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국어 쓰71 교수했습법왜 현황과 과채 

안경화* 

1. 틀싹7찍 

쓰기는 문자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어 표현 활동으로 외국인 학 

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며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1)이다 일반 

적으로 쓰기는 다른 언어 기술보다 숙달하기 어려운 언어 기술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어 지식까지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가 쓰기를 어려워할 것이 

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모국어 학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쓰기 교육이 작문 능력과 함께 

사고력， 통찰력 등을 기르는 것인 데 반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어 쓰기 교육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쓰기 능력 계발이 일차적인 목표이 

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은 내용이나 생각을 전 

달하는 작문뿐만 아니라 형태에 초점을 맞춘 전사 내지 연습2)이 중요한 

* 서울대 언어교육원 
1) 다음은 외국인 학습자가 언어기술과 재료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를 보여 주는 표이다. 아래의 표에서 쓰기 기술이 말하기나 튿기， 읽기와 함께 중요 

한 언어기능으로 긴주됨을 얄 수 있다〈안정화， 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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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으로 다루어지고， 문어체 쓰기뿐만 아니라 구어체 쓰기 활동3) 

도중시된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어 쓰기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 변에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여 왔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쓰기 교육이란 무엇 

인가 E운 점에 대해 초기에는 텍스트 중심적인 접근으로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을 설시하다깨 1뺑년대 후반부터는 필재wll않r) 중심적인 접 

근으로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일반화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독자 

(reader) 중심적인 접근으로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까지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쓰기 교수학습 방법의 변 

화 과정을 정리하여 현재의 쓰기 교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점겸 

하고 쓰기 교수학습의 향후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맏보모꿀율프二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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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기 튿기 읽기 쓰기 운업 어후1 문화 

2)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요소나 언어기술 의사소통 능릭의 신장을 위하여 바꿔 

쓰기， 짧은 질문에 답하기 등의 쓰기 활동을 포함한다. 
3) 초급 단계에서는 주로 대화 텍스트 쓰기로 설생활의 구두숙달도 능력 계발에 힘쓴 

다 이때의 쓰기 활동에는 구어체인 해요체의 쓰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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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교수학습 방법론의 주요 변화 

지난 40여 년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쓰기 교수학습 방법은 몇 가지 

주요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여 왔다. 

쓰기 교육 방법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강명순(2때:71←73)은 쓰 

기 개념이나 쓰기 수엽 구성 방볍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실제 쓰기 교육 

에 반영된 내용으로 다음을 들었다. 첫째 교실 밖의 방과 후 활동으로 이 

루어지던 쓰기 수업이 수엽 중의 활동으로 강화되었고， 둘째， 결과 중심 

의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으로 변화하였고， 셋째， 학습자 

전략 계발에 초점을 둔 쓰기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넷째 통제적이고 유도 

된 쓰기에서 자유로운 쓰기 교육으로 초점이 변하였음 등이 그것이다. 

시기별 쓰기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청각구두식 접근법이 지배적인 교수학습법이었던 1땐년대 초반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의 수업 중 쓰기는 문볍적인 형태 중심의 연습이나 통제 

적 쓰기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때의 쓰기는 구두 숙달도의 향상을 위 

한 부차적인 언어 기술로 간주되거나 문법적인 정확성을 높이거나 검증 

하는 언어 기술로 활용되었다. 이울러 텍스트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이 지배적이었다. 

19:깨년대 중반 이후 의사소통적 교수학습법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입 

되면서， 통제적 쓰기나 유도된 쓰기 못지않게 자유로운 쓰기 활동이 중시 

되게 되었고， 실제적인 과제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완결성을 갖춘 

담화 차원의 쓰기 활동이 강조되었다. 

1뺑년 후반에서 때년대 초기에 과정 중섬의 쓰기 이론이 한국어교육 

분야에 소개되면서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히는 몇몇 실제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수업 현장에도 과정 중심의 단계적 쓰기 수엽이 자리잡아갔 

다 과정 중심의 쓰기 수엽이 일반화되면서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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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계발하도록 히는 전략 중심의 쓰기 수엽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때U년 이후 학문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매우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과정이 운 

영되었고 이런 교육 과정에서는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가 주요 수엽 활동 

으로 도입되었다. 그밖에 대조수사학적 연구도 최근 시도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법의 변회는 그 이전 쓰 

기 교수학습 방법과 구별되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검증이 폭넓고 갚이 있게 이루 

어지기에는 논의 자체가 양적으로 소수여서4) 향후 쓰기 교수학습론 연구 

의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의 변화 추이는 외국어 교육 분야의 

변화와 유사하여5)， 선진적인 외국어 교육 분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런데 외국어 교육의 쓰기 분야에서 각각의 접근 방법은 한때 

지배적인 방법이었다가 열기가 식었지만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라~Silva， 

1997: 11)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도 초점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강병순(때E:ffi-6l)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쓰기 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987 
년에 나왔으며， 그 후 때E년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은 12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밖에 석사학위논문은 16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제2언어 쓰기 교육사를 살펴본 연구인 뻐mes(1993)에 따프면 

1945년 이후 네 가지 접근 방볍이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1970년 중반까지 쓰기 

는 구두 언어 숙달도의 향상을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언어 기술로 간주되었다 이때 

까지의 쓰기 교육은주로결파중섬 글쓰기를강조하였다.1970년대 중반에 과정 중 

심 교수학습 방법이 도입되어 쓰기 결과물보다는 텍스트의 산출 과정에 교육의 초 

점이 맞추어졌다. 1뻐년대 중반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학문 

적 목적의 글쓰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내용중심 접근 방식으로 쓰기 교육이 이루어 

졌고 독자의 시각에서 글쓰기에 접근하는 대조수사학과 같은 글쓰기 접근 방식이 

등장하였대Nunan， E*fl: 2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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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71 교수학습법의 현황 

3J ‘ 첼쩌 교수흐발으| 목표 

쓰기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나타내고 의도한 언 

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문자 언어로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 

사소통능력을 배협F는 것이다. 

최근의 지배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의사소통적 교수학습법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은 언어의 의미나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작문 

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높여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도록 운영되 

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문법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전략 

적 능력으로 구성되므로， 쓰기 수엽은 담화 차원에서 쓰기 전략을 다루며， 

독자와 문맥을 섣정하고 문법적인 정확성을 가하도록 교수학습이 전개된 

다 

3.2. 쓰꺼 교수흐닥의 원러 

쓰기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피기 위해서는 쓰기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쓰기는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한 기술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언어기술들인 듣기， 말하기， 읽기 등과 통합적으로 쓰이 며， 

수업 상황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우게 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쓰기는 디읍의 세 가지 요소로 니누어 살필 수 있 

다(Silva， 1997; Hyland, 2002; Jo뼈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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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 

텍스트 
자립적 존재로서의 텍스트 
담화로서의 텍스트 

* 결과중심의 글쓰기 
(문장， 담화차원의 

정확한 글쓰기， 장르 접근볍) 

독자 
개인적 표현으로서의 쓰기 
인지 과정으로서의 쓰기 

상황화된 행위로서의 쓰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 
사회적 구조물로서의 쓰기 

* 대조수사학，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 중심의 글쓰기， 

민족지적 연구 (Hyland, 2002: 5-48) 

텍스트를 중시하는 교수학습법에서는 결과 중심 글쓰기를 실시한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장르 접근법이 있다. 펼자에게 초점을 맞 

춘 교수학습법으로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 중심적인 글쓰기， 민족지적 연 

구 등이 있다. 독자에게 관심을 두고 글쓰기를 히는 방법으로 학문적 목 

적의 글쓰기， 대조수사학적 글쓰기가 있다. 초기에는 텍스트 중심적인 접 

근으로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지배적인 교수학습법이었는데， 1뺑년대 

후반부터는 필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일반화되 

게 되었고， 최근에는 독자 중심적인 접근으로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까지 

도입되고 있다 

쓰기와 관련된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쓰기 교육의 원리를 설정할 수 

있다. 김정숙(2005)은 쓰기 교육의 원리로 다음을 들었다. 

(1)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2)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3) 과제 수행 중심의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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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의 담화 특성에 맞는 글을 쓰도록 교육한다， 

(5) 독자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글을 쓰는 교육을 실시한다， 

(6) 상호활동적， 협력적 활동을 통해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7)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글을 쓰도록 교육한다. 

(8) 다른 언어 기술과 통합하여 글을 쓰도록 교육한다 

김정숙(때)5)이 제시하는 쓰기의 원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능 

력 배양을 위한 쓰기 교육의 핵심을 잘 정리한 논의로 주목된다. 그런데， 

결과 중심의 쓰기와 과정 중심의 쓰기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 

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Tribble， 2003)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행한다는 원리는 유의하되，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의 몇몇 교시들은 학습자들이 

쓸 내용이 있어도 이를 한국어 텍스트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려움 

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은 외국인 학습 

자에게 한국어로 쓰인 글의 장르 모형을 제시하여 낯선 한국어의 글을 구 

성할 때 느낄 학습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은 진대연(2005: 80)이 지적하였듯이 모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예를 통하여 학습자가 더 좋은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예를 틀어 시험의 답안 쓰기와 같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다 

룰 수 없는 쓰기 교육 영역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과정 중심으로만 운영되 

눈 쓰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3.3. 쓰기 교육외 내용 

Tribble(2003: 71)은 글쓰기 지식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었다 이러한 

지식의 계발이 쓰기 교육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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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오「 iινi η ’ qι δι 。νι 주요내용 νν δ ’‘ J ’”。ν’?。 ιφF 。、。’ 、、 이‘서’샤r、 ιι 

내용지식 주제 영역에 포함된 개념틀에 대한 지식 

맥락지식 그 텍스트가 읽힐 맥락에 대한 지식 

언어 처l계 지식 그 과제를 완성하기 하는 데에 팔요한 언어 체계 측면틀에 대한 지식 

글쓰기 과정 지식 특정한 글쓰기 과제를 준비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한 지식 

한편， 쓰기를 하는 데 펼요한 언어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논의로 

브라운(Brown니 1994)이 있다. 이러한 언어 지식의 계발 역시 쓰기 교육의 

내용이된다 

(2) 철자에 대한 지식， 적절한 속도， 바른 단어 및 어순 양식에 대한 지식， 

문법체계에 대한 지식， 의미를 문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글의 

조리성， 수사법과 담화 관습， 글의 형식과 목적에 따른 의사소통기능 달 

성 능력， 효과적인 내용 구성 능력，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분 능 

력， 문화 이해 능력， 효과적인 작문 과정 및 작문 전략 

디음으로 학습자의 숙달도 단계에 따른 학습자의 쓰기 교육 내용을 다 

루겠다.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현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숙탈도별 쓰기 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 

육 내용을 살필 수 있다-6)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내용은 숙달도별 쓰기 목표 소재와 기능， 

텍스트 유형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항목은 표현하 

려는 생각의 범위인 쓰기의 소재， 목표하는 의미 기능을 명시한다눈 점에 

서 3.1.장에서 제시한 쓰기 교수학습의 목표와 잘 연결된다. 

6) 진대연(예:6: 81)에는 외국어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쓰기 평가 범주에 대한 주요 논의가 
정리되어 있는데， 주요 평가 범주로는 ‘내용， 조직， 담화 어휘， 문법， 표가 능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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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준의 글 쓰기가 주로 학습된다. 

〈표 1> 1 급(학습 시간 200시간 내외연| 쓰기 평가 항목 

외운 문장을 이용승}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플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린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생활문을 쓸 수 있다， 맞춤법 

의 기본 원리에 맞춰 글지플 쓸 수 있다 

소재 
자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 
족，쇼핑，날씨 

1 급 • 기본적인 문장 구성하기 
·간단한대화구성하기 

기능 · 매우 간단한 설용문 쓰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uj뀌λE ·문장， 문장의 연쇄 
유형 ·대회문， 서술문 

다음의 글 (3)은 40시간 정도 한국어를 배운 초급 학습자가 쓴 작문이다. 

담화 차원의 간단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된 매우 간단한 생활문의 예이다 

(3) 1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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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급(학습 시간 200 - 400시간 내외)의 쓰기 평가 항목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해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 

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평이한 대화나 생활문을 쓸 수 있고， 지주 접하는 실 
용문을쓸수있다 

소재 
· 자선，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똥， 가족， 
날씨， 직엽，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계획， 감정 

2 급 
·간단한문장구성하기 
· 간단한 대화문 구성하기 

기능 · 간단한 설용문과 설명문 쓰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매모하기 

터-11 까、E · 문장， 문장의 연쇄， 매우 간단한 문장 

L 유형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머l모， 펀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4)는 200시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초급 학습자가 쓴 작문이다. (3)보다 

문장의 구조카 약간 복웹졌읍을 알 수 있다. 

(4) 2급 자료 

111γ :r "~쩨 좋야 ~i Je "，.1꺼갚 에빽싸<t~l~ Wt tl1")-'IJ “이i 

τi쨌 생 1\. 1"서 'd'\\-~1 ~l 앙& 원γj'.~\않. 

여1 해 1썽 ~，샤 망.1 ?11 ~~찢t .. u .. 
;.. J.f 행해 g 영 썩하 ι1.~ ， I.ft 싹에 í1J‘ l !i. 

심./ !‘랜'.t!:L~1 .. ‘ 하f 뻗，，1' $1. 1f<1 '" .I! 얘‘9치 ~I.끼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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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급(학습 시간 400 - 600;\.1간 내외연| 쓰기 평가 항목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관하어 정확하고 유창하게 글을 쓸 수 있으 
면， 생촬과 믿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마 섣명， 비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단 단위로 글을 쓸 수 있다， 

소재 
· 가족， 직엽， 쇼핑， 근황， 여행， 계획， 친구，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3 급 
·문단구성하기 
· 일상생활 관련 대화나 실용문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쓰기 

기능 · 친숙한 사회적 소재로 대화 구성하거나 글 쓰기 
· 설명하기， 기술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기 
하기， 우려 표현하기 

텍λE ·문장의 연쇄， 문단 
π。츄「81 · 대호F문， 서술문， 살용문， 설명문， 매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기사 

다음의 (5)는 3급 자료이다. 때시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가 주 

어진 그림과 표현을 이용해} 옛날 이。비를 만틀어 쓴 글이다 

(5) 3급 자료 
v! oo 다음은 거울'01 라는 옛날 아야가입니다 그램을 보고 〈보가>의 단어， 문형 
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씩 보셰요 한 그립얘 2문장 어상 쓰세요 (4 
접_ h 

v‘냐 

〈거울j 신기하디， 비추다> 

\ 옛날에 한 농부가 잘았디 

어느 날그 농부는 시짝쩌 7써 ';/7%뻐싸 > !i7l한 셔좋을 엔 7γ贊)
융A 뾰 어f킹 y 1J.:옳훌c1 

〈블래， 는 척하다，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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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글은 4급의 쓰기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글이다. 자료 (4)는 

비교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설문 조사 보고문이다. 

〈표 4> 4급(학습 시간 600 - 800시간 내외)의 쓰기 평가 항목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소재의 범위가 넓어지며，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 
할 수 있다. 엽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열반적인 글쓰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소재 
가족， 직엽， 근황，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엽무， 사건， 사고， 모양， 외모1 
복장， 성격， 사회， 문화， 경제， 언어， 유행， 교육， 인간 

• 친숙한 추상적 소재로 대화를 구성하거나 글을 쓰기 
• 간단한 논리적 글을 쓰기 

4 급 
기능 

• 하나의 의미를 다OJ하게 표현하기 

· 설명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현하기， 우 
려 표현하기， 설명문 쓰기 

• 안내문 만틀기， 가사 작성하기 

텍λE 
·문장의 연쇄， 문단 

유형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샤 감상문， 서평，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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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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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쓰기 평가 내용인데， 그 평 

가 항목이 중급의 쓰기 능력의 평가 항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어려워졌음 

을 알 수 있다. 중급에서 일반적인 영역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글을 쓰도 

록 하였다면 고급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 중급에 

서 고급 수준으로 니아갈 때 언어 능력의 향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급의 쓰기 목표를 정할 

때는 중급의 언어 능력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목표 

능력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어 교육 현장의 고급 수준의 글 예는 뒤의 

3，5.2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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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급(학습 시간 800 - 1 ， 000시간 내외)의 쓰기 평가 항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결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표 
현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 쓰기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 
행할 수 있으며， 논증이나 추론 파정을 거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글을쓸수있다 

소재 엽무; 사건 사고， 사회， 문화 경제， 언어， 교울 과학 인간 사링; 가치관 성 

5급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하여 글 쓰기 

기능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 선택해 시용하기 

비교적 간단한 요약하기， 의견 주장하기， 비판하기， 가설 뒷받침하기， 
서류가묘서 작성하기， 번역하기 

ê]/」FE
문장의 연쇄， 문단 

유형 
대화문， 서술문， 설명문， 논설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샤 서평， 수 
펼，소설，시 

〈표 6> 6급(학습 시간 1,000 - 1 ， 200시간 내외)의 쓰기 평가 항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결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어l 대해 대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업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글 쓰기 기능을 전면적 수 

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간흑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의미 파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소재 
업무， 사회 현상j 문화 비평， 가치관， 의학 기술， 정치 구조 경제 현상， 

제도관념 

6 급 
•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하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글 쓰기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 선택해 사용하기 

기능 · 한국어 담화 구조에 맞춰 글 쓰기 
· 의견 주장하기， 비판하기， 가설 뒷받침하기， 요약하기， 서류/보고서 
작성하기， 번역하기 

텍λE 
·문장의 연쇄， 문단 

%"ðil · 대화문， 서술문， 설명문， 논설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샤 서평， 
수팔，소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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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쓰기 수업의 구성 

3.4.1. 쓰기 수업의 단계 

초기 인지적 관점에서는 쓰기 과정을 (1)과 같은 과정이 션조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 

쓰기 전 단계 |• | 쓰기 단계 |• 1 쓰기 후 단계 

쓰기 전 단계는 글을 쓰는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무엇을 쓸 것인 

지， 어떻게 쓸 것인지 등에 대하여 기초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짜 내어 아 

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랩， 지유 

연상， 정보 수집 활동， 주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하기， 개요 쓰기 등의 활 

동을한다. 

쓰기 단계는 쓰기 전 단계에서 구상한 내용을 글로 옮기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처음에는 문장의 정확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빨리 쓰기를 

하도록 한다. 일단 한번 쓴 후에는 정교화 전략， 줄이기 전략 등을 사용하 

며 읽으면서 고쳐 쓰기를 하도록 이끈다. 

쓰기 후 단계는 고쳐 쓰기 단계로 문장의 정확성이나 글의 논리성 등 

을 고려하여 교사←학생 간 학생 상화 간에 의견을 교환하며 고치고 수정 

하는 작엽이 이루어진다. 쓴 글을 점검할 때는 글의 일관성， 주제의 명확 

성， 글의 %씩， 글의 구성， 문법적 정확성， 어휘 선택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쓰기가 구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편 

집하기 등이 (2)와 같이 순환적이고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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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을 보고하고 있다{Hyland， 2002: 25; Tribble, 2003: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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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쓰기 활동 

쓰기 활동은 교사의 통제 정도와 연계된 기능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볼수있다 

(1) 교사의 통제 정도에 따른 활동 유형 

여기에서는 김정숙(2뼈)에 제시된 활동 유형을 주로 소개한다. 

(개 동제된 쓰기 

한글 자모 문법이나 맞춤법 등 정확성을 익힐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초급이나 중급 단계에서 교λ}가 쓰기 과정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 베껴 쓰기，(2) 받아쓰기，(3) 바꿔 쓰기(시제， 경어법 등)， @ 문장 연 

결하기，(5) 빈 칸 채우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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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도된 쓰기 

학생들이 내용의 일부를 선택할 수 있논 쓰기 활동으로 자유로운 쓰기 

의 전 단계 연습 활동이다 

@ 이0웅기 재구성하기(줄거리 핵심 어휘나 표현 이용하여 다시 쓰기，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쓰기)， (2) 이야기 구성하기(제목이나 머 

리기사 이용)，(3)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서술하기(그림이나 도표， 통계 등 

시각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이용하여 빈칸 채우기， 설명 · 묘사하기)，@ 담 

화 완성하기(문장 연결하기， 문장 완성하기 문단 완성하기 등 담화의 일 

부분 채우기) 

(다) 자유로운 쓰기 

학습자가 의미와 내용 위주로 글을 쓰도록 하는 활동이다 

자유로운 쓰기에는 @ 자유 작문 @ 읽기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읽고 

모방하여 쓰기， 자료 읽고 의견 쓰기) 등이 있다， 

(2) 연계된 기능에 따른 활동 유형 

읽기와 연계된 쓰기 활동으로 읽고 모방하여 쓰기， 읽고 내용 덧붙이 

기， 읽고 요약하기， 읽고 찬성하거나 반대핸 입장의 글을 쓰기 등이 있 

다. 

듣기와 연계된 쓰기 활동으로는 듣고 지도 완성하기， 듣고 십자말풀이 

완성하기， 듣고 메모하기 등이 있다. 

말하기와 연계된 활동으로 구두 연습 후에 쓰기， 쓴 것 발표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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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쓰기 수업의 실제 

3.5.1. 초급 단계의 쓰기 수업 

여기에서는 30시간 정도 한국어를 배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 

를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쓰기 수업을 제시하려고 한다 한국어 수 

엽 현장에서는 쓰기만의 별도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쓰기 수엽이 다 

른 언어 기능의 수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쓰기 수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엽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 말하기 • 쓰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읽기/말하기 
텍스트 구두숙달도 정확성 듣기 능릭 쓰기 전 단제 본 쓰기 쓰기 후 단계 
모델제시 배양 높염 배양 
문형 제시 문형 익힘 문형 익힘 문형 익힘 쓸 내용 확인 발표 및 평가 

본격적인 글쓰기 수엽에 들어가기 전에 (1)과 같은 읽기 텍스트를 배운 

다. (2) -(4)와 같은 문형 연습을 하며 학습자는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된 

다 

(1) 3과 안녕하십니깨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검영숙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숙 씨. 

저는 윌슨입니다. 

저는 영국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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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 -(4)와 같은 기계적인 문형 연습을 통하여 소개하기 기능의 목 

표 표현에 대한 구두숙달도를 기른다. 

(2) 

내
 」

T. 한국사람 
S: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CD T. 중국사람 S: CZ)T. 미국사람 S: (이하 생략) 

(3) 

보기 T 이륨이 무엇엽니까? 
S: (김영숙)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CD T.길봉 S: CZ)T.찰스 S: (이하 생략) 

(4) 

보기 τ 무엇을 공부합니까? 
S: (한국어)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5)←(7)과 같은 대화 연습을 하며， 소개하기 기능을 가진 목표 

문형을 익힌다. 

(5) 

a 

안녕하십니;깨 

제 이름은검영숙입니다 b: 

반갑습니다 

저는마이클입니다. 

CD a: 김영숙 

b: 마이클 

cz) a: 수지 

b: 다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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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클씨는 

영국사람입니까? 

a. 

CDa‘ 마이클， 영국사람 

b: 영국사람 X， 미국 

(7) a: 

b: 

아니요1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미국사람입니다. 

(2) a: 다나카 중국사람 

b: 중국사람 ζ 일본 

무엇을 공부합니까? ) b: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CD a: 공부하다 (2) a: 먹다 

b: 한국어， 공부하다 b: 불고기， 먹다 

기계적인 연습과 대화 연습으로 소개하기 기능 표현에 대한 구두 숙달 

도를 기른 후에， (8)-(9)와 같은 어휘와 문법의 쓰기 연습을 통하여 정확 

성을 기르도록 하고， (10)와 같은 대화 완성하기 쓰기 연습을 하여 말로 

익힌 표현을 쓸 수 있게 한다. 

(8) 이것( ) 무엇입니까? 

(9) 

공부하다 공부합니다 

배우다 

(10) (그램) 7}: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김영숙입니다 

(11)-(13)과 같은 듣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전체적인 표현 등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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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듣기 연습을 마친 후에 본문을 다시 틀으며 모델 텍스트를 확인한다 

(11) ‘영국 사람입나까? 네， 영국 사람입니다’를 듣고 맞는 것 고르기 

@영국사람 @일본사람 @한국사람 

(12) ‘저는 마아클입니다’를 듣고 같으면 0, 다르면 x 하기 

저것은 마이클입니다. ( 

(13) 대화를 듣고 쓰세요 

수지 씨는 사람입니다. 

(14)와 같은 본격적인 쓰기를 위한 전 단계 활동으로， 말할 거리를 구상 

하도록 (15)와 같은 말하기 활동을 하고 (16)과 같은 쓰기를 하도록 한다. 

(17)은 한 학습자가 쓴 글의 예이다. 

(14) 

〈쓰기 목표〉 
주제:자기소개 

목표 ,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5)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잘문 이름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국사람입니까? 

선생념입니까? 

." ... 

안녕히 가세요 또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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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을 쓰세요 

안녕하십니깨 

(17) 

제이름은 

저는 

r、 r、

;~ r 

이상에서 살폈듯이 초급 단계의 쓰기를 위하여 학습자에게 모범적인 

텍스트를 접하게 하고， 기계적인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으로 구성된 말하 

기 쓰기 듣기 연습 동을 통하여 표현을 익히고 쓰기 전 단계에서 쓸거 

리를 정리하고 쓰게 하면 학습자는 어려워하지 않고 담화 차원의 쓰기를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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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고급 단계의 쓰기 수업 

자신의 생활에 대히어 수펼을 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고급 단계에 

서 쓰기 수업을 진행하눈 방법을 소개하겠다. 

〈쓰기 목표〉 

주제;생활 

목표 :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수필 형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우선 읽기를 통하여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텍스트를 제시한다. 여기에 

서는 피천득 씨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읽기 텍스트로 다루었다 (1)은 

부분적으로 발훼한 것이다. 

(1) 

니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십분지 일이라도 남겨 
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 
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 
이한다. 나 아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니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예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주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를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뱃물 흐 

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띈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 발을 멈추고 한챔1나 서 있게 하는 피아 
노소리를좋아한다. 
나는 아흡 평 건물에 땅이 오십 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재목은 쓰지 못 

하고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 

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 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니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나의 사랑핸 생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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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후 말하기 활동으로 (2)와 같은 활동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격적으로 쓸 내용의 일부를 써 보고 다른 학습자의 글을 참고로 자신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 후에 (3)과 같은 쓰기를 한다" (4)는 고급 학습 

자가쓴글의 예이다. 

(2)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좋아하는지 3-5줄 정도로 짧게 쓴 후에 교λ까 

쓴 내용을 읽어 주면 학생들은 누가 썼는지 알아맞히도록 한다 

(3)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다 

(4) 나의 사랑하는 생활 

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 

몇 시까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서 마시는 상쾌한 

공기를 좋아한다. 니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사랑한다. 가끔은 여행을 떠 

나고 싶을 때 멸지 않은 거리를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내 차 안에서 음악 

을 크게 틀어 놓고 지내는 나만의 시간이 너무 좋다， 편안한 고요함을 이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나눈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 평소에는 조용한 클래 

식이나 발라드 하지만 가끔은 정신없이 시끄러운 락 음악을 즐긴다. 가끔 

은 혼자 빗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좋다 걷다 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이하 중략) 

4 쓰기 교수학습법의 과제 

이영숙(200])은 쓰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과정 중심 · 과제 중 

심 · 상호 협력적 쓰기 활동 · 대매체를 활용한 쓰기 등 쓰기 교수학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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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지속적 논의， 둘째， 학습자 특성에 따른 쓰기 교육의 차별화， 

셋째， 타 기능과 연계한 통합 교육， 넷째， 단계별 쓰기 과정과 피드백， 다 

섯째， 한국어 특성을 고려한 쓰기 교육， 여섯째，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 

한 쓰기 교육 부교재 개발 일곱째 쓰기 평가 도구 개발 등이 필요함을 

들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중요한 쓰기 교수학습의 향후 과제로는 쓰기 교육 

내용의 구체화와 효율적인 교육 방볍의 모색 등 두 가지를 틀 수 있다 

쓰기 교육 내용의 구체화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의 모색을 위해서는 외 

국어 교융계에서 논의된 쓰기의 요소와 관련 쓰기 교수학습의 접근법을 

검토하여 이를 한국어 쓰기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텍스트 
*결과중심의 글쓰기 

(문장， 담화 차원의 정확한 글쓰기， 장르 접근법) 

필자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 중심의 글쓰기， 

민족지적 연구 

독자 

* 대조수사학， 학문적 목적의 달쓰기 
(Hyland, 2002: 5-48)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법이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에 소개된 

결과 중심의 글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 중심의 글쓰기， 민족지적 연 

구， 대조수사학적 연구， 학문적 목적의 글쓰기 등에 대하여 향후 좀더 갚 

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 성과가 효율적인 한국어 쓰기 교수학 

습 방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쓰기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결과 중심의 글쓰기에 속하는 장르접 

근법 연구가 시급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박태호(2(XX):1얘)은 아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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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뉴욕 주의 쓰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소개하며 거시적인 장르 

와 미시적인 장르로 쓰기의 내용을 니누어 교육과정을 설계하자고 제안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어 텍스트의 장르 연구 과정에서 목표 장르와 장르별 모범적인 텍스트가 

제시되어야할것이다. 

(2) 

추뜰--갖흔윤형 거시적 장르 미시척장르 

K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만웅을 문장 

표현적인 글 
수준에서 나열 

자서전쓰기 
12 

시 쓰기 

K 실처l 경험을 글로 쓰기 
이야기 금 간단한 이야기 쓰기 

12 학습 엘지 쓰기 

K 단어， 구， 제목을 사용하여 문퓨하기 

설‘정하는 균 지시하논 를 쓰기 

12 방법을 섣영하는 균 쓰기 

K 상상 속의 인물에게 상소를 섣l성 Ót란 급 싼기 

묘사하는 글 잃어 버린 동물이나 판건을 찾는 당고문 쓰기 

12 물건을 판때하는 광고문 쓰기 

K 상업 광고문쓰기 
설득하는균 비교하눈 목흑 쓰기 

12 평론쓴기 ...... 

아울러 단계적인 쓰기 교육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차원의 글 

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요구된다. 참고할 만한 연구물로는 설 

리번(1994)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심 문장에 대한 연습， 형식과 구성의 기 

본 문제， 주제 문장의 연습， 본론의 구성과 전개， 단편의 구성과 연습’ 등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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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나 교육 환경， 글의 장르 등의 변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쓰기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3.3장에서 살폈듯이 글을 쓰기 위 

하여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 글쓰기 과정 지식 등이 필요 

한데(Tribble， 때3: 71), 이러한 지식은 학습자나 처한 교육 환경， 장르 등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변인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볍의 모색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법은 창의적인 쓰기를 가능 

하게 하고 학습자의 쓰기 전략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방 

법이지만 시험에서의 쓰기 (E없m essay)와 같은 쓰기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구어 중심 

으로 한국어를 익힌 영어권 교포 학습자는 맞춤법을 중심으로 한 언어 체 

계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열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이 요구되고， 대학 입학 전의 학습자는 대졸 학습자에 비하여 

내용 지식이 약하여 내용 지식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요구된다， 

5 마무택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쓰기 교수학습 방법의 변 

화 과정을 정리하여 현재의 쓰기 교수학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점검 

하고 쓰겨 교수학습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어 쓰기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 변에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여 왔다. 현재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식 교 

수학습법의 기반 위에서 과정 중심적이지만 결과 중심적 쓰기의 장점을 

취하는 글 쓰기， 과제 중심적 쓰기，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된 통합적 쓰기， 

담화 차원의 상호 협력적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88 국어교육연구 제18집 

쓰기 교수학습의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 

되어 왔다. 그렇지만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아직도 갚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쓰기 교수학 

습의 내용과방법에 대한갚이 있는연구가쓰기 교수학습의 향후과제로 

요구된다. 

한펀 쓰기 수엽은 잘못 운영하면 상당히 지루하고 수동적인 수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쓰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쓰기 교수학습 

의 연구 성과가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효율적이고 흥미있는 쓰기 수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쓰기 교수학습， 쓰기 이론， 쓰기의 실제， 쓰기 수업， 효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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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Teaching Writing : current practices and needs 

Ahn, Kyunghwa 

암l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historic머 overview of Korean as a second 

l뻐밍lage writing methods, to sketch current practices of writing educa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n뻐re directions in Korean writing res얹rch and practice 

The historγ of KOl1얹n writing since 때out 1959 • the beginning of the modem era 

of KOl1얹n language education - can be regarded as a succession of orientations. 

Product-focused approach and control1ed writing had been a dominant writing 

method until early nineties. Since Around :;)αX)， process-focused approach has b많n 

preferred to product-focused approach. Kol1얹n for academic purposes was 

introduced around 2000. Nowadays, writing is taught in a corrrrnunicative way 

where teachers errψhasize process of writing, discourse-level writing, task-based 

writing as well as col1aborative writing. No띠ce and advanc어 없ching plans are 

presen않d here as examples of current practices of w뼈ng education. The past 40 

Y얹rs show remarkable development in writing education, but KSL writing 

education still needs to give detai1떠 teaching items as wel1 as to improve teac피ng 

methods which suit various types of KOl1얹n leamers. 

[Key Words] teaching and learning writing, theories of writing, practiæs of 

writing, writing class, KOl1없1 lan밍Jag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