와 롬바르디

(Baker & Lombardi, 1985)는 피험자가 메모지에 기록한 명제의 수와 텍스트 내

용을 바탕으로 한 피험자의 평가 점수 사이에는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물론 메모지에 특정 명제를 기록하였다고 해서 그 특정 명제에 관한 평

가 문항을 피험자들이 모두 맞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지

에 메모한 내용은 피험자들이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의 ‘충분조건’

이기는 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메모지에 메모한 내용이 이후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Kiewra et al., 1989; 

Brobst, 1996). 이는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한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됨을 방증한다.

키에라(kiewra, 1988)는 메모하기의 과정은 반 다이크와 킨취(Van Dijk & 

Kintsch, 1983)가 주장하는 텍스트 처리의 세 수준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키

에라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인지적 지향성을 조사하

였다. 단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의미 있고 복합적인 ‘명제(proposition)’와, 명

제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결합하는 ‘국지적 일관성(local coherence)’, 그리

고 텍스트의 요점이나 주제, 화제를 표현하기 위한 거시 전략들의 사용과 결합

인 ‘거시명제(macroproposition)’가 메모하기에서 드러나는 인지적 처리의 세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구성-통합 모형 관점의 텍스트 

이해의 세 수준을 ‘텍스트의 표면구조,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으로 구분한 



것과 맞물린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이와 맥다니엘(Bui & McDaniel, 2015)은 강연 듣기 상황에

서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폈다. 우선 이들은 청자가 강

연을 들으면서 텍스트의 정신 표상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정신 표상이 세 층위

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단어나 구절로 치환되는 ‘텍스트의 표면 형식(surface 

form)’, 단어나 구절 간의 의미 관계를 일컫는 ‘텍스트 기반’, 그리고 텍스트

에 한 정신 모형이나 표상을 일컫는 ‘상황 모형’이 그것이다. 이들의 논의 

역시 앞서 텍스트 이해를 ‘구성-통합 모형’의 관점에서 논하였던 킨취

(Kintsch)의 관점과 상통한다. 텍스트를 이해할 때 일관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

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기반이 된다(Kintsch & van Dijk, 

1978). 즉, 텍스트 기반은 일관된 상황 모형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혼잡하

지 않은 좋은 상황 모형에는 텍스트 기반에 이해자의 유관한 지식적 측면과 추

론의 통합이 필요하다(van Dijk & Kintsch, 1983). 

부이와 맥다니엘(Bui & McDaniel, 2015)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형

적으로 사용하는 메모하기 전략이 항상 완전한 텍스트의 정신 표상을 구성하지

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지 텍스트의 내용을 의식적 노력 없이 옮겨 적

는 메모하기는 텍스트의 표면 형식 수준의 정신 표상만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

다.7) 이는 결과적으로 혼잡한 정신 표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텍스트 내용

을 토 로 치러지는 잇따르는 평가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지점은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일관된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메

모하며 듣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듣기 중 메모하기가 텍스트에 한 내용 이해와 회

7) 듣기에서 메모하기 활동이 온전한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축어적인 

메모보다는 청자의 재구성 과정이 반영된 메모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가령, 

강연의 경우 강연자의 설명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메모하는 것은 단순히 축어적

으로 메모하는 것보다 더 깊은 처리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이다(Kiewra, 1985b). 이와 관

련하여 페벌리, 가너와 베카리아(Peverly, Garner, & Vekaria, 2014)는 단어나 구절을 축

어적으로만 메모하는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만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메모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기존 지식과 연결 지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메모하기 활동을 통한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

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상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메모하기가 텍스트에 하여 온전한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만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의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메모를 활용하는 것은 깊은 이해

로 가기 위한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메모하기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자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단지 

메모만 한다고 하여 메모하기가 정신 표상 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뜻

한다. 즉, 메모하기의 전 과정이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이라는 목표하에 유기적

으로 진행될 때 효과적인 메모하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메모하며 듣기

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고도로 복합적인 활동이므로 별도의 교육적 개입 없

이는 학습자가 메모하기를 통한 듣기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이라는 목

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메모하기가 효

과적으로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의 과

정과 특성이나 이에 관여하는 여러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설계하여 학습자에게 처치할 필요가 있겠다.

2. 강연 듣기와 메모하기의 관계

1)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일반적으로 ‘메모하기’는 언어 표현과 이해 영역에서 표현과 이해 관련 활

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담당한다. 가령, 표현 영역 중 

말하기와 관련하여 유옥경(2007)은 메모하기가 발표 준비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옥경(2007)은 중학생들의 발표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발표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메모하기를 제시하였으며, 발표 준비 

시간에 따라, 발표할 목적에 따라 메모하기 방법을 달리 제시하였다. 이러한 메

모하기가 발표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억의 증 를 통해 말하기 불

안을 줄인다는 점에서 발표에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해 영역 

중에서는 읽기와 관련하여 김라연(2010)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서적과 같은 설



명적 텍스트를 메모하며 읽을 때의 메모에 주목하였다. 메모하기가 텍스트의 중

심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

된 전략이기 때문에, 메모하기가 설명적 텍스트를 읽을 때 주요하게 요구되는 

사실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해전략임을 주장하였다. 이

처럼 메모하기는 메모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관련된 활동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

른 양상을 띠며, 메모하기와 관련된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인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듣기에서 메모하기 역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메모하기의 세부적

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듣기에서 메모하기는 주로 회의 상황과 같은 

비즈니스 맥락에서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거나 회의 내용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기능에 주목하여 논의되어 왔다. 고니시 도시유키(2016/2016)에서는 회

의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메모 전략이나 회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창발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 메모 전략, 회의에서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메모 작성 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혼다 나오야(2002/2003)에서는 메모하기

가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회의에서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병천(2009)에서도 메모하기 능력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중

요하게 요구되므로 다양한 메모 방식이나 전략을 익혀 메모하기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은 회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 

하지만 듣기에서 메모는 비단 회의에서뿐 아니라 강연 듣기와 같이 내용 이

해가 주요 목적이 되는 듣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의 

‘메모하기’는 ‘노트 필기(note-takin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와 노트 필기는 ‘노트 따위에 관련 내용을 쓰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메모하기와 노트 필기의 개념은 용어의 

사용역이나 초점이 되는 부면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이유미(2011: 113-115)는 ‘메모하기’라는 용어가 ‘노트 필기, 노트 정리’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류성기(2009)의 논의를 빌려 문

장 단위보다 작은 단위인 구절과 명사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필기를 하는 것

은 메모하기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다고 하였다. 김혜연(2014)은 ‘노트 필기’



와 ‘메모하기’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현상이지만, 노트 필기는 교육학 및 교

육공학의 영역에서 학습 전략이나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주로 사

용된 반면, 메모하기는 국어교육 내에서 듣기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혜정, 홍영일(2011)은 성적 우수 학생들의 노트 필기가 

학 강의 듣기 중에 작성하는 1차 필기와 이후 학습과 복습 시에 작성하는 2차 

필기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1차 필기에는 강의의 맥락이 크게 반영되어 있고 일

목요연하게 핵심 어구 위주로 필기되어 있으므로 ‘말성’이 살아있고, 2차 필

기에는 내용의 구조화와 요약 정리가 중심이 되므로 ‘글성’이 살아있다고 하

였다. 이혜정, 홍영일(2011) 논의에서의 1차 필기는 강의 듣기 당시에 필기함으

로써 강의 내용을 환기하고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메

모하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노트 필기’가 주로 학습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정보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의미가 강하다면(임정훈, 

2009; 장은정, 박미순, 2014; 이은희, 2019), ‘메모하기’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어나 구절 단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내용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류성기, 2009; 이혜정, 홍

영일, 2011). 듣기의 경우 같은 이해의 영역인 읽기와 달리 음성 언어의 휘발성으

로 인해 실시간 정보처리가 요구되므로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약으로 인하여 듣기 중에는 모든 내용이나 정보를 필기할 수 없으며, 필기하는 

국면과 텍스트를 듣고 이해하는 국면이 빠르게 순환하며 일련의 과정이 수행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어교육 연구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연 듣기처럼 

내용 이해가 주요하게 요구되는 듣기 과정 중에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목적

으로 하는 교육의 설계에 초점을 두고자 하므로 ‘메모하기’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듣기 이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자의 머릿속에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며, 듣기에서 메모하기 활동이 이러한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듣기 중에 메모한 내용이 궁극

적으로 청자의 상황 모형을 재구성하는 일차적인 원천이 된다는 점은(허선익, 

2014; Piolat, Olive, & Kellogg, 2005), 강연 듣기와 같이 내용 이해가 주요하게 



요구되는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가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도움이 됨을 보여

준다.

이때, 메모하기가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하는 기능은 두 측면으로 

나뉜다. 라마니와 사데기(Rahmani & Sadeghi, 2011)에서는 두 측면을 각각, 메모

하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학습이 촉진되고 텍스트에 주의 집중을 유도하여 기

억을 증 시키며 이해자가 이전 정보나 내용과 메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

하도록 촉진하는 측면과, 메모에 저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의 이해와 회상을 

돕는 측면으로 별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메모하며 듣기의 주요한 측

면으로 ‘내용 기록’과 ‘메모 검토’를 지적하였던 논의(Suritsky & Hughes, 

1991; Boran & Yi, 2012)와 맥을 같이한다. 라마니와 사데기(Rahmani & Sadeghi, 

2011)는 전자를 메모하기의 ‘과정 기능(process function)’으로, 후자를 ‘결과

물 기능(product function)’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듣기

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관여하는 메모하기의 기능에 한 논의를 개진하

고자 한다.

먼저, 메모하기의 ‘결과물 기능’은 듣기 이후에, 작성한 메모의 검토

(review)를 통해 들은 내용의 회상과 이해를 돕는 기능을 일컫는다(Fisher & 

Harris, 1974; Kiewra & Fletcher, 1984; Kiewra, 1987, 1989). 키에라(Kiewra, 

1989)는 ‘검토’가 학습자가 메모한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의 정보와 통합하고

(Di Vesta & Gray, 1972), 기록되지 않은 텍스트의 부분을 재구성하거나(Rickards 

& Friedman, 1978), 잊어버린 정보를 다시 떠올리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모를 볼 때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하며(Kiewra, 1985b), 내용을 회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효

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Kiewra, DuBois, Christian, McShane, Meyerhoffer, & 

Roskelley, 1991). ‘결과물 기능’을 고려하여 메모한다면 보다 정확한 회상을 

위해서 텍스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최 한 많이 기록하여 저장해두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결과물 기능을 고려한 메모

하기의 양상은 앞서 논의하였던 ‘노트 필기’의 양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반면에 ‘과정 기능’은 듣기 중에 학습자가 메모를 통해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화하고 정교화하는 기능이며, 그 과정에서의 이해 및 회

상 증진과 관련된 기능이다(Di Vesta & Gray, 1973; Hartley, 1983; Einstein, 

Morris, & Smith, 1985; Laidlaw, Skok, & McLaughlin, 1993; Faber et al., 2000; 

Bui & McDaniel, 2015). 파버 외(Faber et al., 2000)는 9학년 학습자를 상으로 

읽기 텍스트를 메모하면서 읽도록 지도하고, 학습자로부터 나타난 메모하기에서 

과정 기능 측면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양상으로는 ‘주요 아

이디어에 한 질문 작성’과 ‘주요 아이디어와 뒷받침 세부 사항에 한 인

식’이 있었다. 이는 비록 읽기 상황에서의 메모하기 연구이지만 학습자가 텍스

트 이해 과정 중 메모를 할 때 어떠한 부면을 포착하여 메모하려고 했는지를 보

여준다.

이러한 메모의 과정 기능은 ‘생성적 처리 과정(Generative Processing)’이라

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Wittrock, 1974, 1990; Armbruster, 2000; Boyle 

& Forchelli, 2014). ‘생성적 처리 과정’이란 이해자가 텍스트의 주제나 내용을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서 머릿속 정신 표상으로 갱신하는 과정이다. 이해자는 장

기기억(long-term memory)에서 정보를 찾고, 정보 처리 전략을 사용하여 들어오

는 정보들로부터 의미를 생성하고 조직하고 정리하며, 다시 이것을 장기기억에 

저장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과 기존의 지식 사이

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덜 생성적인 형태의 처리보다 더욱 양질의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8) 이해자가 텍스트의 내부적 연결, 즉 명제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자의 지식과 통합하여 상황 모형을 구성해 

나갈 때 학습은 촉진되는데(Mayer, 1984), 메모하기 활동이 이러한 생성적 처리 

과정을 촉진시켜서 텍스트에 한 이해와 회상을 증진하는 데 비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9) 

8) 물론 내용 이해 목적의 듣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서 과정 기능에 초점을 둔 

메모하기 활동이 바람직하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듣기 중에

는 그저 메모를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따로 검토 시간을 통해 메모한 내용과 학습

자의 기존 지식을 통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Kobayashi,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는 메모하기의 기능 중 과정 기능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설계하는 것에 방점이 놓이기 때문에, ‘선 메모 후 학습’과 같은 개별 학습 

스타일 차이에 해서는 주요 논의의 상으로 삼지 않았다.
9) 텍스트의 회상 및 이해를 위한 생성적 처리 과정의 비계 역할을 하는 활동으로는 메모

하기 이외에도 요약하기나 설명하기 등이 있다. 가령, 데이비스와 헐트(Davis & Hult, 



듣기에서 메모의 과정 기능은 학습자가 강연과 같은 텍스트를 들을 때 상

적으로 더 깊은 이해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메모하기에서의 핵심적인(core) 인지적 과정과 관련된다(Williams & Eggert, 

2002; Bui & Myerson, 2014). 페퍼와 메이어(Peper & Mayer, 1978, 1986)는 강연

을 들을 때 메모하도록 한 집단과 하지 않도록 한 집단 간 사후 평가 점수의 차

이를 살폈는데, 메모한 집단이 메모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축어적 인지

(recognition)나 보유(retention)와 같은 전이가 덜 요구되는(near-transfer) 과제보

다 추론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전이가 많이 요구되는(far-transfer)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고 보고하였다.10) 이와 같은 결과는 듣기 중 메모하기 활동이 텍스트 

내용에 한 사실적 이해에뿐만 아니라, 상황 모형이 추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바, 이해자의 기존 지식 등과 결합하여 도출되는 추론적 이해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은 단지 메모만 한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인스타인 외(Einstein et al., 1985)는 강연을 들으며 메모

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는데,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자들은 강연에서의 주요 명제들을 많이 

회상했지만 두 집단 간의 덜 중요한 명제 회상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때, 두 집단 모두 회상한 내용은 메모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중요성이 더 높은 명제를 주로 메모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에서의 ‘중요성이 더 높은 명제’는 주로 거시명제의 속성을 띠는데, 

거시명제는 거시구조를 형성하는 단위이며 이는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것과 직

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스타인 외(Einstein et al., 1985)의 연구에서 성취 수준

이 높은 학습자는 거시명제를 바탕으로 하위 수준의 추가적인 정보를 회상하고 

1997)는 강연을 들으며 메모를 한 집단 중에서 요약하기를 추가로 수행한 집단이 테스

트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요약하기가 이해에 있어 생성적 처리 과정

을 촉진하였다는 결과이며, 요약하기가 지속적인 학습 처리 과정에 관여하게 하였음을 

방증한다.
10) 키에라(Kiewra, 1988)에 따르면 전이가 덜 요구되는(near-transfer) 수행은 텍스트 아이

디어 간 내부적 연결을 촉진하는 전략과 관련되고, 전이가 많이 요구되는(far-transfer) 

수행은 텍스트 아이디어와 기존 지식 간 외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과 관련된다. 즉, 

전자는 통상적인 용어로 ‘사실적 이해’, 후자는 ‘추론적 이해’에 가깝다.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이다(Peverly, Brobst, Graham, & Shaw, 2003). 이는 최소한

의 검색 단서를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메모하기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효과적이다(Kobayashi, 2005). 이로써 듣기

에서 메모하기를 통해 내용 이해와 회상이 효과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단순

히 메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메모해야 하

는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기의 기능에는 텍스트의 

내용을 옮겨 기록하여 내용의 반복을 지향하는 기능과, 텍스트 내용의 정교화와 

재구성을 통해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메모하기를 통해 텍스

트 기반과 상황 모형의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후자를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Castelló & Monereo, 2005). 이해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것이며 내용 이해가 중심 목적이 되는 언어 중심적 듣기 상황에서 역시 그

러하다. 메모하기가 이해와 회상을 추동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인지적 

노력을 통해 메모하기 활동이 비계로 작용하여 텍스트에 한 좋은 정신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iolat et al., 2005).

한편, 모든 텍스트 내용을 그 로 전사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 노력이 덜 요구

되는 메모하기 방식이 듣기 이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부

이, 마이어슨과 헤일(Bui, Myerson, & Hale, 2013)은 같은 강연 내용에 하여 컴

퓨터로 메모하게 한 집단과 손으로 메모하게 한 집단을 나누어 사후 평가 결과

를 비교하였는데, 컴퓨터 메모 집단이 손 메모 집단보다 더 많은 내용을 회상하

였고 평가 점수도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콘웨이와 가더콜

(Conway & Gathercole, 1990)의 ‘번역 가설(translation hypothesis)’로 설명한

다. 번역 가설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의 투입(input)은 특수한 처리(processing) 영

역 사이의 번역(translation)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기 구별되는 정신 표상

의 구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듣기는 음운론적 처리 과정에 해당하고, 받아적

는 것은 철자적(orthographical) 처리 과정에 해당하므로, 들으면서 받아 적는 과

정에서부터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 각각의 처리 과정이 정신 표상을 구성해 가

는 과정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이 외(Bui et al., 2013)는 모든 집단이 컴퓨터를 사용하



여 메모하였을 때는, 단순히 텍스트 내용을 전사한 집단보다는 의도적으로 조직

화하려고 노력하며 메모한 집단이 지연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의도적으로 조직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가 장기 기억

에 더욱 잘 저장되는 형태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뮬러와 

오펜하이머(Mueller & Oppenheimer, 2014)에서는 강연 듣기 상황에서 손으로 메

모한 집단과 컴퓨터로 메모한 집단을 상으로 ‘사실적 회상 질문’과 ‘개념 

적용 질문’에 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살폈는데, 사실적 회상 질문의 경우 두 

집단은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념 적용 질문의 경우 손으로 

메모한 집단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컴퓨터로 메모한 

집단이 손으로 메모한 집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내용을 기록하였지만, 부분 

그 내용을 축어적으로 옮겨 적기만 할 뿐 의식적이지 않은(mindless) 채로 과정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메모 과정에서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이점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메모하기를 통한 내용 이해와 회

상이 증진되는 데에는 메모하며 듣기 과정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이며, 개입을 통해 깊은 수준의 생성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메모하기의 ‘과정 기능’은 듣기 중 메모하기의 과정 중에 발생하

는 생성적 처리와 관련되며, 메모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정교화하고 추상화하

면서 텍스트 내부적 연결을 형성하거나 텍스트 내용과 이해자의 기존 지식과의 

연결을 형성하는 기능이다. 텍스트의 내부적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텍스트 기반

의 구성과 관련되며, 텍스트 내용과 이해자의 기존 지식과의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상황 모형의 구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메모하기는 텍스트의 내용과 더불어 

이것과 관련된 이해자의 정신 속에서 지식이 구성되는 측면, 즉 지식 구성과 변

형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이끄는 ‘상징적 중재자’로서 기능한다(Castelló & 

Monereo, 2005). 과정 기능에 초점을 둔 메모하기의 목적은 듣기 중 메모하기를 

통해 더 깊은 수준의 이해까지 이해자를 견인하는 데 있으므로(Bui & McDaniel, 

2015), 단순히 축어적으로 내용을 반복, 기록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식적인 선택

과 개입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뮬러와 오펜하이머(Mueller & Oppenheimer, 2014)에서는 ‘축어적인 필



기를 하지 말라’와 같은 간단한 구어 개입만으로는 학습 효과의 차이를 불러일

으키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

기 교육의 내용이 단순히 ‘의식적으로 메모하며 들으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메모하여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

상술하였듯이 메모하기는 듣기에서 이해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동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본 항에서는 메모하며 듣기가 어떠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

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강연 듣기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표준국어 사전에 따르면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의’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두 용어 모두 일정한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거나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말하기

를 뜻한다. 다만, 강의는 학문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강연은 강

의보다는 넓은 맥락에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맥락에서

의 말하기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화자가 청중을 상으로 내

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말하기까지를 포괄하려 하므로, 강연이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하면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듣기 텍스트 중에서도 강연

에 초점을 둔 이유는, 강연이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11) 강연은 내용 이해가 듣기의 중심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학습 목적 듣기

와도 궤를 같이한다. 학습자들이 접하는 가장 표적인 학습 목적 듣기의 장면

은 교실 수업 장면인데, 교실 수업은 다양한 학습 관련 활동들이 수반되며, 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기가 전제되어야 한다(서영진, 2017: 320). 이러

한 교실 수업은 학습 목적 듣기 능력이 요구되는 장면으로서 내용 이해가 듣기

11) 이창덕(2017)에서는 화법교육에 학습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삶과 

관련성이 많은 교육 내용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 중심 목적이 되며, 특히 교사의 설명과 같은 학습 장면은 강연의 특징과 교

집합이 많다. 그리고 강연처럼 한 명의 화자가 청중을 상으로 말하는 방식은 

학 수업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강의 유형12)에 속한다(서영진, 2017: 325-327). 

이러한 지점은 강연 듣기에 필요한 능력이 학습자들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시점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듣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듣기 텍스트 유형으로 

강연을 주요하게 다루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그러므로 강연은 국어교육 

내 듣기 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주요하게 학습하여야 할 듣기 텍스트 유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여러 듣기 텍스트 중에서도 강연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이러한 강연 듣기는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해와 회상

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메모하기가 사용될 수 있다.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것은 강연의 정보를 개인의 기억 시스템 안에 놓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Weinstein, & Mayer, 1986; Lee, Lan, 

Hamman, & Hendricks, 2008). 따라서 메모하기를 통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

상 증진을 위해서는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일련의 과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모하며 듣기의 과정과 특성에 관하여 류성기(2010, 2011)는 듣기에서 메모하

기 활동은 크게 삼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메모하기의 과정을 

전, 중, 후로 구분하였는데, ‘메모 전’에서는 메모 중이나 메모 후 활동을 고

려하여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준비하여야 하고, ‘메모 중’에서는 메모 전에 

고려했던 지점이나 메모 후 활동을 생각하며 조정하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메모 후’에는 메모 내용을 검토하거나 정리하여 다시 쓰는 활동, 그리

고 메모하며 듣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때, 류성기(2010, 2011)에서 제시한 ‘메모 전’ 단계는 메모하며 듣는 활동을 

12) 이처럼 ‘강연’과 ‘강의’는 청중에게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하여 설명하거나 전

달하는 말하기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13) 가령,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 듣기의 성취 기준 중 하나로 ‘강연을 듣고 이

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준비하는 단계이고, ‘메모 후’ 단계는 메모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메

모하기의 ‘결과물’ 기능이 부각되는 단계라면, ‘메모 중’ 단계는 구체적으

로 듣기 중 메모하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메모하기의 ‘과정’ 기능이 부각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메모 중’ 단계는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듣기 이해 과정에 따라 메모하기가 수행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메모 중’에 해당하는 메모하기의 단계를, 젠슨 외(Jansen et al., 

2017: 23-24)에서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젠슨 외에 따르면 듣

기 중 메모하기에서 이해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식별하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메모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메모하며’, ‘텍스트의 내

용을 이전 자료나 메모의 내용과 연결 지으며 이해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반복

한다. 이 과정의 각 국면은 하나의 텍스트를 듣는 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

행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과정의 주기에서 일부 국면만 수행될 수도 있는데, 가

령 요점들(key points)을 식별할 때 어떤 요점이 이미 메모에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면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요점이 식별될 때까지 그 요점은 다시 받아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는 메모 전, 중, 후와 같은 전체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메모 중 단

계는 메모를 하면서 강연 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순환적인 과정에서 메모하기는 과정 기능으로 인하여 강연 텍스트에 한 생성

적 처리를 촉진하며 더 깊은 수준의 이해까지 이해자를 견인한다(Bui & 

McDaniel, 2015). 이에 따라 이해자의 머릿속 정신 표상의 형태는 텍스트의 표면 

구조에서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 

[그림 Ⅱ-2]를 중심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서 각 단계의 특성을 살피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메모 전’ 단계는 메모하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메모하며 듣기 이전에, 메모하는 목

적을 떠올리고 메모하기와 관련된 전략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또한 메모하며 듣

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하여 메모하며 듣는 과정이 문제없이 진

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메모 중’ 단계는 상술하였던 순환적 과정이 중심이 된다. ‘메

모 중’ 단계의 각 국면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

화시킨다. ‘강연 텍스트 내용을 식별하며 이해하기’는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국면으로, 관련 내용을 메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 국

면에서는 이해를 위한 다층적인 듣기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듣기 

이해는 ‘작업 기억’에도 영향을 받는데,14)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자는 

14)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요인에 해서는 Ⅱ장 3절에서 후술하였다.



작업 기억에서 정보들을 보유한 채 잊어버리기 전에 정보를 선택하고 구성하고 

중요한 의미 단위로 나누며 그것을 잊기 전에 빠르게 메모하고, 계속해서 강연

에 집중을 유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Peverly et al., 2007). 그리고 이는 강연에

서 상위 수준의 정보를 식별하는 처리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이 국면

에서의 집중하기나 이해하기 등은 높은 인지적 부담(load)을 야기하는 활동이므

로 인지적 가용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이해자가 듣기 중 텍스트의 정보를 유실

하거나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Piolat et al., 2005). 청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요점을 식별하고 메모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넘어갈 필요가 있

다.15) 그러나 이때, 들리는 내용을 모두 받아 적으려는 것은 듣기 활동에 방해

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박선미, 2003).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하기’ 국면은 강연의 내용을 바

탕으로 메모할 때 이해자의 판단을 거쳐 어떻게 메모할지를 결정하고 메모하는 

국면이다. 메모에서 ‘얼마나’ 적었느냐와(정보의 양), ‘어떻게’ 적었느냐(정

보의 질)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후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연구 결과는(Peverly et al., 2003; Peverly et al., 2007), 내용을 많이 메모하

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해자의 의도적인 인지적 변형과 개입도 중요함

을 방증한다. 카스텔로와 모네레오(Castelló & Monereo, 2005)에서도 개인적인 

정교화가 이해자의 메모에 적절히 반영(reflection)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해자로 하여금 개념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메모하기가 텍스

트 내용 이해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메모 측면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메모 내용을 이전 텍스트나 메모와 연결 지으며 이해하기’ 국면은 이해자

가 강연 텍스트와 메모에 기록한 내용을 연결 지으며 이해를 심화하는 국면이

다. 이 국면에서 이해자는 메모를 보면서 지나간 강연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15)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목적으로 하는 메모하며 듣기에서 텍스트의 요점을 식별하

는 것은 궁극적으로 텍스트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고, 텍스트 이해는 앞서 논의하였던 

‘구성-통합 모형’의 관점에 따르면, 명제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시구조와 거시구

조의 형성을 통해 도출된 텍스트 기반에 이해자의 기존 지식 등을 더하여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Kintsch & Rawson, 2005).



있으며, 메모 내용 간 연결을 통해 메모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다(Jansen 

et al., 2017). 이 경우 줄글로 작성되는 선형적(linear)인 메모 양식보다는 비선형

적(non-linear)인 메모 양식이 조직화된 메모 양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Piolat 

et al., 2005). 이 국면은 ‘메모 중’ 단계의 다른 국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

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자는 혼잡하지 않은 정신 표상을 구성해 간다.

마지막으로, ‘메모 후’ 단계는 메모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고 메모하며 

듣기 과정을 반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메모의 ‘결과물 기능’이 두드러지

는 단계로서 이해자는 메모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메모한 내용을 재정리하며 정보의 체계화를 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메모는 필요에 따라 활용되어 메모한 내용

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메모하며 듣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

하며 미흡한 수행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는 메모 전, 중, 후의 전체 단계를 따라 진행되며, 메모 중 

단계에서는 앞서 살핀 국면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해

자는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그 로 옮겨 메모하기도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재

구성한 형태로 메모하기도 한다. 이때 메모된 내용은 끊임없는 반복 과정을 통

해 인출 단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해자는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해함과 동시에 메모의 도움을 받는다. 이해자는 강연 텍스트와 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 텍스트 내용 간의 연결과 강연 텍스트 및 메모와 이해자의 기존 

지식 간의 연결을 촉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자는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에 한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반복을 통해 이해자는 듣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깊은 인지적 처

리 과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강연 텍스트에 한 내용 이

해와 회상이 증진된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3]과 같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는 [그림 Ⅱ-3]과 같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요인 간의 관계가 전제되는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요인에 한 이해로부터 유의미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



출하여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그림 Ⅱ-3]의 

주요 요인들인 ‘강연 텍스트, 메모, 이해자’를 중심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림 Ⅱ-3]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 간의 관계

3.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관여 요인

듣기에는 이해자의 내적, 외적 요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여하며 이는 

이해자가 듣기 과제를 다루는 방식 등에 영향을 준다(Ajir & Asgari, 2018). 메모

하며 듣기는 언어 기능상의 다양한 행위가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점

(김혜연, 2014)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 본 절에서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 중 이해자 요인, 메모 요인, 텍스트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교육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타진하고자 한다.

1) 이해자 요인

 

메모하며 듣는 활동은 이해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서의 활



동이 요구된다(Kiewra, 1988). 듣기 중 메모하기가 깊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관련지어 재조직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학습 도구

로서 기능하는 과정에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이 관여하게 된다(Faber et al., 

2000; Castelló & Monereo, 2005). 해드윈, 컬비와 우드하우스(Hadwin, Kirby, & 

Woodhouse, 1999)는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으

로서 언어 능력이나 작업 기억, 배경 지식 등 인지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깊게 

관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항에서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 중 

이해자 측면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메모하기의 효용성 인지

앞서 논의하였듯이 단지 듣기 중에 메모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내용의 이해와 회상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메모하기가 내용 

이해와 회상에 도움이 되려면 학습자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습자가 메모하기의 효용성(utility)을 인지하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규(2010)는 메모하기에 한 ‘인식’과 ‘실행’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메모하기에 한 긍정

적인 인식이 학습자가 메모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견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메모하기의 효용성에 한 인지는 특히 어린 학습자일수록 특히 부족

하다. 가르시아밀라와 안데르센(Garcia-Mila & Andersen, 2007)은 어린 학습자들

에게서 보이는 불명확한 과제 표상이나 메모하기에 한 불완전한 인식 등이 메

모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강연 듣기에서 

중학생 학습자를 상으로 메모하기 교육을 설계할 때,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효

용성을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지 ‘메모하기가 듣

기에 도움이 된다’와 같은 선언적인 명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에서 메모하기가 순환적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임을 인지하

게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는 듣기에서 메모의 기능 중 ‘과정 기

능’과도 관련되는 지점인데, 학습자가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기능을 이해하여 



자신의 인식과 판단하에 상황과 목적에 맞게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단지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수단으로

의 가치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는 내용 간의 관계 맺기를 촉진하고 기존 

지식과의 통합 및 반영을 적극 활성화하며, 텍스트와 메모를 연결하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김혜연, 2014). 카스텔로와 모네레

오(Castelló & Monereo, 2005)에서 학습자들이 메모하기에 해 가지고 있는 인

식을 조사한 결과 둘로 별되었는데, 하나는 메모를 ‘정보 저장을 위한 수

단’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도

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때, 후자와 같은 인식을 가진 학습

자들은 전자와 같은 인식을 가진 학습자들보다 자신의 메모를 개인화하고 정보

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메모하기의 효용성에 

한 인지가 메모를 이해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러나 메모하기는 고도로 복합적인 활동이므로,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하

게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메모하기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Horwitz, 2017). 

효용성에 한 인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브라운(Brown, 2005)은 중학생을 상으로 

메모하기에 한 선호도(preferences)와 능력(abilities)에 한 인식을 조사하였는

데, 중학생들은 상위인지적 이해의 정도를 정교하게 언어화하여 표현하였지만 

‘자기 조절적 메모하기’에는 능숙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16) 또한 요코이

(Yokoi, 1998)는 중, 고등학생을 상으로 수업을 들을 때의 자기 조절적 메모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상자들은 체로 교사의 기 나 수업의 요구에 맞

16) 브라운(Brown, 2005)의 관점에서 ‘자기 조절적 메모하기’는 자기 조절적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메모하기인데, 과제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메모하는 것을 뜻한

다. 자기 조절적 학습자들은 비판적 이해 전략인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 가려

내기’, ‘바꾸어 적기(paraphrasing)’, ‘요약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며 메모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스스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사용하던 메모하기 전략은 ‘개요(list)식으로 메모하기’ 등으로 한정

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수년 간 교사가 모델링한 다양한 메모 작

성 형식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메모 작성에 있어 명시적인 교수·학습을 받은 경우

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이 저조하거나 높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단순히 

모델링만으로는 더 나은 메모 작성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Yokoi, 1998). 



게 메모하기를 하였고 중요성을 인정하는 상위인지적 인식은 보였으나, 인식은 

성숙했어도 전반적인 계획이나 전략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적었으

며 중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가르시아밀라와 안데르센

(Garcia-Mila & Andersen, 2007)에서도 듣기에서 의미 있는 메모하기가 이루어지

려면, 학습자가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하게 함과 동시에 메모하며 듣기와 관

련된 전략적, 상위전략적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또한 효과적인 메모하기는 정보를 조직적인 구조로 메모하는 ‘완전함’과 효

율적으로 메모하는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므로 이들 간의 균형을 달

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자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메모하기 측면의 구체적인 전

략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듣기에서 적극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효용성은 듣기에서 메모하기가 단지 내용의 기록과 저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에서 이해의 추동을 담당하고 있음까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

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는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주요 기

능에 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효용성에 한 인지만으로는 효과적인 

메모하기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전략

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

된 전략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정태적 앎이 동태적 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듣기에서 메모하기에 한 방법적 지식이 함께 가르쳐질 필요

가 있으며, ‘언제, 어떻게, 왜’ 메모하기를 해야하는지와 같은 상위인지적 지

식도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Van der Meer, 2012). 이는 후술할 상위인지적 

인식이나 자기 조절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모든 학습자나 상황

17) 전략적 지식은 듣기나 메모 작성에 직결되는 지식이고, 상위전략적 지식은 이러한 전

략 사용에 한 지식이다. 효과적인 메모하기를 위해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써

야 할지에 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위전략적 지식이다. 전략적 지식과 상

위전략적 지식은 서로 상호적 관계에 있는데, 전략 사용은 상위전략적 지식에 의해 이

끌어지며, 동시에 상위전략적 지식은 전략 사용으로 인해 발달하게 된다(Garcia-Mila & 

Andersen, 2007).



에 해서 단일한 메모하기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효용성을 인

지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자가 언제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한 

지식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

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Bui & Myerson, 2014). 이러한 문제의

식은 보일(Boyle, 2010)이 메모하며 듣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점진적인 교수·학

습을 통해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2) 작업 기억

작업 기억(working memory) 또한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작업 기억은 메모하며 듣기의 부면 중 이해력과 쓰기 활동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이다(Piolat et al., 2005). 초기의 작업 기억의 개념은 ‘단

기 저장과 기억’에 가까웠다(Atkinson & Shiffrin, 1968). 이는 통상적인 ‘기억

력’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후 작업 기억의 개념은 보다 확장적으로 정의되었다. 키에라와 동료들

(Kiewra et al., 1985; Kiewra, 1988)은 작업 기억의 개념을 언어적 정보를 조작하

고 붙잡는(hold)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메모하기의 과정적 특성과 맞닿는

다. 이들 연구에서는 낮은 작업 기억을 가진 학습자일수록 더 적은 단어와 아이

디어 단위를 기록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효과적이지 못한 메모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메모하기와 관련한 작업 기억의 한계는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이나 메모 전략의 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Kiewra, 1988), 이는 메모하기와 관련한 전략적 지식이 메모하며 듣기의 인지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작업 기억의 개념은 인지 과학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각기 다른 부면

을 강조하며 다르게 쓰이고 있다. 메모하기와 관련되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현

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업 기억의 개념은 배들리(Baddeley, 1996, 

2000, 2003; Baddeley, Chincotta, & Adlam, 2001)의 논의인데, 배들리에 따르면 

작업 기억은 ‘이해, 학습 및 추론과 같은 복잡한 작업에 필요한 정보의 임시 



저장과 조작을 허용하는 제한된 용량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기억의 유지뿐 

아니라 다양한 과제 사이를 조정하고 전환하는 능력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 한 

것인데,18) 이러한 다중작업(multitasking)의 특성은 메모하며 듣기 활동의 본질적 

측면과 직결된다(Bui & Myerson, 2014).19)

이러한 작업 기억은 이해자의 장기기억과 연결되며 텍스트 이해 과정에 영향

을 준다.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이해자의 작업 기억 시스템에는 장기기억의 정

보가 활성화되는데, 에릭슨과 킨취(Ericsson & Kintsch, 1995)는 이렇게 활성화되

는 정보를 ‘장기 작업 기억(long-term working memory)’이라 명명하였다. 이

들은 활성화되는 장기 작업 기억이 많을수록 이해 과정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진

다고 주장하였다. 활성화되는 장기 작업 기억의 수는 해당 텍스트와 관련한 배

경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작업 기억 시스템으로 인

출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듣기 텍스트에 하여 배

경 지식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측면에서는 들을 내용에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들을 내용을 예측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출 

18) 배들리와 히치(Baddeley & Hitch, 1974)에서 작

업 기억의 다중 구성 요소 모델을 처음 제안하였

고(a), 이는 후속 연구에 의해 확장 및 보완되었

다(b)(Baddeley, 2000). 이 작업 기억 모델에 따르

면, 작업 기억은 주의 집중적 통제 시스템

(attentional control system)인 ‘중앙집행기

(central executive)’가, 보조적 시스템인 ‘음운

론적 회로(phonological loop)’와 ‘시공간 그림

판(visuospatial sketchpad)’의 보조를 받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전자는 언어적, 청각적 정보를 처

리하며 후자는 시공간 정보를 처리한다. (b)에서 음영 영역은 언어 지식이나 의미 지식 

등과 같은 장기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결정화된(crystallized) 인지 시스템이다. 반면에 

음영이 없는 부분은 주의 집중(attention)과 같은 임시적 저장소로서 유동적인 용량

(capacities)으로 가정된다. 유동적인 영역과 결정화된 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앙 집행적 기능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19) 피올라 외(Piolat et al., 2005)에 따르면, ‘듣기 상황에서의 메모하기’는 다른 비슷한 

인지적 활동들보다 지식을 탐색하고 개념적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과

정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는 반응속도(IRT)의 정도가 

‘체스하기’나 ‘일반적인 작문하기’만큼이나 높다. 즉, 장기기억에서부터 정보 탐색

을 조작하고, 이 과정을 작업 기억에서 관리하는 등 중앙 집행적 기능을 많이 요구하는 

인지적 부담이 큰 활동인 것이다.



단서를 활성화하거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메모하기 활동을 계획하게 함으로

써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도 작업 기억이 듣기의 효율성과 명확성, 메모의 양이나 질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와(Hadwin et al., 1999; Katayama & Robinson, 2000; Piolat 

et al., 2005; Kobayashi, 2005; Peverly et al., 2007), 그렇지 않다는 연구(Cohn, 

Cohn, & Bradley, 1995; Peverly et al., 2014; Martin et al., 2016)가 혼재한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인지 능력이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 작업 기억과의 관계만 독립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점에

서 기인하며(Hadwin et al., 1999), 또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잠재적인 메모하기 

전략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작업 기억이 메모하며 듣는 활동에 있어서 비록 

그 상관이 불분명하더라도 다소간 존재함은 분명하며, 학습자마다 작업 기억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상 적이므로, 메모하며 듣기 교육 설계 시 작업 기억 요

인을 고려한 교육 내용 요소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작업 기억

이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향상되기는 어렵지만(Shipstead, Redick, & Engle, 

2012), 메모하기 측면의 지원과 효율적인 메모하기 전략의 사용은 메모하며 듣

기 과정에서의 작업 기억 부담을 감소시켜 메모하기가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게 한다(Bui & Myerson, 2014). 

가령, 메모하는 방식의 경우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바꾸어 적

는 메모하기 방식이 인지적으로 부담이 더 큰데, 이때 작업 기억에 의존하는 정

도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Bui et al., 2013). 작업 기억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

습자는 오히려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는 막힘없는 메모

하기가 작업 기억 자원 제한의 억제를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order)의 인지적 과정에 접근하게 하여 좋은 메모를 할 수 있게 한

다(Piolat et al., 2005; Peverly et al., 2007; Gleason, 2012; Peverly et al., 2014)

는 연구 결과로부터 뒷받침된다. 이렇게 듣기에서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을 자율

적으로 조정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업 기억 요인을 고려한 교육 내

용 요소가 될 수 있다(Jansen et al., 2017). 또한 구조화된 메모의 양식을 제공하

는 것도 작업 기억 부담을 낮춰 메모하기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보일(Boyle, 

2010)은 ‘전략적 노트 필기 방법(Boyle & Weishaar, 2001)’이나 ‘가이드 노트 



방식(Hamilton et al., 2000; Lazarus, 1993)’ 등이 학습 장애를 겪는 학습자들에

게 듣기 이해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계로써 

조직된 메모 양식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작업 기억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교육적 효용이 높음을 시사한다.

(3) 배경 지식

텍스트 이해의 궁극적 목표는 텍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기반을 구성

하고, 이를 관련된 배경 지식 및 이해자의 목표와 통합하여 상황 모형을 구성하

는 것이기 때문에(Kintsch & Rawson, 2005), 배경 지식은 텍스트 이해에 있어 중

요하게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

은 명제 간 연결을 촉진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배경 지식을 많이 지닌 이

해자는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구조에 더 잘 연결지을 수 있고, 이

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의미 있는 학습과 정교화의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듣기는 일종의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 집중하는 학습

자는 들으면서 메모하게 될 때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습자는 그들의 가용 작업 기억 용량이 상 적으로 더 많아서 

듣기와 메모하기 사이에 인지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Lee et al., 

2008). 따라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용에 한 배경 지식이 많은 이해자는 그렇

지 않은 이해자보다 더 높은 이해의 수준을 보인다(Mayer & Gallini, 1990). 

메모하며 듣기에서 배경 지식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주로 배경 지식이 듣기 

이해나 메모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Peper & 

Mayer, 1978, 1986; Kiewra, 1988; Shrager & Mayer, 1989; Peverly et al., 2003). 

그중 페퍼와 메이어(Peper & Mayer, 1986)는 듣기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 지식 

보유 정도에 따라 피험자들의 메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그 결

과,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진 피험자의 생성적 처리 과정(generative processing)

이 노트 필기에서 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배경 지식이 적은 피험자의 경우 메

모하기를 통해서 듣기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간의 외부적 연결

을 의도적으로 생성해야 했기 때문에 추론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전이가 많이 



요구되는(far-transfer) 과제를 더 잘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슈라거와 메이어(Shrager & Mayer, 1989)에서는 배경 지식 수준과 메모

하기 전략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눈 학생을 상으로 비디오 강연을 들려준 

결과, 메모하기 전략이 배경 지식이 부족한 집단에서만 효용이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배경 지식을 많이 지닌 집단에서는 메모하기 전략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

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텍스트 내용에 익숙한 이해자는 메모하기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정신 표상 속 명제 간 연결을 형성했지만, 텍스트 내용에 익

숙하지 않은 이해자의 경우 텍스트 내용과 알고 있는 내용 사이의 외부적 연결

을 만들기 위해 메모하기와 같은 활동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 설계 시에 학습자 배경 지식의 많고 적음

에 따라 고려해야 할 지점에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배경 지식이 적은 

학습자의 경우 메모하기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명제 간 관계 맺기를 촉진해야 

한다. 메모하기 활동은 상 적으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생성적 처리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머릿속 지식과 텍스트 내용 사이의 외부

적 연결을 만들기 때문이다. 코바야시(Kobayashi, 2005)는 메모하기를 허용한 집

단에서만 배경 지식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추론형 과제에 한 점수 향상의 결

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메모하기 활동이 배경 지식의 인출을 촉진하

여, 텍스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반면에 배경 지식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메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텍스트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이 오히려 메모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Pressley et al., 1989). 배경 지식이 많은 학습자는 메모하기 활동의 도움 없이

도 듣기만을 통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경 지식이 많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텍스트에 한 깊은 이해를 보장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배경 지식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아는 것을 메

모함으로써 텍스트 내용과 배경 지식을 연결 지어야 하며, 배경 지식이 적은 학

습자에 비하여 상 적으로 많은 인지적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 이렇듯 이해자의 배경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메모하며 듣기에 있어 배경 지식과 적절하게 조화되는 다양한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Kobayashi, 2005).21)

(4)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

메모하며 듣기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중 인지적 과정이 빠

르게 동격화되어야 한다(Piolat et al., 2005). 메모하며 듣는 과정은 듣기 텍스트

를 이해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메모하는 과정으로, 정신 작용(operation)을 전

반적으로 통제하는 집행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적 기능은 

‘상위인지(metacognition)’의 통제를 받는다(Castello & Monereo, 1999). 즉, 이

해자는 텍스트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을 평가하고 분류하여야 하며 메모

지에 관련 내용을 메모하는 활동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요인이 바로 상위인지인 것이다.

‘상위인지’는 거칠게 정의하면 ‘인지에 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를 의미하는데(Flavell, 1979), 이는 학습자의 학문 목적 학습

(academic learning) 과정이나 제2 언어 학습, 혹은 읽기나 쓰기와 같은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는 체로 상위인지 능력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나 

학습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의견으로 합일되고 있다(Jacobs & Paris, 1987; 

Paris, Lipson & Wixson, 1983; Schraw, Crippen, & Hartley, 2006). 이는 상위인

지가 텍스트 이해와 학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방증한다. 

한편, 상위인지는 ‘인지 지식(knowldege of cognition)’과 ‘인지 조절

(regulation of cognition)’로 구성된다(Cross & Paris, 1988, Jacobs & Paris, 

20) 하이디와 클라이만(Hidi & Klaiman, 1983)은 능숙한 이해자일수록 의식적으로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연결 지으려고 시도하며, 그러한 연결을 메모를 통해 드러

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메모하기를 통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

을 위해서는 메모 내용을 배경 지식과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교육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1) 학습자의 배경 지식의 차이에 따라 메모하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

으로 구성된 메모가 타인에게보다 이해자 그 자신에게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배경 지식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이해자들은 서로 똑같은 부

분만을 선택하여 메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Van Meter et al., 1994).



1987). 이때 ‘인지 지식’은 ‘선언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의 형식을 띠며, 

‘인지 조절’은 ‘계획, 점검, 평가’ 등의 구성 요소를 지닌다. 즉, 인지 지식

이 특정한 지식의 형식을 띤다면, 인지 조절은 그 지식이 수행으로서 드러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지 조절은 구체적인 전략적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후에 ‘자기 조절(self-regulation)’ 혹은 ‘자기 조절 학습(self-regulation 

learning)’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어서 연구되었다. 

‘자기 조절 학습’이란 학문적 학습(academic learning) 상황에서의 자기 조

절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핵심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개인적

(personal), 동기적(motivational), 행동적(behavioral) 과정들을 조절해 나가는 일련

의 인지적 활동이 자기 조절 학습인 것이다(Zimmerman, 1995; Schunk, 2008; 

Efklides, 2009).22)

학습에서의 상위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하이디와 클라이만(Hidi 

& Klaiman, 1983)은 미숙한 학습자 집단과 능숙한 전문가 집단이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어떻게 메모하며 읽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집단은 전략 

사용에 한 상위인지적인 인식이 뛰어났으며 목적을 고려하여 메모하였고 자

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약어나 표지(marker)를 활용하여 메모하였으며 이를 통

해 신정보와 구정보를 연결하면서 정신 표상을 구성하려는 능동적인 이해의 모

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상위인지와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습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과 메모하기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모하기 역시 효과적인 학습 전략 중 하나이므로, 강연 듣기 상황과 같이 내

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메모하며 듣는 과정은 고도의 인지적 과정

22) 핀트리치(Pintrich, 2000: 453)는 ‘자기 조절 학습’을 “능동적, 구성적 과정으로서 학

습자들이 그들의 학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인지와 동기, 행동을 모니터링, 조절, 통

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목표와 환경의 문맥적인 특징들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an active, constructive process whereby learners set goals 

for their learning and then attempt to monitor, regulate, and control their cognition, 

motivation, and behavior, guided and constrained by their goals and the contextual 

features in the environment.”).



이므로 상위인지가 관여하는 부분이 크다(Altemeier, Jones, Abbott, & Berninger, 

2006). 메모하며 듣는 과정은 텍스트 내용에의 주의 집중을 바탕으로 실시간으

로 주요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무엇을 메모할지를 결정하는 순환적 과정인

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Boyle & 

Forchelli, 2014; Ajir & Asgari, 2018). 김혜연(2014)은 ‘내용 간 구조화나 관련성 

파악’, ‘이해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의 반영’ 등의 적극적 의미 구성 행위와 

같은 상위인지적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일수록 효과적인 메모라고 주장

하였다. 보일(Boyle, 2010)에서는 집행적 기능이, 듣기로부터 메모하기로 옮겨갈 

때 강연에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것과 장기 기억과 작

업 기억 사이에서 강연 요점들을 연결 지어서 메모하는 것에서의 주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 조절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메모하며 듣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Van Meter et al., 1994; Peverly et al., 2014) 

역시 존재한다. 이들 주장은 공통적으로 메모하며 듣기 과정에서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이 단기간에 향상되기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학

습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한다. 아지르와 아스

가리(Ajir & Asgari, 2018)는 자기 조절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 각 집

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허용한 집단

과 허용하지 않은 집단 간 듣기 수행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 

조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 메모하기가 듣기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 조절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욱 큰 향상을 보였음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메모하기 활동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계획하

기’나 ‘점검하기’와 같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이 다시 메모하기 활동을 적극 견인한다는 순환적 관계의 전제하에 타당화

될 수 있다. 또한 리 외(Lee et al., 2008)에서도 어린 학습자에게도 메모하기와 

같은 학습 전략 교수의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의 교

수가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메모하며 듣기에서 상위인지나 자기 조절을 강조한 논의는 주로 제2 언어 학

습의 듣기 영역에서 진행되었다(Vandergrift, 2004; Vandergrift & Goh, 2012). 이



들 논의의 핵심은 학습자가 듣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

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위인지적 인식은 다양한 전략의 상황

적 적합성을 판단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을 유도하므로, 학습자들은 과제가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학습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Van Meter et al., 1994; Garcia-Mila & Andersen, 2007). 이들 논의는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전 과정에 걸쳐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이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검토한,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하여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 크게 두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메모하며 듣기는 집행적 기능의 자원들이 요구되는 통제적인 정신 작용 

과정으로서 여러 전략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관여하는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

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상위인지와 자기 조절 능력을 토 로 자신의 메모하기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다(Rémond, 2003; Makany, Kemp, & 

Dror, 2009 재인용).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메모하기를 반복적으

로 수행하면 이는 메모하기와 관련한 상위인지와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을 추동

한다. 그리고 발달한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은 다시 듣기에서 메모하기 활

동의 발달을 추동하게 된다(McNamara et al., 2007; Makany et al., 2009). 듣기에

서 메모하기 활동은 텍스트 내용의 이해와 회상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 

중 하나인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메모하며 듣기 전(全)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

게 듣고 메모하여야 하는지에 한 상위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하며 듣기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지속적인 반복과 학

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메모하며 

듣기 활동 이후 자신의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메모 요인

본 항에서는 메모 요인을 탐색하여 메모하며 듣기 교육 설계 시 메모 측면에



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확인하고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메모의 

질, 특히 메모의 형식뿐 아니라 메모에 적힌 화제들(topics)이나 메모의 조직

(organization)은 듣기 수행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는 논의(Peper & Mayer, 

1986; Song, 2012)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메모하여야 하는지에 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본 항에서는 메모 요인을 메모의 조직화와 관련되는 ‘메모 양식’, 메

모에 반영되는 내용과 그 방식에 관련되는 ‘메모 내용’, 그리고 효율적인 메

모 표현 기법에 관련되는 ‘메모 표현’으로 나누어 탐색하고자 한다. 

(1) 메모 양식

메모 양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러 메모의 양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각

각의 양식의 상 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주

로 주목한 메모의 양식은 크게 ‘선형 양식(linear)과 비선형 양식(non-linear)’

으로 나뉘며, 비선형 양식에는 ‘개요 양식(outline)’과 ‘격자 양식(matrix)’ 

등이 있다. 

‘선형 양식’은 관습적(conventional)인 방식으로 줄글로 작성되는 메모 양식

을 일컫는다. 이러한 양식은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축어적으로 받아 적는 데에 

보다 적합하며,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필기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ui & Myerson, 2014). 축어적인 메모는 내용의 조직화

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메모 방식인데, 선형 양식의 메

모 또한 메모할 때 내용의 배치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적으므로 더 많은 텍스트

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적합한 양식이다. 이러한 선형 양식의 메모는 텍스트의 

내용을 그 로 전사하는 데 유리하므로 내용의 기록과 저장을 고려하였을 때 적

합한 메모 양식이다.

반면, ‘비선형 양식’은 선형 양식 이외의 메모 양식을 일컫는다. 손 필기의 

경우 백지에 메모하는 것이나, ‘개요 양식’이나 ‘격자 양식’ 등이 비선형 양

식에 속한다. 그중 개요 양식은 미리 듣기 텍스트의 전체 내용에 해당하는 개요

를 순서 로 제시하여 그 개요 항목에 맞춰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메모 양식을 

일컫는다. 개요는 텍스트 구조에 따른 텍스트의 중심 주제나 생각들의 요약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거시명제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페

벌리 외(Peverly et al., 2003)에서 메모의 거시명제 수가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요 양식이 학습자가 구조적으로 

구성해야 할 거시명제를 선행 조직자(advance organizer)23)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

에서 텍스트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다만, 개요 양식은 능

숙한 학습자에게는 완전한 메모를 작성하고 메모를 명확하게 구성하도록 유도하

지만, 미숙한 학습자에게는 개요마다 정보를 할당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Song, 2008), 이는 개요 양식의 경우 특히 세

부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측면에서는 능숙한 학습자와 미숙한 학습자의 메모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백지에 메모하는 것은 텍스트 

정보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세부 정보

를 포함하여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곳에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한 학습자

에게는 메모하며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격자 양식’은 텍스트의 주요 화제들을 씨실과 날실의 모양으로 펼쳐놓고, 

그 격자로 구성된 지점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메모 양식을 일컫는

다. 이러한 격자 양식은 축을 중심으로 상위 화제와 하위 화제를 서로 연결 짓는

다는 점에서 높은 성취로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isch & Kiewra, 1990; 

Kiewra et al., 1995; Hadwin et al., 1999). 격자 양식은 개요 양식처럼 듣기 텍스

트의 진행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텍스트의 주요 화제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결 짓게 함으로써 내용 이해를 심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일

반적으로 어린 학습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축어적이고 비선별적으로 메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중요한 화제의 선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메모의 조직도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메모하기

23) 선행 조직자(advance organizer)는 학습자에게 학습할 내용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Mayer, 1989), 선형적 선행 조직자

(linear advance organizer)와 그래픽 선행 조직자(graphic advance organizer)로 유형이 

나뉜다. 전자는 텍스트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화되는 형태로 정보의 흐

름을 제공하는 조직자이고, 후자는 개념 간의 관계 전달을 위해 단어의 공간적 배치에 

기반한 조직자이다(Langan-Fox, Waycott & Albert, 2000; 오선아, 김연순, 2006: 59 재인

용). 일반적으로 메모에서 ‘개요 양식’은 선형적 선행 조직자에 가깝고 ‘격자 양

식’은 그래픽 선행 조직자에 가깝다.



가 연합(associating), 묶음(chunking), 재조직(reorganize)을 통한 과정에 있다면, 

격자 양식은 아이디어 단위 간의 연합과 묶음을 통해서 내용 이해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처럼 비선형 양식은 선형 양식과 비교했을 때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측면

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는 메모 양식으로 보인다. 매카니 

외(Makany et al., 2009)는 비선형적으로 메모한 학습자들이 학습한 자료의 양과 

사후 평가 결과가 선형적으로 메모한 학습자들의 그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선형적으로 메모한 학습자들은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기보다는 개념과 예시들을 의미론적으로 더 잘 연결된 정신 표상의 네트

워크에 연결 지음으로써 더 나은 평가 결과를 달성하였다. 구조적으로 더 잘 연

결된 형식이 메모에 반영되면 그 메모는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을 제

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지 부하가 줄어듦으로써 메모하기의 과정

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메모하기를 통한 텍스트 내용 이해

와 회상 증진에 있어 선형 양식 메모와의 비교· 조를 통해 비선형 양식 메모

의 상 적 효과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비선형 양식은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통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

에 효과적인 양식이며,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

식이다. 비선형 양식은 텍스트의 내용을 공간적(spatial) 형식으로 메모할 수 있

게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정보가 표현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인

지 부하를 줄여주므로 메모하며 듣기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든다(McNamara et 

al., 2007). 또한 비선형 양식의 메모는 선형 양식과 비교했을 때 메모하는 양은 

더 적을 수 있어도, 텍스트의 아이디어들을 의미론적으로 더 잘 연결 지어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양식이다(McNamara et al., 2007; Chang 

& Ku, 2015).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는 학습자의 머릿속 정신 표상의 

형태와 닮았기 때문에(오정환, 2010: 91), 학습자가 치밀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학습자

가 적절한 메모 내용 및 방식 측면의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메모를 시각

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술한 각각의 양식은 듣는 목적이나 상황, 중심으로 두는 메모의 기능에 따

라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요 양식이나 격자 양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용을 조직화하여 메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선형 양식이므로 텍스트의 주요 

화제의 선별이나 조직을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는 교수·학습 초반에 해당 양

식들을 비계로 제공함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Robinson, 

Katayama, Beth, Odom, Hsieh, & Vanderveen, 2006; Kiewra, Colliot, & Lu, 

2018). 그러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어떠한 듣기 상황에서도 선

행 조직자 등의 도움 없이도 능동적으로 메모하며 들을 수 있는 학습자가 되도

록 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텍스

트 내용을 구조적으로 조직하면서 메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2) 메모 내용

메모 내용에 관한 연구는 메모하기 이후 학습 결과가 좋은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비교하여 학습 결과가 좋은 학습자가 주로 ‘무엇을’, ‘어떻

게’ 적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Einstein et al., 1985; Oakhill & Davies, 

1991; Van Meter et al., 1994; Boyle, 2010, 2013; Schoen, 2012; Bui et al., 2013; 

Boyle & Forchelli, 2014). 먼저, ‘무엇을 적는지’에 한 연구 결과는 성공적

인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보다 단서 강연 포인트(cued lecture points, 

CLP)나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더 많이 메모하였음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강연 포인트(lecture point)’란 강연에서의 완결된 생각(idea)이나 정보의 집

합, 즉 크게는 문장이나 절, 작게는 구 단위로 구성된 집합을 의미하며, 아이디

어 단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때 ‘단서 강연 포인트(cued lecture point)’란 

‘~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와 같이 

강연에서 언어적으로 직접 드러난 단서 표지를 의미한다(Boyle & Forchelli, 

2014).24) 보일(Boyle, 2010, 2013)에서는 학생들의 메모하기는 듣기 이후의 평가 

24) 강연에서 단서 강연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담화 표지와 함께 제시되는 부분으로서, 강



결과와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메모 중에서 강연 단서 포인트를 적은 것

이 가장 높은 상관(.53)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일과 포첼리(Boyle & 

Forchelli, 2014)는 학습 수준의 차이가 나는 집단 사이에서 강연 포인트당 적은 

단어의 수 자체는 차이가 없었지만, 메모한 강연 포인트의 총 개수나 단서 강연 

포인트의 개수는 학습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메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단서 강연 포인트는 학습자로 하여금 듣기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중

요한 정보를 식별하게 하는데, 이것이 평가 결과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단서 강연 포인트를 위주로 메모하는 

것이 텍스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스타인 외(Einstein et al., 1985)는 메모한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에 따라 학

습 결과가 우수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회상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의 학습자는 모두 상위, 중위, 하위 아이디어 단위순으

로 회상을 많이 했지만, 우수한 학습자는 상위 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그렇지 않

은 학습자보다 특히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는 우수한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

습자보다 상위 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메모한 것

과 관련된다. 결국, 더 많은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메모하는 것이 전체

적인 텍스트 내용의 회상에 도움이 되어 학습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단서 강연 포인트

와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중심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요

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서 강연 포인트는 담화 표지와 같은 맥

락의 개념으로, 강연자가 강연의 내용을 예고하거나 강조하거나 구별하여 정리

하거나, 강연의 내용에 집중을 유도하는 일련의 표지를 뜻한다. 또한 단서 강연 

포인트는 강연에서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바, 학습자

는 단서 강연 포인트를 들으면서 강연의 주요 지점을 메모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단서 강연 포인트와 

상위 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도 제공될 필

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즉 강연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부

분은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단서 강연 포인트를 위주로 메모

하는 것은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많이 메모하는 것과 직결된다.



요가 있다.

한편, ‘어떻게 적는지’에 한 연구는 주로 축어적인(verbatim) 메모와 요약

하기 메모, 바꾸어 적기(paraphrasing) 메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축어적인 메

모는 강연의 내용을 글자 그 로 옮겨 적는 것이고, 바꾸어 적기 메모는 이해자

의 표현으로 개인화하여 적는 것이다. 요약하기 메모는 강연의 핵심 어구를 위

주로 적는 것으로서 축어적 메모와 바꾸어 적기 메모의 성격이 모두 반영되는 

메모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요약하기 메모는 축어적 메모 방식보다는 인지적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로 바꾸어 적기 메모 방식에 포함되어 함께 

논의되었다.

요약하기나 바꾸어 적기 위주의 메모가 축어적인 메모보다는 더 나은 이해와 

관련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Bretzing & Kulhavy, 1979; Mueller & 

Oppenheimer, 2014). 그러나 축어적인 메모가 때로는 더 나은 이해와 관련된다

는 연구도 존재한다(Bui et al., 2013). 축어적인 메모가 더 나은 이해와 관련된다

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메모의 양과 이해는 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데 축어적 

메모가 인지적 자원의 사용에 덜 부담이 가는 메모이므로 더 많은 내용을 메모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뒷받침된다. 반면에 축어적 메모가 더 나은 이해

와 관련이 없다는 관점은, 축어적 메모는 보다 많은 축어적 중복(overlap)25)을 

가져오게 되고 축어적 중복이 많을수록 이해 수준이 낮아진다고 가정되는데, 이

는 이해자가 메모할 때 요약하기나 바꾸어 적기 방식 위주로 메모하는 것과 비

교했을 때 얕은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관점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메모하는 방식 자체보다는 메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식과 판단이 개입하는지가 이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메모하기는 결국 텍스트의 특정 부면들을 선택적으로 포착하여 적는 과정이기 

때문에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과정이나,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요약하기 방식으

로 메모하는 과정이나,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 메모하는 과정에는 모두 이해자

의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다. 즉, 이해자의 의식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이 더 나

은 이해와 관련이 높으며, 이러한 지점 때문에 연구에 따라 내용을 메모하는 방

25) ‘축어적 중복’은 듣기 텍스트의 내용과 메모 내용 간의 단어 간 중복을 측정하는 것

이다. 단어 간 중복이 많을수록, 즉 텍스트 내용을 그 로 메모에 반영하였을수록 낮은 

사후 평가 결과와 관련된다고 보는 연구 결과가 있다(Jansen et al., 2017). 



식에 따른 이해 수준의 높고 낮음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

조건적으로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방식의 메모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해자 

스스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에 맞게 메모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 미터 외(Van Meter et al., 1994)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

학 등의 분야에서는 보다 축어적으로, 철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다 요약

하거나 바꾸어 적는 방식으로 메모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철학이나 사회과

학 등의 분야에서라도 때때로 관련된 평가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억을 요구

한다면 오히려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밝혔다.26) 기존에 축어적

인 메모가 단지 성숙하지 못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관점과 달리, 이 

연구는 이해자의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한 축어적 메모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위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메

모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더불어, 각자 필요에 따

라 상황에 맞는 방식들을 활용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메모하는 방식에 한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강연 듣기 상황에서 메모할 때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3) 메모 표현

메모 표현에 관한 연구는 이해자들이 어떤 메모 작성 전략을 사용해서 텍스

트 내용을 표현하는지에 주목하여 진행되었다. 하이디와 클레이만(Hidi & 

Klaiman, 1983)은 학원생으로 표되는 능숙한 학습자와 9학년 학생으로 표

되는 미숙한 학습자의 메모하기 양상의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능숙한 학습자

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모지의 여백에 밑줄, 물음표와 같은 기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보들을 연결 짓거나 자신의 생각을 투사하였다. 반면에 미

26) 이와 관련하여 오크힐과 데이비스(Oakhill & Davies, 1991)은 강연 듣기 이후 예상하는 

평가 형식이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에 따라 피험자들이 메모한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

였지만, 평가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피험자가 더 주요한 아이디어를 기록하려는 경향은 

동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평가 형식 등에 따라 메모하는 세부적인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중심 화제를 파악하려는 경향은 달라지지 않음을 보

여준다.



숙한 학습자의 경우 체로 텍스트의 내용을 그 로 복사하는 듯한 필기 양상만

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 차이는 능숙한 학습자일수록 자신만의 기호나 약어 등

을 활용해서 텍스트 이해를 심화시키고 필기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메모를 텍

스트 이해의 과정에서 이해와 회상 증진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기호나 약어와 같은 표지(marker)의 적극적인 사용은 더 효율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여 듣기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보인다. 메모하며 듣기는 다양한 언어 기능이 관여하는, 인지적 노력이 요구

되는 복합적인 활동이므로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간명하게 메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Piolat, et. al., 2005; Bui & Myerson, 

2014; Kim, 2018). 서덜랜드 외(Sutherland et al., 2002)가 학생을 상으로 메

모 습관을 조사한 결과, 부분 학생이 약어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으며 표시

하거나 주어진 여백을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양상

은 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메모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김혜연(Kim, H. Y., 2018)은 강연을 이해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모하

기를 위해서는 메모하기에 관여하는 인지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러한 인지적 부

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에 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상으로 강연 메모 결과물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지(marker)가 성취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 

이것이 메모의 구성 방법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

해, 적절한 표지의 사용이 메모 내용을 듣기 텍스트의 내용과 쉽게 연결 지을 

수 있게 하며,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조직화된 메모는 듣기에서 이해자

의 이해를 돕는 시각적 구성물로서도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적절한 기호 및 약

어와 같은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메모하기 수준을 향

상시키고 표지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메모 표현 측면에

서 학습자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와 약어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메모는 개인적인 구성물이며, 특히 기호와 약어 



같은 표지는 개인화가 반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기호와 약어를 고안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견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3) 텍스트 요인

메모하며 듣기 과정에는 듣기의 상이 되는 텍스트27)의 특징도 영향을 미친

다. 듣기 목적이나 텍스트 유형마다 적용될 수 있는 이해 및 메모 전략이 다르

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무엇을 위해 듣느냐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메모하며 

듣기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텍스트 유형 중에서도 내용 이해

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표적인 텍스트 유형인 강연 텍스트를 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연 텍스트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의미한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강연 텍스트의 특징을 구조 특징과 표현 특징으로 

나누어 탐색하고자 한다.

(1) 강연 텍스트의 구조 특징 

강연 듣기에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하여 메모할 때는 강연의 

특징을 고려하여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워듀와 밀러(Flowerdew & Miller, 

1997)는 교재에 실리는 강연 텍스트와 실제 강연 전사본을 비교하여 강연의 네 

가지 특징을 ‘강연 텍스트의 구조’, ‘구어 특징’, ‘ 인 관계 전략’, ‘다

른 매체와의 통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특징 중 

‘강연 텍스트의 구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강연 텍스트의 구조’에는 세부적으로 ‘거시적 텍스트 구조’, ‘거시적 

표지어(macro-marker)’28), ‘수사학적 질문’ 등이 있다. 먼저, ‘거시적 텍스

27)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결속성을 지닌 언어 단위를 ‘텍스트(text)’ 혹은 

‘담화(discourse)’라고 한다. 텍스트와 담화는 연구 학파에 따라서, 구어/문어 연구에 

따라서, 언어 규범과 수행의 초점 차이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된다. 그러나 두 용어는 

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양립 가능하므로(김봉순, 2004: 4-5), 용어적 변별

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를 연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트 구조’는 강연에서 화자가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텍스트 

구조 측면에 해당하며, 이러한 구조를 알리기 위하여 표지어를 사용할 수도 있

다. 강연의 구조적 측면은 텍스트의 거시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청자가 

이를 파악할 때 강연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거시적 표지어’는 주로 강연 초반이나 중반에 강연의 순서나 강연의 각 국면

의 중심 내용을 알리는 말을 일컫는다. 거시적 표지어는 청중이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강연의 내용이 해당 강연의 내용이나 다른 텍스트의 지식적 측

면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비계 역할을 한다. 이는 상술하였던 ‘단서 강연 포

인트’와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학적 질문’은 새로운 화제

(topic)를 소개하는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청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을 하는 

질문을 일컫는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강연 화제를 다시 상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답을 유보하기도 하면서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전략이다.

플라워듀와 밀러(Flowerdew & Miller, 1997)의 ‘강연 텍스트의 구조’에 한 

논의는 일찍이 텍스트 언어학계에서 분석해 오던 정보 전달 텍스트의 구조와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텍스트 구조는 이해자가 텍스트로 전달된 명시적 또는 묵

시적 관계를 기반으로 개념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

문에, 정보 텍스트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조직 체계로 간주된다(Meyer 

& Ray, 2017). 이와 같은 정보 전달 텍스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비교/ 조

(compare/contrast), 문제/해결(problem/solution), 인과 관계(causation), 시간적 순

서(sequence), 나열(분류, collection), 그리고 기술(묘사, description)’의 6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 비교/ 조: 아이디어들을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에 따라 관련짓는 것. 복

잡성은 비되는 아이디어의 수와 세부적인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늘어난다. 

중심 아이디어는 비교나 조, 안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다.

28) 플라워듀와 밀러(Flowerdew & Miller, 1997)에서 사용한 ‘거시적 표지어’는 타 연구

에서 ‘담화 표지’, ‘신호 단서(signalling cue)’, ‘단서 강연 포인트(cued lecture 

point)’ 등으로 논의된 바 있다.



· 문제/해결: 서로 응되는 아이디어들을 관련짓는 것. 복잡성은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는 것과 그것들을 줄이는 방식에 따라 늘어난다. 중심 아이디

어는 문제 부분과 해결 부분으로 별된다.

· 인과 관계: 아이디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 짓는 것. 복잡성은 원인과 결

과의 경로나 원인 간 연결 고리(chain)에 따라 늘어나며, 반 로 친숙한 이야

기와의 유사성에 따라 줄어든다. 중심 아이디어는 원인 부분과 결과 부분으

로 별된다. 

· 시간적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 아이디어들을 연결 짓는 것. 중심 아이

디어는 단계(step)나 역사적 서술에 따라 제시된다. 

· 나열(분류): 아이디어들을 범주화하여 연결 짓는 것. 때때로 범주화는 

명백하게 열거(enumeration)되어 제시되기도 한다. 중심 아이디어는 개요(list) 

형식으로 범주화된다. ‘나열’은 때때로 다른 구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인과 관계’ 구조에서, ‘원인’과 ‘결과’ 부분이 범주화되어 제시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 기술(묘사): 아이디어들을 속성, 특성, 배경 정보 등의 정교화에 따라 관

련짓는 것. 중심 아이디어는 제시된 화제의 측면들이다. 

(Meyer & Freedle, 1984; Ghaith & Harkouss, 2003; Kendeou & Van Den 

Broek, 2007; Meyer & Ray, 2017).

이러한 정보 전달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은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

지만, 이해자가 텍스트의 일관된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Dymock, 2005).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이 강연과 같은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에 도움이 된다는 지점에 하여, 겐바바르(Gernsbacher, 1990; 

Gouravajhala, 2017 재인용)는 이를 ‘구조 구축 프레임워크’로 설명한다. 겐바

바르는 언어 이해 현상의 과정을 ‘기초 구축하기, 들어오는 정보를 구축하는 

구조에 연결 짓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구조 만들기’의 3단계로 설명하였다. 

어떤 텍스트를 수용할 때, 새로운 정보가 현재 이해자의 구조에 잘 부합할수록 

관련 기억 마디(node)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기

억 마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하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기존 

‘기초’에 연결 짓는 것은 더 나은 정보처리와 이해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결 짓기 과정은 텍스트 구조에 

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라



바할라(Gouravajhala, 2017)에서는 미숙한 구조 구축자들이 이해의 초기 단계, 즉 

주요 지점들을 연결 짓는 것에서부터 텍스트에 한 구조 구축을 어려워함을 확

인하였고, 이러한 초기 어려움이 이후의 구조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비계를 제공하였을 때, 

미숙한 구조 구축자와 능숙한 구조 구축자 모두에게 이해와 회상 증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자에게 텍스트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지식

을 갖게 하는 것이 이해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텍스트를 학습하는 측면에서도 텍스트 구조에 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마

주할 새로운 텍스트로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숙한 이해자보

다 능숙한 이해자가 텍스트 내용 회상 시에 텍스트 구조를 따르며 회상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과(Pearson & Duke, 2002), 텍스트의 내용은 구조와 밀접하게 얽

혀있기 때문에 구조에 한 지식이 내용을 학습할 때도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점

(Gallagher & Pearson, 1989)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뿐만 아니라, 텍스트 구조에 한 인식과 지식을 가진 이해자는 체로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된 회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텍스트 내용 회상 시 주

로 텍스트의 구조를 반영하여 회상을 시도하였으며,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

를 많이 회상하였고, 텍스트 구조와 관련된 학습을 받지 않은 학습자들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 단위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었다(Meyer, Brandt, & Bluth, 1980; 

Armbruster, Anderson, & Ostertag, 1987; Richgels, McGee, Lomax, & Sheard, 

1987; Carrell, 1992; 박혜영, 2001; Meyer & Poon, 2001; Ghaith & Harkouss, 

2003; Williams et al., 2005; Zarrati, Nambiar, & Maasum, 2014). 능숙한 이해자

는 텍스트 구조를 작업 기억에 불러들이고 이를 텍스트 정보와 관련 지으며 내

용을 이해한다. 또한 텍스트 구조 관련 교수·학습이 담화 표지의 이해와 사용

을 촉진하고 주요 아이디어 기반의 회상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하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해 평가 점수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는(Meyer & Ray, 2017), 

텍스트 구조에 한 인식과 지식이 메모하며 듣기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으

로 다루어져야 함을 방증한다.

이때, 텍스트 구조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형도나 도

해 조직자와 같은 시각적 보조자료가 이용될 수 있다(박혜영, 2001; Pearson & 



Duke, 2002; Dymock, 2005; Williams et al., 2005). 박혜영(2001)은 글 구조 민감

도 높이기 활동만을 수행한 집단보다, 수형도 작성 활동까지 더하여 수행한 집

단이 읽기 이후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였음을 밝혔다. 피어슨과 듀크(Pearson & 

Duke, 2002)는 지식, 이해, 기억은 그 능동적이고 변화적인 과정을 통해 상승 작

용(synergy) 효과를 내는 관계로 이 중 하나가 개선되면 다른 요소들도 개선된

다고 하였는데, 시각적 보조자료는 텍스트에 한 재현이므로 텍스트 내용을 더

욱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게 해서 결론적으로 텍스트에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장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들의 

구체화 및 시각화, 개념 간의 구조와 관계를 형상화하는 것이 텍스트 내용 이해

와 회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Hannus & Hyönä, 1999; Carney & Levin, 2002)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므로 텍스트 구조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 요소가 교육 설계 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적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텍스트 내용을 시

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메모하기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수형도나 도해 조직자 

등으로 텍스트 구조를 표현하는 것은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연결선과 같은 기호 

등으로 연결 짓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메모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유사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상술하였던 메모의 양식 중 개요 양식이나 격자 양식도 

본질적으로는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된 메모 양식이다. 따라서 텍스트 구

조적 측면을 메모하기 측면과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학습자 메모의 질

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Rahmani & Sadeghi, 2011). 체로 어린 학습자들은 

단어 위주의 선형적(linear)인 메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Chang & Ku, 2015), 비

선형적인 메모를 하는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는(Makany 

et al., 2009), 학습자가 듣기에서 메모를 시각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자는 시각적 보조자료를 통

한 텍스트 구조의 학습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메모할 수 있는 방식을 익히게 

되고, 텍스트 구조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메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연결 지

으며 체계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강연 텍스트의 표현 특징

상술하였던 플라워듀와 밀러(Flowerdew & Miller, 1997)가 제시한 강연의 특징 

중 표현 측면의 특징에는 ‘구어 특징’과 ‘ 인 관계 전략’, ‘다른 매체와

의 통합’이 있다. 먼저, ‘구어 특징’에는 ‘미시구조화’, ‘거짓 시작 및 중

복과 반복’,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 ‘미시구조화’는 일반적인 문어 텍스

트와 차이가 나는 지점 중 하나로, 강연의 발화는 종종 불완전한 절(clause)로 

끝나게 되며 여러 담화 표지들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어 텍스트는 텍

스트의 응집성을 위한 분명한 접속사 등이 쓰이며 완전한 절로 끝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거짓 시작 및 중복과 반복’은 말할 때 실시간 정보처리의 제약이 따

른 머뭇거림과 관련된다. 강연자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동

시에 완전한 문법적 문장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을 제시한다. 이때 여러 머뭇거

림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강연자에게 있어 말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

하여 말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하지만 이해의 관점에서 청자에게는 이해해야 

할 것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표

현’ 역시 구어 특징 중 하나인데, 화자의 몸짓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의미와도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Kellerman, 1992).

다음으로, ‘ 인 관계 전략’에는 ‘청중과 공감 시도하기’, ‘화자의 성격 

드러내기(Personafisation)’, ‘확인 및 재차 되묻기(Checking)’가 있다. ‘청중

과 공감 시도하기’는 화자가 청중에게 공감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중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강연의 내용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략이

다. ‘화자의 성격 드러내기’ 역시 청중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

으로,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확인 및 재차 되묻기’는 강연 중간마다 되묻는 말을 사용함으로

써 청중의 주의 집중을 환기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매체와의 통합’에는 ‘시각적 보조자료의 활용’과 ‘사

전/사후 학습과의 통합’이 있다. ‘시각적 보조자료의 활용’은 청중이 강연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어로만 전달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 자료를 음성 자료와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메모하며 듣기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도 있지만(Kobayashi, 2005), 모국어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박선미, 2003; 허선

익, 2014). ‘사전/사후 학습과의 통합’은 제2 언어 듣기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

었는데, 강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학습자에게 

강연 전과 강연 후에 읽히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는 학습자에게 강연 관련 자료

가 강연 내용에 한 배경 지식으로 작용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측면과 관련된

다. 지금까지 플라워듀와 밀러(Flowerdew & Miller, 1997)의 논의를 토 로 강연

의 구조 특징과 표현 특징을 정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Ⅱ-2>와 같다.

(1) 강연 

텍스트의 구조

거시적 텍스트 구조 텍스트 구조에 따른 강연 내용의 배열

거시적 표지어
강연의 순서나 강연의 각 국면의 중심 

내용 알리기

수사학적 질문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거나 청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질문 던

지기

(2) 구어의 

특징

미시구조화 불완전한 절과 여러 담화 표지의 사용

거짓 시작 및 

중복과 반복

말할 때 실시간 처리의 제약에 따른 

머뭇거림

비언어적 표현 몸짓이나 표정 등의 사용

(3) 인 관계 

전략

청중과의 공감 

시도하기

공감적 표현 사용을 통한 청중과의 거

리 좁히기 및 강연 내용 친숙하게 받

아들일 수 있게 하기

화자의 성격 

드러내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청중에게 친근하

게 다가가기

확인 및 재차 

되묻기

되묻는 말을 통해 청중의 주의 집중을 

환기하기

<표 Ⅱ-2>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Flowerdew & Miller, 1997)



상술한 특징들은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강연 듣기와 같은 상황

에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강연의 구조 특징과 표

현 특징이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어 텍스트와 

달리 구어 텍스트는 핵심 주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 관계 전략이나 간투

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청중의 주의 집중을 환기하고 내용

의 진행 과정이나 순서를 알리기 위한 표지어들이 자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연을 메모하며 들을 때에는 정보의 상 적 중요성이나 구조를 식별하며 듣고 

메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단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

력’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며, 강연 구조에 한 지식, 표현 특징에 한 지식 

등은 명시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Van der meer, 2012). 따라서 메

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강연의 특징들을 교육 내용으로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연 텍스트의 전반적인 주제나 구조를 강연 듣기 전과 듣기 

초반에 예측해보는 것은 이해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Hidi & Klaiman, 

1983). 강연에서 화자는 체로 여러 표지어의 사용을 통해 강연의 구조나 순서

를 알린다. 이러한 표지어는 이해자로 하여금 강연의 구조를 머릿속에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한다(Titsworth, 2004; Titsworth & Kiewra, 

2004; Boyle, 2010). 그리고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메모하는 것은 이후에 정보 

탐색을 돕는 기능도 한다(Einstein et al., 1985).29) 

29) 티츠워스와 키에라(Titsworth & Kiewra, 2004)는 단서 강연 포인트(cued lecture point)

가 있는 강연을 들은 집단이, 없는 강연을 들은 집단보다 사후 평가 점수가 더 높았으

며, 그러한 단서를 듣고 메모한 학습자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회상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강연자에게는 강연에서 담화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

키지만, 반 로 학습자에게는 강연에서 강연의 구조적 특징을 드러내는 단서들을 적극

적으로 식별하고 메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4) 다른 

매체와의 통합

시각적 보조자료 

활용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에 집중 유

도 및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

의 이해 돕기

사전/사후 학습과의 

통합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강연 전과 

후에 읽기



또한 강연에서 여러 표지어를 포착하는 것은 강연 텍스트의 미시구조와 거시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모하며 듣기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잘 조직되어 머릿속에 표상되는 거시구조는 들은 바에 한 학습이나 기억의 증

명이다(Kintsch, 1998/2010a). 메모하며 듣기의 맥락에서 메모의 양과 질이 사후 

평가 결과와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Kiewra & Benton, 1988; 

Peverly et al., 2003), 퍼벌리 외(Peverly et al., 2003)에서는 메모에서 거시명제

의 수가 학습자의 텍스트 학습과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거시명제는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강연에서는 담화 표지나 중심 화제 등을 통해 곧

잘 드러나는데, 강연에서 강연자가 말하는 표지어를 듣고 메모하는 것은 머릿속 

정신 표상에 강연의 거시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

호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여 상황 모형 구성에 도움이 되므로 강연의 내용 이

해와 회상 증진을 추동한다.



Ⅲ.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설계

1. 기존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비판적 검토

이 절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국어교육의 장에서 메모하기 및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어 왔는지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교육 내용에 한 검토는 메모하며 듣기와 관

련한 국어교육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

의가 있다. 

1) 교육과정 검토

국어교육의 장에서 ‘메모하기’를 직접적으로 다룬 성취 기준은 1차 교육과

정 시기부터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단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라든지 언어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메모를 활용하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7차 교육과

정 시기까지의 내용이 서로 동소이하므로 이 항에서는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의 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Ⅲ-1>은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메모하

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과 세부 내용이다.

 



학년/영역 성취 기준

4학년 

듣기

○ 낱말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기본】 · 자신이 이해한 낱말의 의미가 맞는지 상 에게 확

인하며 듣는다.

 · 이야기를 들을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말하는 이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심화】 · 모르는 낱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의미를 사전에

서 찾는다.

5학년

듣기

○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기본】 · 다른 사람의 말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

다.

【심화】 · 효과적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안다.

7학년

듣기

○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지닌다. 

【기본】 · 설명이나 보고를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는다.

【심화】 · 자신만의 효과적인 메모 방법을 개발한다.

7학년

읽기

○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기본】 ·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심화】 · 글의 내용에 한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9학년

듣기

○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기본】 · 중심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고, 이를 종합하여 전

체 내용을 요약한다.

【심화】 · 요약하며 듣기의 효과에 해 토의한다.

· 밑줄은 연구자

<표 Ⅲ-1> 7차 교육과정 중 메모하기 관련 내용

 

7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메모하기 내용이 주로 

듣기 영역에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학년 듣

기’나 ‘7학년 읽기’, ‘9학년 듣기’에서는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 

등의 개념 요소를 상정하여 텍스트의 요지를 파악하며 듣거나 읽을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은 기본적으로 듣기와 읽기에서 내용 이해를 지향하

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메모하기는 ‘중심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록

해 두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중심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은 메모의 결과물 기능과도 관련된다. 결과물 기능은 메모의 기능 중 메모한 내

용을 다시 검토할 때 이해자의 이해나 회상을 돕는 기능으로, 학습자는 듣거나 

읽는 활동이 끝난 이후에 기록한 메모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재정리하며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듣기의 경우에는 화자에게 궁금하거나 모르는 지점을 질

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취 기준 내용이 체로 중심 내용 파악 목적이나 요약하며 듣는 목

적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메모하기가 메모하며 듣기 과정 중에 전략적으로 어

떠한 역할로서 취해질 수 있는지에 한 설명이 불분명하다. 성취 기준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군에서는 ‘메모하기 습관을 가지는’ 데에, 중학교군에서는 듣

기나 읽기 활동 이후 ‘학습의 차원으로서 메모를 활용하는’ 데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굉장히 소략한 기능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이며, 내용 이해나 회상 증진을 위한 기능으로는 표면적으로 내세워지지 않았

다. 그리고 메모하기 활동이 듣기나 읽기와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단

지 중심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마지

막으로, 반복되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이 어떠한 위계성이나 계열성을 가지

고 안배되었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7학년 듣기’에서처

럼 메모하기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습관을 지닌 후에 메모하며 듣는 것

에 익숙해지면 ‘5학년 듣기’에서처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메모하

며 듣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이 심화되어 나아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7차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표 Ⅲ-2>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메모하기와 관련된 성취 기

준과 세부 내용이다.

  



학년/영역 성취 기준

3학년 

듣기

○ 안내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 안내하는 말의 특성 이해하기

· 알고 싶은 내용에 주의하면서 듣기

·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기

4학년

듣기

○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이해한다.

· 설명 상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 설명 상에 한 배경 지식 떠올리기

·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 판단하기

·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기

7학년

듣기

○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다. 

·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의 특성 이해하기

· 예고, 강조, 요약 등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 알기

·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 교과별로 수업의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8학년

듣기

○ 강연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한

다.

· 강연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메모하기

· 내용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질문하기
· 밑줄은 연구자

<표 Ⅲ-2>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메모하기 관련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군과 중학교군에서 메

모하기 활동이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군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하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중학교군에서는 듣기 상황별로 이에 

걸맞은 메모하기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7학년 

듣기’에서는 교과 특성을 고려한 메모하기를, ‘8학년 듣기’에서는 강연 상황



에서의 궁금한 점 메모하기를 메모하며 듣기의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7학년 듣기’의 성취 기준은 수업 듣기와 같이, 내용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

는 듣기에서의 메모하기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메모하며 듣기에 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요구되는 

메모하며 듣기 관련 교육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강연 듣기 교육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8학년 듣기’ 성취 기준에서는 단지 강연 후 질

문을 위하여 궁금한 점을 기록하는 차원으로만 메모하기 활동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다. 강연 듣기 역시 내용 이해가 듣기의 주된 목적이 되는바, 단

지 궁금한 점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써 메모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의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메모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

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상 적으로, 여러 듣기 상황

에서 메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메모를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메모하기가 듣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내용 요소로 제

시되어 있고, ‘결과물 기능’과 같이 내용의 기록과 저장을 위한 메모의 기능

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메모하기가 별도의 교육적 처치가 필요 없이 행해

질 수 있는 활동처럼 간주되고 있다는 한계가 노정된다.

다음으로 <표 Ⅲ-3>은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메모하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과 세부 내용이다.



학년/영역 성취 기준 및 해설

3-4학년군

듣기

○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 수업, 강연 등 중요한 정보가 담긴 내용의 담화를 들을 때 

중심 내용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메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

억하기 어렵게 된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 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듣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

으며, 듣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에 따라 인상 깊은 내용이 다

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메모하는 방법을 익히고, 메모해 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말하는 경험

을 갖도록 한다.
· 밑줄은 연구자

<표 Ⅲ-3>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중 메모하기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메모하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

육 내용은 초등3-4학년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성취 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이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연속선상에서 메모하기의 역할이나 기능을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

을 기르는 것에서, ‘필요한 내용’에 한 판단은, 메모하며 듣기에 있어 듣기 

목적을 고려한 부분으로 텍스트 내용에 한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판단을 강조

한 부분이며, 이는 메모하기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관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나 

인상 깊은 내용을 적어두기 위하여 메모를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단지 향후 검

토나 회상을 위한 ‘결과물 기능’으로서만 메모의 기능을 축소하여 나타냈다

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해당 성취 기준은 초등3-4학년군에 제

시된 것이며, 이러한 성취 기준은 교육 내용 안배의 우선순위나 학습자의 인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겠지만, 메모하기 활동은 듣기 교육의 장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바 교육과정에서 메모하

며 듣기 교육이 다루어져 왔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메모의 과정 기능을 부각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7차나 2007 개정,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는 메모하기의 역할이나 기능을 내용

을 정리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취 기준

의 서술은 ‘결과물 기능’만을 다소 고려한 서술일 뿐, 메모의 ‘과정 기능’

을 강조한 지점은 찾아볼 수 없다. 학습자는 듣기 이해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용

을 전략적으로 메모하면서 내용의 이해와 회상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렇게 체

계적으로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하여도 향후 검토 시 내용 이해나 회상에 도

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나 ‘중심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는 것은 메모의 기능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러한 추상

적인 성취 기준의 서술은 설령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비추어진다. 듣기에서 메모는 과정 기능으로 말

미암아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메모하는 것이 교육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메모의 기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한계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메모하기가 듣기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분의 메모하기 관련 성취 기준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담화 표지를 인식하게 하

거나 텍스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서 내용 이해의 주요 상인 텍스트를 면

밀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듣기 교육에 있어 중요하다. 다만, 메모하기 활동

이 강연 듣기나 학습 목적 듣기와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

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교육과정상에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즉, 

듣기와 메모하기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채 듣기 이해 활동이 중심 활동이 

되고 메모는 단지 텍스트의 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하게 하는 부차적인 기능만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인 한계점이 된다.

셋째, 메모하기가 메모하기 측면의 교육적 처치가 별도로 필요 없는, 자연히 



습득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점은 중심 내용이

나 중요한 내용을 고려하며 듣게 하는 듣기 전략적 차원의 교육 내용은 마련되

어 있지만, 메모하기 차원의 교육 내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부터 확인된다. 성취 기준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가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을 중

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메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메모하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메

모하기는 가르쳐지지 않으면 학생들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속성을 지닌 활

동인 만큼(van der Meer, 2012),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목적으로 메

모한다면 메모하기는 듣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체계적으로 교수·학습되

어야 한다. 

한편,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을 끝으로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메모하기 관

련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상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2009(2011) 개정 교육

과정 시기부터 듣기와 말하기를 ‘듣기·말하기’로 통합하면서 교육 내용 경

감 차원에서 성취 기준 수를 줄였는데, 이때 이후로 메모하기 활동은 성취 기준

상에서 그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지게 된 몇 교

육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모하며 듣기’ 활동은 ‘범교과적이고 도구 

교과적인 국어 교과의 내용 특성(교육부, 2015)’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학습 기

반 마련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김혜연, 2014). 메모하기 

활동이 내용 이해가 중심 목적이 되는 듣기 상황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을 돕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과의 학습 상황에도 전이 가능성이 높은 교

육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교과의 목표 중 하나가 학습자의 효율적인 의

사소통 능력의 신장인바, 메모하며 듣기야말로 듣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언어 활

동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복합적인 언어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메모하기 활동은 듣기 교육 혹은 국어교육의 장에서 다시금 강조될 필요

가 있다.

2) 교과서 검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현태를 구



현하는 자료의 형태를 띠며,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다. 메

모하기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상술하였듯이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을 끝으로 

이후의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때, 중등학교 학습자의 성취 수준

에 해당하는 메모하기 교육 내용은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 항에서는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교과서

에서 메모하기 및 메모하며 듣기 교육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는지를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이후 Ⅳ장에서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시 비교 집단에 교육

적으로 처치할 내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림 Ⅲ-1] 7차 교육과정 7학년 듣기 교과서

[그림 Ⅲ-1]은 7차 교육과정에서 7학년 듣기 내용 중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

을 지닌다’라는 성취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과서 단원 학습의 일부이다. 

하단부의 ‘정리’ 부분에서 ‘듣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

기 위해서는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일면 



메모하기가 듣기의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의 증진에 도움이 됨을 지적한 서

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메모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개입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극 화하기 위해서는 메모하기 활동이 인지적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비계가 될 수 있는 교수·학습 내용이 처치되

어야 하는데, 해당 교과서에서는 단지 메모하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 별도의 메

모하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림 Ⅲ-2] 2007 개정 교육과정 7학년 듣기 교과서 

(천재교육)

[그림 Ⅲ-2]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7학년 듣기 내용 중 ‘수업을 듣고 교

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토 로 만들어

진 교과서 단원 학습 중 일부이다. 위 교과서에서는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라고 하였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내용 이해

와 회상 증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메

모하며 내용을 정리하라는 성취 기준의 요소는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메모하며 듣기 측면의 교육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Ⅲ-3]과 [그림 Ⅲ-4]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8학년 듣기 내용 중 

‘강연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라는 성취 기준

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과서 단원 학습 중 일부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강연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을 메모로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메모를 단지 이후 질문이나 학습을 위한 참고 수단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해하지 못한 점’이나 ‘궁금한 점’은 내용 이해

[그림 Ⅲ-3]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 

듣기 교과서 (지학사)

[그림 Ⅲ-4]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 

듣기 교과서 (창비)



와 회상 증진의 목적을 고려하여 메모하며 들은 후에, 메모한 내용을 다시 검토

하며 강연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해하지 못한 점’이나 ‘궁금한 점’만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메모하기를 

상정하기보다는 강연을 들으며 메모하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메모하기를 상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더 큰 학습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는 이러한 지점을 고려한 메모

하기 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Ⅲ-5]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 듣기 교과서 

(천재교육)

한편, [그림 Ⅲ-5]의 경우 [그림 Ⅲ-3] 및 [그림 Ⅲ-4]의 교과서보다 강연 듣기

에서 메모하기 활동의 측면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모를 단지 이

후 질문이나 학습을 위한 참고 수단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연 듣기의 과

정에서 내용 이해의 목적으로 메모를 사용할 수 있게끔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만 듣는 과정에서 빈칸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선행 조직자의 성격으로 개요 양식의 메모만을 제공한 지점은, 정작 

메모하며 듣기에서 요구되는 상위인지적 측면과 같은 이해자 요인이나 텍스트 

구조와 같은 텍스트 요인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

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30) 물론 이는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와도 맞물리는 지점

이지만,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단지 비계로써 조직화된 메모 양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메모하며 듣기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서 통합적인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공해야만 교육적 

효용을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서는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를 충실하게 반영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현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는 것의 중요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메

모하기의 전략적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나 이해자 및 텍스트 요인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강연 듣기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듣기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파악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기록하여 저장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어

떻게 메모하면 좋은지,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충실

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메모의 결과물 기능에만 초점을 둔 메모하기 교

수·학습의 실현태일 뿐, 듣기 중에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메

모의 기능은 담지하지 못한 것이다.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듣기와 메모하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채로 두 측면이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

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메모하기와 듣기

30) 선행 조직자의 성격이 되는 비선형 메모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보다 정확

하고 완성도 있게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들이 선

행 조직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비선형적으로 메모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

요한 문제이다(Konrad et al., 2009). 즉,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초반에는 비계로써 조직

화된 메모 양식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되,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가 별도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에 관여하는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

인 형태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2.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지금까지 Ⅱ장에서는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을 살펴보고, 듣기 이해와 메모

하기의 관계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

며, Ⅲ장 1절에서는 국어교육의 장에서 메모하기 및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

론적 토 와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

을 바탕으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

하고자 한다. 

1)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설계 방향

(1) 텍스트 중심의 이해와 수용

이도영(2006: 259-262)은 듣기·말하기 교수·학습의 여러 설계 방안 중 하나

로 교육 내용 요소에 초점을 둔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형

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을 구안

하는 경우’,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교수·학습을 구안하는 경우’, ‘교육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교수·학습을 구안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텍스트

를 중심에 두고 교수·학습을 구안하는 경우’는 정보 전달이나 설득과 같이 언

어 사용 목적이나 화, 강연, 토론과 같이 텍스트 유형별로 교육 내용을 구분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교육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교수·학습을 구안하는 경

우’는 ‘지식, 기능, 전략, 태도’ 등으로 교육 내용 요소를 세분화하여 제시하

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 각각의 범주는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언어 사용 목적이나 텍스트 유형별로 이에 필



요한 지식, 기능, 전략, 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도영(2006)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듣기 교육 내용이 어떻게 설계되고 체계

화되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민병곤(2006: 7-8, 24-25)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듣기·말하기의 교육 내용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초점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듣기·말하기 교육이 심리적 가정이나 절차

에 따른 기능과 전략만을 중핵적인 교육 내용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교육 내용 

분절화의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어 원리와 실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

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국어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을 분류한 

박종훈(2005)의 논의에 터하여 ‘국어 활동’의 내용을 ‘텍스트 유형’으로 구

체화하였는데, 텍스트 중심의 교육 내용 설정은 교육적 효율성과 실제 언어 사

용에의 전이력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의는 듣기 교육이 텍스트 중심의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교

육 내용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교육 내용이나 전략을 집중적이고 분절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특정 기능

(技能)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데 적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듣기 교

육은 하나의 음성 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텍스트 이해와 수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안배하는 것이 교

육 내용의 체계화와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따라서 강연 

듣기와 같이 내용 이해가 중심 목적이 되는 언어 중심적 듣기 상황에서의 메모

하며 듣기 교육은, 학습자가 하나의 강연 텍스트를 온전히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견지하며 교육 내용 요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상위인지적 측면의 강조

류성기와 김기수(1999: 85-86)에서는 효율적인 국어 교수·학습이 진행되기 위

해서는 학습자가 전략을 익혀 활용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학습자가 이후에 전략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운용에는 필연적으로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이 개입

된다.

민병곤(2006: 13-14)에서는 말하기·듣기 교육은 언어 자원으로서 음성 언어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자원을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 과정을 통제하는 

상위인지(metacognition)적인 과정에 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일

회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음성 언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과정에 

한 상위인지적 활동은 개인의 언어 수행 진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경시

되던 상위인지적 측면에 한 강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위인지는 범박하게 정의하면 ‘인지에 한 인지(Flavell, 1979)’를 의미하

는데, 상위인지는 인지적 전략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지적 전

략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상위인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메모하기는 내용 

이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인지적 전략 중 하나이므로, 학습자의 상위인지

적 인식과 판단은 메모하기에 영향을 미친다. 능동적으로 메모하는 것은 수동적

으로 메모하는 것과는 달리 메모와 메모 과정에 의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 학습자는 메모하기 과정에서 자기 질문이 가능해지고, 그것은 텍스트 자료

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점은 메모하기에서 상

위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깊으며,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있어 상위인지적 측면의 

발달은 학습자로 하여금 메모하기 전략을 일반화하여 다른 듣기 상황에서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Lee et al., 2008). 

그러므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학습

자의 메모하며 듣기 과정에 한 상위인지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 요소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왜 이러한 메모 방식을 사용하는지’, ‘어떤 메모 방식이 나에게 더 적합한

지’와 같은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

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적 모델은 다양하며 정보 처리를 위하여 

인지적 가용 자원을 사용하는 양상도 각기 다르다.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더 

편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메모하기를 통해 강연 

텍스트에 한 상황 모형을 구성해갈 수 있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점

을 고려하여,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전체 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한 바를 토



로 메모하기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거나, 그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상위인지적 측면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실현태라

고 할 수 있다. 

(3) 과정 중심의 점진적·절차적 접근

메모하며 듣기 과정은 메모하기 전, 중, 후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류성기(2010, 

2011)에서는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과서의 메모하기 내용 및 양상 분석을 바

탕으로 메모 활동 과정을 제시하였다. 메모하며 듣기 단계를 ‘메모 전, 중, 

후’로 삼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에 걸쳐 조정하기와 같은 상위인지적 활

동이 개입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메모 전’에 ‘배경지식 활성화 및 기록 

방법 고려하기’가, ‘메모 중’에 ‘선택한 기록 방법에 따라 달리 메모하기’

가, ‘메모 후’에는 ‘기록한 내용 검토하기’가 주된 교육 내용 요소로서 포

함됨을 보였다. 류성기(2010, 2011)의 이러한 논의는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일련의 지식을 그 단계에 따라 절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메모하며 듣기가 성

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각 단계에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학습자가 학습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메모하며 듣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단

계를 중요시하고자 한다. 메모하기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명제적, 방법적 지

식을 학습자가 절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메모

하며 듣기의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들이 익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정

태적 앎이 동태적 앎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모하며 듣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학습한 내용 요소를 내재화할 수 있도

록 교육은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에 한 과정 중심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에 한 과정 중심적 접근은 주로 쓰기 교육의 장에서 논

의되기 시작하였는데, 학습의 결과만을 강조한 패러다임의 반성으로부터 등장하

였다(추연구, 2003). 과정 중심적 접근은 어떠한 내용 자체를 습득하는 것에 주

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습득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의미 구성 과정 등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추연구, 2003: 91). 때문에 교육에 한 과정 



중심적 접근은 학습자의 지식 사용과 구조화에 한 인지적 및 상위인지적 측면

의 질적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정 중심의 교육적 접근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 지식을 적절한 정신적 모형으로 발달시킬 수 있으

며, 주어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면서, 교수·학습의 

책임이 교수자로부터 학습자에게로 점차 이양된다(Zimmerman, 1986; 추연구, 

2003). 

메모하며 듣기 교육에 한 과정 중심적 접근은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한 일련의 지식을 학습 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접근이다. 즉, 메모하며 듣기에 요구되는 기능이나 전략과 같은 내용 요소를 학

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듣기나 메모하기에

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지식은 수행 중심의 지식으로서 학습자의 실천을 통해 드

러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식이 실천적인 지식으로 추동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교수·학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

기 교육은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내용 요소를 학습

하고 학습한 내용 요소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견지하여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

다.

(4) 듣기와 메모하기의 통합적 제시

메모하며 듣기 활동은 듣기와 쓰기 등 언어 기능의 여러 영역을 가로질러 나

타나는 ‘통합적 언어 활동’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듣기나 메모하기의 각각의 속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차

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통합적 언어 활동으로서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

혜연, 2014). 즉, 메모하며 듣기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분절적이

고 단편적으로 듣기와 메모하기 각각의 교육 내용 요소를 상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듣기 측면의 전략과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이 하

나의 교육 내용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듣기 이해 측면의 지식과 메모하기 측면의 지식이 궁극적으로 강연 텍스트

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지

적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 듣기와 메모하기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을 이룰 때 듣기와 메모하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 

관계는 강연 텍스트에 해 온전한 정신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은 텍스트, 메모, 이해자 요인이 각 단계를 따라 역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메모하며 강연 듣기에 관여하는 제

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민병곤(2009)에

서는 텍스트의 이해와 수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제약을 극

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약 극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계가 되는 교수·학습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듣기와 메모하기 간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하여야 한다.

2)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

이 항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설계 방향을 견지하면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자 한다. 내용 이해와 

회상이 주목적이 되는 강연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는 단지 강연 텍스트의 내용

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으로만 그 기능이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메모하는 과

정에서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이해자를 견인

하는 기능까지를 담당해야 한다.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메모가 강연 텍스트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상하게 하고, 메모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메모 사이에 지속

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하여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에 한 텍스트 기반과 상

황 모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메모하며 듣기의 과정에서 메모

하기가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

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강연 텍

스트에 한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은 크게 메모 전, 

중, 후 단계로 구분된다. 메모 전 단계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준비하

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메모 중 단계는 여러 국면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강

연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단계이다. 메모 중 단계에서 각 국면의 순

환적 반복을 통해 이해자는 강연 텍스트에 한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

성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메모의 ‘과정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학습자가 메모하며 듣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메모하며 듣기의 순환적인 과정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세부

적인 목표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특히 메모 전 단계와 

메모 중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우선, 메모 전 단계에서 학습자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

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메모하기 활동을 적극적으

로 수행하는 정도나, 이후 관련된 평가에서 높은 성취 수준을 달성하는 것과 관

련이 있는데(Castelló & Monereo, 2005; 김동규, 2010), 어린 학습자일수록 효용

성에 한 인지가 부족한 경향을 띤다(Garcia-Mila & Andersen, 2007). 기존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에서는 메모하기 활동 자체만을 강조해왔을 뿐,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메모하기

의 효용성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듣기에서 메모하기

의 가치와 의의를 깨닫게 하고,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바, 이러한 지점은 분명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메모

하며 듣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메모하며 

듣기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메모하기는 따로 체계

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히 할 수 있는 이해 보조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숙한 학습자일수록 단지 듣기 텍스트의 몇몇 지점만을 축어적

으로 받아적을(copy) 뿐,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 짓거나 의미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한다(Hidi & Klaiman, 1983). 따라서 본격적으로 메모하면서 강

연을 듣기 전에, 어떤 강연을 듣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고 어떻게 메모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교육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후, 메모 중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일련의 순환적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각각의 국면에 한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듣기 이해 측면과 관

련하여 강연 텍스트를 파악하며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

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강

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정보나 

개념들은 여러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 구조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명시적, 묵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나 주요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

보 텍스트의 효과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 체계이다(Meyer & Ray, 

2011). 또한 강연의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강연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을 사용하며 강연의 내용을 조직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 구조와 

표현 특징에 한 지식은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와 같은 정보 전달 텍스트의 내

용을 이해하고 회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Dymock, 2005). 따라서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의 구조와 표현 특징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메모하기 측면의 교육 목표는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모하기 측면

의 교육 내용이 강연 텍스트의 내용이나 구조 및 표현 특징과 함께 결부되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의 특징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을 때 강

연의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들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메모로 표상

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고 안정된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메모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구조 및 표현 특징

을 반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능숙한 학습자는 텍스트의 특징을 작업 기억에 



불러들여 이를 텍스트 정보와 관련 지으며 이해하는 양상을 띠는데(Meyer & 

Freedle, 1984; Meyer & Ray, 2017), 그러한 이해의 양상이 메모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내용 이해와 회상을 추동하는 메모하기의 양상은 단순히 선형적

(linear)으로 강연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받아 적는 모습이 아니라, 텍스트의 주

요 정보를 중심으로, 혹은 학습자가 강연 듣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메모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메모한 내용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메모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시각화하는 

모습도 띠게 된다. 시각적으로 표현된 메모는 텍스트에 한 표상이므로 강연 

텍스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게 하며, 이는 텍스트에 한 이해를 심화

할 수 있게 한다. 즉, 시각적 표현을 통해 텍스트 내용을 구체화하고, 텍스트 내

용 간의 구조와 관계를 형상화하여 텍스트 이해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Hannus 

& Hyona, 1999; Carney & Levin, 2002; Duke & Pearson, 2002). 메모 중 단계에

서 강연 텍스트를 이해하는 국면과 전략적으로 메모하는 국면은 서로 지속적으

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강연 텍스트의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하게 한

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메모 내용을 이전 텍스트나 메

모와 연결 지으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생성적 처리 과정(Generative 

Processing)과도 관련되는데, 생성적 처리 과정이란 지식 생성과 학습은 수동적

인 정보 수신자로서가 아닌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개념 

간의 정신적 연결을 형성할 때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Wittrock, 1990).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 한 능동적인 참여는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 간의 선순환 관계 형

성을 촉진하며, 텍스트에 한 더 나은 이해와 회상으로 학습자를 견인할 수 있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립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1.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한다.

2.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

을 파악하며 듣고 이해한다.

3.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하며 듣는다.

4.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메모 내용을 이전 텍스트나 메모와 연결 지으며 이해

한다.

<표 Ⅲ-4>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

3)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의 설계

(1)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내용 체계

앞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교육 현

장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이

때, 교수·학습 활동은 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수업의 실현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인바, 어떠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육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가르

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요소가 목표에 맞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내용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교수·학습이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

며, ‘교육 내용을 익힌다’는 것은 교수·학습을 통해 외부적인 지식이 학습자

의 지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민병곤, 2006: 9). 류성기와 김기수(1999)는 

국어과 듣기 영역에서 지식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별된

다고 하였는데, ‘선언적 지식’이 언어의 본질이나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절차적 지식’은 과정과 원리 및 방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절차적 지식을 실제로 익히고 숙달하는 것은 듣기의 ‘기능’과 관련되며, 

이러한 기능 습득이 수동적 듣기를 능동적 듣기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능동적 행함’으로까지 나

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두 지식적 측면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식의 성격을 둘로 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국어교육에서 지식에 

하여 논의한 민병곤(2006)에서도 이어진다. 민병곤(2006)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실행 체제에서 교육 내용은 ‘투입으로서의 지식’과 ‘과정으로서의 지식’으

로 별된다고 하였다. 이때 전자는 구조나 형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지식이며, 후자는 경험이나 활동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행을 통

해 표현되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는 이러한 두 지식을 학습함을 통해 행

동의 도달점이 되는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일차적으로 듣기 활동을 

통해 숙련하고자 하는 지식은 ‘실천적 지식’이 되는데, 실천적 지식의 습득은 

곧 성취 기준을 달성함을 의미한다(민병곤, 2006: 15).

결국, 궁극적으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하기를 기 하는 지식의 

성격은, 구조나 형식을 반영하는 내용 요소의 측면이 강한 성격의 것과 구체적

인 수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경험이나 활동의 구조를 반영하는 성격의 것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명제적 지식’으로, 후자를 

‘방법적 지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지식의 성격을 명제적 지식(know that)과 

방법적 지식(know how)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는 라일(Ryle, 1984/1999)의 구분

을 따른 것이며, 라일(Ryle)의 제안은 이전부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식 범주

의 구분으로 삼았던 기준이다(김명순, 2003: 1-2).31) 각각의 개념은 ‘무엇을 알

아야 하는가’와 ‘무엇을 할 줄 아는가’의 성격을 지니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수행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명제적 지식은 수행과 ‘관련되어’ 존재하

며, 방법적 지식은 수행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명순, 2003: 

15). 학습자가 특정한 언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지식이 바로 이 둘인 것이다. 라일(Ryle, 1984/1999: 92)의 관점

31) 사용되는 맥락이나 연구의 논의에 따라 ‘명제적 지식’은 ‘이론적 지식’, ‘선언적 

지식’, ‘명시적 지식’ 등으로 불리며, ‘방법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 ‘실용적 

지식’, ‘수행적 지식’, ‘실천적 지식’ 등으로 불린다. 다만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

든 ‘명제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된 사실이나 진리를 아는 

것’과 관련되고, ‘방법적 지식’은 ‘방법이나 능력, 기능을 아는 것’과 관련된다(허

경철, 조덕주, 소경희, 2001: 237-239). 



에 따르면 이 두 지식은 서로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

행을 위하여 서로 관련 맺어야 한다. 이때, 교수·학습 활동은 이 두 지식을 학

습자로 하여금 내면화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매개 활동이며,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지식을 학습하여 실제 강연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를 통해 내용 이해

와 회상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내용 체계’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설정하고, 앞

서 제시한 각각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이러한 

지식 체계의 형식을 따라서 제시하고자 한다. 

 

(2)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내용

본 항에서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설

계 방향과 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항의 교육 내용 요소들은 학습자의 전반적

인 메모하며 듣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Ⅱ장의 이론적 토 와 Ⅲ장 1절의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검토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출한 것들이며, 앞서 논의한 교육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내용 요소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으로 성공적으로 전이되었을 때, 강연 듣기에서 메모

하기를 통해 학습자가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육 목표 1’은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이다. ‘교육 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가 듣기에서 메모하기

의 효용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효용성에 한 인지는 학습자가 메모를 

단지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옮겨 적고 저장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

어나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강연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내용 이해 및 회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메모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강연 듣기 상황에서 단지 

메모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듣기 

중 메모하기를 통해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습자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관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관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학습자는 단지 강연의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recoding)

할 뿐이며, 이는 듣기 이후의 검토 시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이점만을 고

려한 것일 뿐, 듣기 이해 과정에서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은 담보하지 못한

다. 특히, 가르시아밀라와 안데르센(Garcia-Mila & Andersen, 2007)이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어린 학습자는 메모하기를 통해 텍스트 내용의 이해나 회상 증진의 

이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불명확한 과제 표

상이나 메모하기에 한 불완전한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본격적으

로 메모하며 듣기를 수행하기에 앞서 메모하기의 효용성에 해서 학습자가 분

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장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메모하기의 효용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듣기

에서 메모하기의 가치를 알고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유용함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강연 듣기

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담당하는 메모하기의 기능인 ‘과정 기능’과 

‘결과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모의 기능을 학습자들이 알게 하

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지향성을 변화시켜서, 학습자로 하여금 언제 어떤 메

모 전략이 효과적일지에 한 지식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Bui & Myerson, 2014). 따라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에는 학습자가 메모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과정 기능을 고려하며 메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견인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효용성에 하여 명제적 지식

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van der Meer, 2012). 

이때,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메모하기의 효용성에 한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림 Ⅲ-6]과 같이 듣기 상황에서 메모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메모가 

어떤 지점에서 유용한지를 먼저 탐구하게 하는 형식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하였

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지식이 전이될 수 있겠다.



영호: 나는 수업이나 강연을 들을 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을 위주로 메모를 하는 편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이 필요

할 때, 메모한 것을 보게 되면 기억이 잘 나거든.

은지: 나는 수업이나 강연을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는 편이야. 메모하

면서 들으면,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쓰면서도 이해가 되어서 

들은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게 되거든.

[그림 Ⅲ-6]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효용성 인지를 위한 교육 내용

이어서,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메모하기는 크게 메모 전, 중, 후 단계로 

구분되며, 메모 중 단계는 메모하며 듣기의 각 국면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양

상을 띤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각 단계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한 상(像)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전체 과정을 

이해하여 이에 따라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메모하며 강연을 듣기 전에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에 한 인식을 활성

화하고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강연 텍

스트에 한 인식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강연을 듣는 목적을 상기하고 

강연의 주제나 내용을 짐작해 보면서 관련된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는 준비 과

정을 의미한다. 강연을 듣는 주목적이 강연 텍스트의 내용 이해 및 회상에 있다

면 학습자는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강연을 듣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 

한편, 강연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궁

극적으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 텍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기

반을 구성하고, 텍스트의 정보와 관련된 이해자의 배경 지식 및 이해자의 목표

와 통합하여 상황 모형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Kintsch & Rawson, 



2005). 이때 배경 지식은 텍스트의 명제 간 연결을 촉진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강연의 화제가 학습자에게 친숙한 내용이라면 미리 화제와 관련

된 정보를 상기하면서 강연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하는 자원으로 삼아야 한

다. 또한 자신이 아는 바를 메모에 반영하면서 메모하기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

로 정신 표상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습

자의 경우, 오히려 메모를 잘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Pressley et al., 

1989). 그러나 배경 지식이 많다는 점이 텍스트에 한 심화된 이해를 보장해주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은 학습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아는 바를 

강연의 내용과 함께 메모에 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반면에 배경 지식이 적은 학습자는 배경 지식이 많은 학습자보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 적으로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이 요구된다. 텍스트 내용에 

익숙한 학습자는 명제 간 연결이 상 적으로 수월하게 형성되지만, 텍스트 내용

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내용 간 연결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배경 지식이 적은 학습자는 메모하기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명제 간 관

계 맺기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는 메모를 통해 강연 텍스트의 내용 간의 외부적 

연결을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결은 내용 이해에 있어 생성적 

처리 과정을 촉진하게 된다(Shrager & Mayer, 1989; kobayashi, 2005).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적 자원으로서 메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호나 약어 등을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숙

한 이해자일수록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과정을 도우며 효율적이

고 압축적으로 메모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가지 기호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띠며, 이는 이해의 수준과 메모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Hidi & Klaiman, 1983). 

강연을 메모하면서 듣는 경우가 메모하지 않고 강연을 듣는 경우보다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배하여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메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Piolat, et. al., 

2005; Bui & Myerson, 2014; Kim, 2018). 이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어

나 기호의 예시를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어떠한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메모

할 것인지를 준비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메모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유용한 방식으로 조



직되는 경우가 많다(Van Meter et al., 1994). 즉, 개인적으로 구성된 메모가 다

른 사람이 작성한 메모보다 개인에게 더 유용한 것이다. 이는 메모하는 과정에

서 기호나 약어를 사용할 때 이해자 자신의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을 거쳐 자

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메모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약어나 기호의 예시를 제시할 때, 반드시 이를 따라야만 한다는 방향으로 교

수·학습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메모 수

준 향상을 위하여 메모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호

나 약어 등의 예시를 제시하되, 상위인지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계

의 방향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 메모의 방식을 고안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교수·학습 활동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Ⅲ-5>와 같다.

교육 목표 1.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한다.

교육 내용 요소

·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가치 알기

·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기능 이해하기

·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 이해하기

· 강연 텍스트에 한 인식 활성화하기

· 강연의 화제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 떠올리기

· 자신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며 메모하기

· 다양한 기호나 약어 준비하여 사용하기

<표 Ⅲ-5> ‘교육 목표 1’ 및 관련 교육 내용 요소 

다음으로, ‘교육 목표 2’는 강연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듣는 것이다. 메모하

며 강연 듣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해의 상은 강연 텍스트이므로, 효과적

인 메모하기 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가 필수불가결

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 유형인 ‘강연’은 일정한 주제

에 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특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말하기

이며,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정보 텍스트의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청중을 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강연의 표

현 특징과, ‘정보 텍스트의 형식’으로 짜이는 강연의 구조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는 인지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메이어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 메이어(Mayer, 1984)에서 논의한 텍

스트 구조에 기반한 텍스트 정보 처리 과정에 따르면, 이해자가 텍스트의 의견

이나 논지를 따를 의향이 있다면 텍스트 구조가 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자는 텍스트 구조에 응되는 도식을 작업 기

억에 불러오게 되고, 텍스트의 아이디어들을 차별적으로 선택, 부호화, 조직화하

여 장기 기억에 정신 표상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는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고 활

용하는 것이 텍스트의 주요 정보에 한 이해와 회상을 증진시켜서, 텍스트 이

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Meyer & Ray, 2011). 이처럼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은 이해자가 텍스트로 전달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관계를 기반으로 개

념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 자원

이 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새로운 텍스트를 마주하였을 때도 이해를 위한 자원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윌리엄 외(Williams et al., 2005)의 연구에서, 텍스트 구조 

특징을 학습한 학습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 집단과 달리 전략적 지식을 

새로운 텍스트 이해 맥락에서도 전이하여 적용하였다는 결과는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이 전이 가능성이 큰, 이해를 위한 인지적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을 뒷

받침한다. 

Ⅱ장에서 강연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텍스트 구조를 6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비교/ 조(compare/contrast), 문제/해결

(problem/solution), 인과 관계(causation), 시간적 순서(sequence), 나열(분류, 

collection), 그리고 기술(묘사, description)’이 그것이다. ‘비교/ 조’는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에 따라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구조이다. ‘문제/해결’은 중심 아

이디어를 문제와 해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응되는 아이디어를 서로 관련짓



는 구조이다. ‘인과 관계’는 중심 아이디어를 원인과 결과의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응되는 아이디어를 서로 관련짓는 구조이다. ‘시간적 순서’는 단계나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디어들을 연결 짓는 구조이다. ‘나열(분류)’은 

아이디어들을 범주화하는 구조인데, 통상적으로 열거의 형식이나 목록 형식으로 

범주화된다. 또한, ‘나열(분류)’은 ‘인과 관계’나 ‘비교/ 조’와 같은 다른 

구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묘사)’은 아이디

어를 중심 화제의 속성, 특성, 배경 정보 등의 정교화에 따라 관련짓는 구조이

다.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에 한 

내용이 명제적 지식의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정보 전달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이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텍스트의 일관된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Dymock, 2005). 텍스트 구조에 한 지

식은, 텍스트의 아이디어 단위들을 무질서한 정신 표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기억 마디(node)를 연결지어서 일관성 있는 정신 표상

을 구성하게 한다.32) 이러한 연결 짓기 과정은 더 나은 정보 처리와 이해로 이

어진다(Gouravajhala, 2017).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에 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보다 명시적으로 전달

하기 위하여 수형도나 도해 조직자와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시각적 표현은 정보들 간의 구조와 관계가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드러난다는 장

점이 있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 텍스트의 정보와 개념을 구체화 및 시각화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 및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annus & 

Hyona, 1999; Carney & Levin, 2002). 또한 텍스트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의 위상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효율적인 

32) 일관성 있는 정신 표상을 구성하게 하는 증거는, 정보 전달 텍스트의 구조와 특징을 

학습한 이해자가, 체로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회상을 시도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자들은 텍스트의 구조를 반영하여 회상을 시도하였으며, 상위 수

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더 많이 회상하였고, 텍스트의 구조와 특징을 학습하지 않은 이

해자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 단위를 회상하는 경향을 보였다(Meyer, Brandt, & Bluth, 

1980; Armbruster, Anderson, & Ostertag, 1987; Richgels, McGee, Lomax, & Sheard, 

1987; Carrell, 1992; 박혜영, 2001; Meyer & Poon, 2001, 2004; Ghaith & Harkouss, 

2003; Williams et al., 2005; Zarrati, Nambiar, & Maasum, 2014).



메모하기가 이루어지려면 이해 상이 되는 텍스트를 요약적, 압축적으로 메모

하여야 한다. 피올라 외(Piolat et al., 2005)는 압축적인 메모하기의 기법으로 

‘약어 지정, 구문 변형, 텍스트 형식화’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텍스트 형식

화’란 물리적인 메모 공간을 비선형(non-linear)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메모하

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되는 정보나 개념들을 연결 짓는 과정과 이해자 자신

의 재구성 방식이 관여하게 된다. 어린 학습자일수록 비선형적으로 메모하는 경

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Chang & Ku, 2015), 비선형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는 메모하기 전략 측면의 교육이 필요한데, 메모하기 전략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구조의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정보나 개념이 특정한 방식을 따라 구성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

게 하여 이후 메모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선형

적으로 나열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인 메모가 아니라, 각 정보의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서로 연결 지으며 메모하는 것이 효율적인 메

모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명제적 지식

을 전달할 때, [그림 Ⅲ-7]과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텍스트 구조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가 텍스트 구

조의 종류와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Ⅲ-7]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 

  

한편, 강연의 표현 특징 역시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하

게 하기 위한 인지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술하였듯이 강연은 

‘청중을 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므로 강연자는 정보의 효율적 전



달이나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적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

다.

강연자는 여러 텍스트 구조를 활용하면서 전달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

고 청중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담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담화 표지’란 말이나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시로, 강연 내용을 예고하거나 강조하거나, 여러 정보를 서

로 구별하거나 정리하거나, 청중이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하는 어구를 일컫는다. 강연을 듣는 청자가 강연자가 사용하는 이러한 

담화 표지들을 인지하며 듣게 되면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화 표지는 강연의 순서를 알리거나 각 국면의 중요한 

지점들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므로 청자가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강연 내용을 해당 강연 내용이나 강연 외의 지식적 측면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Flowerdew & Miller, 1997). 

그러나 담화 표지의 목록만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효용이 크지 

않다. 담화 표지에 더하여 상술한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이 함께 결부되어 

제공되어야 교육적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 메이어와 푼(Meyer & Poon, 2001)의 

연구에서, 담화 표지에 한 교육만 진행한 집단보다 담화 표지에 한 교육과 

함께 텍스트 구조 전략 교육을 진행한 집단이 더 높은 텍스트 이해의 정도를 보

였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담화 표지를 학습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강연의 

구조 특징을 파악하며 강연 내용을 이해할 때 더 큰 이해의 결과를 보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담화 표지와 관련된 내용을 명제적 지식의 

형식으로 전달함과 더불어, 텍스트 구조의 종류와 특징 및 담화 표지에 한 지

식을 바탕으로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에서 사용된 담화 표지의 종류와 기능, 담

화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텍스트 구조의 짜임 등을 분석하게 하는 활동이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연에서 강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제

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강연에는 일반적으로 교재 등에 실리는 정제된 텍

스트와는 달리 구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반영된다. 강연자는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거나 청중과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쌓기 위하여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강연 초반부에 던진 화두를 후반부에 풀어나가는 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청중을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혹은 준언어적 표현으로 강연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며, 말하기 상

황에서의 실시간적 정보 처리의 제약으로 인해 말을 머뭇거리거나 말했던 내용

을 번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연의 표현 특징을 앎으로써 학습자는 강연 텍스

트를 명확히 인지하여 강연의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처럼 문어 텍스트와는 달리 구어 텍스트에서는 핵심 주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지

는 여러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청중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거나 여러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구조 및 순서를 드러내는 표지어들이 사용되기도 한

다. 따라서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학습자는, 전달되는 정보들의 상 적 중요성

이나 강연의 구조를 식별하며 듣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능력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므로(van der Meer, 2012), 명시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강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표현상의 특징에 한 지식과 강연의 

내용을 조직하는 구조적 특징에 한 지식은 학습자가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식은 학습자가 강연의 아

이디어 단위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텍스트

에 한 혼잡하지 않은 정신 표상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강연 텍스트의 구조 특징이나 표현 특징을 아는 것이 곧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파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 

분석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강연 텍스트는 

음성 언어의 휘발성으로 인하여 문어 텍스트에 비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분석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처음에 강연을 문어 텍스

트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찾으며 텍스트 분석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 실제 강

연을 들으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석 활동

은 학습자가 학습한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중

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

로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Ⅲ-6>과 같다.



교육 목표
2.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강연의 세

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듣고 이해한다.

교육 내용 요소

· 강연 텍스트의 구조 특징 이해하기 

· 강연 텍스트의 표현 특징 이해하기

· 강연의 특징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파

악하며 듣기

<표 Ⅲ-6> ‘교육 목표 2’ 및 관련 교육 내용 요소 

  

다음으로, ‘교육 목표 3’은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하며 

듣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모하기에 필요한 전략적 측면의 지식이 

교육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강연을 들을 때 메모하기를 통해서 이해자

는 강연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혼잡하지 않은 정신 표상을 구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과정의 전제는 메모가 듣기 이해를 방

해하지 않고, 메모하기와 듣기 이해 간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활동 자체가 인지적 부담이 많이 요구되는 활

동이기 때문에(Piolat et al., 2005),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메모하기와 

관련한 전략적 측면의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학습자가 메모하기 활

동에 요구되는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인지적 가용 자원을 듣

기 이해의 측면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iewra, 1988). 

이를 위하여 우선,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고려하여 메모할 방법

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는 강연을 듣기 전 미리 강연의 내용을 예측

해 보면서 메모할 방법을 떠올릴 수 있고,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변경하면서 메모할 수 있다. 메모하는 방법은 강연 텍스트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와 관련되어 결정된다. 즉, 강연자의 수사적 전략이나 강연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연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을 고

려하고, 고려한 바를 메모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텍스트 구

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는 교수·학습을 통해 강연에서의 



수사적 전략과 구조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도해 조직자나 수형

도의 형태로 텍스트의 구조와 흐름을 학습한 학습자는,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메모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비교/ 조’의 구조는 ‘↔’와 

같은 기호를 적극 사용하며 표현할 수 있고, ‘분류/나열’의 구조는 강연의 내

용을 여러 연결선으로 연결 지으며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된 

메모는 강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텍스트 내용 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있는 내용

을 적극적으로 연결 지으며 메모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머릿속 텍스트 기반이 

구성될 수 있으며, 또한 구조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는 메모를 통해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 간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어 텍스트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다만, 교수·학습 과정에서 메모하는 방법과 관련된 지식은 학습자에게 점진

적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학습자로 하여금 비선형적으로 메모하게 

하는 것은 메모하며 듣는 활동이 익숙지 않은 학습자에게 많은 인지적 부담을 

주게 된다. 시각적으로 메모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는 미리 강연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반영한 비선형 메모 양식을 제공하고, 그 메모 양식에 맞추어 강연

을 들으면서 메모하게 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학습자 

스스로 비선형적인 양식으로 메모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인지적 부담을 줄이

는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강연의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과 비선형적으로 메모하는 것의 이점을 알게 되며, 구조화된 

메모의 상(像)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연 내용을 메모하는 위치는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정보들

을 한데 모아 놓는 방식으로 메모하며 결정된다. 즉, 강연의 구조와 흐름을 고

려하여 메모하는 방법이 결정되면 강연 내용을 메모하는 위치는 자연스럽게 결

정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강연의 전체적인 분량과 메모할 메모지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메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연의 분량이나 메모지의 크

기를 자칫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메모하지 못하게 되거나 관련 없는 정

보들을 두서없이 모아서 메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지점은 강연을 듣기 전 메모하기를 계획할 때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지점

이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받아적느냐는 측면에서의 메모하기 

전략적 지식에 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술한 메모 방법과 위치에 관한 

문제는 메모 양식 측면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받아적는지에 

한 문제는 메모 내용의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강연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은 

강연자가 사용하는 담화 표지나 수사적 전략 등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포착하는 것은 강연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특히 담화 표지는 강연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주요 내용을 식

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것이 곧 텍스트 이해 수준과 높은 상관이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Boyle & Forchelli, 2014).33) 담화 표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메모하면 강연의 주요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강연의 중심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여러 세부 내용을 함께 

메모하며 강연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강연의 내용을 ‘어떻게’ 메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강연의 내용을 

강연자의 표현 그 로 축어적으로 메모해야 할지, 혹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

하며 메모하거나 학습자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메모해야 할지, 즉 메모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어적인 메모는 텍스트 내용 이해 및 

회상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메모 방식으로 간주된다(Mueller & Oppenheimer, 

2014). 축어적인 메모가 요약하여 적기나 바꾸어 적기 방식의 메모에 비해 얕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 이해 및 회상을 증진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해자의 의식적인 개입 없

이 단지 텍스트의 내용을 그 로 메모하기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강

연의 내용을 축어적으로 메모하든 요약하여 메모하든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

어 메모하든 메모하는 방식 자체가 내용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기보

33) 보일과 포첼리(Boyle & Forchelli, 2014)에서는 ‘담화 표지’ 신 ‘단서 강연 포인트

(cued lecture poi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강연 포인트(lecture point)’란 강의에

서의 완결된 생각(idea)이나 정보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단서 강연 포인트’는 강연 

포인트 중에서 언어적으로 직접 드러난 단서 표지와 관련된 포인트를 의미한다(Boyle 

& Forchelli, 2014). 그러나 이는 용어의 차이일 뿐, 담화 표지와 단서 강연 포인트는 공

통적으로 강연의 내용을 예고하거나, 강조하거나, 강연의 흐름을 드러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표지어를 가리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맥락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두 용어

를 혼용하였다.



다는,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메모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위인지적

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메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

식과 판단이 개입하는지가 내용 이해 및 회상 증진과 직결되는 것이다. 효율적

으로 메모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판단의 개입 아래, 텍스트 내용을 ‘선

택’하거나 ‘요약’하거나 ‘일반화’하여 메모하는 것이다(Chang & Ku, 

2015). 그러므로 축어적인 방식으로 메모하더라도 텍스트 내용의 선택 과정에 

의식적인 인식과 판단이 전제된 경우라면 축어적 방식의 메모하기 역시 효율적

인 메모하기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메모하기의 방식과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한 바

를 바탕으로 메모하기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메모할 수 있게 견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중요한 개념어나 핵심어,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상

적으로 축어적인 방식으로 메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어적인 방식의 메모하

기가 인지적 자원의 사용에 덜 부담이 가는 방식이고 따라서 더 많은 내용을 메

모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중요한 개념어나 핵심어를 축어적인 방식으로 

메모하는 것은, 내용 이해 및 회상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 듣기 상황에서 강연의 

논지와 흐름을 따라가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 미터 외(Van Meter et al., 

1994)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억을 위해서라면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축어적인 

메모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축어적인 메모하기가 단지 성숙하지 못한 인식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관점과 다르게 학습 맥락에 한 상위인지적 인식이 

드러난 부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을 축어적인 

방식으로 메모하는 것은 더 많은 내용을 메모함으로써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과

정에서 강연의 아이디어 단위 간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치밀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강연 내용을 

이해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학습자 자신이 이해하기 수

월한 내용의 경우 요약하기나 바꾸어 적기와 같은 메모 방식을 활용하여 메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하기나 바꾸어 적기와 같은 메모 방식은 메모 과정에 

학습자의 인식과 판단이 축어적 방식의 메모하기보다 더 개입하게 되고, 이는 

상 적으로 더 깊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학습자를 유도한다. 또한 이러



한 방식의 메모하기는 강연의 내용을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

여 메모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도 이점이 된다. 

따라서 메모하는 방식에 관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축

어적인 방식의 메모하기와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방식의 메모하기의 특성을 

각각 명제적 지식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강연 텍스트 분석 활동과 강연 듣기 활

동을 통해 이러한 메모하기의 방식과 특성을 고려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34)

한편, 필요한 경우 텍스트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하는 것도 강연의 내용 이

해와 회상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각적 표현의 이점은 텍스트의 구조를 

표현하거나 텍스트의 아이디어 단위를 서로 연결 짓는 차원에뿐만 아니라, 강연

의 내용 자체를 그림이나 도식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특정 개념의 

구성 요소들을 그림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수치들의 변동 사

항 등을 그래프나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전달되는 여러 정보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제시할 수 있

다는 데서 이점이 있다(Carney & Levin, 2002). 또한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메모

하기를 통해 강연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

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Ⅲ-7>과 같다. 

34) 메모하기 방식과 관련되는 지점에서, 이혜정과 홍영일(2011)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들

의 강의 노트 필기에는 ‘말성’과 ‘글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들 연

구에 따르면 성적 우수 학생들은 강의 당시의 1차 필기에는 수업 맥락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구어적 속성을 살리는 필기를, 이후 학습과 복습 시에는 내용의 구조화나 요약

과 관련되어 문어적 속성을 살리는 필기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메모하기 측면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단일한 메모하기 방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메모하기 방식과 특성을 고려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교육 목표 3.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하며 듣는다.

교육 내용 요소

·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고려하여 메모

할 방법과 위치 생각하기

· 메모하기의 방식과 특성 이해하기

· 메모하기의 방식과 특성 고려하여 메모하기

· 담화 표지가 드러나는 지점들을 듣고 메모하기

· 강연 텍스트의 구조를 바탕으로 메모하기

· 강연 텍스트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메모하기

· 강연의 내용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비선형적으로 

조직하여 메모하기

· 필요한 경우 텍스트 내용을 시각화하여 메모하기

<표 Ⅲ-7> ‘교육 목표 3’ 및 관련 교육 내용 요소 

마지막으로, ‘교육 목표 4’는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메모 내용을 이전 텍

스트나 메모와 연결 지으며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

로 강연을 듣는 동안 메모한 내용을 듣고 있는 내용과 연결 지어 적극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 내부의 의식적인 정보처리와 관

련되는 지점으로서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도 관

련된다. 강연 듣기와 메모하기는 모두 생성적 처리 과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 간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

하다. 단순히 강연의 내용을 메모지에 옮겨 기록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강연 듣기 중의 메모하기를 통해 강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내용

을 더 많이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의

식적인 인식과 판단의 개입이 요구되며, 교수·학습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견지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러한 과정에 어려

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요인별 측면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함께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Ⅲ-8>과 같다.



교육 목표
4.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메모 내용을 이전 텍스트나 메모

와 연결 지으며 이해한다.

교육 내용 요소
· 메모에서 관련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연결 짓기

· 메모한 내용을 듣고 있는 내용과 연결 지으며 이해하기

<표 Ⅲ-8> ‘교육 목표 4’ 및 관련 교육 내용 요소 

4)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방법의 설계

(1)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방법의 

    설계 원리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기를 할 때, 단

지 ‘메모하면서 강연을 들어라’와 같은 지침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일련의 

교육 내용 요소들을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

요하다는 의미이다. 브라운(Brown, 2005)은 메모하기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명시적인 메모하기 형식에 한 설명, 메모하기 형식에 한 

방법적 지식의 적용 방법에 한 안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메모하기 모델링 

제공, 비계 제공을 통한 학습 경험 유도, 배운 지식을 독립적 학습 상황에서 적

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에게 메모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보일과 포첼리(Boyle & Forchelli, 2014)

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메모하기에 한 명시적인 가

르침이 메모의 질과 양 두 측면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 연구

의 결과는 메모하기 관련 지식은 명시적으로 학습자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효과

적임을 시사한다. 

특정 지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표적인 교육 방법으로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과 현시적 교수법(explicit instruction)이 있다. 이러한 교

육 방법은 교수자 위주의 지식 전달 일변도의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효과적이지 못한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명제적, 방법

적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역시 정해진 교수·학습 차시 이내에 학습자에게 교육 내

용 요소를 전달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교육 방법의 체계

로 현시적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현시적 교수법은 직접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교수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전

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둘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직접 

교수법은 교수자의 권위를 중시하여 정해진 내용이나 방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

고 그것을 익히도록 하는 데 강조점을 두지만, 현시적 교수법은 교수자가 학습자

에게 내용이나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것에 더하여, 어떠한 기능이나 전략을 직접 

시범 보임으로써 명시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인지주의적 접근법을 취한다. 

또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활동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최종적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한 바를 스스로 익히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earson & Dole, 1987; Fialding & Pearson, 1994). 현시적 교

수법은 “인지 과정을 현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의 독해 기능에 한 학습

을 명료하게 하기” 때문에(최지현 외, 2009: 167), 주로 읽기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나, 강연 듣기 역시 강연 텍스트를 듣고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

게 되므로 현시적 교수법의 원리를 원용하여 메모하며 듣기 교육 방법의 설계 원

리로 적용할 수 있다. 

현시적 교수법에서는 ‘책임 이양 원리’가 핵심이 된다. 책임 이양 원리는 

현시적 교수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할 때 견지해야 할 원리로, 처음에 

교수자가 구체적인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

도록 견인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교수자에게 있던 학습의 책임이 점진적으로 학

습자에게 옮겨 가는 과정인 것이다. 메모하며 듣기는 강연 텍스트를 듣고 이해

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과 더불어, 무엇을 어떻게 메모할 것인가에 한 인지

적 판단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이므

로, 학습자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익히고 적용하여 메

모하며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수자는 교수·학습 과



정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해야 한다. 

이는 듣기 교육에서 방법적 지식과 관련된, 행동이나 전략을 교수·학습하는 국

면에서 교수자의 원리 제시나 학습자의 자기화 학습을 강조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최지현 외, 2009: 126). 학습자는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메모하며 강

연 듣기에 필요한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으며, 

자기화 학습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스스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활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점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시적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현시적 교수법이 적용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 요소를 익힐 수 있도록 하

는 비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교수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고만 해서 교수·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교육 내용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종훈(2005)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목표의 관계를 [그림 Ⅲ-8]과 같이 설정하였다. 박종훈(2005)은 교

육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교육 방법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 배워 해

당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시적 교수법이 적용된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역시 해당 논의의 교육 방법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는 앞서 설정한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Ⅲ-8] 국어과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목표의 관계 (박종훈, 2005) 



한편, 다음의 [그림 Ⅲ-9]는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의 체계와 

과정이다. 먼저, 현시적 교수법이 적용된 교수·학습의 일반적인 실현태가 어떠

한지를 단계별로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시범 보이기

→

←

교사 유도 활동 

및 강화

→

←

학생 독립 활동

→

적용

· 동기 유발하기

· 지식이나 기

능을 제시하기

· 교수자의 시

범 보이기

· 교수자가 학습

자와 함께 기능 

및 전략의 적용 

방법 탐색 및 연

습하기

· 언제, 어떻게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지 

학습하기

· 학습자 이해 

여부 확인하기

·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

하기

· 교수자의 피드

백 제공

· 반복적인 활동 

수행을 통한 강화

· 학습한 바를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독립적으

로 적용해 보기

[그림 Ⅲ-9]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의 체계와 과정 

현시적 교수법의 일반적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시범 보

이기’ 단계에서는 교수·학습에 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 내용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이해의 인지적 과정을 학습자에게 현시적으로 보여준다. ‘교사 유도 활동 및 

강화’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능 및 전략의 적용 방

법을 탐색하고, 탐색한 바를 바탕으로 연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제, 어떻

게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스스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학생 독립 활동’ 단계에서는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때 교수자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자가 올바르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학습 내용의 강화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 요소를 실제 텍스트에 독립적으로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이때, 시범 보이기 단계에서 학생 독립 활동 단계까지의 과정은 선형적이라기

보다는 순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각 

단계를 넘나들며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가령, 시범 보이기 단계 이후에 

바로 학생 독립 활동 단계로 넘어가거나, 혹은 교사 유도 활동 및 강화 단계와 

학생 독립 활동 단계만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

된 현시적 교수법의 핵심이 제 교육 내용 요소를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견

인하는 데 있으므로, 각 단계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 방향으로 

설정한 과정 중심의 점진적·절차적 접근과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지식을 반복적인 활동의 수행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상술하였듯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동은 지식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게 하

는 비계가 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에 따라 마련된 교

육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것은, 학습의 

책임이 점진적으로 학습자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메모하며 듣기의 전 

과정을 곧바로 정확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교수자는 일련의 과정을 분절

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가 제 내용 요소를 점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견인하여

야 한다. 이에 교수자는 시범 보이기 단계부터 학생 독립 활동 단계까지 순환적

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습자가 메모 전, 중, 후 단계에 필요한 지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비계가 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제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 그 일반적인 원리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며,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상(像)을 그

릴 수 있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에서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한 지식이 온전히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형화한 현시적 교수법 체계와 

과정에 따른 메모하며 강연 듣기 교수·학습 과정은 <표 Ⅲ-9>와 같다.

현시적 

교수법 

체계와 

과정

시범 

보이기

→

←

교사 유도 

활동 및 

강화

→

←

학생 독립 

활동
→ 적용

메모하

며 강연 

듣기 

교수·

학습 

과정 

메모 전

→

⑦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과정에 

따라 

자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① 다양한 기호와 약어의 준비 및 사용을 위한 

활동
메모 중

② 텍스트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 증

진을 위한 활동

③ 텍스트의 주요 내용 및 담화 표지 파악하기 

활동

④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메모로 표현하는 활동

⑤ 인지적 부담 경감을 위한 비계로써 조직된 

메모 양식에 맞춰 메모하는 활동
메모 후

⑥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 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을 통한 상위인지의 촉진을 위한 활동

<표 Ⅲ-9> 현시적 교수법 체계와 과정에 따른 메모하며 강연 듣기 교수·학습 

과정

(2)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방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방법은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

된 현시적 교수법 체계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35) 해당 방법 

35) 보일(Boyle, 2010)은 효과적인 메모하기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메모하기 전략과 관련



설계 원리의 핵심은 교수·학습 전반의 과정에 거쳐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

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 교육 내용 요소들을 

학습하게 하는 데 있다. 교육 내용 요소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하여 교수자는 교

수·학습 전반의 과정에 거쳐 학습자에게 비계가 되는 활동을 제공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항에서는 현시적 교수법 체계와 과정에 따른 메모하며 듣

기 교수·학습 과정을 모형화한 <표 Ⅲ-9>에 따라,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는 구

체적인 활동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은 메모 전, 

중, 후 단계에 따라 제시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따라 활동

을 수행하면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① 다양한 기호와 약어의 준비 및 사용을 위한 활동 

본격적으로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

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기호와 약어를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관련된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메모하면서 강연을 듣는 과정은 한 편

의 글을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듣

기 이해와 메모하기 간에 인지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메모하기가 요구된다(Piolat, et. al., 2005; Bui & Myerson, 2014; Kim, 

2018). 이를 위하여 다양한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메모하

기를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김동규, 2008). 

적재적소에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며 메모하면 모든 단어를 메모하기보다는 

몇몇 아이디어 단위를 압축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되므로 짧은 시간 동안 상

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메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덜랜드 외(Sutherland et al., 

한 내용 요소를 학습하면서 교수자의 도움으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어 그 

전략들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과 궤를 같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자기 조절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2)는 학생 부분이 기호와 약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김혜연(Kim, H. Y., 2018)은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

이 필기할 때 사용한 표지(marker)의 양이 학업 성취 결과와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의 관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선행 연구에서 유용한 메모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메모의 ‘양’이나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기호나 약어의 사용을 통해 드러

나는 ‘표현’에도 주목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Chang & Ku, 2015), 이러

한 논의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를 수행할 때 기

호와 약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

한다.

그러나 어린 학습자일수록 메모지에 체로 텍스트의 내용을 그 로 ‘기

록’하는 양상을 보이며, 메모를 이해 과정의 도구로 삼는 양상이나 적극적으로 

기호나 약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Hidi & Klaiman, 1983; Yokoi, 

1998; Rankin, 199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등학교 학습자들은 체로 메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Yokoi, 1998; Brown, 2005). 

즉, 단지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것에만 치중할 뿐, 어떻게 효율

적으로 메모해야 하는지에 한 지식이 부족하여 메모하기를 통한 이해 증진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모하기 측면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기호와 약어를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효과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약어나 기호 등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약어나 기호도 생각해봅시다.

약어/기호 해당 약어/기호의 기능 약어/기호 해당 약어/기호의 기능

⇒
화살표 앞과 뒤의 내용
이 원인과 결과, 혹은 
선후 관계임.

↔ 서로 상반되는 두 내용
을 표시함.

ex), 예) 예시를 드는 내용을 알
려줌. ↑, ↓ 어떤 수치나 개념이 상

승/하강함을 표시함.

※, ☆ 중요한 핵심 단어나 개
념을 강조함.

연결선
( ━ )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하
위 항목들을 연결함. 주
로 ‘분류/나열’의 구조에
서 사용함.

[그림 Ⅲ-10] 다양한 기호와 약어의 준비 및 사용을 위한 활동

[그림 Ⅲ-10]은 다양한 기호와 약어의 준비 및 사용을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

은 학습자가 메모하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와 약어의 예시를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기호와 약어를 고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기호와 약

어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메모하기를 위해서는 기

호나 약어가 적극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36) 이때, 기호와 약

어의 예시만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호와 약어의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는 기호와 약어의 기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

36) 메모하기 관련 단행본들은 주로 업무 분야에서의 효율적 메모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메모를 위하여 기호나 약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

고 있었다. 가령, 사카토 켄지(2002/2003: 56-57)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약어를 고안

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고, 조병천(2009: 78-83)에서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자

주 사용하는 핵심 어구를 두문자를 딴 약어로 치환하여 메모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혼다 나오야(2002/2003: 102-105)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로, ‘순서의 표시’

는 ‘→’로 표현하는 등 직관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중요 내용을 표시할 것을 권장하

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메모할 때 자주 사용될 수 있는 기호나 약어의 예시를 학습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인 메모하기를 위한 비계로 작용할 수 있다.



연 텍스트의 특정 내용에 걸맞은 기호와 약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메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호와 약어는 강연 내용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의 과정에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할 때 

명제 간 관계를 형성하여 거시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기본적으로 메모는 개인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해자 본인에게만 유

용한 방식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Van Meter et al., 1994). 이러한 메모의 특

징은 기호와 약어의 사용에도 적용되므로 학습자에게 기호와 약어의 예시를 제

공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기호 및 약어와 그 기능이 어떠한 경우에서나 서로 

일 일로 응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기

호와 약어의 예시가 학습자에게 절 적인 규준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강연

의 내용을 기호와 약어를 사용하면서 메모할 때 메모하기를 통한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학습자의 인지적인 인식과 판단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학습자가 기호와 약어의 예시를 기계적으로 익혀 활용하게 하기

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메모할 때 어떤 기호나 약어가 사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

하고 스스로 기호와 약어를 고안해보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의 보편적인 메모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

호와 약어의 예시를 제공하되, 상위인지적 판단과 인식을 중시한 교육 설계의 

방향에 근거하여, 학습자 스스로 기호와 약어를 고안하고 사용하게 하도록 활동

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활동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예시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텍스트를 어떤 약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메모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향

으로 학습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고안한 기호 및 약

어는 학습자 개인에게 더 의미 있는 표상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습자가 보다 적

극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텍스트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 

다음으로, 메모 중 단계는 본격적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활동이 수행되는 

단계이므로 이에 필요한 듣기 이해와 메모하기 측면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강연의 세부 내용



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연은 청중을 상으로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거

나 설명하는 말하기이므로 강연자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달하거나 설

명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강연하는 내용을 특정한 텍스트 구조

로 짜임새 있게 조직하곤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면서 내용

을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연을 듣는 이해자의 입장에서는 강연자가 사용하

는 텍스트 구조와 표현 특징에 해 명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강연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보다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현 특징과 관련해서는 강연에 사용될 수 있는 표현 특징들을 이해하고 실

제 강연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서 사용된 표현 특징을 탐색해 보도록 활동이 구

성될 수 있다. 구조 특징과 관련해서는 강연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별도의 강연 텍스트를 보고 해당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연 텍스트의 텍스트 구조를 수형도 형식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은 메모하기와 듣

기 이해 간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해자가 듣

고 이해한 바는 정신 표상으로 구성되는데, 텍스트 구조의 수형도 형식은 이해

자의 정신 표상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정환, 2010). 따라서 강연 텍스

트 구조를 수형도 형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텍스트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신 표상과도 연결되어 메모하기와 듣기 이해 간의 

선순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수형도 형식으로 

텍스트를 표현하는 활동은 강연 듣기에서 구조화하여 메모할 수 있게 하는 자원

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아래 [그림 Ⅲ-11]은 텍스트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의 예시이다.



◎ 위 강연의 표현 및 구조 특징을 파악해 보고, 강연을 구조화하여 나타내 

봅시다.

강연의 
표현 
특징

· 매체에 나타나는 (               )을 중심 화제로 삼아 강연
을 진행하고 있다.
· (                       )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차별
적 표현을 유형화하고 있다.
· ‘자, 잘 이해하셨죠?’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집중을 유
도하고 있다. 

강연의
구조 
특징

· (             )의 방식을 사용하여 차별적 표현의 유형과 사
례를 구조화하고 있다.
· 차별적 표현을 (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례를 들면서 내용
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Ⅲ-11] 텍스트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

[그림 Ⅲ-11]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강연 텍스트의 표현 및 구조 특징

을 탐색하고 텍스트 구조를 수형도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강연에서 사

용될 수 있는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며 듣는 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③ 텍스트의 주요 내용 및 담화 표지 파악하기 활동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에 한 이해에 터하여 학습자는 강연 텍스

트에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별하여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왜



냐하면 궁극적인 이해가 텍스트 기반 구성을 바탕으로 상황 모형을 구성하는 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텍스트 기반이란 명제 간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미시구조와 더불어 그러한 미시구조가 총체적으로 조직된 거시구조로 

구성된다(Kintsch & Rawson, 2005).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 기반은 텍스트의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전체로서 형성된다(Kintsch, & van Dijk, 1978). 따라

서 텍스트의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이 텍스트 이해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이해자는 강연 텍스트를 듣고 메모하며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어린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고는 있

지만, 부분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

다.37) 때문에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연을 듣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활동은 주요 내용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강연 텍스트의 

전사본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자

는 학습자로 하여금 강연 텍스트 전사본을 읽으면서 텍스트의 주요 정보에 표시

해보고, 그 정보에 표시한 이유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리고 이 활동에 텍스트에 사용된 담화 표지를 파악하는 활동도 함께 결부될 수 

있다. 텍스트의 담화 표지는 강연의 각 국면의 중심 내용을 알리는 단서가 되므

로, 담화 표지가 제시되는 지점의 내용은 강연의 주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강연 텍스트 전사본을 읽으면서 텍스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때, 담화 표지와 그 역할까지 고려하는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Ⅲ-12]는 텍스트의 주요 내용 및 담화 표지 파

악하기 활동이다. 

37) 브라운(Brown, 2005)은 7학년 학습자들 부분이 자신들이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잘 

식별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2% 정도의 학습자만이 중심 내용을 찾아 메모하

였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부분 학습자가 메모한 전체 아이디어 단위의 수도 극히 

적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아이디어 단위

의 식별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를 거의 메모하지 못하

였음을 보여준다.



◎ 강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담화 표지’에 동그라미를 쳐 봅시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단어가 강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어봅시다.

 ◎ 윗글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

이라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을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그어 봅시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밑줄 그은 이유를 적어봅시다.

동그라미 친 
단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   ⇒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   

[그림 Ⅲ-12] 텍스트의 주요 내용 및 담화 표지 파악하기 활동

[그림 Ⅲ-12]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파악하고 그 기능에 해 인식할 수 있게 되며, 파악한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강연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잘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히 강연 텍

스트의 주요 내용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주요 내용으로 파

악했는지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결부함으로써 학습자는 강연의 어느 부분을 왜 

주요 내용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한 상위인지적인 인식을 기를 수 있다. 이



러한 인식은 학생 독립 활동 단계에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

으며, 내면화된 지식은 적용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④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메모로 표현하는 활동

강연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통한 내

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없다. 파악한 강연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메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파악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메모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메모하기 측면의 전략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을 메모로 표현할 때 메모하는 방식에는 ‘축어적(verbatim) 메

모’와 ‘요약하기’ 메모, ‘바꾸어 적기(paraphrasing)’ 메모가 있다. 축어적 

메모는 강연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 로 메모하는 방식이고, 바꾸어 적기 메모는 

이해자가 자신의 표현으로 개인화하여 메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요약하기 메

모는 강연의 핵심 어구를 위주로 메모하는 방식으로서 축어적 메모와 바꾸어 적

기 메모의 성격이 모두 반영되는 메모인데, 축어적 메모 방식보다는 인지적 개

입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로 바꾸어 적기 메모 방식에 포함되어 함께 논

의되었다.

이때, 바꾸어 적기와 같이 이해자가 자신의 표현으로 개인화하여 메모하는 방

식이나 핵심 어구를 위주로 요약하는 방식의 메모하기가, 텍스트의 표현을 그

로 메모하는 축어적 메모 방식보다 더 나은 이해와 관련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

다(Mueller & Oppenheimer, 2014). 이러한 논의는 텍스트를 글자 그 로 메모하

는 방식은 얕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해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못

한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강연 텍스트를 그 로 메모하는 방식이 더 

나은 이해와 관련된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Bui et al., 2013), 이는 축어적인 메

모 방식이 인지적 자원의 사용에 덜 부담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텍스

트의 정보를 메모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가용 자원을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높은 이해의 



수준으로 추동하게 된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고려할 때 특정한 메모하기 방식만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

며, 메모하는 방식 자체보다는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이해자의 의식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는 메모하기의 다

양한 방식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각각의 메모하기 방식이 적절한 경우를 판단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축어적으로 메모하는 방식은 인지적으로 

덜 부담 가는 방식이므로 강연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 단어 및 표현을 이해할 때 사

용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요약하기 메모 방식이나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메모

하는 방식은 상 적으로 더 깊은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강연을 들으면

서 이해하기 수월했던 지점을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메모하고자 할 때 적합하

다. 이러한 지점에 하여, [그림 Ⅲ-13]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어떠한 메

모하기 방식이 어떠한 경우에 더욱 적합할지를 상위인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메모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의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메모하기를 통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

상 증진의 효과를 잘 발생시키게 한다. 



 ◎ 강연의 내용을 메모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메모 

방식이 어떤 조건에서 유용할지 생각해봅시다.

  · ‘자연 이용’, ‘군사 + 행정’은 원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단어를 그대로 
메모한 것이다. 반면 ‘효율성 추구’, ‘다양한 기능’은 자신만의 표현을 활용하
여 원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반화하여 메모한 것이다. 가능한 메모하기 
방식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메모할 수 있다.

강연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메모하는 방식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거나 요약하여 
메모하는 방식

·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적인 단어 
및 표현을 알 필요가 있을 때
·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
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때

·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때
· 듣고 나서 이해가 잘 된 내용을 효
율적으로 적을 때
·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메모할 때

원문 내용 메모 방식
우리나라 성곽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였다는 점이에
요. 우리 조상들은 불필요한 낭비와 
수고를 줄이기 위해 주변 지형을 지
혜롭게 이용하여 성곽을 지었답니
다. 두 번째 특징은, 군사 기능과 행
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 성곽도 있었
다는 점이에요.

[그림 Ⅲ-13]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메모로 표현하는 활동

 

⑤ 인지적 부담 경감을 위한 비계로써 조직된 메모 양식에 맞춰 

   메모하는 활동

현실적으로 강연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할 수는 없으므로, 텍스



트의 주요 내용을 메모함과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메모하

는 것이 효율적인 메모하기이다. 텍스트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는 이

해자의 머릿속 정신 표상과 형태적 연관성을 갖는다.38) 머릿속 정신 표상과 메

모의 형태가 닮아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메모할 때, 보다 혼잡하지 않

은 텍스트 기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온전한 상황 모형 구성으로까

지 추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강연을 들을 때 메모하기를 통

해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메모지에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두서

없이 메모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한 체계를 갖춘 채 메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숙한 학습자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메모하기가 어렵다. 부분의 

미숙한 학습자는 줄글 형식과 같이 선형적(linear)으로 메모하는 경우가 많다

(Kiewra, Colliot, & Lu, 2018). 학습 맥락에 따라서는 선형적인 양식으로 작성되

는 메모가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39) 이러한 양식은 텍스트의 아이디

어 단위 간 결합이 모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머릿속 정신 표상과 형태적 연관

성이 떨어지므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기를 고려할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양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메모할 수 있

도록 시각적으로 조직된 메모 양식이 비계로써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비선형적(non-linear)인 메모 양식을 학습자에게 제공

한 뒤 절차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

38) 오정환(2010)에서는 중학생 학습자를 변인별로 구분한 뒤 집단별로 읽기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이후 회상 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머릿속 상황 모형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은 집단에 관계없이 머릿속 상황 모형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 수형도나 

머릿속 지도 그리기(mind-map)와 같은 방식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보편적 경향을 

보였다. 즉, 텍스트의 핵심 표지나 상위어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뒤 이와 관련된 여러 

하위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념 지도를 구축해 나간 것이다(오정환, 2010: 91). 이

는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표상되어 구조화된 상황 모형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의 양

상과 유사함을 방증한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 역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

지 약어나 기호가 사용되어 그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모이기 때문이

다.
39) 부이와 마이어슨(Bui & Myerson, 2014)은 최근 학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필기가 손 

필기보다 많아진 학습 맥락을 지적하면서, 학생 집단을 손 필기를 하는 집단과 컴퓨

터 필기를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어느 집단이 더 높은 강의 이해력을 보이는지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 필기 집단이 더 높은 강의 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컴퓨터 필기 집단이 작성한 메모가 손 필기 집단이 작성한 메모보다 선형적인 양식

으로 축어적인 필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도가 있었다(Kiewra, 1989; Brown, 2005; Castelló, & Monereo, 2005; Boyle & 

Forchelli, 2014; Bui & McDaniel, 2015). 비선형적인 메모 양식으로는 표적으로 

개요(outline) 양식이나 격자(matrix) 양식이 존재한다. 개요 양식의 메모는 텍스

트의 전체 내용에 응되는 개요를 중심으로 메모하는 양식이고, 격자 양식의 

메모는 텍스트의 중심 화제가 씨실과 날실 모양으로 펼쳐져 구성되어 각각의 지

점에 응되는 내용을 메모하는 양식이다. 개요 양식은 이해자가 구조적으로 구

축해야 할 거시명제를 선행 조직자로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격자 양식은 텍스트

의 중심 화제가 선행 조직자로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텍스트 이해를 수월하게 한

다. 선행 조직자로서 제공된 각각의 메모 양식들이 이해에 필요한 인지적 부담

을 줄여 텍스트의 완전한 정신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Meyer, 1983; Hidi, 1990; Katayama & Robinson, 2000; Bui & McDaniel, 2015). 

한편, 부이와 맥다니엘(Bui & McDaniel, 2015)은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구분한 뒤, 각각의 학습자 집단을 둘씩 

나누어 한 집단에는 읽기 텍스트와 함께 개요 양식의 선행 조직자를, 다른 집단

에는 읽기 텍스트와 함께 삽화가 있는 다이어그램 양식의 선행 조직자를 제공한 

다음, 집단별로 텍스트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요 양식의 선행 조

직자는 정신 표상 구성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에게만 텍스트 이해 향상의 효과

가 있었으며, 삽화가 있는 다이어그램 양식의 선행 조직자는 정신 표상 구성 능

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즉, 정신 표상 구성을 어려워하는 학

습자에게는 삽화가 있는 다이어그램 양식의 선행 조직자가 보다 일관된 정신 표

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각적인 형식으로 제공되는 선행 

조직자가 그렇지 않은 선행 조직자에 비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도

움이 됨을 시사한다. 정신 표상 구성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정신 표상은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 각각의 수준에 걸쳐 단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Bui & 

McDaniel, 2015), 시각적 형식의 선행 조직자는 단편화되어 나타난 정신 표상을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시각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메모 양식을 학습자에게 비계로써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

지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강연 텍스트의 정보를 처리할 인지적 공간을 만들어서

(Sweller & Chandler, 1991), 학습자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조직된 양식으로 메모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강연 텍스트에 한 이해와 회상의 정도

도 증진시킬 수 있다. 

◎ 아래 메모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을 구조화하며 메

모한 것입니다. 빈칸에 단어나 기호를 채워 가면서 강연을 들어봅시다. 그리

고 이 메모에서 효율적으로 메모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들을 찾아봅시다.

[그림 Ⅲ-14] 인지적 부담 경감을 위한 비계로써 조직된 메모 양식에 맞춰 

메모하는 활동 

 

[그림 Ⅲ-14]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 경감을 위한 비계로써 조직된 메모 양

식에 맞춰 메모하는 활동의 예시이다. 시각적으로 조직된 메모를 학습자에게 비

계로 제공하여 주어진 양식을 따라 메모하게 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의 상을 익힐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강연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어

떻게 메모하여야 하는지에 한 인식도 기르게 한다. 미숙한 학습자일수록 텍스

트의 주요 정보와 피상적인 정보를 구별하며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데(Williams 

& Eggert, 2002, Brown, 2005), 선행 조직자로서 위와 같은 메모 양식을 제공하

는 것은 학습자가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식별하여 메모하기를 실제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제공하는 비선형적 메모 양식은 일부가 빈칸(blank)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 이는 빈칸의 내용을 채우면서 강연을 듣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교

수·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학습자를 유도하는 단서 효과(cuing effect)를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을 한다(Lee et al., 2008; Kim, 2018). 학습자는 강연의 흐름에 따라 메모의 빈칸

을 채우며 강연을 듣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메모가 효율적인 메모인지에 

한 인식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조직하여 메

모하는 방식을 익힘으로써 텍스트에 한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계를 제공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 스스로 비선형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메모 일부가 빈칸으로 

처리된, 시각적으로 조직된 메모 양식을 비계로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견인하여야 한다. 학습자

에게 독립적인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은 메모

하기의 교수·학습 측면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도 적용해 온 효과적인 방법이

다(박선미, 2003; Brown, 2005; Boyle & Forchelli, 2014).

⑥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 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을 통한 

   상위인지의 촉진을 위한 활동

메모하며 강연 듣기가 끝나면 일련의 메모하며 듣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 

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을 통한 상위인지의 촉진을 위한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통해 깊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려면 이해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서의 참여가 요구된다(Kiewra, 1988). 이는 

단순히 강연 텍스트의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해드윈 외(Hadwin et al., 

1999)는 학습자의 작업 기억 능력이나 배경 지식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메

모하며 듣기 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을 듣기 전부터 지닌 개인적인 특성이므로 단기간의 교수·학습과 같은 교

육적 처치를 통해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방법으로는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

이 요구된다. 

키에라(Kiewra, 1988)는 메모하기 교수·학습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전략의 중요성에 한 인식’, ‘언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지식’, ‘전략 적용에 한 학습자의 자기 점검’이라고 하였다. 이때, ‘전략

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명제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지식’이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전략 적용에 한 학습자의 자기 점검’은 이러한 지식을 실

제 메모하며 강연 듣기 활동에 적용하고 점검함으로써 지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상위인지적 측면의 성격을 띤다. 학습자의 전략적 행동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다

양한 독립적인 상황에서 학습한 바를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전략을 적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상위인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은,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의 최종 목표가 학습자가 배

운 바를 독립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적용’해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

는 것과 맞닿아 있다.

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상위인지는 자기 조절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

념이며, 상위인지와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메모하며 듣기의 과정은 고도로 인지적인 과정인바, 상위인지가 관

여하는 부분이 크다(Altemeier et al., 2006).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과정은 강연 

텍스트 내용에 주의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주요 정보를 식별하고 무엇을 어떻게 

받아적을지를 결정하는 순환적 과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상위인지적 인

식과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Boyle & Forchelli, 2014; Ajir & Asgari, 2018). 따라

서 일련의 과정에 하여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 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메모하며 듣기에 있어 학습자가 자기 이해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류성기, 2010; Kiewra, 1988; 



Faber et al., 2000; Boyle, 2001; Boyle & Forchelli, 2014),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

한 활동을 제시하였다(Castelló & Monereo, 2005; Dymock, 2005; Lee et al., 

2008). 가령, 카스텔로와 모네레오(Castelló & Monereo, 2005)는 메모하기 전략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 후반부에 학습자 스스

로가 메모한 정보에 하여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메모를 조직했는지, 자신들의 의문점을 메모에 반영했는지, 

여러 텍스트로부터의 내용을 적절하게 통합했는지가 그것이다. 

리 외(Lee et al., 2008)에서는 학습자가 메모할 때 정보들을 조직하는 것과 새

로운 정보와 학습자가 지닌 배경 지식 간의 결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위인지

적 전략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텍스트에 한 내용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인지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이목(Dymock, 2005)은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텍스트에 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모델로 ‘CORE’ 모델40)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Reflect’ 단계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 자신들이 사용한 전

략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자신들이 사용한 전략을 

메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상위인지를 촉진하고,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비록 ‘CORE’ 모델은 설명적 텍스트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메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수·학습 모델이지만,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조화된 메모의 형태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 학습자가 자신들의 교수·학습 과정

40) 다이목(Dymock, 2005)의 ‘CORE’ 모델은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인 

‘Connect’는 학습자가 아는 바를 텍스트의 화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

서 교수자는 학습자를, 배우고자 하는 텍스트의 내용과 그 텍스트의 구조에 연결 지어

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인 ‘Organize’는 텍스트의 구조를 명시적으

로 가르치는 단계이다. 이때,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 

구조를 명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이해와 기억을 돕는다. 세 번째 

단계인 ‘Reflect’는 ‘우리가 오늘 분석한 텍스트의 구조는 어떠한가?’, ‘왜 우리가 

이 구조의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는가?’와 같이,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 

자신들이 사용한 전략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Extend’는 

학습자가 배운 바를 다른 텍스트에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전이하는 단계

이다.



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내재화 및 

학습의 전이를 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아래 점검표에 응답하면서 나의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점검해 봅시다. 

또한 나의 메모를 친구의 메모와 비교해 봅시다. 누구의 메모가 더욱 효율

적이라고 생각되나요? 

점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매우 
아니다

Q1.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가
치와 기능을 이해하였나요?
Q2. 강연의 구조 및 표현 특
징을 고려하면서 듣고 메모
하였나요?
Q3. 강연의 흐름을 알려주는 
담화 표지나 어구에 주목하
며 듣고 메모하였나요?
Q4.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
부 내용을 메모하였나요?
Q5. 메모하는 방식을 이해하
고 고려하여 사용하였나요?
Q6. 메모를 효율적으로 하도
록 여러 기호나 약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나요?
Q7. 메모가 구조화될 수 있
도록 노력하며 메모하였나
요?
Q8. 메모하는 것에만 급급하
지 않고 메모하면서 강연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나요?

[그림 Ⅲ-15]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에 한 자기 이해 및 점검을 위한 자기 

점검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여, 학습자가 [그림 Ⅲ-15]와 같

은 자기 점검표를 통하여 메모하며 강연을 듣는 일련의 과정에 하여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자기 점검표에 제시된 각각의 문항

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내용 요소를 토 로 작성되었다. 

해당 내용 요소들은 본 연구의 교육 목표의 하위 요소이며, 각각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과정에 한 판단과 점검을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

로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

는 자기 점검표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메모하며 강연 듣기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상위인지의 발달이 추동될 수 있다. 상위인지

의 발달이 학습 전략의 적극적인 발전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바(Makany et al., 

2009), 학습자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 내용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자기화할 

수 있도록 자기 점검표를 통한 자기 이해 및 점검 활동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⑦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에 따른 교수·학습은 교육 내용 요

소를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습의 

책임이 전이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Ⅲ-9>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모형화한 바와 같이, ‘시범 보이기’ 단계부터 ‘학생 독립 활동’ 단

계까지를 오가며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 메모 전, 중, 후 단

계별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와 관련된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는 학습의 책임이 전적으로 학습자에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습한 바를 새로

운 상황에 독립적으로 적용해 보게 하는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 전반을 실제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함으

로써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활동은 [그림 Ⅲ-16]과 같이 학습자가 메모 전, 중, 후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먼저 메모 전 단계와 관련하여, 기학습한 전략적 

요소를 떠올리며 메모하기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

자는 메모하기 측면에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나 약어에는 무엇이 있는

지, 어떠한 양식으로 메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

다. 또한 강연 텍스트 측면에서 강연의 주제나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주제나 

내용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지, 강연과 관련하여 배경 지식 정도는 어

떠한지를 예측하고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

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그것들을 인지적 구조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과정에서 강연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전략

적 지식 등이 활성화된다(Kilickaya & Cokal-Karadas, 2009; Ajir & Asgari, 2018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준비 단계는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메

모하며 강연 듣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메모 중 단계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준비한 바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앞서 학습하였던 지식을 실제로 적용

하며 학습자는 메모를 구조화하면서 강연을 듣게 된다. 

마지막으로 메모 후 단계와 관련하여, 자기 점검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알맞

게 적용하면서 메모하며 들었는지, 스스로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앞서 자기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기 이해 및 점검을 시행

하였던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학습자가 보다 자

기 조절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학습자의 상위인지적 인식과 판단

을 촉진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 활동은 ‘적용’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지만 학습자가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미흡한 

부분을 포착하여 이전 단계로 돌아가 관련된 명제적, 방법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 강연을 듣기 전과 도중, 후로 나누어서 메모하기 활동을 계획해보고, 실행
해 보고, 점검해 봅시다.

◎ 강연을 듣기 전, 어떻게 메모하면 좋을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 

· 강연의 주제와 구조를 예측해 보고,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떠올려 봐야지.

· 무언가 상승, 하강하는 것은 ↑↓ 화살표로, 인과나 선후의 관계는 
→ 화살표로 표시해야지.

· 관련되는 내용은 헷갈리지 않게 한데 모아 메모하고, 구별되는 내용
은 따로 떨어뜨려 메모해야지.

· 
· 

 ◎ 계획한 바를 바탕으로 아래 빈칸에 강연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메모하며 듣고, 강연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그림 Ⅲ-16] 메모하며 강연 듣기를 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Ⅳ.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 검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 수집 상

 

(1)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이 실질적으로 내용 이해와 회상, 그

리고 메모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상으로 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본격적인 교수·학습 진행에 앞서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의 내용 이해와 회상, 메모의 수준이 동질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은 약 7분가량의 강연

(강연 텍스트 1)을 메모하며 듣는다.41) 그다음 약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학습자

들은 각자 작성한 메모를 검토하며 강연 내용에 한 회상문을 작성할 준비를 

한다. 이후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메모를 수거한 뒤, 학습자에게 줄이 그

어져 있는 빈 종이를 제공하여 기억 나는 강연 내용을 약 10분의 시간 동안 자

유롭게 적게 한다. 이때 연구자는 학습자에게 단어나 어구를 나열하기보다는 가

급적 문장 형식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자유 회상문 종이를 수

거한 뒤, 약 10분 동안 강연 내용에 관련된 O/X 및 단답형 문항 총 15문항에 응

답하게 하고, 강연 내용과 관련된 배경 변인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 한다. 

이상의 사전 검사 진행 순서는 집단별 교육 내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

후 검사의 진행 순서와도 동일하며, 다만 사후 검사 시 학습자에게 들려준 강연

41) 이때, 학습자에게 메모지는 백지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허선익(2014)은 강연 듣기에서 

백지를 제공하였을 때 보다 다양하게 메모의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백

지 형태로 메모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줄이 그어진 선형(linear)의 메모지를 제공하는 경

우보다 메모의 질적 측면에 한 효과 분석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연 텍스트 2)은 사전 검사 시의 강연(강연 텍스트 1)과는 다른 것이다.42)43)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메모하며 강연 듣기 

및 자유 회상문 

작성 준비하기

(약 10분)

→

자유 회상문

작성하기

(약 10분)

→

O/X 및 단답형 

문항과 설문 문항에 

응답하기

(약 10분)

[그림 Ⅳ-1] 사전/사후 검사의 진행 순서 

사전 검사(1차시) 이후의 약 15분가량 남는 시간과 사후 검사(3차시) 이전의 

약 15분가량 남는 시간을 포함하여 2차시에는 집단별로 본격적인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때 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

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고, 비교 집단에는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비교 집단에 적용된 교

42)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강연(강연 텍스트 1)과 사후 검사에서 사용한 강연(강연 텍스트 

2)은 모두 EBS <통찰> 프로그램의 강연 자료를 활용하였다. 강연 텍스트 1은 기생충의 

생존 전략을 사례를 들며 분류의 방식으로 설명한 강연의 일부이며, 강연 텍스트 2는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 결 사례로부터 로봇도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설명한 강연의 일부이다. 두 강연 자료 모두, 학

습자에게 제시한 강연의 내용이 전체 강연의 구조나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편집하였다.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중학교 국어교사 3인에게 ‘강연 텍스트의 분량과 난도가 적

절한지’, ‘너무 어려운 어휘는 없는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지’, 

‘두 강연 자료의 분량과 난도, 구조가 서로 비슷한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요청하였

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생 학습자 수준에 맞게 분량과 범위를 조정하면서 최종 

편집을 완료하였다.
43) 김혜연(2014)에서는 국어사 단원 수업 시간에서 교사의 설명 및 판서의 내용이 교과서 

필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부분 학습자가 판서의 내용을 그 로 받

아적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자 언어의 축어적인 필기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소 통제하고자 강연 영상 자료를, 강연자의 모습과 강연 음성

만 나올 수 있도록 통제하고자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강연 자료는 실제 강연

과는 달리 자막이나 효과음 등이 개입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강연을 듣게 

되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연 텍스트 이외의 가외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연 자료에서 자막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EBS 강연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듣기 텍스트 자료의 목록이 일천하

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육 내용은 Ⅲ장 1절에서 분석한 기존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학습 활동을 참

고하여 설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구분 실험 집단 비교 집단

교수

·

학습

과정

1차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사전 검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

2차시

3차시 교수·학습 효과 검증을 위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사후 검사

<표 Ⅳ-1>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집단별 실험 설계

(2) 자료 수집 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처치를 위한 상으로 중학생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파

버 외(Faber et al., 2000)는 중학생 학습자들이 체로 메모를 필요한 내용을 기

록하고 저장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이해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메모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Hidi & Klaiman, 1983; Kobayashi, 2005).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

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은 메모하기의 과정 기능을 고려하여 듣기 이해의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메모함으로써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설계

한 것이므로 중학생 학습자를 상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할 때 교육적 처치 효

과의 극 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험 설계 시 중학생 

학습자를 교육적 처치의 상으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Ⅲ장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간의 교육과정에서는 메모하

기 혹은 강연 듣기와 관련한 성취 기준을 중학교 1-2학년 수준에서 주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말을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며 듣는 듣기 기능을 학

령기 수준에서 학습한 학습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강연 듣기 상황에 적용

시키거나 메모하기와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게 하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 듣기 영역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것을 주 성취 기준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학습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습자를 

교육적 처치를 위한 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메모의 과정 기능을 고려하여 메모할 수 있

도록 견인하고, 향상된 메모하기 능력을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을 듣고 더 잘 

이해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

계한 교육이 메모하기와 내용 이해 및 회상 양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분석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메모하기 측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메모지를 수집하였다. 수

집한 메모지에는 학습자들이 사전 및 사후 검사 시에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이해 및 회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습

자들이 작성한 자유 회상문과 학습자들이 응답한 O/X 및 단답형 문항지를 수집

하였다. 자유 회상문은 학습자들이 강연을 듣고 난 뒤 메모지를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게 하였으며, 되도록 줄글의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O/X 및 단답형 문항지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 회상문 작성이 

끝난 뒤 회상문을 수거하고, 역시 메모지와 회상문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강연 내용

과 관련된 배경 변인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는 집단별로 메모하며 강

연 듣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자의 배경 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함이다. 이상의 수집한 자료들은 후술할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

행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상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전후로 학습자의 메모하기와 내용 



이해 및 회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학습자가 작성한 메모지, 자유 회상문,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그리고 배경 변인 설문 문항에 한 응답을 수집하였

다. 이때, 메모지와 자유 회상문에는 사전 및 사후 검사 시 학습자가 들었던 강

연 텍스트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강연 텍스트가 메모지와 자유 회상

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연 텍스트

의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메모지와 자유 회상문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강연 텍스트 분석

먼저 강연 텍스트의 경우 사전 및 사후 검사 시 사용한 강연 텍스트 전체를 

‘아이디어 단위(idea unit)’로 나누어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이때 아이디어 단

위라는 개념은 일종의 명제 형식인 ‘술어-논항 도식(Kintsch, 1988; Kintsch, 

1998/2010a, 2010b)’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술어-논항 도식은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 텍스트의 의미 단위들을 분석하기에 융통성이 있는 적합한 방식

이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 하나의 술어와 이 술어와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논항으로 구성된다. 즉, 명제에 응되는 의미 있는 정보 복합체(complex)를 의

미하며, 략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phrase)나 절(clause), 문장(sentence) 

등에 응된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술어-논항 도식을 ‘강연 포인

트’(Kiewra, Benton, & Lewis, 1987; Hughes & Suritsky, 1994; Brown, 2005; 

Boyle, 2010, 2013)나 ‘아이디어 단위’(Kirby & Pedwell, 1991; Hadwin, Kirby, 

& Woodhouse, 1999; Song, 2012)라고 명명하며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표

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술어-논항 도식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구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던 ‘아이디어 단

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 단위를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왔다. 블롬과 콜웰(Blohm & Colwell, 1983)은 텍스트의 아이

디어(idaes)를 ‘top, mid, base’의 세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top’은 중심적인 중요성(central importance)을 가진 아이디어나 개념과 관련

되고, ‘mid’는 top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디어들을 분명히 밝히거나 정



의하거나 묘사하는 것과 관련되며, ‘base’는 mid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

는 세부 사항들이다. 

키에라, 벤턴과 루이스(Kiewra, Benton, & Lewis, 1987)에서는 블롬과 콜웰

(Blohm & Colwell, 1983)의 논의를 준용하여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을 1수준부터 

4수준까지 넷으로 나누었는데, 1수준은 블롬과 콜웰(Blohm & Colwell, 1983)의 

논의에서 ‘top’에 응되고, 4수준은 ‘base’에 응되며, 2수준과 3수준은 

‘mid’에 응된다.

커비와 페드웰(Kirby & Pedwell, 1991), 해드윈, 커비와 우드하우스(Hadwin, 

Kirby, & Woodhouse, 1999)의 연구에서도 강의 텍스트를 아이디어 단위로 나누

고 이를 총 네 개의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그 수준을 ‘주제, 주요 아이

디어, 중요 세부 사항, 비중요 세부 사항’으로 나누었다. ‘주제(theme)’는 강

의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진술이다. ‘주요 아이디어(main idea)’는 강의의 주

요 부분(segment)들의 화제들(topics)을 가리킨다. ‘중요 세부 사항(important 

details)’은 주요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하거나, 주요 아이디어에 한 결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세부 사항들이며, ‘비중요 세부 사항(unimportant details)’

은 주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체적이거나 지엽

적인 정보를 가리킨다. 위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킨취와 로슨(Kintsch & 

Rawson, 2005)에서는 텍스트 아이디어 단위를 ‘주요 아이디어, 중요한 세부 사

항, 사소한 세부 사항’의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주요 아이디어’는 텍스트

의 주요 부분들에 한 진술을 의미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주요 아이디

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사소한 세부 사항’은 주요 아이디어와는 구체적

인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텍스트의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학습자

의 메모나 자유 회상문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된다. 텍스트

의 주요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 회상문과 메모가 질적으로 더 우수한 회상문

과 메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을 구분하는 접근 

방식은 회상문과 메모를 분석할 때 유용한 접근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 논의를 참조하여 강연 텍스트를 아이디어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수준을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강연 텍스트의 



‘주제’와 ‘주요 아이디어’를 1수준으로, 1수준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중요 세부 사항’을 2수준으로, 직접적으로 1수준 아이디어와는 관계없는 

‘비중요 세부 사항’을 3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이디어 단위를 세 

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이디어 단위 분석의 용이함과 수준 구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이디어 단위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네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텍스트의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기가 명확

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자의 메모지와 자유 회상문에 반영된 아이디어 단

위의 수준을 양적으로 분석할 때도 보다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사전 및 사후 강연 텍스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를 포

함한 국어교육 전공자 총 3인이 아이디어 단위의 분석 기준 및 수준 구분 기준

을 숙지한 뒤, 독립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평가자들은 각자 사전 및 사후 

강연 텍스트를 아이디어 단위로 분석하고 각각의 단위를 세 수준 중 하나로 평

가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수합한 뒤 평가자 3인이 모여 아이디어 단위의 분

석 지점이나 수준 평가에 있어 불일치되는 지점들을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그 결과, 사전 검사 시에 사용한 ‘강연 텍스트 1’의 경우 아이디어 단위가 총 

114개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1수준 단위 10개, 2수준 단위 19개, 3수준 단위 85

개로 분석되었다. 사후 검사 시에 사용한 ‘강연 텍스트 2’의 경우 아이디어 

단위가 총 105개로 분석되었으며, 각각 1수준 단위 11개, 2수준 단위 21개, 3수

준 단위 73개로 분석되었다. 이를 학습자의 메모와 자유 회상문을 분석할 때 분

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2) 학습자 메모 분석

학습자의 메모는 어떤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메모 자체가 완결된 문어 텍스트와는 달리 이해자 개인에게

만 유의미한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기준

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Piolat, Olive, & Kellogg,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메모를 분석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를 바탕으로 메모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메모 분석의 의의가 있다.

효과적인 메모는 메모의 명확한 조직, 즉 주요 아이디어와 종속 아이디어 간

의 계층적 묘사(hierarchical delineation)에 의해 특징지어진다(William & Eggert, 

2002). 이는 주요 아이디어에 한 세부 아이디어들 간의 경중을 고려한 후 선

별적으로 메모하는 것이 좋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메모에 반영된 계층

적 묘사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의 기준을 마련한 뒤 분석에 적용하였는

데, 이는 상술한 강연 텍스트의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을 나눈 것과 연결된다. 

키에라 외(Kiewra et al., 1987)에서는 강연 텍스트를 총 네 수준의 아이디어 단

위로 분석한 뒤 피험자의 메모에 어느 수준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

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메모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메모할수록 이후

에 주요 아이디어를 회상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 로 모든 

세부 사항을 메모하려고 하면 정작 이해의 중심 상이 되는 주요 아이디어에 

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접근 방식인 것이다. 키

에라 외(Kiewra et al., 1987)에서는 피험자의 메모에 반영된 1수준 정보의 양과 

사후 평가 점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2수준 및 3수준 정보의 양과 사후 

평가 점수 사이에는 양적 연관성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메모를 한 시

점과 평가를 한 시점 사이에 더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중간 수준 메모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중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많이 

메모하는 것이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과 관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많이 메모하는 것 역시 메모하기에 있

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리거나 미숙한 학습자일수록 주요 아이디어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메모하는 과정에서 이해나 회상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이후 학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Chang & Ku, 2015). 따라서 메모 능

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한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도모하려면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를 많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추

동하여야 한다.44) 이러한 지점은 학습자의 메모를 분석할 때 상위 수준 아이디

4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일(Boyle, 2010, 2013)은 강연 듣기 사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

를 받은 학습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에 비해 ‘단서 강연 포인트(cued lecture 

point)’를 더 많이 메모하였음을 밝혔는데, 단서 강연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담화 표지

가 제시된 부분으로서 강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즉 강연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어 단위가 더 많이 반영된 메모일수록 효과적인 메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방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학습자 메모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 강연 텍스트 아이디어 단위의 1수준과 2수준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수

록 더 효과적인 메모로 판단하고자 한다. 3수준 아이디어 단위는 1수준 아이디

어 단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중요 세부사항’이므로 3수준 아이디

어 단위보다는 1, 2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중심으로 더 많이 메모하는 것이 메모

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더 우수한 메모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논의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메모를 분석할 때 강연 텍스트

의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이 메모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그 수를 측정하

였다. 만약 메모의 어떤 내용이 강연 텍스트 내 여러 아이디어 단위나 수준에 

중복되어 응된다면 이들 모두를 메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이때,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가 온전히 반영되어 있으면 1점, 아이디어 단위의 일부 내

용만 적었거나 일부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0.5점, 강연에 없는 내용이거

나 아예 틀린 내용은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되도록 허용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이디어 단위 및 수준의 반영 정도에 더하여, 추가로 단어의 수와 표지

(marker)의 수 또한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단어의 수는 메모의 양을 측정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Kiewra & Benton, 1988; Mueller & Oppenheimer, 2014; 

Jansen, Lakens, & IJsselsteijn, 2017), 메모의 양과 듣기 수행 간의 관련성과 경

향성을 파악하기에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표지의 수는 메모에서 내용 간의 

조직화나 체계화를 위해 시도되는 일련의 기호 및 약어의 수이다. 본 연구에서

는 김혜연(Kim, H. Y., 2018)의 분석 기준을 준용하여 단어의 수는 어절 수로, 표

지의 수는 식별 가능한 기호 및 약어의 수로 계산하였다. 식별 가능한 기호 및 

약어의 예로는 ‘구조화(예: 번호 매기기, 글머리 기호)’, ‘강조 또는 색인(예: 

별표, 밑줄, 꺾쇠 등)’, ‘연결 시도(예: 연결선 그리기)’ 및 ‘요약 또는 체계

연관이 있으므로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보

일(Boyle)의 연구에서 사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가 단서 강연 포인트를 

많이 메모한 것은 강연의 상위 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많이 메모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상위 수준 아이디어 단위가 더 많이 반영된 메모일수

록 효과적인 메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화(예: 상자 그리기, 표 그리기 등)’, ‘기타 기호나 약어의 사용(예: O/X, EX, 

VS, ⇒, ↑, ↓, ↔)’ 등이 있다. 이러한 표지의 수는 메모에서 요약하기 메모나 

바꾸어 적기 메모와 같이 내용적인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방식적 측면과는 

다르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45)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단위의 수, 단어 및 표지의 수를 측정하는 것은 정량적

인 측면만 두드러지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모

의 표현 양식’ 기준을 설정하여 질적 측면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메모

의 표현 양식은 5점 척도로 계산하였으며, 3점을 기준 점수로 하여 가감하는 방

식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메모의 표현 양식은 ‘단어나 문장의 나열, 개

요식 메모, 조직화된 메모’로 분류될 수 있다.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된 메모는 

전문가의 메모에 가까운 효과적인 메모의 양상이다(Chang & Ku, 2015). 메모에

서 관련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직을 세우는 것은 메모의 질적 측면과 

관련되며, 질적으로 우수한 메모는 학습과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Piolat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모의 표현 양식 기준에 있어서, 단

지 강연의 정보를 단어나 문장으로만 나열하여 표현한 메모를 1점, 개요식이나 

목록식으로 작성하여 강연 정보의 조직화를 시도한 메모를 3점, 표지를 적극 사

용하면서 관련 있는 정보들을 연결 짓거나 조직화하거나 정보를 시각화하여 메

모한 것을 5점으로 설정하고, 해당 양식의 범주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메모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메모는 이해자의 머릿속 정

신 표상과 형태적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오정환, 2010: 91), 잘 조직된 메모일수

록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고려하여 이해의 과정에서 메모를 적극적으

45) 메모하기의 인지적 깊이나 효율성을 살피기 위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요약이나 바꾸어 

적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축어적 중복(verbatim overlap)’을 설정하였

다. 축어적 중복은 텍스트 내용과 메모 내용 간의 단어 간 중복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보통 단어 간 중복이 많을수록, 즉 텍스트 내용을 그 로 메모에 반영하였을수록 낮은 

평가 결과와 관련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텍스트 내용을 글자 그 로 옮기는 것은 이해

자가 요약하거나 바꾸어 적는 메모를 하는 것에 비해 얕은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Jansen et al., 2017). 그러나 ① 축어적으로 옮겨 메모했다고 해서 

무조건 얕은 정보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② 축어적 중복은 측정을 

위한 정밀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고, ③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고려하여 축어적 중복을 따로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로 활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모의 표현 양식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별 학습자의 메모 양

식이 교수·학습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습자의 메모 양식과 자유 회상문

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세움

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증

하고 다각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메모 양식은 

상술하였던 세 가지 분류를 바탕으로 1점에서 2점을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

식으로, 2점 초과 4점 미만을 ‘개요식 메모’ 양식으로, 4점에서 5점을 ‘조직

화된 메모’ 양식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메모에 관한 분석 기준들은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인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항목별 최종 결과값은 2인의 평

가자가 평가한 결과의 평균치로 삼았다. 평가 결과,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평

가자 간 평가의 일치도는 분석 기준별로 0.7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46)

(3) 학습자 자유 회상문 분석

자유 회상은 이해자가 텍스트의 명제들을 부호화하여 구축한 텍스트의 상호 

연결되고 조직된 정보들의 표상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이다(Martin, Nguyen, 

& McDaniel, 2016). 즉, 이해자가 텍스트를 이해한 결과로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할 때 그것의 표상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다. 온전한 상황 모형의 

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텍스트 기반이 명시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회상은 상황 모형과 텍스트 기반의 두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즉, 회상이 원문 

텍스트를 ‘재생’하는 정도만큼 ‘텍스트 기반’을 반영하는 것이며, 회상이 

원문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정도만큼 ‘상황 모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46)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사전 검사의 경우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807, 2

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921,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718, 단어 수 0.895, 표지 수 

0.909, 메모의 표현 양식 0.746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의 경우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743,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836,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844, 단어 수 0.973, 

표지 수 0.926, 메모의 표현 양식 0.819로 나타났다. 



(Kintsch, 1998/2010b: 301). 이는 학습과 기억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며, 자유 회상을 통해 학습자의 텍스트에 한 이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Kintsch, 1998/2010b: 3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 회상문을 분석하는 기준 역시 학습자 메모를 분

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유 회상문에 반영된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이 어

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그 수를 측정하였다. 만약 회상문의 어떤 내용이 강연 

텍스트 내 여러 아이디어 단위나 수준에 중복되어 응된다면 이들 모두를 회상

한 것으로 간주하고 측정하였다. 이때,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가 온전히 반영되

어 있으면 1점, 아이디어 단위의 일부 내용만 적었거나 일부 틀린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0.5점, 강연에 없는 내용이거나 아예 틀린 내용은 0점으로 처리하

였으며, 되도록 허용적으로 평가하였다.47) 또한, 자유 회상문 분석의 경우 학습

자가 얼마나 강연의 내용을 많이 회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바, 세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의 수를 합산한 총 아이디어 단위의 수도 분석

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단위의 수준별 개수를 측정하는 것 역시 정량적인 측면

만 두드러지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구조 

반영’ 기준을 설정하여 자유 회상문의 질적 측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표상은 이해자가 임의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가장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측면인데, 여기에는 ‘미시구조’와 ‘거시구조’의 형성이 관여

한다. 미시구조는 개개 명제 간의 관계에 한 구조이며,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수준, 즉 주제나 요지 등을 일컫는다. 텍스트의 명제 간 관계를 통해 

형성된 미시구조를 바탕으로, 미시구조의 명제들을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거시구조이다. 이러한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는 ‘텍스트 기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여기에 이해 주체의 장기기억에 있는 다른 정보와 연결이 되면 온전한 

‘상황 모형’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텍스트 이해가 온전한 상황 모형의 구성에 있다면, 이를 위

47) 듣기나 읽기 후 자유 회상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 상이 되는 텍스트를 수준별 

아이디어 단위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회상문에 아이디어 단위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

어 있는지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해 온 방식이다(박

혜영, 2001; Hadwin, Kirby, & Woodhouse, 1999; Bui, Myerson, & Hale, 2013).



하여 일차적으로 학습자는 텍스트에 해 의미 연결된 정신 표상, 즉 텍스트 기

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텍스트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것의 여부는 텍스트

에 적합한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달렸다. 정상적인 이해의 과정에서 거시명

제는 항상 강조되며,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미시명제들보다 더 잘 회상된다

(Kintsch, 1998/2010b: 119). 빈약하게 구성된 텍스트 기반은 이해자가 텍스트를 

적합하게 표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빈약한 텍스트 기반은 온전

하지 못한 상황 모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Kintsch, 1998/2010b: 297), 자유 회상

문 분석을 통해 이해의 과정에 있어 학습자가 텍스트를 적합하게 표상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텍스트 기반이 회상문에 잘 드러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Rahmani & Sadeghi, 2011).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 회상문에 텍스트 기반의 

구성 요소인 미시구조와 거시구조가 반영된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텍스트 구

조 반영 정도를 평가하였다. 텍스트 기반의 구성 과정은 상술하였듯이 텍스트에 

적합한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와도 상통하므로 주로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 회상문에 강연 텍스트의 1수준과 2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중심

으로 내용이 짜여 반영되어 있다면 5점, 1수준 아이디어 단위만 주로 반영되어 

있거나, 2수준 아이디어 단위만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3점, 모든 아이디

어 단위 수준의 반영 정도가 빈약하거나 3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중심으로 산발

적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면 1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점수에서 부분

적으로 텍스트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다면 1점씩 감점하

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텍스트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반영된 텍스트 기반은 혼잡한 정신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므로 좋지 못한 

이해의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메모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석 기준들은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2인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항목별 최종 결과값

은 2인의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의 평균치로 삼았다. 평가 결과, 상관계수를 통

해 살펴본 평가자 간 평가의 일치도는 분석 기준별로 0.7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48)



(4) O/X 및 단답형 문항 분석

O/X 및 단답형 문항은 텍스트에 한 이해와 회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

식 중 하나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자주 사용한 방식이다(Di vesta & Gray, 

1973; Hartley & Marshall, 1974; Kiewra et al., 1987; Bui et al., 2013; Bui & 

McDaniel, 2015). O/X 및 단답형 문항은 강연 텍스트 전반에 걸친 내용을 근거

로 총 15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당 1점씩 계산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자유 

회상문에서 회상된 아이디어 단위 ‘수’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강연 텍스

트의 전반적인 내용의 회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 회상문 분석 

결과를 보완해주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문항 구성 시에, 강연 텍스트의 1수준과 2수준 아이디어 단위의 정보를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정보보다는 텍스트 기반과 관련 있

는 정보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텍스트에 한 이해와 회상을 측정하

는 데 있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강연에 한 더욱 일관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였다고 간주

할 수 있겠다.

(5) 학습자 배경 변인 분석

마지막으로,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 분석 시 학습자의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습자 

배경 변인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 연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준실험

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외 변인의 엄밀한 통제가 어려우므로 만약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집단 간 배경 변인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실험 

48)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사전 검사의 경우 총 아이디어 단위 수 0.883, 1수

준 아이디어 단위 수 0.852,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796,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735, 텍스트 구조 반영 0.795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의 경우 총 아이디어 단위 수 

0.912,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944,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701,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0.883, 텍스트 구조 반영 0.860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배경 변인으로는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 집중 

정도’가 있다. ‘배경 지식’ 문항을 통해 사전 및 사후 검사 시 들었던 강연 내

용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관여도’ 문항을 통해 사전 

및 사후 검사 시 들었던 강연 내용이 학습자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관련이 깊

은지를 질문하였다. ‘흥미’ 문항을 통해 사전 및 사후 검사 시 들었던 강연 내

용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집중 정도’ 문항을 통해 사

전 및 사후 검사 시 강연을 듣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변인들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때, 배경 변인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에 한 문항은 세 문항으로 구

성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를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는 사전 검사 배경 지식 .616, 사전 검사 관여도 .758, 사전 검사 

흥미 .827, 사후 검사 배경 지식 .719, 사후 검사 관여도 .871, 사후 검사 흥미. 

91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엄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배경 변인 문항의 신뢰도에는 이상

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 강연과 사후 검사 강

연 각각에 하여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 변인의 경우 세 문항 응답 값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집중 정도’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해당 문항의 응답 값의 평균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2. 학습자의 수행 결과 분석

학습 전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각각 배경 변인 설문 문항,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과 자유 회상문 및 메모 분석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고자 ‘두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메모 양식 간에 회상문 분석을 통한 이해 

및 회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배경 변인의 경우, 사전 및 사후 검사 각각 실



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자유 회상문 및 메모 분석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

질한 집단인지를 확인하였고, 사후 검사에서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집

단별 교수·학습의 효과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t-검정은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 분포

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결

과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다(성태제, 2014: 125). 즉, ‘정규성 가정’과 ‘등분

산성 가정’을 충족한 상태여야만 두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면, 

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모수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의 일종

인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더라도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웰치-t 

검정(Welch-t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표본 수가 30 이상이면 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로 수렴하

는 형태를 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표본 수가 30 미만

이므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기 어렵다. 특히 사후 검사의 경우 교수·학습이라

는 교육적 처치로 인해 그러한 정규성이 더욱 어긋나는 경향을 띨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 및 사후 검사 분석 시에 집단별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는지를 검토한 다음,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는 분석 기준에 해서는 맨-휘트니 

U 검정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분석 기준에 해서는 두 독립표본 t-검정이

나 웰치-t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정규성 검정 방식으로는 본 연구의 집단의 

표본 수가 적으므로 ‘사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학습자 배경 변인 분석

학습자 배경 변인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각각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



하여 집단 간 배경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특정 변

인에 한 응답 값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의 일종인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배경 지식
실험 .931 27 .074

비교 .939 26 .128

관여도
실험 .957 27 .316

비교 .949 26 .220

흥미
실험 .945 27 .159

비교 .954 26 .295

집중 정도
실험 .860 27 .002

비교 .811 26 .000

p<.05

<표 Ⅳ-2>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정규성 검정 

먼저,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배

경 지식, 관여도, 흥미’ 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지만, ‘집중 정도’는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 변인의 경우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집중 정도’ 변인의 경우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였

다.



N M SD t(W) p

배경 지식
실험 27 2.15 0.764

-.447 .657
비교 26 2.24 0.792

관여도
실험 27 3.04 0.724

-.007 .995
비교 26 3.04 0.818

흥미
실험 27 3.16 0.949

-.368 .715
비교 26 3.26 0.949

p<.05

<표 Ⅳ-3>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독립표본 t-검정 및 

웰치-t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 중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에 

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학습자가 사전 검사 시 들었던 강연에 한 배

경 지식, 관여도, 흥미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집중 

정도

실험 27
3.93

(0.829)
26.87 725.50

347.50 -.067 .947

비교 26
3.96

(0.720)
27.13 705.50

p<.05

<표 Ⅳ-4>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 중 ‘집중 정도’에 한 맨-휘트니 

U 검정 결과, 학습자가 사전 검사 시 들었던 강연에 한 집중 정도는 실험 집

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검사 강연에 하여 학습자의 모든 배경 변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의 정규성 검정 결과이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배경 지식
실험 .940 27 .121

비교 .946 26 .185

관여도
실험 .948 27 .192

비교 .956 26 .314

흥미
실험 .927 27 .058

비교 .956 26 .318

집중 정도
실험 .877 27 .004

비교 .892 26 .011

p<.05

<표 Ⅳ-5>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정규성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배경 지

식, 관여도, 흥미’ 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지만, ‘집중 정도’는 정규

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 변인의 경우 두 독립

표본 t-검정을, ‘집중 정도’ 변인의 경우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였다.



N M SD t(W) p

배경 지식
실험 27 2.89 0.822

-.637 .527
비교 26 3.03 0.736

관여도
실험 27 3.40 0.837

.046 .964
비교 26 3.38 0.826

흥미
실험 27 3.11 0.901

.965 .339
비교 26 2.87 0.905

p<.05

<표 Ⅳ-6>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독립표본 t-검정 및 웰치-t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 중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에 

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학습자가 사후 검사 시 들었던 강연에 한 배

경 지식, 관여도, 흥미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집중 

정도

실험 27
3.74

(0.944)
28.78 777.00

303.00 -.894 .371

비교 26
3.50

(1.030)
25.15 654.00

p<.05

<표 Ⅳ-7>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배경 변인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배경 변인 중 ‘집중 정도’에 한 맨-휘트니 

U 검정 결과, 학습자가 사후 검사 시 들었던 강연에 한 집중 정도는 실험 집

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 검사 강연에 하여 학습자의 모든 배경 변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 분석 결과, 사전 강연과 사후 강연 모두에 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

단 간 배경 지식, 관여도, 흥미, 집중 정도와 같은 배경 변인에서 유의 수준 .05

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 모두에 하여 메모와 자유 회상문 분석 및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모하며 강연 듣기와 관련된 가외 변인은 통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2) O/X 및 단답형 문항 분석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각각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집단 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집단별로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의 일종인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사전 검사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실험 .902 27 .015

비교 .895 26 .012

사후 검사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실험 .815 27 .000

비교 .903 26 .019

p<.05

<표 Ⅳ-8> 집단별 사전/사후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의 정규성 

검정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에서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의 정규성을 검

정한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하여 집

단 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사전 검사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실험 27
11.89

(1.601)
23.87 644.50

266.50 -1.537 .124

비교 26
12.50

(1.703)
30.25 786.50

사후 검사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

실험 27
14.04

(1.018)
34.52 932.00

148.00 -3.716 .000

비교 26
13.21

(1.747)
19.19 499.00

p<.05

<표 Ⅳ-9> 집단별 사전/사후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에서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답의 맨-휘트니 U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 검사에서 O/X 및 단답형 문항의 점수는 실험 집

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 O/X 및 단답형 문항의 점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 = 

-3.716, p = .000).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14.04,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는 13.21로 나타났으며, 실험 집단의 점수가 비교 집단의 점수보다 유

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이 

기존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보다 O/X 및 단답형 

문항을 통해 측정한 이해 및 회상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학습자 자유 회상문 분석 

학습자 자유 회상문 분석 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각각 두 독립표본 t-검정



을 시행하여 집단 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집단별

로 점수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의 일종인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의 정규성 검정 

결과이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총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69 27 .572

비교 .962 26 .423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52 27 .244

비교 .951 26 .250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13 27 .026

비교 .962 26 .424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882 27 .005

비교 .885 26 .007

텍스트 

구조 반영 

실험 .948 27 .187

비교 .917 26 .039

p<.05

<표 Ⅳ-10> 집단별 사전 검사 자유 회상문의 정규성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에서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지만, ‘2수

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 여부’에서는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의 경우 두 독립표본 t-검정을,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의 경우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하였다.



N M SD t(W) p
총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11.28 4.057
-.540 .591

비교 26 11.89 4.250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4.20 1.299 -.276

(W)
.784

비교 26 4.34 2.096

p<.05

<표 Ⅳ-11> 집단별 사전 검사 자유 회상문의 독립표본 t-검정 및 웰치-t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 분석 기준 중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

준 아이디어 단위 수’에 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4.44

(3.010)
23.78 642.00

264.00 -1.550 .121

비교 26
5.23

(2.347)
30.35 789.00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2.51

(0.667)
28.65 773.50

306.50 -.816 .414

비교 26
2.33

(0.754)
25.29 657.50

텍스트 

구조 반영

실험 27
2.57

(1.291)
25.69 693.50

315.50 -.637 .524

비교 26
2.81

(1.266)
28.37 737.50

p<.05

<표 Ⅳ-12> 집단별 사전 검사 자유 회상문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 분석 기준 중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에 한 맨-휘트니 U 검정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검사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자유 회상문을 통

해 살펴본 내용 이해 및 회상의 정도는 모든 분석 기준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총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18 27 .036

비교 .946 26 .182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02 27 .015

비교 .885 26 .007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75 27 .744

비교 .883 26 .007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831 27 .001

비교 .873 26 .004

텍스트 구조 

반영

실험 .933 27 .081

비교 .849 26 .001

p<.05

<표 Ⅳ-13> 집단별 사후 검사 자유 회상문의 정규성 검정 

다음으로,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

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에서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사후 



검사에서는 자유 회상문의 모든 분석 기준에 해서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

하였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총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15.06

(5.996)
31.33 846.00

234.00 -2.082 .037

비교 26
11.18

(6.596)
22.50 585.00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6.88

(2.280)
31.31 845.50

234.50 -2.076 .038

비교 26
5.05

(3.337)
22.52 585.50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4.19

(1.917)
32.70 883.00

197.00 -2.746 .006

비교 26
2.77

(1.962)
21.08 548.00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3.98

(3.402)
27.69 747.50

332.50 -.311 .741

비교 26
3.37

(2.503)
26.29 683.50

텍스트 

구조 반영

실험 27
3.24

(1.296)
32.91 888.50

191.50 -2.871 .004

비교 26
2.19

(1.217)
20.87 542.50

p<.05

<표 Ⅳ-14> 집단별 사후 검사 자유 회상문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자유 회상문 분석 기준들에 한 맨-휘트니 U 검정 결

과,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아이디어 단위 수’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15.06, 비교 집단이 11.18,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6.88, 비교 집단이 5.05, ‘2

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4.19, 비교 집단이 2.77, ‘텍스

트 구조 반영’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3.24, 비교 집단이 2.19로 나타났다. 따라

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해당 분석 기준들에서 유의 수준 .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값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 회상문의 경우 상술한 자료 분석 방법에 따르면, 상위 수준 및 중간 수준

의 아이디어 단위, 즉 1수준과 2수준의 아이디어 단위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록 학습자가 온전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아이디

어 단위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강연 내용을 회상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역

시 온전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구조 반

영 기준 역시 텍스트 기반의 미시구조 및 거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분석 기준의 점수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혼잡하지 않은 상황 모형을 구성했

을 가능성이 높다(Kintsch, 1998/2010b: 350). 따라서 앞서 자료 분석 방법에서 논

의하였던 바에 의하면, 실험 집단의 교육 내용이 비교 집단의 교육 내용보다 강

연 내용의 이해와 회상 정도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은 실험 집단 학습자의 사전 및 사후 자유 회상문을 비

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다각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먼저 실험 집단 중에서 사전 및 사후 자유 회상문의 수준이 모두 

평균 수준인 학습자의 자유 회상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들은 강연은 기생충의 생존전략에 한 내용이었는데, 생존 전략 

중에 첫번째는 숙주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숙주를 괴롭히지 않는 이유는 

만약 숙주가 죽으면 숙주의 안에 있는 기생충도 같이 죽기 때문에 숙주를 괴

롭히지 않아야 숙주, 기생충 둘 다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숙주의 

면역을 회피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짝을 지어 다니며 짝

짓기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숙주를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

면, 가느다란 지렁이처럼 생긴 기생충은 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물에서만 

짝짓기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기생충은 물에 들어가기 위해 숙주를 속

인다.

[실험-사전-K_309]



위는 사전 검사에서 한 실험 집단 학습자의 평균 수준의 자유 회상문이다. 2

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텍스트 구조 반영 정도와 총 아이디어 단위 수 및 1,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가 실험 집단의 평균 수준으로 분석된 회상문이다. 위 

자유 회상문은 기생충의 생존 전략과 관련하여 강연에서 설명하였던 네 가지 전

략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거시구조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회상문이지만, 

‘두 번째 생존 전략’과 관련한 2수준 아이디어 단위가 언급되지 않은 점, 

‘세 번째 생존 전략’과 관련하여 강연에서 설명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서술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위 학습자가 정교한 텍스트 기반은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는 기계가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것 같다

고 생각하였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전으로 의해서 기계가 인간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계산적인 것으로는 기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도 협업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봇도 학습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려고 

하루에 수천번씩 연습한 것. 

그러면 로봇도 노력하면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

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 중 하나는 로봇은 전기에너

지를 사용하고 인간은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사

용해야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로봇은 못 느낀다. 두 

번째는 인간은 생식적인 활동으로 개체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결혼 등으

로. 세 번째는 인간은 자아의식이 있다는 점이다. 영원히 의존적 존재에서 독

립적 존재로. 

[실험-사후-K_309]

위는 앞서 분석하였던 [K_309] 학습자의 사후 검사 자유 회상문이다. 2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총 아이디어 단위 수와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실험 집

단의 평균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와 텍스트 구조 반영 

여부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 물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강연 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이 비교 집



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반적인 회상문의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통해 위 

학습자 역시 사전 검사와 비교하면 사후 검사에서 교육적 처치로 인해 메모하기

를 통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의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자유 회상문은 로봇도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1수준 아이디어 단위뿐 

아니라 그에 응하는 2수준 아이디어 단위도 함께 서술되어 있으므로 위 학습

자는 사전 검사의 자유 회상문에서보다 사후 검사에서 온전한 텍스트 기반을 구

성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가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은 회상문에 거시구조가 잘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회상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실험 집단 중에서 사전 검사에서는 자유 회상문의 전반적인 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였다가 사후 검사에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메모하기를 통

하여 이해와 회상이 개선된 학습자의 자유 회상문이다.

기생충이 생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생충

은 숙주를 괴롭히지 않는다. 세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를 늘려서 고통을 

주지만, 기생충은 수를 늘리지 않고,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기생

충은 면역을 피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암수가 짝짓기를 해서 하나의 몸이지

만 두 개인 것처럼 다닌다. 네 번째는 기생충은 숙주를 속이지 않는다.

[실험-사전-K_314]

위 학습자의 사전 검사 자유 회상문은 2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텍스트 구

조 반영과 총 아이디어 단위 수 및 1,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모두 평균 수준 

이하로 분석되었다. 기생충의 생존 전략과 관련하여 네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는 

지점만 서술하고 있을 뿐 미시구조와 거시구조의 결합을 통한 온전한 텍스트 기

반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상문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강연 텍스

트의 내용과는 다르게 잘못 서술되어 있으므로 혼잡한 정신 표상이 구성되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메모하기가 듣기 이해의 과정에서 이해와 회상

에 방해가 된 결과임을 방증한다.



3년 전, 기계와 인간이 결하는 바둑 경쟁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이 바둑으로 결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

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로봇은 시키는 로 다 하니까 인간보다 지능이 낮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결에서 인간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 였다.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알파고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타고난 계산 능력이었다.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을 만큼 뛰

어났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협업이었다. 알파고는 1202 의 컴퓨터와 함께 

협업하여서 하나의 바둑알을 각각 놓은 것이다. 반면 인간은 1202명이 함께 

한다면 협업하기는커녕,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로봇도 학습

하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도 이제는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인간은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고, 기계

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바이오에너지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인간은 생식 세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라난다. 하지만 로봇은 그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살의 아이와 12살의 아이는 지능이 

다르고 자아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험-사후-K_314]

반면 [K_314] 학습자의 사후 자유 회상문은 2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텍스

트 구조 반영 기준에서 5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아이디어 단위 수 및 1, 2수

준 아이디어 단위 수 또한 다른 학습자의 자유 회상문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

이었다. 즉, 사전 검사에서보다 사후 검사에서 메모하기를 통한 강연의 내용 이

해와 회상이 증진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우선 위 학습자는 사후 강연에서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는 ‘알파고와의 바둑 결에서 인간이 얻어야 할 교훈’,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에 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그리고 강연에

서 1수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담화 표지를 적

극 사용하며 회상문을 구조화하여 기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각 1수준 아이디

어 단위에 응되는 2수준 아이디어 단위의 내용 역시 추가로 기술하였다. 이러

한 양상은 학습자가 상위 수준 및 중간 수준 아이디어를 위주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 회상문은 거시구조 형성이 잘 된 회상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강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살의 아이와 12살의 아이는 지능이 다르고 자

아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추가로 기술하거나 자신

이 이해한 바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

자의 온전한 상황 모형이 표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Kintsch, 1998/2010b: 

349), 이로써 치밀하게 구성된 텍스트 기반이 학습자의 온전한 상황 모형의 구

성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

모하며 듣기 교육 내용이 강연 내용에 한 학습자의 회상 정도뿐 아니라 이해

까지 증진시켰음을 방증한다.

4) 학습자 메모 분석

학습자 메모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각각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집단 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집단별로 점수의 분

포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모수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

의 일종인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52 27 .235

비교 .973 26 .692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898 27 .012

비교 .945 26 .173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54 27 .266

비교 .878 26 .005

단어 수
실험 .958 27 .340

비교 .934 26 .096

표지 수
실험 .963 27 .437

비교 .942 26 .150

메모의 

표현 양식

실험 .935 27 .090

비교 .903 26 .018

p<.05

<표 Ⅳ-15>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메모의 정규성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1수준 아이디

어 단위 수, 단어 수, 표지 수’에서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지만, ‘2수준 아

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메모의 표현 양식’에서는 정규성 가

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단어 수, 표지 수’의 경우 

두 독립표본 t-검정을,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메

모의 표현 양식’의 경우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하였다.



N M SD t(W) p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5.55 1.341
.166 .869

비교 26 5.48 1.528

단어 수
실험 27 20.20 8.473

-1.398 .168
비교 26 23.62 9.286

표지 수
실험 27 10.59 4.500

-.416 .679
비교 26 11.17 5.625

p<.05

<표 Ⅳ-16>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메모의 독립표본 t-검정 및 웰치-t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 분석 기준 중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단어 수, 표지 수’에 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2.61

(2.016)
24.39 658.50

280.50 -1.257 .209

비교 26
3.16

(1.751)
29.71 772.50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3.23

(1.103)
25.76 695.50

317.50 -.599 .549

비교 26
3.57

(1.464)
28.29 735.50

메모의 

표현 양식

실험 27
2.96

(0.820)
26.65 719.50

341.50 -.174 .862

비교 26
2.98

(0.728)
27.37 711.50

p<.05

<표 Ⅳ-17> 집단별 사전 검사 학습자 메모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 분석 기준 중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메모의 표현 양식’에 한 맨-휘트니 U 검정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검사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학습자 메모의 모든 분석 기준에 있어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메모에 반영된 강연 내용의 수준 및 분

량, 표지의 사용 정도나 표현 양식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메모 능력

에 있어 두 집단은 서로 동질한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통계량 자유도(df) 유의확률(p)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10 27 .023

비교 .964 26 .469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60 27 .363

비교 .976 26 .780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902 27 .015

비교 .904 26 .019

단어 수
실험 .969 27 .564

비교 .944 26 .164

표지 수
실험 .909 27 .022

비교 .952 26 .258

메모의 

표현 양식

실험 .902 27 .015

비교 .925 26 .059
p<.05

<표 Ⅳ-18>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메모의 정규성 검정 

다음으로,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2수



준 아이디어 단위 수, 단어 수’에서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지만,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표지 수, 메모의 표현 양식’에서는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다. 이에,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단어 수’의 경우 

두 독립표본 t-검정을,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표

지 수, 메모의 표현 양식’의 경우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하였다.

N M SD t(W) p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5.67 1.859
2.716 .009

비교 26 4.15 2.189

단어 수
실험 27 40.65 16.986

-.271 .787
비교 26 41.94 17.780

p<.05

<표 Ⅳ-19>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메모의 독립표본 t-검정 및 웰치-t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 분석 기준 중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단어 수’에 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단어 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의 실험 집단 

평균은 5.67, 비교 집단 평균은 4.15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2수준 아

이디어 단위를 메모에 더 많이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집단 N
M

(SD)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5.72

(2.086)
32.22 870.00

210.00 -2.512 .012

비교 26
4.56

(1.638)
21.58 561.00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실험 27
2.91

(2.036)
25.48 688.00

310.00 -.731 .465

비교 26
3.13

(1.827)
28.58 743.00

표지 수

실험 27
14.83

(8.341)
31.57 852.50

227.50 -2.199 .028

비교 26
9.63

(6.709)
22.25 578.50

메모의 

표현 양식

실험 27
3.70

(0.800)
34.48 931.00

149.00 -3.632 .000

비교 26
2.58

(1.083)
19.23 500.00

p<.05

<표 Ⅳ-20> 집단별 사후 검사 학습자 메모의 맨-휘트니 U 검정

집단별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 메모 분석 기준 중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표지 수, 메모의 표현 양식’에 한 맨-휘트니 U 검

정 결과,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수준 아이

디어 단위 수, 표지 수, 메모의 표현 양식’은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5.72, 비교 집단이 4.56, 

‘표지 수’의 평균은 실험 집단이 31.57, 비교 집단이 22.25, ‘메모의 표현 양

식’ 평균은 실험 집단이 3.70, 비교 집단이 2.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 집단

이 비교 집단에 비해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해당 분석 기준들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결과값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메모는 메모의 명확한 조직, 즉 주요 아이디어와 종속 아이디어 간의 

계층적 묘사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William & Eggert, 2002), 상위 수준 및 

중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 즉 1수준과 2수준 아이디어 단위가 더 많이 반영되

어 있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 단위를 표지를 적극 사용하며 관계 지을수

록 더욱 효과적인 메모라고 할 수 있다. 메모의 표현 양식은 메모의 구조화 정도

를 질적으로 평가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 분석 기준이므로 메모의 효과성을 담

보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앞서 자료 분석 방법에서 논의하였던 바에 의하면, 실

험 집단의 교육 내용이 비교 집단의 교육 내용보다 학습자의 메모 수준을 질적

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메모에서 단어 수에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수는 메모의 양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

법으로(Kiewra & Benton, 1988; Mueller & Oppenheimer, 2014; Jansen et al., 

2017), 메모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며, 더 많은 내용을 메모하

는 것은 텍스트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초점을 둔 메모의 결과물 기능에 

비추었을 때 더욱 유리한 메모의 양상이기 때문이다(Boyle, 2013).

이와 관련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사전 검사에서의 메모의 단어 수

보다 사후 검사에서의 메모의 단어 수가 약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실험 집단은 단어 수 평균이 사전 검사 20.20에서 사후 

검사 40.65로, 비교 집단은 단어 수 평균이 사전 검사 23.62에서 사후 검사 

41.94로 증가하였다. 이는 두 집단의 교육 내용이 메모의 생산성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한편, 사후 검사에서 집단 간 메모의 단어 수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실험 집단

의 1,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비슷한 단어 수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 

단위를 메모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메모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살폈을 

때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메모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

다.49) 일반적으로 메모의 효율성은 메모한 단어 수와 아이디어 단위 수의 비율

49) 이와 관련하여 던켈(Dunkel, 1988)은 메모에 받아 적은 ‘양’ 자체보다는 아이디어 단

위의 수가 잇따르는 수행 및 평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로 측정하는데(Kiewra, 1984; William & Eggert, 2002; Chang & Ku, 2015), 메모

의 간결함과 효율성은 보다 전문가 메모 양상에 가까운 효과적인 메모의 특성으

로 간주되곤 한다(Chang & Ku, 2015).50)  

정리하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메모의 생산성은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메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메모하기 측면의 교육적 효과는 실험 집단 학습자의 사전 및 사후 메모를 비

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분명하게 교육적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학습자의 사전 및 사후 메모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논

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Ⅳ-2]는 한 실험 집단 학습자의 사전 검사 

메모이다.

[그림 Ⅳ-2] 실험 집단 사전 검사 학습자 메모의 

예시 [K_101]

50) 하우(Howe, 1970)는 이러한 메모의 효율성이 회상 측정의 결과와 유의미한 양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높은 회상률을 보이는 피험자일수록 메모한 단어 수와 

아이디어 단위 수의 비율로 측정한 메모의 효율성이 더욱 높았다는 것이다.



[그림 Ⅳ-2]의 학습자 메모는 2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메모의 표현 양식에서 

3점을 받은 메모이며,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나머

지 2, 3수준 아이디어 단위나 단어 및 표지 수는 평균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체

로 1수준 아이디어 단위를 위주로 강연의 내용을 메모하였으며, 개요식으로 메모

하여 나름 로 내용의 구조화를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호나 약

어와 같은 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모든 내용을 문장의 형식으로 메

모한 점은 메모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메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림 Ⅳ-3] 실험 집단 사후 검사 학습자 메모의 예시 

[K_101]

[그림 Ⅳ-3]은 위 [K_101] 학습자의 사후 검사 메모이다. 2인의 평가자의 평가 

결과 메모의 표현 양식에서 5점을 받은 메모이며, 메모한 1, 2수준 아이디어 단



위 수나 표지 수도 다른 학습자가 메모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이상으로 분

석되었다. 우선 위 메모에서 학습자는 사후 강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알파고와의 바둑 결에서 인간이 얻어야 할 교훈’, ‘로봇과 인간의 차이

점’에 한 내용을 위주로 메모하였다. 이는 1수준 및 2수준 아이디어 단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앞서 논의한 자료 분석 방법에 의하면, 위 학습자는 효과

적으로 메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호나 약어 등의 표지를 적극 사용

하며 메모 내용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관련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 짓고, O, 

X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압축적으로 메모하였으며, 구분선이나 ↔ 등

의 기호를 사용하여 메모 내용을 시각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메모 

양상은 메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메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체

계화된 메모는 학습자의 머릿속 정신 표상의 형태와 닮아(오정환, 2010: 91), 학

습자가 치밀한 텍스트 기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따라서 강연 

내용의 이해와 회상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메

모 양상은 체계적인 교육적 처치를 통해서 학습자의 메모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메모하기를 통해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학습자 메모와 자유 회상문의 관계 분석

‘메모의 표현 양식’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별 학습자의 메모 양식이 

교수·학습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습자의 메모 양식과 자유 회상문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메모하며 강연 

듣기 교육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술하였던 분석 기준을 따라서 메모의 표현 양식에서의 1점에서 2점을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으로, 2점 초과 4점 미만을 ‘개요식 메모’ 양식

으로, 4점에서 5점을 ‘조직화된 메모’ 양식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양식의 비

율이 교수·학습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Ⅳ-4]와 같이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은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의 비율이 18.52%(5명), ‘개요식 메모’ 양식의 비율이 59.26%(16명), 

‘조직화된 메모’ 양식의 비율이 22.22%(6명)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집단은 ‘단

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의 비율이 7.69%(2명), ‘개요식 메모’ 양식의 비율이 

80.77%(21명), ‘조직화된 메모’ 양식의 비율이 11.54%(3명)으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개요식 메모’ 양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화

된 메모’ 양식과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Ⅳ-4] 사전 검사에서 메모의 표현 양식 집단별 비율

[그림 Ⅳ-5]와 같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은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

식의 비율이 3.70%(1명), ‘개요식 메모’ 양식의 비율이 48.15%(13명), ‘조직화

된 메모’ 양식의 비율이 48.15%(13명)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집단은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의 비율이 34.62%(9명), ‘개요식 메모’ 양식의 비율이 

53.84%(14명), ‘조직화된 메모’ 양식의 비율이 11.54%(3명)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실험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와 비교하면 사후 검사에서 ‘단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이 4명, ‘개요식 메모’ 양식이 3명 줄었고 ‘조직화된 메모’ 양

식은 7명이 늘었다. 비교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와 비교하면 사후 검사에서 ‘단



어나 문장의 나열’ 양식이 7명 늘었고 ‘개요식 메모’ 양식은 7명 줄었으며 

‘조직화된 메모’ 양식은 그 로 3명을 유지하였다. 사전 및 사후 검사의 강연 

텍스트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집단 내에서 메모 양식의 사전-사후 변화를 엄

밀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실험 집단의 교육 내용이 

비교 집단의 그것보다 학습자가 조직화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림 Ⅳ-5] 사후 검사에서 메모의 표현 양식 집단별 비율 

다음으로, 학습자의 메모 양식과 자유 회상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실험 집

단과 비교 집단의 사후 검사 자료를 중심으로 ‘단어나 문장의 나열’, ‘개요

식 메모’, ‘조직화된 메모’ 양식 각각에 하여 자유 회상문의 분석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의 효과 검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회상문 분석을 통한 이해 및 회

상의 정도와 메모 양식 간의 관계와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이후 메모하기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메모 양식 간에 회상문 분석을 통한 이해 



및 회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의 방법을 활용하였다.51) 아래 <표 Ⅳ-21>은 각각의 메모 양식별 사례 수와 자

유 회상문 분석 기준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포함한 일원분산분석과 사후 비교 

분석의 결과이다.

전체

평균

(N=53)

A. 

단어나 

문장의 

나열

(N=10)

B. 

개요식 

메모

(N=27)

C. 

조직화

된 메모

(N=16)

F

(W)
p

사후

검증

총 

아이디어 

단위 수

M 13.156 8.425 12.750 16.797
6.183 .004 C > A

SD 6.535 3.727 6.317 6.420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M 5.981 3.975 5.620 7.844
6.918 .002

C > A, 

BSD 2.968 2.945 2.916 1.993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M 3.495 2.200 3.269 4.688
5.753 .006 C > A

SD 2.051 0.934 1.884 2.276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M 3.678 2.250 3.861 4.266 4.978

(W)
.225 B > A

SD 2.983 0.782 2.971 3.659

텍스트 

구조 

반영

M 2.726 1.700 2.519 3.719
10.121 .000

C > A, 

BSD 1.354 0.919 1.139 1.329

p<.05

<표 Ⅳ-21> 사후 검사에서 메모 양식별 이해 및 회상 정도의 차이 비교

51)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두 집단 이상 간의 평균을 비교 및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서 기본 가정으로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하여 성태제(2014)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연구 상인 표본이 아니라 표본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터하여 본 연구에서는 

Levene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등분산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elch 통계량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W’로 표기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상문에서 총 아이디어 단위 수는 

메모 양식별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05), 메모 양식별 평균은 ‘조

직화된 메모(M=16.797) > 개요식 메모(M=12.750) > 단어나 문장의 나열

(M=8.425)’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와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역시 ‘조직화된 메모 > 개요식 메모 > 단어나 문장의 나열’순으로 평

균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셋째,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평균이 ‘조직화된 메모(M=4.266) > 개요식 메모(M=3.861) > 단어나 

문장의 나열(M=2.250)’순으로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마지막으로, 텍스트 구조 반영 정도의 평균은 ‘조직화된 메모(M=3.719) 

> 개요식 메모(M=2.519) > 단어나 문장의 나열(M=1.700)’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강연을 들을 때 조직

화를 시도하며 메모한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

상의 수준이 더 우수했음을 방증한다. 즉, 체계화되도록 메모하는 것이 학습자

가 텍스트 기반과 상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을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집단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사후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후 비교 

분석 방법으로는 등분산성을 충족한 경우 Scheffe를,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Games-Howell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사후 비교 분석 결과, 총 아이디어 단위 수는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

단이 ‘단어나 문장의 나열(A)’ 양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으

며,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단이 ‘단

어나 문장의 나열(A)’ 양식 집단과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단이 ‘단어나 문장의 나열(A)’ 양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

으며,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3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는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이 ‘단어

나 문장의 나열(A)’ 양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조직화



된 메모(C)’ 양식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구조 반영의 정도는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단이 

‘단어나 문장의 나열(A)’과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사후 비교 분석 결과는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단이 ‘총 아이

디어 단위 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의 기준에 있어 ‘단어나 문장의 나열(A)’ 양식 집단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주며,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의 기준에 있어서는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요식 메모(B)’ 

양식 집단과 ‘조직화된 메모(C)’ 양식 집단은 총 아이디어 단위 수나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강연 텍

스트의 이해 및 회상 수준에서는 두 집단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1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나 텍스트 구조 반영에서는 ‘조직화된 메모(C)’ 양

식 집단이 ‘개요식 메모(B)’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강연을 들을 때 체계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하며 메모한 학습자가 

개요식으로 메모한 학습자보다 상위 수준의 아이디어 단위를 더 많이 이해하고 

회상하였으며, 그것이 자유 회상문의 구조화된 작성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쳤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5]와 같이 사후 검사 시 ‘조직화된 메모’ 양식이 

비교 집단 학습자의 메모에서보다 실험 집단 학습자의 메모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이 학습자가 강연을 들을 때 보다 조직화하며 메

모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그것이 이후 자유 회상문을 통해 드러나는 강연 내용

의 이해와 회상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연을 들을 때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메모하는 것이 메모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연 내용의 이해와 회상 증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Ⅴ. 결론

1. 요약

기존에 메모하기 능력은 학습자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므

로 따로 교수·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였다. 게다가 교육 현

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조직화된 메모를 베

껴 적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듣기에서 메모하기 활

동은 이해 과정에서 더 깊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깊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관련지어 재조직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텍스트 내용을 받

아 적는 메모하기를 통해서는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없

다. 듣기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 행위이므로 이해자의 의식적인 인지적 개입이 

관여해야만 메모하기를 통해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의 이점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최 한의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주목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메모하기와 듣기 이해의 관계를 중심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의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

구 문제는 강연 듣기에서 메모하기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

된 기존 교육 내용을 검토한 바를 토 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

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Ⅱ장에서는 교육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먼저, 듣기 

이해의 개념과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해의 수준을 킨취(Kintsch)의 논의를 

빌려 텍스트의 표면구조에서 텍스트 기반, 상황 모형으로 나아가는, 정신 표상을 



확장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듣기와 메모하기의 관계를 

정립하여 듣기 상황에서 메모하기가 텍스트에 한 정신 표상을 구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개념과 기능,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

하기의 기능으로는 ‘결과물 기능’과 ‘과정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후

자의 기능이 듣기 중 메모하기를 통해 더 깊은 수준의 이해로 견인하는 기능임

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

에 하여 논의한 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이해자, 메모, 텍스트’ 요인들을 각

각 탐색하였다. 이해자 요인으로는 ‘메모하기의 효용성 인지’, ‘작업 기억’, 

‘배경 지식’, ‘상위인지 및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메모 요인으로는 ‘메

모 양식’, ‘메모 내용’, ‘메모 표현’이 있으며, 텍스트 요인으로는 ‘강연 

텍스트의 구조 특징’, ‘강연 텍스트의 표현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메모하며 듣기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반성

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헌 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 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였다. 교육의 설계 방향으로 ‘텍스트 중심의 이해와 수용’, ‘상위인지

적 측면의 강조’, ‘과정 중심의 점진적·절차적 접근’, ‘듣기와 메모하기의 

통합적 제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설계 방향을 견지하여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체계로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설정하

였고 해당 체계에 따라 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방법의 설계 원리로 책임 

이양 원리가 적용된 현시적 교수법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하며 강연 

듣기 교수·학습 과정을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교수·학습의 목적은 메

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일련의 과정에 따라 반

복적인 활동의 수행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점진적으로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습자 실험 집단 27명, 비교 집단 26명을 상으로 



준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실험에는 집단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사전 검사

와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교수·학습 

시에는 실험 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비교 집단에

는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중심의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처치하였다. 

교육 효과의 검증은 강연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이루어졌으

며, 분석을 위하여 학습자 메모와 자유 회상문, O/X 및 단답형 문항에 한 응

답 자료, 학습자 배경 변인 설문에 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

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 내용 이해 및 회상, 메모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사에서는 

O/X 및 단답형 문항의 경우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유 회상문의 경우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총 아이디어 단위 수, 1수준 및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텍스트 구조 반영 항목에서 더 큰 값을 얻었다. 메모

의 경우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1수준 및 2수준 아이디어 단위 수, 표지 

수, 메모의 표현 양식 항목에서 더 큰 값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메모 양식별로 

자유 회상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어나 문장의 나열’에서 

‘개요식 메모’, ‘조직화된 메모’ 양식으로 갈수록 자유 회상문 분석을 통한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수준이 개선됨이 드러났으며, 강연을 들을 때 체계적

으로 조직하며 메모하는 것이 메모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잇따르는 강연 

내용의 이해와 회상 증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이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내용이 비교 집단의 그것보다 강연 듣기에서 내용 

이해와 회상의 증진, 메모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강연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

하고, 실제 학습자를 상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다양한 듣기 상황에서의 메

모하기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화를 위하여 내용 

이해가 중심 목적이 되는 듣기 텍스트의 유형으로 강연 텍스트를 선정하여, 강연

의 내용 이해와 회상 증진을 위한 메모하며 듣기 교육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메

모하기 활동은 강연 듣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토론이나 토의와 같은 상황에서

도 목적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며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하며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른 듣기 텍스트 유형으로까지 확장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메모하기를 통해 강연 텍스트의 내용 이해와 회상이 증진되지 못한 학

습자를 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교육적 처치 

이후 실험 집단의 내용 이해와 회상의 수준, 메모의 질이 비교 집단의 그것보다 

더 양호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 내용이 실

험 집단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회상의 수준을 높이고 메모의 질을 

개선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후 검사 결과, 실험 집단 학습자 중

에서도 비교 집단 학습자와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학습자가 존재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교육 내용을 통해 강연 내용에 한 이해와 회상 증진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를 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여 교육

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메모하며 듣기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 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엄밀한 효과 검정을 위한 지연 검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적인 여건상 교수·학습 직후에 자유 회상문을 작성하게 하여 내용 이해와 회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치한 교육 내용이 교수·학습으로부

터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도 같은 강연 텍스트에 한 내용 이해와 회

상의 정도를 유지시키는지, 혹은 다른 강연 텍스트에 해서도 비교 집단과 비

교했을 때 더 높은 이해와 회상의 정도를 보이게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연 검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육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

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겠다. 앞으로 메모하기와 메모하며 듣기 교육 측면의 연

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어서 메모하기 및 듣기 관련 교육 내용의 지평이 넓어지

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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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사전 검사 강연 텍스트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기생충들이 숙주 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전략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 감탄할 기생충의 전략들에 해서 알아보겠습니

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기생충은 숙주를 괴롭히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생

충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생충의 감염원이 도라지라고 생각해봐

요, 도라지.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친구가 도라지를 먹고 죽는 걸 본 다음에 그 도라

지를 또 먹겠습니까? 절  안 먹죠. 그러면 도라지에 있는 기생충은 다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주가 죽으

면 그 안에 있던 기생충은 자동적으로 죽기 때문에, 숙주가 죽으면 자기한테도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숙주를 웬만하면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면 거의 백이면 백, 증상을 나

타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걔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숫자를 불린 다음에 공격

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10마리가 들어오면 나중에 몇십만 마리가 돼서 우리 몸

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기생충은 어떤지 아세요? 회충알 열 

개를 먹으면 열 마리의 기생충이 생기는 겁니다. 더이상 숫자가 증식되지 않아요. 이런 현

명한 전략으로 기생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숨어서 그냥 알만 낳아요. 얼마나 좋

은 전략입니까. 더구나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만일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면 밥을 못 먹죠. 그럼 기생충도 같이 쫄쫄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생충에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숙주를 괴롭히지 않는데, 이거는 숙주에게도 이익이고 자기도 이익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숙주의 면역을 회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라리아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잽싸게 

간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중에 적혈구로 나와서 적혈구로 숨습니다. 적혈구 안에 숨

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도둑이 인제, 현상수배범이 있어요, 전과 17범의 이제 

그 현상 수배를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포스터에, 현상수배가 되면 다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경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라

리아의 전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숙주 세포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 항체가 돌아다니다

가 기생충이 어딨지 하고 찾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쨌든 얘는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숙주 안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져봤자 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생충의 뛰어

난 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면역을 피하는 게 두 번째 기전이다 그러면, 세 번째 기전은 뭐냐, 기생

충이 암수한몸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기생충. 생각해보



면 그렇잖아요, 회충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있으면 절  알을 낳을 수 없죠. 기

생충의 삶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짝짓기와 알 낳기예요. 이 껌껌한 안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거 말고. 그래서 열심히 짝짓기만 하는데, 한 마리만 있으면 짝짓기를 어떻

게 합니까, 못 하죠. 그리고 두 마리가 있는데 둘 다 수컷이야. 생각만 해도 칙칙하지 않

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중에 일부가 암수한몸으로 

진화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충편충처럼 암수딴몸인 기생

충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간디스토마와 같이 암수한몸인 애들은 지금도 잘 살아있

어요. 이게 바로 미래를 내다 본 암수한몸 전략이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암수한몸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

약 암수한몸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낳아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옥이죠 그쵸(웃음).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웃음). 그래서 이런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똑같은 개체만 계속 나오면, 만약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기온

이 올라간다, 그러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 기생충이. 뜨거운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생

충이, 그런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 기생충을 체해야지, 이 기생충의 유전자가 계속 될(유

전) 것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애만 계속 나오면 유전적 다양성이 전혀 없는 단일한 유전자

만 나오면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수한몸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생충들은 항상 두 마리씩 짝을 지어 기생하기 시작

합니다. 나름 로 암수한몸이지만 암수딴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간디스토마와 

같은 애들은 지금도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2.6%인데요, 1.9%

가 간디스토마 (감염), 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네 번째 전략은 숙주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기생충 중에서, 연가시라고 있

죠, 연가시. 연가시는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연가시는 원래 물속에 

살던 애들입니다. 물속에서 짝짓기를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육지 구경

을 하고 싶어서, 곤충의 몸을 타고 기생충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물에 살던 애들이

기 때문에, 다시 물로 와야지만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근데 곤충이 어떻게 하면 

물로 갈까요? 곤충은 물로 잘 안 가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연가시는 계속 생각합

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물로 가게 할까. 곤충을 목이 마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을 합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근데 기발한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곤충

으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곤충을 목이 마

르게 함으로써 이 곤충은 목이 마르니까 물에 다이빙을 하죠, 그 사이 항문으로 연가시

가 나와서 배우자를 골라서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죠?



 【부록 2】사후 검사 강연 텍스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OO 학교 김OO 교수입니다.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단히 컸습니다. 기계는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키는 로 

일을 잘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하기 힘들다고 하는 바둑. 이 

바둑, 그것도 한민국이 제일 자랑하는 전 세계의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겨버리고 말았

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이길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로. 그런데 막상 인공지능에 지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 옵니다. ‘아 난 처음서부터 알파고가 이길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

이 또 나타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결에서 어떤 교훈을 얻

어야 할까요? 첫째, 알파고는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메인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 분명히 있는 상황, 바로 바둑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

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요, 1202 의 컴퓨터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불공정한 게임이야. 우리 인간은 혼자서 붙

고 있고, 저쪽에서는 1202명이 뒤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세돌 선수의 뒤에 1202명의 훈수

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도 몇 번을 올라갔을 겁니

다. 아니, 서로 싸우느냐고 아예 경기가 시작되기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파

고는 1202 의 컴퓨터가 일사불란하게 협업하면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협업할 줄 아는 

인공지능, 우리에게는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바로 이제 기계도 학습을 한다는 사실

입니다. ‘머신 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세돌과 붙기 위해서 알파고는 하루에도 수 만번

의 연습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 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은 배

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운다는 거 자체가 인간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제 기계도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의 훈

련을 쌓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계산할 수 있다. 둘

째, 협업할 줄 안다. 셋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 자 이제, 인간은 인공지

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로봇도 도덕적일 수 있을까? 



과연 로봇이 윤리적인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과 로봇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로봇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아마 사용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합니

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이 센서를 부착한다고 해서 해

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그 아픔, 고통, 이것은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물론, 로봇도 센서를 장착하면 흉내는 내겠죠. 그

렇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걸까요? 행복, 기쁨, 이런 것도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할 때만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자, 인간은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한다. 아, 물론 로봇공학자들이 우리

도 언젠가는 바이오에너지를 쓰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기다

려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은 생식 세포를 통해서 자신을 증식시켜 나갑니다. 이건 사실요, 양성생

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할 때 인류로서는 중 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단성생식을 하

면 자신의 DNA를 100%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이 없는 거죠. 다양성

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해오는 과정에 양성생식을 하도록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란 걸 하게 됩

니다. 자신과 다른 존재자와 하나가 되고 같이 되고 친구가 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

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신의를 지킵니다.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룹니다. 과연 로봇이 그

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에게는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내가 누

군지에 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알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애들하고요, 4살짜리 미만 애들하고 숨바꼭질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술래가 되면 숨어

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소파 밑에다가 자기 얼굴만 들이밀고는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을 보지 못하면 남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아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크

면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분명한 자아의식, 여러분 애들이 반

항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

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얘가 이제는 충분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독립된 인간으로 살

아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반겨야 될 문제입니다. 왜? 교육의 궁극적 목표

는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에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

표이니까요. 



【부록 3】실험 집단 학습 자료

<메모하며 강연 듣기 학습 자료>  

OOOO 중학교 2 학년 (     )반  (      )번  이름: (          )  

◎ 들어가기

우리는 수업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종종 노트나 종이에 메모(필기)를 하곤 합

니다. 메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메모하는 방식이 다른데, 효율적으로 메

모할 수 있는 방법이란 있을까요?

◎ 학습 활동1 

아래 학생들의 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영호와 은지는 수업이나 강연을 들을 때 메모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각자 

생각하고 있나요?

<학습 목표>

1. 메모하며 강연 듣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한다.

2. 강연 텍스트의 구조 및 표현 특징을 바탕으로 강연의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듣고 이해한다.

3. 강연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메모하며 듣는다.

4.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메모 내용을 이전 텍스트나 메모와 연결 지으며 이해한다.

 영호: 나는 수업이나 강연을 들을 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을 위

주로 메모를 하는 편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이 필요할 때, 메모한 것을 보

게 되면 기억이 잘 나거든. 

 은지: 나는 수업이나 강연을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는 편이야. 메모하면서 들으

면,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쓰면서도 이해가 되어서 들은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게 되거든. 

 민수: 나는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의 말씀과 칠판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하려고 해. 하지만 모든 내용을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선생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



2. 민수는 메모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

엇이 필요할까요?

 ※ 용어 알기

◎ 학습 활동2 

 1. 강연의 특징을 이해해 봅시다.
  

 ‘강연’은 ‘청중을 상 로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말하

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TV 프로그램에서 학교수나 유명인이 나와서 특정한 

영호

영호는 나중에 메모한 내용을 검토할 목적으로 주로 메모한다고 하였

다. 이는 메모를, 듣는 내용을 (       )하고 (       )하는 기능으로 인

식하는 것이다.

은지

은지는 메모하면서 들을 때 내용이 잘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는 메모를, 듣는 내용을 (       )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수

민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수는 (          )으로 메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          )으로 메모하기 =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내용의 특징과 내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메모하는 것. 또한,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위의 화에서, 영호는 듣기에서 메모하기를   (            ) 기능

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은지는 메모하기를 (          ) 기능을 담당하

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강연이나 강의,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할 때가 많은데, 메모의  

(          ) 기능을 고려하면서 메모하면, 메모하며 듣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메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강연의 모습입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의 수업도 강연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

연을 잘 듣기 위해서는 강연이 어떤 (        )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        )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연을 구조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아 봅시다.

강연의

주요 특징

 · (           )에 한 설명을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져 있다.

 · 말하고자 하는 (           )과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여러  

(           )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강연을 (               )로 조직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 여러 (             )를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강연자의 머뭇거림이나 질문하기 등 여러 가지 표현법이 나타날 

수 있다.

강연을 

구조화하

는 다양한 

방식

 · 강연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 원인/결과 = 중심 화제에 하여 원인 부분과 결과 부분으로 서

술하는 것 (예: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지구온난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 문제/해결 = 중심 화제에 하여 문제 부분과 해결 부분으로 서

술하는 것 (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와 해결 방안)

 · 비교/ 조 = 중심 화제에 하여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예: 안개와 구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 분류/나열 = 중심 화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범주화하여 나열해 

제시하는 것 (예: 국산 딸기의 표적인 종류들)

 · 시간적 순서 = 중심 화제에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

는 것 (예: 통일 신라의 흥망성쇠)

 ※ 강연의 각 구조는 다른 구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예: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이라는 전체적인 ‘비교/ 조’ 구

조에서, ‘사자의 특징’과 ‘호랑이의 특징’을 각각 ‘분류/나열’

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3. 위 2번 활동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알맞은 구조화 방식을 적어 

봅시다.

4. 강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담화 표지나, 말하기 특징 및 표현법에 대

하여 알아봅시다.

5.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연을 듣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

다.

  그동안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춘 사회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편향된 

태도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강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담화 표지

· ‘담화 표지’란, 말이나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시로, 내용

의 예고, 강조, 구별, 정리, 집중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예시) - “이제부터 ~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첫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        )

      - “한마디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강연자의 말하기 

특징이나 여러 

가지 표현법

 · 강연자는 말할 내용을 떠올리는 동안 말을 머뭇거리거나 

더듬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말했던 내용을 수정

하기도 한다. 

 · 강연자는 강연하는 내용을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곤 한다.

     A. (         )           B. (          )    C. (         ) 및 (          )



 

 (1) 위 강연의 표현 및 구조 특징을 파악해 보고, 3번 활동과 같이 강연을 

구조화하여 나타내 봅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숙된 의식이 일상 언어생활에도 구현되

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매체에 여과 없이 사용된 차별적 표현을 유형화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

다. 첫째, 신체적 특성이나 인종, 국적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색’의 명칭을 ‘살구색’으로 정정하라

고 권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둘째, 남녀에 한 양성 불평등 의식을 드러

내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답지 못하게’와 같이 성 역할을 구분하거

나 ‘의사’, ‘여의사’처럼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직업을 낮추어 표현하는 경우나 특정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낙인찍

는 표현 또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어느 신문 기사의 

제목에, ‘사내답지 못하다는 편견을 씻어내고 미용사 회 우승’, ‘세계를 놀라게 

한 여류 작가’와 같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차별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강연의 

표현 특징

· 매체에 나타나는 (               )을 중심 화제로 삼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                       )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차별적 표

현을 유형화하고 있다.

· ‘자, 잘 이해하셨죠?’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집중을 유

도하고 있다. 

강연의

구조 특징

· (             )의 방식을 사용하여 차별적 표현의 유형과 사례를 

구조화하고 있다.

· 차별적 표현을 (     )가지로 유형화하여 사례를 들면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강연의 표현, 구조 특징을 통해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위 강연의 중심 내

용과 세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중심 내용

· 

√ 세부 내용

· 

· 

◎ 학습 활동3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할 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 이해와 회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

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메모하며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연을 들을 때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어떻게 메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알아봅시다.

※ 다음 강연을 듣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학교 밖으로 나오니 풍경이 

새롭게 보이지요? 먼저 저 나무 아래 있는 돌무더기를 보세요.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냥 돌무더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곽의 일부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곽의 특징과 종류에 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성곽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

을 최 한 이용하였다는 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불필요한 낭비와 수고를 줄이기 위

해 주변 지형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성곽을 지었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군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 성곽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성곽의 종류를 살펴볼

까요? 표적인 성곽의 종류로는 도성, 읍성, 산성을 들 수 있어요. 도성은 나라의 수

도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남 문이 바로 조선 시 에 지

은 한양 도성의 일부랍니다. 반면 읍성은 지방에 쌓은 성곽으로, 백성들의 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진 성곽이에요. 전라도의 낙안읍성이 좋은 예이지요. 그리고 산성은 산

의 지형을 최 한 활용하여 지은 성곽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곽 형태입니다. 



 1. 강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담화 표지’에 동그라미를 쳐 봅시

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단어가 강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어봅시

다.

 2. 윗글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

이라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을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그어 봅시다. 그

리고 해당 부분에 밑줄 그은 이유를 적어봅시다.

  

서울 근교에 있는 남한산성이 그 예입니다. 성곽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서는 우리의 성곽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      ⇒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

동그라미 

친 단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3. 강연의 내용을 메모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메모 

방식이 어떤 조건에서 유용할지 생각해봅시다.

  · ‘자연 이용’, ‘군사 + 행정’은 원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단어를 그 로 메

모한 것이다. 반면 ‘효율성 추구’, ‘다양한 기능’은 자신만의 표현을 활용하여 

원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반화하여 메모한 것이다. 가능한 메모하기 방식을 이해

하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메모할 수 있다.

 

 

 4. 효과적으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약어나 기호 등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약어나 기호도 생각해봅시다.

약어/

기호
해당 약어/기호의 기능

약어/

기호
해당 약어/기호의 기능

⇒

화살표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 혹은 선후 관

계임.

↔ 서로 상반되는 두 내용을 표시함.

원문 내용 메모 방식

우리나라 성곽의 첫 번째 특징

은, 자연을 최 한 이용하였다

는 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불필요한 낭비와 수고를 줄이

기 위해 주변 지형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성곽을 지었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군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 성곽

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강연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 로 

메모하는 방식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거나 요약하여 

메모하는 방식

·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적인 단어 및 

표현을 알 필요가 있을 때

·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때

·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때

· 듣고 나서 이해가 잘 된 내용을 효

율적으로 적을 때

·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

는 것을 함께 메모할 때



 5. 아래 메모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 내용을 구조화하며 메

모한 것입니다. 빈칸에 단어나 기호를 채워 가면서 강연을 들어봅시다. 그리

고 이 메모에서 효율적으로 메모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들을 찾아봅시다.

ex), 

예)
예시를 드는 내용을 알려줌. ↑, ↓

어떤 수치나 개념이 상승/하강함

을 표시함.

※, ☆
중요한 핵심 단어나 개념을 

강조함.

연결선

( ━ )

해당 내용과 관련된 하위 항목들

을 연결함. 주로 ‘분류/나열’의 

구조에서 사용함.

· 

· 

· 

· 

· 



◎ 학습 활동4 

 지금까지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

게 메모하면 좋을지에 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강연을 듣기 전과 도중, 후로 나누

어서 메모하기 활동을 계획해보고, 실행해 보고, 점검해 봅시다.

 1. 강연을 듣기 전, 어떻게 메모하면 좋을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봅시다. 

 2. 계획한 바를 바탕으로 아래 빈칸에 강연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메

모하며 듣고, 강연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 강연의 주제와 구조를 예측해 보고,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떠올려 봐야지.
· 무언가 상승, 하강하는 것은 ↑↓ 화살표로, 인과나 선후의 관계는 → 화살표

로 표시해야지.
· 관련되는 내용은 헷갈리지 않게 한데 모아 메모하고, 구별되는 내용은 따로 

떨어뜨려 메모해야지.

· 

· 



 3. 아래 점검표에 응답하면서 나의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점검해 봅시다. 

또한 나의 메모를 친구의 메모와 비교해 봅시다. 누구의 메모가 더욱 효율적

이라고 생각되나요? 

※ 학습 활동 3 – 5번 문항 텍스트   

점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매우 

아니다
Q1. 듣기에서 메모하기의 가

치와 기능을 이해하였나요?
Q2. 강연의 구조 및 표현 특

징을 고려하면서 듣고 메모하

였나요?
Q3. 강연의 흐름을 알려주는 

담화 표지나 어구에 주목하며 

듣고 메모하였나요?
Q4. 강연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메모하였나요?
Q5. 메모하는 방식을 이해하

고 고려하여 사용하였나요?
Q6. 메모를 효율적으로 하도

록 여러 기호나 약어 등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였나요?
Q7. 메모가 구조화될 수 있도

록 노력하며 메모하였나요?
Q8. 메모하는 것에만 급급하

지 않고 메모하면서 강연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나요?

  풍선이나 튜브, 자동차 에어백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기 쿠션 같은 것

들을 동물들도 이용합니다. 물고기 몸속에는 ‘부레’라는 공기 주머니 즉, 공기로 

채워진 쿠션이 있습니다. 부레 속 공기의 양은 물고기를 떠오르게 하거나 가라앉게 



※ 학습 활동 4 텍스트   

 요즘 도심 곳곳에서는 비둘기 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할까요? 비둘기로 인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

인은 비둘기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비둘기들은 현재 서울만 해도 약 100만 

마리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부

족해진 비둘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워 먹고 급기야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쳐 놓

아 거리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또한 배설물로 건물의 외벽을 더럽히고 각종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비둘기로 인해 어느 측면의 피해가 가장 크고 심각한지에 

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둘기에 

한 관리 체계를 본격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전에는 비둘기를 기르는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둘기를 가축으로 분류하여 그것에 한 관리가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둘기가 가축이 아닌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비둘기에 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

야 할 것입니다.

합니다. 개 몸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 민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바다에 사는 물고

기가 부레에 공기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곤충의 몸속에도 ‘기

낭’이라는 일종의 공기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기가 많을수록 부력이 커져 날

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와 같이 헤엄치거나 날 때 활용하는 일종의 공기쿠션과는 달리 몸 밖에서 만들

어지는 공기쿠션도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발끝에 미세한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어, 

그 털 사이사이에 들어간 공기가 서로 뭉쳐 공기쿠션이 됩니다. 이것이 물을 밀어내

기 때문에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의 가장

자리에 넓은 비늘이 있어,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힘으로 수면을 내리칠 때, 순간

적으로 발바닥과 수면 사이에 공기쿠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쿠션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발을 바꾸어 디디면서 물 위를 뛰어가는 겁니다. 이 도마뱀이 물 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부록 4】비교 집단 학습 자료

<메모하며 강연 듣기 학습 자료>       

OOOO 중학교 2 학년 (     ) 반  (      )번 이름: (                )

◎ 학습 활동1

  ‘강연’은 ‘청중을 상 로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말하

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TV 프로그램에서 학교수나 유명인이 나와서 특정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강연의 모습입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의 수업도 강연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연을 들을 때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강연의 특

징을 이해하고 강연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알아 봅시다.

 ※ 다음 강연을 듣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학습 목표>

강연의 특징을 이해하고 강연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강연을 들으며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강연을 메모하면서 듣고 중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다.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춘 사회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편향된 

태도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숙된 의식이 일상 언어생활에도 구현되

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매체에 여과 없이 사용된 차별적 표현을 유형화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

다. 첫째, 신체적 특성이나 인종, 국적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색’의 명칭을 ‘살구색’으로 정정하

라고 권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둘째, 남녀에 한 양성 불평등 의식을 드

러내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답지 못하게’와 같이 성 역할을 구분

하거나 ‘의사’, ‘여의 사’처럼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



1. 위 강연 텍스트를 보면서, 이 강연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의 속성

을  (        )하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두 번째 문단에서, 매체에서 사용된 차별적 표현을 (          )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 세 번째 문단에서, 강연을 듣는 청중에게 (        )하며 신문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차별적 표현의 유형을 맞혀보도록 하고 있다.

2. 강연을 들을 때, 어떤 내용에 주목하며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강연에서 강조하는 (           )에 주목하며 들어야 한다.

· 강연의 내용 중에서 (                   )에 주목하며 들어야 한다.

· 강연의 내용 중에서 (                    )에 주목하며 들어야 한다.

3. 위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

리해 봅시다.

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직업을 낮추어 표현하는 경우나 특정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표현 또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어느 신문 기사의 

제목에, ‘사내답지 못하다는 편견을 씻어내고 미용사 회 우승’, ‘세계를 놀라게 

한 여류 작가’와 같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차별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 

· 

· 

 ⇒ 앞서 배웠던 바와 같이, 강연은 중을 상 로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

하거나 전달하는 말하기입니다. 이때, 강연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강

연의 주제는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             )에 한 설명이나 전달이 중심

이 되며, 강연자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             )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연을 들을 때, 강연자가 무엇에 하여 말하고 있는지, 어떠

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들어야 합니다.

4. 위 강연에서, 중심 화제를 찾고 강연자가 강조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

해 봅시다.

강연의 

중심 화제
· 

강연자가 

강조한 

내용

·  

· 

5. 이번에는 강연자가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담화 표지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알아 봅시다.

담화 

표지의

정의

· ‘담화 표지’란, 말이나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시로, 내용의 

예고, 강조, 구별, 정리, 집중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학습 활동2

  강연을 들을 때는 강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학습했던 내

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지들을 고려하면서 듣고, 강연의 흐름을 파

악하며, 중심 내용을 찾아 봅시다. 

담화 

표지의

성격

내용 

예고

· 이제부터 ~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은 ~을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강조
· ~에 해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구별
· 이것에는 ~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있습니다.

내용 

정리
· 한마디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집중

· 지금까지 ~에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무

엇일까요?

강연자가 

사용한

담화 표지

· 오늘 저와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 여러 매체에 여과 없이 사용된 차별적 표현을 유형화해 말씀드리

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으로의 내용을 (      )함.

·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 내용을 (      )하여 전달함.

· 자, 잘 이해하셨죠?

· 여러분. 이 제목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은 무엇일

까요?

 ⇒ 질문을 통해 내용에 (      )을 유도함.



※ 다음 강연을 듣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1.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담화 표지

를 찾고 그 역할을 말해 봅시다. 

· 

  ⇒ 

· 

  ⇒ 

· 

  ⇒ 

2. 위 강연에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학교 밖으로 나오니 풍경이 

새롭게 보이지요? 먼저 저 나무 아래 있는 돌무더기를 보세요.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냥 돌무더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곽의 일부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곽의 특징과 종류에 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성곽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

을 최 한 이용하였다는 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불필요한 낭비와 수고를 줄이기 위

해 주변 지형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성곽을 지었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군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 성곽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성곽의 종류를 살펴볼

까요? 표적인 성곽의 종류로는 도성, 읍성, 산성을 들 수 있어요. 도성은 나라의 수

도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남 문이 바로 조선 시 에 지

은 한양 도성의 일부랍니다. 반면 읍성은 지방에 쌓은 성곽으로, 백성들의 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진 성곽이에요. 전라도의 낙안읍성이 좋은 예이지요. 그리고 산성은 산

의 지형을 최 한 활용하여 지은 성곽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곽 형태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남한산성이 그 예입니다. 성곽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

서는 우리의 성곽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 



◎ 학습 활동 3

  메모하면서 강연을 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것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하면 추후에 강연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정리하면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따로 학습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 다음 강연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 

· 

  풍선이나 튜브, 자동차 에어백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기 쿠션 같은 것들

을 동물들도 이용합니다. 물고기 몸속에는 ‘부레’라는 공기 주머니 즉, 공기로 채워

진 쿠션이 있습니다. 부레 속 공기의 양은 물고기를 떠오르게 하거나 가라앉게 합니

다. 개 몸체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 민물에 사는 물고기보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부레에 공기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곤충의 몸속에도 ‘기낭’이

라는 일종의 공기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기가 많을수록 부력이 커져 날기가 수

월해집니다. 

  이와 같이 헤엄치거나 날 때 활용하는 일종의 공기쿠션과는 달리 몸 밖에서 만들어

지는 공기쿠션도 있습니다. 소금쟁이는 발끝에 미세한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어, 그 

털 사이사이에 들어간 공기가 서로 뭉쳐 공기쿠션이 됩니다. 이것이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발가락의 가장자리

에 넓은 비늘이 있어,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힘으로 수면을 내리칠 때, 순간적으

로 발바닥과 수면 사이에 공기쿠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쿠션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발을 바꾸어 디디면서 물 위를 뛰어가는 겁니다. 이 도마뱀이 물 위를 아주 빠른 속

도로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1. 자유롭게 메모하면서 강연을 들어봅시다. 

 

 2. 위 강연에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 

· 

 3.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궁금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나누어 봅시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 

 · 



 

 4. 3번 활동에서 정리한 내용 중에서 강연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

로 만들어 봅시다.

 5. 강연자가 말한 것 외에 강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강연을 메모하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

는 것의 장점을 말해 봅시다.

· 

· 

· 

궁금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 

 · 

 · 

 · 

 · 

 · 

 · 

 · 

 · 



7. 자신만의 효과적인 메모하기 방법이나 원칙을 고안해 보고, 친구들과 의견

을 나누어 봅시다.

8. 아래 점검표에 응답하면서 지금까지의 메모하며 듣기 활동을 점검해 봅시다.

· 

· 

· 

점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매우 

아니다
Q1. 강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

며 들었나요?
Q2. 강연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

지들에 주목하며 들었나요?
Q3.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메

모하며 들었나요?
Q4.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

용을 메모하며 들었나요?
Q5.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연자에게 질문하거나 따로 더 찾

아볼 내용을 정리하였나요?
Q6. 강연을 메모하면서 듣는 것

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나요?
Q7.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의 장점을 이해하였나요?



A Study on the Education of Notetaking and Listening for 

Increasing the Comprehension and Recollection of a Lecture

                                            Kim, Dongseop 

In the field of education, most teachers perceive that notetaking is not a 

skill that needs to be taught or learned, and they often provide completed 

notes to students. However, notetaking while listening is a means for learners 

to understand a text on a deeper level, and functions as a learning tool to 

organize the comprehensive knowledge gained through learning.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maximize text comprehension through notetaking according to a 

certain form. To help learners achieve maximum learning outcomes and 

actively take notes in listening situations, systematic notetaking and listening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to improve comprehension and recolle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sign notetaking and listening education to 

improve the comprehension and recollection of lecture contents.

In chapter II,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design was 

established. First, the study explored the concept and process of listening 

comprehension. In related to Kintsch, the comprehension of text is a process of 

expanding the mental representation from the surface structure of a text to 

the text-based and situational model.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notetaking while listening helps construct a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text. 

Next,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function of notetaking in the lecture 

listening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rocess 

function,” one of the functions of notetaking for improving comprehension 

and recollecting text contents in listening, leads to a deeper level of 



understanding. Based on this, the study then discussed the dynamic and cyclic 

process of lecture listening with notetaking, and explored the factors of the 

“comprehender, notetaking, and text” involved in this process. The 

comprehender factors are “awareness of the utility of notetaking,” “working 

memory,” “background knowledge,” and “metacognition and self-regulation 

ability.” The notetaking factors are “note form,” “note contents,” and 

“note expressions.” The text factors a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ecture text”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lecture text.”

In chapter III, the notetaking and lecture listening education was designe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previous curriculum and 

textbooks related to notetaking and listening. The study’s design was based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derived from literature research and curriculum and 

textbook analysis. In terms of educational design, “text-centered 

comprehension,” “emphasis on the metacognitive aspect,” “process-oriented 

gradual and procedural approach,” and “integration of listening and 

notetaking” were set. Based on the design direction, the goal of notetaking 

and lecture listening education was set, and the study presented the contents 

and methods for achieving the goal. The propositional and procedual knowledge 

were set as the system of contents, and the educational content element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system. As a design principle of the method, 

explicit instru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radual release of responsibility 

was set,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notetaking and lecture 

listening was modeled and presented based on the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teaching and learning is to induce learners to learn the knowledge 

necessary for notetaking and lecture listening by repeating activity performance 

and to gradually proceed with learning.

In chapter IV, the study verified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education 

designed in chapter Ⅲ. The quasi-experimental research was designed for 27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6 students in the comparative group, 



who were all second-grade middle-school students. The experiment included a 

pre-test to confirm whether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and a post-test 

to verify the effect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notetaking and lecture listening education designed in this study, 

while the comparative group was given the notetaking and listening education 

based on the previous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s. The verification of 

educational effects was conducted in terms of comprehension and recollection 

of lecture contents and quality of notes. For the analysis, the study collected 

learners' notes, free recall writing, response data for O/X and short answer 

questions, and the response data for learner's background variable survey.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in the pre-tes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comprehension, recollection, and quality of notes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in the post-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better results 

in the comprehension, recollection, and quality of notes than the comparative 

group. Through thi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education designed in this 

study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comprehension and recollection of 

lecture contents, and the quality of notes while listening to the lecture than 

that used on the comparative group.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Listening Education, Listening 

Comprehension, Listening to Lectures, Notetaking, Process Function, 

Encoding Function

Student number: 2017-2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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