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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원적이거나 절차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쓰기 과정 이론들과 달리,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경우와 세우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쓰기 과정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전 계획의 유무는 쓰기
과정의 질적인 차이이기보다는 유형상 차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이러한 유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
히는 쓰기 과정의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다차원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토대로 근거 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38명의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1차 모집한 후에 이들 중에서 최대변량의 방법으로
심층 관찰 대상 8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대상으로부터 각각 7~9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에 활용한 쓰기 과정 사례 수는 초기 모집자를 포함하여 총 77회
이다. 다차원적 관찰 자료는,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캡처 자
료, 해당 쓰기 과정의 행위 의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후 면접, 자가기록, 사전 설
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적 분석의 방법론은 근거이론에 기초하였으며 분석의 편
의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아틀라스티아이(ATLAS.ti)를 사
용하였다. 코딩은 다양한 방식의 결합 도식 및 일부 수치화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에
엄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쓰기 과정의 인지적 성격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 기반 이론, 텍스트 구성 및 언어학 기반 이론, 작동 양식성 및 인지 요소
기반 이론,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론의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한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의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니
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사고 중심의 관점에 대한 회의, 하위과정 중심의 위계에 대한 회의, 그리
고 사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Ⅲ장에서는 쓰기 과정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질적 기
술을 위주로, 결과의 제시는 수치화 자료의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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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획 유무에 따른 유형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형화 결과도 제시할 수 있었다.
수치화와 유형화 결과를 통해 비(非)-사전 계획 유형의 쓰기 과정 추동력은 수정하기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쓰기 과정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의 힘은 계획
하기와 수정하기에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질적 기술과 수치화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석의 내용을 제시하
고 이러한 이론적 접근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석의 결과
에 따르면, Ⅲ장의 유형화 결과는 이분법적으로 양분된다기보다는 정도에 따라 배열
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을 다양하게 운용하게 만드는 원리는, 대립되는
두 축 사이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게 된다. 필자들은 극단적
인 계획 중심부터 극단적인 수정 중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쓰기 과정을 운
용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과정의 선택에 작용하는 원리를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
라 명명하였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사고와 행위 사이에 감각작동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글쓰기의 과정 중에는 사고로부터 촉발된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촉발된 사고도 존재하며 양자 사이에 상호적 관계
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글쓰기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려는 기존의
인지적 입장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생성과 검토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 성립된다. 생성으로서의 사고와 생성으로서의 행위, 그리고 검토로서의
사고와 검토로서의 행위, 네 차원이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며 쓰기 과정이 진행되며,
이 네 차원은 결과적으로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기존의 사고 중심의 관점에 비해 쓰기의 행위 측면 및
표현하기 과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점, 계획과 표현 사이의 상호적 관
계를 위한 상위인지적 조절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 다양성을 고려하는 맥락 위주의
전략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
수-학습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각 쓰기 과정 유형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어: 쓰기, 쓰기 과정,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생성, 검토, 상호 촉발 관계,
계획, 수정, 근거이론, 감각작동성, 변증법, 사전 계획, 상위인지적 조절
학 번: 2009-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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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실제 쓰기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사전 계획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 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으며 대체로 사전 계획으로부터 출발하는 쓰기 과정만을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
주고 있다1). 물론 사전 계획이 매우 유용한 전략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이 계획하
기와 표현하기의 과정을 관련짓는 유일한 전략인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교육적 처방은 쓰기 과정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염려가
있다. 둘째, 사전 계획과 관련하여 쓰기 과정 운용의 두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전 계획을 세운 후 글을 쓰는 유형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사전 계획
없이 글을 쓰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후자의 쓰기 과정은 하나의 유형으
로 간주되기보다는 우연적이거나 미숙한 운용 방식으로 치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미숙한 필자부터 전문적인 필자에 이르기까지 반
드시 사전 계획을 세운 후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
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많은 필자들이 두 과정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
하기도 하였다. 결과의 측면에서도 두 과정 사이에 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처음의 질문은 다
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계획하기와 관련하여 쓰기 과정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쓰기 과정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
가?’

1)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 중심 작문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6차 교육과정 이래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화해
오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쓰기 과정에 대한 관점은 거의 그대로 이어져왔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과정에 대하여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쓰기의 일련의 절차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쓰기의 과
정을 고정적 절차 위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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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먼저 처음의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연령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
째, 사전 계획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우월
하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므로, 두 과정이 모두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
므로 이 연구는 두 과정의 유용성을 비교하기보다는 각각의 과정을 더욱 잘 실천하
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 계획하기를 하나의 절차나 구성 요소로 파
악하는 관점 대신,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쓰기 과정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기에 연구의 방법론 또한 기존의 방식과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쓰기 과정
을 관찰하기 위한 관점 혹은 기준만 확립한 채, 관찰 사실들이 어떠한 지점을 가리
키는가를 귀납적으로 탐구해나가고자 하였다. 셋째, 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
정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결국 이것은 쓰기 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 결과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일과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기존의 쓰기 과정 이론들이나 쓰기 교육 실천 양상에 대한 문
제 제기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쓰기 과정 이론들 중
에서 가장 주된 흐름을 차지하는 것은 사고 중심, 위계 중심의 이론들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쓰기 과정에서의 사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중요하
며 글쓰기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쓰기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마저 반드시 사고 과정과 거의 동일시한 채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쓰기 과정의 사고가 위계화, 구
조화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우리의 쓰기 과
정―사실은 더 나아가 사고 과정도―이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체계 위주로, 혹은 이
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체계화된 사고만이 글쓰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
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탐구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양성의 축 중에서 하나를
골라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사전 계획과 관련하여 쓰기
과정의 다양성과 선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전 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쓰기 과정은 대체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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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유형의
차이는 어느 하나가 이상적인 과정에서 벗어난 잘못된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요를 짜거나 쓰
기 전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욱 향상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련의 연구들은 별도의 계획하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ellogg, 1988,
1994; Piolat & Roussey, 1996; Ransdell & Levy, 1996; Olive & Kellogg, 2002;
Ransdell, Levy, & Kellogg, 2002; Olive, 2004). 그러므로 이들에 따르면 개요, 즉
구조적 축약으로서의 사전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것만이 바람직한 쓰기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표현하기로 돌
입하여 수정하기를 반복하며 생산된 글이 별도의 계획하기 과정을 거친 글과 비교했
을 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다(Galbraith, 1996; Galbraith,
1999; Galbraith & Torrance, 2004; Kieft, Rijlaarsdam, Galbraith, & Bergh,
2007). 이들에 따르면, 사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것이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렇듯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특정 조건에 한정된 실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들은 연속성과 실제성을 고려하는 질적 연구 상황에
서 새로운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하기의 모든 인지적 국면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계획은 계획하기의 인지적 과정이 가시적인 표현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본 연구가 쓰기 과정의 원리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의 개념에서 출발하되,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계
획하기의 인지적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분석하고 이 분석
을 통해 귀납적 체제의 쓰기 과정 원리 및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쓰기 과정
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모형화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모형화 가능성을 선택하였다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이
기보다는 필요와 타당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려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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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모형의 타당성은,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육적으로 의
미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쓰기 과정의 운용은 사고와 동
떨어진 절차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의 추구는 결과적으
로 글쓰기의 창의성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에 대한 탐구에 돌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쓰기 과정 이론
들이 어떠한 맥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본 연구가 지향하는 쓰기 과정의 이론이 어
떠한 맥락 하에 놓일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의 선행 연구 검
토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그 하나는 쓰기 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의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쓰
기 과정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맥락과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쓰기 과정 연구에 있어서 관점과 방법론은 상호 영
향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두 차원의 맥락에 대한 지도를 함께 그리는 일은 모
두 중요하다.

1) 쓰기 과정의 연구사
쓰기 과정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관점들을 언급하자면 인지주의, 사회
인지주의, 후기 과정 이론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기 과정’은
‘쓰기의 인지적 과정’을 가리킨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지주의적 관점은 쓰기
과정 연구의 가장 주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인지주의(cognitivism)는 학습 이론의
한 경향으로서,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이 그 대표적인 출발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피아제는 지식에 대하여 언급할 때 스키마, 개념, 구조라는 말을 사용하
였는데, 이들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경험주의나 생득주의 대신 구성주의
(constructivism)를 제안하였다. 그의 이론은 이후에 스키마 이론이나 연결주의 이
론 등으로 발전하면서 인지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인지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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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내적 사고 과정을 중시하며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정보의 발견보다는
구성에 초점을 둔다. 인지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인간의 내적
인 사고 과정으로서의 인지 작용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탐구한다. 물론 하나의 현상
이라는 것이 개인의 내적인 사고 과정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지주의
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사고 과정을 중핵으로 삼으며 그에 대한 규명을 목표
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내적인 사고 과정이 핵심이 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인지주의 관점에서 글쓰기라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면, 글을 쓰는 개인의 내적인 과정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지주의 관점 내부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관점은 인지적 과정을 계산 가능한 기호 체계로
간주하는 고전적 인지주의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인지적 국면들
을 중심으로 쓰기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대표적인 쓰기 과정 모형들이
이러한 고전적 인지주의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쓰기 과정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와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의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의 논의는 차후 Ⅱ장에서 다루게 될 쓰기 과정의
여러 가지 모형들과 관련된다면, 후자의 논의는 바로 쓰기의 하위과정(subprocess)
들과 관련된다. 쓰기의 하위과정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구분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사실 하위과정을 중심으로 쓰기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플라워와 헤이즈
(Flower & Hayes, 1981) 이래로 쓰기 과정을 규명하는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이들
의 인지 과정 모형은 쓰기의 과정을 크게 계획하기, 표현하기, 검토하기의 세 국면으
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하위과정을 조정하기의 국면이 관련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각각의 하위과정이 실제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분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하위과정의 구분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등에 대
한 연구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계획 및 내용 생성하기 국면의 하위과정과 관련된 연
구로는 헤이즈와 내쉬(Hayes & Nash, 1996),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2007), 표현하기의 하위과정 성격과 관련해서는 토랜스
(Torrance, 1996), 레비와 마렉(Levy & Marek, 1999), 알라마르고와 파욜
(Alamargot & Fayol, 2009), 그리고 수정하기의 성격 및 하위유형과 관련해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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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룬드와 콜베르그(Eklundh & Kollberg, 2003), 린드그렌(Lindgren, 2005) 등의 연
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2). 한편, 상위인지적 차원의 쓰기 과정 연구들도 ‘조정하기’
국면3) 및 쓰기 과정의 작동 원리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Graham &
Harris, 1996; Zimmerman & Reisemberg, 1997; Scheuer, Cruz, Pozo,
Huarte, & Sola, 2006; Harris, Graham, Brindle, & Sandmel, 2009). 이들은 모
두 각 하위과정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제공하였으나 공통적으로는 쓰기의 과정이
하위과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대체로 하위과정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쓰기 과정 체계를 설명하
고자 하였다면, 인지 행위 요소 간의 연결 관계, 즉 좀 더 낮은 수준의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고
전적 인지주의의 관점보다는 연결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결주의(connectionism)란 인지심리학의 하위 관점 중 하나로, 규칙이나 표상이 미
리 내장되어 있다고 보는 대신 복잡한 연결망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
표적으로, 장기 작업 기억의 역할, 생산 시간과 휴지 분석, 이중 혹은 삼중 과업 활
용 실험, 작업 기억 요소와 지식 변형의 문제, 휴지 중 혹은 휴지 전후의 활동, 시공간적 작업 기억의 역할, 글자 쓰기와 작업 기억의 관계, 자동화 과정 등의 연구 주
제들이 이에 해당한다(Gobet, 2000; Kellogg, 2001; Kellogg, 2004; Galbraith,
Ford, S., Walker, & Ford, J., 2005; Alamargot, Dansac, Chesnet, & Fayol,
2007; Alves, Castro, & Olive, 2008; McCutchen, Teske, & Bankston, 2008;
Olive & Kellogg, 2002; Olive, Kellogg, & Piolat, 2008; Olive, Favart,
Beauvais, C., & Beauvais, L., 2009; Le Bigot, Passerault, & Olive, 2009;
Myhill, 2009; Richards, Berninger, & Fayol, 2009; Olive & Passerault, 2012).
사실 인지주의적 관점은 작문의 결과에서 작문의 과정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쓰기 과정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인지주의의 흐름은 글쓰기라는 현상에 있어서 완성된 결과물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게 하였다는 점, 글쓰기와 사고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
2) 하위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후 Ⅱ장의 3절 2)항 ‘하위과정 중심의 위계에 대한 회
의’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조정하기’(monitoring)를 하나의 하위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논하
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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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작문 이론의 중심 이론으로 대두될 만큼 인지주의의 영
향력이 막강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노스
(North, 1987: 99)는 “기존의 작문 연구들은 그 철학적 기반을 위한 탐구에서도 주
제보다는 양식의 문제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철저히 실험심
리학에 의존하는 작문 연구가 지닌 맹점, 형식주의적인 작위성, 개념의 혼란, 그리고
근거가 불충분한 교육적 적용 등을 근거로 작문에 대한 인지주의 관점에 대해 강력
히 비난하였다.
특히 사회 인지주의 관점과 후기 과정 이론의 연구자들은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입지를 굳혀간 경우라 할 수 있다. 인지주의는 인간의 내적 사
고 과정을 중심으로 현상을 파악하려 한다면, 사회 인지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현상을 파악하려는 관점이다. 후기 과정 이론은 인지주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서 과정 중심이라든지 교육적 적용에 대한 거부를 통해 글쓰기의 철학적
의미를 찾아가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인지주의 관점으로는 비젤(Bizzell)과
니스트란드(Nystrand)를,

후기

과정

이론의

관점으로는

켄트(Kent)와

도브린

(Dobrin)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비젤(Bizzell, 1982)과 니스트란드
(Nystrand, 1989)는 작문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인지주의적 관점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비젤(Bizzell)은 사고와 언어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박영목, 2008: 176, 재인용), 니스트란드(Nystrand)는 작가가 어떻게
독자와 의미 협상을 하면서 텍스트를 진술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정희모, 2013:
22, 재인용). 후기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켄트(Kent)와 도브린(Dobrin)의
경우, 아예 인지주의의 관점 자체를 전면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켄트
(Kent, 1999)에 따르면, “후기과정 이론가들은 대체로 작문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전제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글쓰기 현상
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부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적 적용과 결부되는 목적에 대
한 거부이다”(pp. 4-6). 도브린(Dobrin, 2011) 역시 후기 과정 이론에 대하여 “글쓰
기를 성사시키기 위한 교육적 강요에 대한 반발”(p. 2)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판들은 쓰기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일과 관련된다. 그러나 글쓰기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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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각에 따라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일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쓰기 과
정을 인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
다. 인지주의와 사회 인지주의, 후기 과정 이론은 모두 쓰기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
바라보고자 하는 지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하나의 관점이 나머지 두 관점에서 중
시하는 요소들을 포기하거나 배제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정희모(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지주의 관점의 성과들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단, 기존의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점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 지지의 후속 논의들이 이어져야 한다. 특히 주요 쓰기 과
정 모형들이 중앙 통제적 사고, 상징적이고 고정적인 체계를 중시하는 고전적 인지
주의의 차원에만 주로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의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2) 쓰기 과정 연구 방법론의 연구사
쓰기 과정의 연구는 고도의 상위 수준의 인지 과정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그 실
체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곧 연구 방법론상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쓰기 과정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관찰 가능한 행위만으로는 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쓰기
과정 연구들이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쓰기 과정을 간접적으로 관찰 혹은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도입해 왔다.
박영민(2013)에서도 정리하였듯이, 기존의 쓰기 과정 연구 방법론은 대체로 사고
구술의 프로토콜 분석, 비디오 녹화 분석, 키 스트로크 로깅 분석, 눈동자 움직임 분
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 구술 프로토콜 분석(thinking-aloud protocol
analysis)은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쓰기 과정의 연구 방법으로서 쓰기 과
정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 내용을 추후에 분석하는 방식이다. 사
고구술에 의해 생성된 자료 자체만 놓고 보면 연속성과 총체성에 의거하여 분석할
수 있는 질적인 특성이 풍부하다. 그러나 사고구술은 관찰 대상에 인위적 개입을 최
소화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모토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 스마고린스키
(Smagorinsky, 1989)도 지적하였듯이, 사고구술에 의해 추출된 내용은 실제 작문
과정의 사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쓰기 과정 자체를 방해할 여지마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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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고구술의 난점을 의식하여 이를 보완한 프로토콜 분석 방법이 등장하기
도 하였다. 회고적 프로토콜 분석(retrospective protocol analysis)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실험 참가자가 30분간 글을 쓴 후 녹화된 화면을 되돌려 보면서
휴지가 발생한 순간마다 15개의 인지적 행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레비 외(Levy et al., 1996)에서는 기존의 동시발생적(concurrent)
사고 구술 방식과 회고적 프로토콜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회고적 프로토
콜 분석에서도 참여자 스스로의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두 방법
모두 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키 스트로크 로깅(key-stroke logging) 분석은 사고구술 등의 내성법의 인위성을
극복하고 최대한 실제에 가까운 과정 자료를 얻는 데 적합한 방법이며 쓰기 과정 연
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4). 이것은 컴퓨터로 타자를 칠
때마다 해당 정보가 부호화되어 완성된 결과물과 함께 표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이 분석 방법은 정확한 측정으로 인해 양적 분석에 유리하나, 과정의 흐름을 관
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정보들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쓰
기 과정 직후에 참여자가 자신의 쓰기 과정 녹화 영상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경우
키 스트로크 로깅 자료는 회상의 재료가 되기는 어렵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작문 연구 방법론의 장(場)으로 편입된 시선 추적 시스템
(eye-tracking system)은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시선이 향하는 지점과 시간,
빈도 등을 비교적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박영민(2013: 4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선의 움직임과 분포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시선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아직까
지는 단독으로 활용되기에는 수집되는 정보들에 제한이 많아서 웬젤린 · 토랜스 · 홀
름크비스트 · 심슨 · 갤브레이스 · 요한손 · 요한손(Wengelin, Torrance, Holmqvist,
Simpson, Galbraith, Johansson, V., & Johansson, R., 2009)에서처럼 키 스트로
크 로깅 분석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를 권하기도 한다5).
4) 에클룬드와 콜베르그(Eklundh & Kollberg, 1996)는 여러 가지 키스트로크 녹화 프로그램
들을 비교한 후, S-notation으로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Trace-it이라는 프로그램의 장점
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5) 알라마르고 · 당삭 · 셰즈네 · 파욜(Alamargot, Dansac, Chesnet, & Fayol, 2007)에서는
문자작동(graphomotor)과 눈동자 움직임(eye movement)의 복합 분석을 통해 휴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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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 연구 방법론들의 흐름을 살펴 볼 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연구 방법론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태도가 결정되
기도 한다. 예컨대, 사고구술의 프로토콜 분석은 쓰기의 인지적 과정이라는 상위 수
준의 인지 과정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
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사고구술이라는 방식은 이를 통해 나타난 분석 내용, 즉
‘사고의 과정’ 자체를 쓰기 과정과 거의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6). 즉 연구 방법은 연구의 방향 및 결과, 주제와 관련된 세계관을 결정하는 지
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결국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의 주제 및 관
점은 선후 관계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인지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직까지 등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론은 간접적인 관찰과 분석이 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해당 연구의 탐구 주제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자의적이거나 인위적인 설
정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인지 과정
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 그리고 발견하고자 하는 현상의 핵심
을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지점을 타협적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며 어느 하나의 방법론
을 모든 쓰기 과정 연구에 두루 통용되는 최선의 방법론으로서 꼽을 수는 없는 노릇
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고민 속에서 본 연구자가 가장 크게 염두에 둔 점은 ①비개입에
의한 실제성(authenticity)의 확보, ②자의적이거나 인위적 분절의 억제, ③관찰 가능
성의 확대라는 세 가지 요건이었다. 그 결과, 모니터 동영상 캡처와 사후 면접(혹은
사후 자가기록)의 혼합 체제를 통해 쓰기 과정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고안
하였다. 작문 영역의 기존 연구들 중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과 가장 유사한 지점에서
출발한 연구가 바로 미힐(Myhill, 2009)의 쓰기 과정 유형 연구이다. 미힐의 연구 방
법론 역시, 여러 방법론의 혼합을 통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 미힐은 실제 초등학생의 쓰기교육 현장의 실
의 평행적 사고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6) 알라마르고와 파욜(Alamargot & Fayol, 2009: 24)은 글쓰기의 과정에 있어서 사고 행위
가 핵심적일 수는 있지만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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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현장에서 직접 쓰기 과
정을 관찰하여 주석을 단 과정표(anotated timeline)에 휴지(pause)들을 기록하고
사후 면접에서 회상 자극을 활용하여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끌어내었다.
면접 내용의 분석을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였다는 점도 도구의 차원
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들을 고려하였으며 질적 분석의 방법론을 일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쓰기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우선 본 연구와 가장 큰 차이는 연구자의 관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적 분석은 오로지 면접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
대한의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을 위해 녹화를 배제한 점은 적절한 조치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연구자 스스로의 관찰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본 연구의 방법론은 미힐(Myhill, 2009)에 비해 실제 교수-학습의 현장성이
떨어지고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분석에 대한 연구자의 개입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쓰기 과정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정서적인 판단이나 상위인지적 선택 등을 포함하여─
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휴지에만 한정되던 관찰 대신 녹화 자료의 반복 관찰과
다중 코딩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와
함께 녹화 자료를 관찰하면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회상 프로토콜의 장점을 복합적
으로 활용 가능했던 점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자료의 선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의 구성
본격적인 관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적절한 대상 및 연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사
전조사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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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을 최종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학생 4명과 전문가 2명7)의 쓰기
과정을 참조 자료로서만 활용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논술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생만큼 쓰기 과정 운용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성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쓰기 과정의 질적 탐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탐구의 내용
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의 모형을 도출해내는 것을 이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차적
목적에 의거해서는 질적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이 필요하며, 이차적
목적에 의거해서는 모형화가 가능할 정도의 표본 수의 확보가 필요하다.8) 먼저 총
38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의 쓰기 과정을 녹화
관찰하였다. 표집에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 변량(maximum variation)9)의 방
식으로 최종 관찰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계획과 비-사전 계획의 유
형별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답변에 해당하는 세 명의 참여자와, 해당 유형 내에서
모순적이거나 특수한 양상을 보여준 각 한 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모인 38명의 쓰기 과정 관찰 내용의 분석은 쓰기
과정의 분석 및 모형 도출의 기반이 되며, 그 중에서 최대 변량의 질적 표본 추출
과정을 거친 8명의 쓰기 과정 자료의 분석은 이론의 정밀화를 위해 활용되었다. 연
구 윤리의 차원에서, 참여 대상 8명의 신원이 드러나는 모든 표식이나 내용들은 대
체 혹은 삭제 처리하였다. 또한 이들이 한 학기에 걸쳐서 참여하는 이 연구 프로그
램이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 대상 모두의 사
전 동의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통해 충분한 양해를 얻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
7) 이때 전문가 쓰기 과정 자료는 교육적 적용이나 유형화의 참조 자료로만 활용할 뿐 본격
적인 분석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전문가 대상은 신문사 기자와 비평가 각 1명이다.
8) 학자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 수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
기는 하나, 근거이론에 따르면 20∼60회의 사례 수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Creswell,
2010: 117).
9) 마일즈와 후버만(Miles & Huberman/ 박태영 외 역, 2009: 53)은 패튼(Patton, 1990),
쿠젤(Kuzel, 1992) 등이 제안했던 질적 연구의 표본 추출 전략 16가지를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도 최대 변량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다양한 편차를 기록하
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목적으로 활용되며, 일반적인 유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례들의 범주들을 최대한 포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
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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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표 Ⅰ-1>은 심층 관찰 대상으로 표집된 8명의 쓰기 유형, 성별, 학업 성취
도, 가정 형편 등의 주요 특성과, 유효 사례수, 관찰 시기의 관찰 내역을 간략하게
밝혀놓은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쓰기 유형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적
인 분류를 시도한 것이며 표집에 엄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확정된 유형
이 아니다.
<표Ⅰ-1> 심층 관찰 대상의 표집
대상
속성
쓰기 유형

성별
학업
성취도
가정 형편
유효
사례수
관찰 시기

A

B

C

D

E

F

G

H

사전

사전

사전

사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약)

(강)

(약)

(특수)

(강)

(약)

(강)

(특수)

남

남

여

여

남

여

여

남

중상

상

중

중상

중상

중

중

중

중

중

중상

중

중

중상

중

중

7회

5회

5회

7회

5회

7회

6회

5회

2011년 4월 5일 - 2011년 7월 10일

먼저, <표 Ⅰ-1>의 쓰기 유형 항목은 초기 모집자 38명의 사전 설문을 개략적으
로 분석한 후 예비 분류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사전 계획 / 계획 없음’ 및 ‘강 / 약
/ 특수’의 속성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10). 여기서 사전 계획(preplanning)이라 함은,
텍스트를 생산하기 전에 본문 내용에 대한 구조적 압축의 형태로 제시하는 가시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전 계획의 유무는 연구의 전제와도 관련되는 중요
한 속성이다. 이때 사전 계획은 ‘사고로서의 계획’과는 구별되며, 이것은 가시적인
생산물의 형태로 계획이 등장하는 것에만 한정 짓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 계획-특
10) 이때, ‘사전 계획/계획 없음’의 범주는 연구의 중심 테제와 관련되며, ‘강/약/특수’의 범
주는 최대 변량의 표집 원칙과 관련된다.

- 13 -

수’와 ‘계획 없음-특수’의 경우, 경계적인 속성이나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 참여자
들이다.
최대변량의 표집을 실시할 때 주된 기준은 ‘쓰기 유형’ 항목이었지만, ‘성별’ 역시
표집의 고려 대상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전 계획 유형과 비(非)-사전 계획 유형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표집이 이루어졌지만, 각 그룹별로 성별 분포가 동수가 유지되
도록 선택하였다. 학업 성취도 및 가정 형편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 <표 Ⅰ-2>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당 참여자들이 어떠한 자료들을 생산하
였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표Ⅰ-2> 연구 자료의 개괄
목적: 질적 관찰
동영상
캡처

방법: 글을 쓰는 전체 과정의 모니터 화면 녹화하기
단위: 사례별
도구: Camtasia
목적: 질적 관찰의 보완 / 쓰기 과정의 직접 진술

자료

쓰기

방법: 글쓰기 직후에 녹화 자료를 함께 보면서 행위들의 목적

직후

문답하기

면접

단위: 사례별 (누락된 경우에는 자가기록으로 대체)
도구: 녹음기

의
종류

목적: 참여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질적 관찰의 보완
사전
설문지

방법: 연구 개시 전 모든 참여자가 작성하기
단위: 참여자별
도구: 설문지

사후
자가
기록

목적: 질적 관찰의 보완 / 쓰기 과정의 직접 진술
방법: 글쓰기 직후에 사례별 특화된 질문에 답글쓰기
단위: 사례별
도구: 질문지

연구 대상들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사례들은 쓰기 과정의 화면 녹화 자료, 쓰기 후
자가 기록(self report) 작성 및 면접 자료, 쓰기 결과물로 구성된다. 즉, 하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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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라야 온전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불충분
한 사례의 경우 본격적인 분석의 단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참조 자료로서 보조적
으로는 활용되었다. 사전 설문지는 쓰기 과정의 특성 및 관심사, 인지 성향에 대해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쓰기

과정은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인

캠타지아

(camtasia)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동영상으
로 녹화해주는 기능이 있다. 자가 기록은 해당 쓰기 과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자
유로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2) 장르 및 쓰기 과제의 제한
작문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약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장르와 쓰기 과제는 연구의 전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쓰기 과정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설명 장르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르인식의 개인차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쓰
기 과정 연구들이 어떠한 장르들을 선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헤이즈와 플라워
(Hayes & Flower, 1980), 캐리 · 플라워 · 헤이즈 · 슈리버 · 하스(Carey, Flower,
Hayes, Schriver, & Haas, 1989)의 연구는 설명 텍스트(expository text) 쓰기를,
그리고 카우제인과 레일라르스담(Couzijn & Rijlaarsdam, 1996)은 논증 텍스트 쓰
기를 전제로 쓰기 과정을 연구하였다. 사실, 글의 장르와 과제 제시 방식은 글쓰기
과정 자체를 한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쓰기 발달 차원
의 과정 연구에서 서사(narrative) 장르를 종종 활용하는 것은 인지적 차이에 따른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Alamargot & Fayol,
2009: 2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장르 제한에서 출발하는 대신 쓰기 과제의 특성을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논설문 혹은 설명문처럼 장르를 명시
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학습한 장르에 대한 지식 혹은 오해들이 학습자의 쓰기
과정 운용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글쓰기 상황들은
장르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제에서 출발하여 장르마저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장르의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이유는, 연구 대상들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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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내용과 형식을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이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절차나 형식이 비교적 명백한 글쓰기는 탐구 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주장하는 글
쓰기’들 중에는 교과서나 논술 등을 통해 접하는 논설문과 전혀 다른 구조나 표현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생산되는 모든 글들을 교육적으로 유의미
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 우리가 자주 접하는 방식 외에도 교육적
으로 활용할 만한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필자 스스로 내용과 형식
을 함께 창조해나가는 쓰기 과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장르 및 쓰기 과제의 통합적 제한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대상 혹은 현상에 대한 의견 진술하기’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용과 형식
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의견 진술하기’ 역시 ‘감상문’이나
‘주장하는 글쓰기’, 혹은 ‘의견 수필’처럼 장르적 명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명 방식이나 장르 자체의 규칙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을 제한할 것인가에 있으며, 기존의 장르적 제한이 본 연구의 중요한 전제 확립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쓰기 과제 제시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장
르는 몇 가지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 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일이 형식의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간 장르(inter genre)적 특징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글쓰기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제 위주의 제한이 의미를 지닌다.

2) 관찰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을 질적으로 관찰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질적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qualitative)’이라는 용어는 연구를 진행하
는 과정에서 원자료(原資料)의 인위적 분절을 최소화하고 연속성 및 실제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질적인 관찰은 쓰기 과정의 녹화 관찰 및 쓰
기 과정 직후 면접, 사전 설문지, 쓰기 과정에 대한 자가기록 등의 다차원적 자료 수
집을 기반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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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쓰기 과정의 녹화 관찰은 워드 프로세서로 타자를 치는 과정을 모니터 화면
상태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1). 쓰기 과정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들 중에
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사고 구술(thinking-aloud)의 프로토콜 분석과 키
스트로크 로깅(keystroke logging) 분석이었다. 쓰기 과정의 녹화 관찰 역시 종종
활용되어 왔으나 주로 손글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12)였으며, 컴퓨터 작문의 과
정은 키 스트로크 로깅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가 컴퓨터 작문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 스트로크 로그 자료 수집 대신 모니터 동영상 캡처
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 이유는, 키 스트로크 로그 자료가 전체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후 면접 시에 참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키 스트로크 로그 자료는 분명
히 과정 행동들의 정확한 시점을 산출하거나 내역을 전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적합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단위 행동들의 정확한 지점들을 추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
름이나 참여자의 행동 의미를 사후 추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맡기 어렵다. 반면, 모니터 동영상 캡처는 정확한 키 스트로크 자
료를 추출할 수 없는 대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맥락 하에서 텍스트의 미세한 변화
를 실제 상황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키 스트로크나 마우스 클릭은
사운드 신호로 변환하여 함께 재생할 수도 있으며, 커서나 마우스 움직임은 하이라
이트나 그래픽 처리로 강조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화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캠타지아(Camtasia ver. 3.0.2)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동영상의 형태로 녹화하게 되므로 워드 프로
세서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전(全) 과정을 시각과 청각적 정보의 형태로 담을 수 있
다. 녹화된 파일은 AVI(Audio Visual Interleaved) 파일로 저장되어 일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의 모니터 화면에
키보드 타자를 치는 순간들을 소리로 변환하고 마우스 움직임을 하이라이트로 표현

11) 이 방식은 별도의 모니터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수집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동영상 파일로 녹화하여 추후에 반복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게임 유저들이 자신의 게임 플레이 과정을 녹화한 후 차후 기술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12) 김혜연(2005)에서는 손글씨 쓰기 과정을 비디오 녹화한 후 사후 인터뷰로 과정 중의 행
동 양상의 설명을 보강하는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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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프로그램 내부 세팅을 이용하여 디테일들을 최대한 잡아내고자 하였다. 쓰기
과정 직후의 면접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녹화한 동영상 화면을 보면서 휴지
(pause)나 고쳐쓰기, 반복 등의 특정 행위들의 이유를 밝힌다든지, 과정 중에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문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 질문들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행위들
의 세부 목적에 대한 질문, 전반적인 글쓰기 목적과 관련된 메타적 차원의 질문, 참
여자의 개별적 특성이나 스타일과 관련된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후
면접은 녹화된 동영상 자료에서 의미들을 근거 없이 추출하지 않기 위한 보완 도구
인 동시에 그 자체가 쓰기 과정의 의미를 밝혀주는 직접적인 자료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 설문지와 글쓰기 과정에 대한 자가기록 자료들도 질적 관찰의
보완 도구인 동시에 그 자체가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이중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
전 설문지는 참여자의 평상시 글쓰기 습관이나 글쓰기에 대한 생각, 개인적 특성 등
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기본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사후 자가기록(self
report)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반성적(reflective) 글쓰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신
의 쓰기 과정에 대한 해당 사례별 사후 기술의 성격에 가깝도록 제한을 두었다. 적
어도 쓰기 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의견이나 추측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자가기록은 사후 면접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고
사후 면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는 자료의 기능을 맡기도 하였
다. 물론, 참여자의 의견이나 추측 등이 연구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
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러한 성격의 자료
들이 발생하면 이들은 쓰기 과정 녹화 자료의 직접적인 해석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
라, 분석 결과를 재해석할 때 별도의 참조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찰 대상이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손글쓰기를 관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의견 진술하기’ 차원으로 과제를 한정지었다는 점이 적용상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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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요 관찰의 대상이 한 개 학년에 한정된 점부터 논하자면, 이것은 쓰기 과
정의 분석에서 발달 단계상의 차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한 개 학년에 중점을 두었을
뿐이지 전체 조사 대상이 중학교 3학년에만 한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사전조사에서 이미 중학교 1학년 학습자와 중학교 3학년 학습자, 대학교 1학년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유형화의 가능성들을 찾아낸 바 있다. 게다가 중학교 3학년 학습자
대상들 중에서도 먼저 38명의 쓰기 과정 관찰이 선행되었으며 심층 관찰 대상 8명은
질적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을 대상 학
년으로 삼은 이유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관찰 내용도 비교적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사후 면접에서도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회고 능력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논술교육으로 인해 이미 쓰
기 과정에 대해 고정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많았으며 대체로 한 학기에
걸쳐 대학 입시와 아무 관련 없는 자료 수집에 응하는 데 대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해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비교적 다양한 쓰기 과정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쓰기 과정에 대한 자세한 회고가 가능하였고
아직 본격적인 논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심층 관찰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손글쓰기 대신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역시 본 연
구 결과의 적용상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손글쓰기와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의 경우, 손글쓰기와는 달리 사전 계획이나
원고(draft)의 실체적 경계가 불분명하며, 수정하기의 양상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유
의미하게 드러난다는 점13)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 혹은 장르적 차이가 쓰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보다는 과제 변인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성격을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과제에 따른 장르 선택도 분석의 요소로 포함하기 위해서이며, 둘
째, 기존의 장르 구분이 간-장르적 특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과제 진
술의 차이가 장르적 차이보다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3) 데이브와 러셀(Dave & Russell, 2010)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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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쓰기 과정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기존 쓰기 과정 모형의 비판적 검토
앞서 Ⅰ장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쓰기의 인지적 과정과 관련된 작문 이론들 및
인지적 과정 연구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도 쓰기
과정의 성격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모형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전제와 관련하여 이
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이 어떤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관
점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라마르고와 샹쿠와(Alamargot & Chanquoy, 2001), 그리고 알
라마르고와 파욜(Alamargot & Fayol, 2009) 등의 논의들을 참고삼아, 기존의 쓰기
과정 이론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 기반
이론, 텍스트 구성 및 언어학 기반 이론, 작동 양식성 및 인지 요소 기반 이론, 쓰기
발달 및 표현 과정 기반 이론의 네 범주로 유목화하고자 한다.

1)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 기반 이론
글쓰기의 과정이 어떠한 경로와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의 사
고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 1980; 1981)의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이다.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은
작문 연구 영역에서 인지주의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
이다. 국내의 작문 연구 및 작문 교육 실천에도 여러 모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과정
중심 쓰기 교육 및 문제-해결 전략에 영향을 미친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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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환경
수사적 문제
지금까지 작성한
텍스트

주제
청중
긴급 상황

쓰기 과정들
계획하기

필자의 장기 기억
주제 및 청중에 대한
지식
쓰기 계획

생
성
하
기

표현하기

읽기

조직하기

평가하기

목표
설정하기

수정하기

⇕

⇕

⇕

조정하기

[그림 Ⅱ-2]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Flower & Hayes, 1981: 370)

[그림 Ⅱ-1]에 따르면 이 모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제 환경,
필자의 장기 기억, 일반적 쓰기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하위 과정들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불분명하긴 하나 이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쓰기 과정 모형에 해당하며
글쓰기의 탐구에 있어서 결과 대신 과정을 그 중심에 놓게 만들었다는 점, 쓰기의
회귀적 성격을 반영하려 했다는 점 등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인지적 과정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글쓰기의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쓰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 모형의 핵심은 내용 생성의 사고로서의 계획하
기 과정과 주로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라워와 헤이즈의 연구는 결과물 중심의
작문 연구의 방향을 과정 중심으로 바꾸어놓고자 하는 당시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성과는 그 영향력이 컸던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
다. 이들 연구에 대한 비판의 주된 원천은 사회 인지주의에 입각한 작문 연구들이었
으며 관점 및 의의는 물론 연구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비판이 이루어졌다. 그
런 점에서 이후 이들의 각기 다른 행보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데, 헤이즈는 지속
적으로 인지 과정 모형을 더욱 정교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갔다면, 플라워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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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 개념을 토대로 인지주의와 사회 인지주의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14). 즉, 헤이즈는 인지 과정 모형의 지지 입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인지적 차
원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플라워는 인지 과정 모형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포
섭하여 사회적 인지라는 절충 노선으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간 셈이다. 이 무렵, 플라
워는 쓰기 과정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지 과
정 모형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플라워
(Flower/ 원진숙 · 황정현 역, 1998)는 글쓰기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방식은 필자
가 사회적 대화 행위의 반성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았다. 이때 문
제-해결은 글쓰기의 목적과 관련되며 목표 지향적인 사고의 틀이 된다. 그러므로 문
제-해결 과정으로서의 사고의 의미 규정은 인지적 과정 모형에서 불분명하였던 사고
의 성격을 더욱 명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글쓰기 과정을 사
고 과정의 부차적 귀결로서만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쓰기
과정이 사고의 전사로서만 존재하며, 쓰기 과정의 중추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하기
과정의 역할이나 의미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15)
한편, 헤이즈는 기존의 인지 과정 모형을 수정하여 이른바 개인-환경 모형(Hayes
& Nash, 1996)을 발표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영역을 상정한 후
개인 영역에서는 동기/영향, 인지과정, 그리고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의 네 요소의 상
호작용을 다루었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이러한 모형 수정의 배경에는 인지
주의의 쇠퇴와 함께 당시 더 큰 화두로 떠오르던 ‘사회적 상호작용’을 크게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모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각 하
위과정별로 구체화된 논의를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시도
의 일환으로 더욱 정밀한 체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헤이즈는 버닌저와 스완슨(Berninger & Swanson, 1994), 체노웨스와 헤
14) 헤이즈의 경우 1996년과 2004년, 2012년에 걸쳐 기존 모형의 수정 버전의 모형을 더욱
정교화하여 제시하였던 데 반해, 플라워의 경우 1994년의 저작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writing>을 통해 사회적 인지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15) 갤브레이스와 토랜스(Galbraith & Torrance, 1999: 2-6), 알라마르고와 샹쿠와
(Alamargot & Chanquoy, 2001: 69-72), 갤브레이스 · 반 바에스 · 토랜스(Galbraith,
van Waes, & Torrance, 2007: 3-5), 알라마르고와 파욜(Alamargot & Fayol, 2009:
25) 등에서 이러한 취지의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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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Chenoweth & Hayes, 2001; 2003) 등의 논의들을 참고로 하여 다시 한 번 모
형을 수정하였다. 그의 2012년 수정 모형은 조절 층위와 과정 층위, 자원 층위의 각
기 다른 세 층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조합으로 쓰기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16)

목표 세팅
→

동기

계획하기

현재 계획

→

쓰기
수정하기

쓰기 스키마

조절 층위

평가자

쓰기
과정
제안자

번역자

전사자
과정 층위

과제
환경

협력자
및
비평자

전사하기 기술
과제 자료들
작성된 계획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

주의

장기 기억
자원 층위

작업 기억

읽기

[그림 Ⅱ-2]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의 수정 모형(Hayes, 2012: 371)

원래의 인지적 과정 모형(1981)과 수정 모형(2012)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하
기와 수정하기 등의 하위과정 개념을 폐지했다는 점, 조정(monitor)을 이보다 상위
개념인 조절(control)로 대체하고 이를 쓰기 과정과 별도의 층위로 보았다는 점, 그
리고 전사하기(trascribing)를 중심으로 표현하기 과정을 모형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
16) 사실 이러한 복합 층위로서의 쓰기 과정 구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반 덴 베르흐와 레
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9; 2007: 125-150)의 인지 행위의 역동
모형(dynamic model of cognitive activity)에서 먼저 시도했던 바가 있다. 이 모형은 계
획하기 과정에 좀 더 치중하여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었다. 이것은 특히 아이디어 생
성하기의 하위 과정만을 바탕으로 모형화한 연구로서 네 가지 서로 다른 행위들로 구성되
는 아이디어 생성하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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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표현하기
과정에 대한 고려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조정하기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며 나
머지 하나는 쓰기 과정의 상호작용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수정 모형 역시 여전히 글쓰기와 사고 작용을 거의 동일시 했던 기존의 모형의 전제
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전사’라는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사고의
번역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사고 중심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었다고 볼 수도 있다.

2) 텍스트 구성 및 언어학 기반 이론
플라워와 헤이즈의 모형과 비슷한 시기에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전환
을 주장하던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전자가 과정의 인지적 행위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 보그랑드(De Beaugrande)는 텍스트와 담화의 관점에서 쓰기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가 제시한 평행적 단계 상호작용 모형(De Beaugrande, 1984:
106)은 언어 생산의 각 단위와 사고의 층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나아가
는 형태이다. 두 모형 모두 쓰기 과정의 단계별 상호작용성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전자의 모형은 이를 회귀성이라는 개념으로, 후자의 모형
은 평행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다.

소리들/글자들

소리들/글자들

구절들

구절들

표현

표현

개념적 발달

개념적 발달

생각들

생각들

목표들

목표들

시간

[그림 Ⅱ-3] 평행적 단계 상호작용 모형(De Beaugrande, 198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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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적 상호작용 모형에서 언어 층위들은 동시발생적 국면에서 생산된다. 이 국면
들은 각각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한계점을 오가는데, 시간적 단위이기보다는 기능적
단위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용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바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화살표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동안 깊은 차원으로부터 얕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지배력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드 보그랑드가 텍스트/담화의 다양한 수준이 동시적으로 관여하는 양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반 데이크와 킨치(van Dijk & Kintsch), 반 베이크(van Wijk) 등은 언어
표현의 층위들이 어떠한 체계 하에 관여하는지를 밝히는 모형들을 만들어냈다. 이들
은 모두 레벨트(Levelt)의 발화 생산 모형(1989)을 기반으로 삼았는데, 전자가 언어
층위의 체계에 좀 더 집중하였다면 후자는 심리적 구조에 더욱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반 데이크와 킨치(1983: 274-275)의 경우 표현하기 과정 중에서도 내용
의 창조와 변형이 거시구조 전제들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거시구조를 위한 전략들, 의미 전제들의 배치 등은 언어적 문장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 주요 과정이다.
반 베이크는 쓰기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형의 성립 가능
성을 암시하였다. 그는 쓰기 과정이라는 현상이 개념적 과정, 언어적 과정, 물리적
과정의 층위에서 각각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기존의 인지 과정 모형들이 개념
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만 치중하였다고 주장하였다(1999: 34).
다음의 [그림 Ⅱ-4]에 따르면, 쓰기 과정은 개념적 과정에서 출발하여 언어적 과정
과 물리적 과정을 거쳐 다시 언어적 과정과 개념적 과정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적 구
조이다. 이때 처음의 개념적 과정에서 언어적 과정, 물리적 과정에 이르는 단계들은
모두 창안의 차원에 해당한다면, 다시 물리적 과정으로부터 언어적 과정, 개념적 과
정에 이르는 단계들은 이해의 차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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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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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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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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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수용하기

작동 행위들

감각 행위들

텍스트

[그림 Ⅱ-4] 작문 생산 모형(van Wijk, 1999: 33)

반 베이크의 주장에 따르면, 어차피 하나의 모형으로 쓰기 과정이라는 현상 전체
를 아우르기는 어려우므로 개념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모형들 외에도 언어적이고 물
리적인 과정의 층위에 초점을 두는 모형들이 별도로 필요하다(1999: 35). 그런 점에
서 그의 작문 생산 모형은 언어와 담화 층위, 인지적 층위를 모두 고려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들 언어 작용 기반 모형들은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 문법 등 언어 기반의 논의
들을 모형 설계의 주요 기초로 삼았다는 점, 인지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통합적으
로 반영하려 하였다는 점, 그리고 주로 표현하기 과정에 중점을 두어 쓰기 과정을
모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플라워와 헤이즈의 인지적
과정 모형에서 가장 문제시되던 부분 중 하나인 언어 표현 차원의 고려가 부족하다
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드 보그랑드의 논의는 추
상적인 차원의 언급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의 정도나 속성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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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반 베이크의 논의는 언어 요소의 체계
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쓰기 과정의 역동적인 성격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것은 쓰기의 인지적 과정이 과연 언어 담화의 위계처
럼 명확한 흐름과 체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논쟁의
여지가 있다.

3) 작동 양식성 및 인지 요소 기반 이론
사고 중심의 모형들은 쓰기 과정의 구조적 속성, 절차, 구성 요소 등에 중점을 두
어 쓰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설명으로는 행위-인지의
연합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의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구조
나 하위과정의 설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인지의 연합 관계를 설명해주
거나 하나의 하위과정에서 또 다른 하위과정으로의 전환을 설명해주는 원리들을 통
틀어서 작동 양식성(processing modalities)17)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동 양식성을 설명하는 인지 모형들은 쓰기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몇몇 행위들의 관계나 연결고리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쓰기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작동 양식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언어학 기반과
인지심리학 기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작업 기억의 작동 양식성은 쓰기
과정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이들은 글쓰기 자체의 탐구에서 비롯되었
다기보다는 기존의 언어학 혹은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작문의 영역에서 변형,
수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켈로그는 인지심리학의 문제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통
해 작업 기억의 다중요소 모형(Kellogg, 1996)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이후 작문
연구들에서 기억이나 지식 구성 등 본격적인 인지심리학의 관심 영역을 탐구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레비와 마렉(Levy & Marek, 1999: 25-29)의 논의에 따르면,
켈로그의 모형은 배들리(Baddeley)의 작업기억 모형(1986)의 체제와 브라운 외
17) 작동 양식성(processing modalities)이라는 개념은 알라마르고와 샹쿠와(Alamargot &
Chanquoy, 2011: 125-127)가 제안한 개념으로 각 하위과정들 간의 작동 관계 혹은 조정
하기의 구체적 인지 과정 등을 다루는 세부 인지 모형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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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et al.)의 쓰기 모형(1988)의 구성요인을 복합적으로 참조하였다.

시공간적 기록장

계획하기

중앙 운영자

번역하기

음운적 순환

읽기

표현

편집하기

조정하기

프로그래밍

실행하기

실행

[그림 Ⅱ-5] 작업 기억의 다중요소 모형(Kellogg, 1996/Levy & Marek, 1999: 27)

이 모형에서 각각의 시스템은 모두 두 가지 기초 수준의 과정들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형성하기(formulation)는 아이디어 계획하기와 문장으로 번역하기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계획하기의 산출물이 번역하기의 입력물이 되고 다
시 번역하기의 산출물은 실행 영역의 프로그래밍으로 보내지는 방식이다. 그는 이러
한 설명 방식이 기존의 하위과정 개념의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보았으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 개념으로 설명되던 기존의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모형들에서는 상징적 절차 위주로만 쓰
기 과정을 설명하였던 데 반해, 이 모형에서는 각 하위과정들에서 작업기억을 어떻
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을 둠으로써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작업기억의 다중요소 모형(Kellogg, 1996)은 이후 기억의 문제에 따른 작동 양식
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리브(Olive, 2004)나 갤브레이스 ·
포드 · 워커 · 포드(Galbraith, Ford, S., Walker, & Ford, J., 2005), 그라보프스키
(Grabowski, 2010)처럼 글쓰기에서 작업기억의 역할을 다루는 연구들은 물론, 나아
가 장기-작업기억, 시간/공간적-작업기억 등이 쓰기 과정의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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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와 관련하여 고베(Gobet, 2000)나 올리브 · 켈로그 · 피올라(Olive, Kellogg, &
Piolat, 2008), 워터스와 카플란(Waters & Caplan, 2005) 등의 흥미로운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공하는 단서들이 쓰기 과정 모형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역할을 맡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작동 양식성을 설명
하는 모형들은 주로 국지적이거나 낮은 수준의 인지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쓰기 과정의 전반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론
쓰기 과정 연구에 있어서 실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 데어 게스트(van der
Geest)는 헤이즈와 플라워의 인지적 과정 모형이 필자의 내적 의미 구성 과정을 규
명하는 데 큰 공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교육적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
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는”(1996: 309)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9: 99)
역시 기존의 인지 모형들이 실제 관찰할 수 있는 쓰기 과정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즉, 가장 관념적인 탐구 대상에 머물기 쉬운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국면을 모형
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지나친 분절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쓰기 과정 연구에 있어서 실질성을 근간으로 삼다 보면 곧 쓰기 과정의 다양성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즉, 사고 중심의 절차 모형이 모든 필자의 글쓰기 과정을 관
통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설명 체계를 만들어냈다면, 실질적 차원의 모형은 필자들의
쓰기 과정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쓰기 과정 모
형들 중에서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었던 경우로는, 베레이터와 스카
다말리아(Bereiter & Scardamalia, 1987)의 지식-진술 모형과 지식-변형 모형, 그
리고 갤브레이스(Galbraith, 1999)의 지식-구성 모형을 들 수 있다. 우선, 베레이터
와 스카다말리아는 지식-진술 모형과 지식-변형 모형의 이중 체제로 쓰기 과정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식-진술 모형이 자연적으로 습득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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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운용되는 과정이라면 지식-변형 모형은 학습된 능력에 의해 운용될 수 있는
과정이다. 즉, 양자 사이의 차이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조절
을 행한다는 데 있다. 이때 지식-진술 모형은 “미성숙한 필자들이 외부의 조력 없이
도 텍스트를 생산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1987: 9)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식-변형 모형은 “문제들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발전시키는”(1987: 12)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모형의 체제는 발달 단
계에 따른 쓰기 능력 및 쓰기 과정 운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버닌저와 스완슨(Berninger & Swanson, 1994: 57-81)은 더욱 직접적으로
쓰기 발달의 차원에서 다양성을 다루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쓰기 발달 모형’
은 플라워와 헤이즈의 인지 과정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
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모형은 플라워와 헤이즈의 모형에서 표현하기
(translating)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현하
기의 과정을 중심으로 계획하기와 수정하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쓰기 발달의 차
이를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갤브레이스(Galbraith, 1999: 139-160)의 지식-구성 모형은 기존의 쓰기 과정 이
론들 중에서 본 연구와 가장 비슷한 전제와 관점에서 출발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사양들

[그림 Ⅱ-6] 지식-구성 모형 (Galbraith, 199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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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구성 모형(knowledge-constituting model)은 새로운 영역 지식의 생성과
창조가 언어적 번역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연
결주의 관점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쓰기 과정을 사고 과정과 거의
동일시하는 ‘문제-해결로서의 쓰기 과정’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였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전제들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베레이
터와 스카다말리아의 지식-변형 모형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위 모형에서 A는 언어적 의미망을, B는 언어적 명제들로 활성화되는 유형을, C는
필자의 자의성을, D, E, F는 연속적인 순환들을 의미한다. 이때 D, E, F가 ‘주제와
과업 사양들’에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순환을 이룬다는 점이 이 모형의 핵심 중 하나
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글쓰기에서의 사고는 명시적 개체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
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정화된 네트워크로서 머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에
서 내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일화 기억으로부터 인출
되거나 표현의 과정에서 합성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필자의 내재적 기질과 생
산된 텍스트 사이의 변증법적 결과로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의 모형은 전반적인 성찰의 탁월함에 비해 추상적인 수준의 규명에 그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실증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근
본적으로 이원적 접근을 취하려하기보다는 단순히 ‘계획하여 글쓰기’와 ‘계획 없이
글쓰기’의 양분 체계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계획과 수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인지적 하위과정의 차원으로 쓰기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쓰기 과정 이론들을 기반으로 삼은 후
속 연구들 중에는 인지적 하위과정을 전제로 논의를 발전시킨 것들이 많다. 그러므
로 이들 후속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위과정 논의들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는
일은 쓰기 과정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들 각각의
하위과정 중심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계획하기와 수정하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본 연
구가 ‘사전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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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하기에 대한 논의들
사실 플라워와 헤이즈의 쓰기의 인지적 과정 모형(1981)은 하위과정들을 중심으로
쓰기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계획하기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설명 비중이 다른 하위과정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18) 계획하기의 하위
과정과 관련하여, 이후 헤이즈와 내쉬(Hayes & Nash, 1996: 29-56)는 하위과정을
다시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글쓰기

텍스트

계획하기

생산

과정

텍스트

계획하기

계획하기
추상적
계획하기

과정

비(非)-내용

내용

언어

텍스트

계획하기

계획하기

계획하기

계획하기

생산

Hayes & Flower(1980)
계획하기

Kaufer et al.(1986)

Flower & Hayes(1980)

Burtis et al.(1983)
Kozma(1990)
Witte(1987)

Carey et al.(1989)

번역하기

글 쓰는

행위

말하기

계획하기

계획하기

계획하기

개념적

내용

계획하기

생성

추상적

사전-

계획하기

텍스트

수사적

내용

계획하기

계획하기

전사하기

[그림 Ⅱ-7] 계획하기 유형의 명명법 비교 (Hayes & Nash, 1996: 45)

18) 앞서 제시하였던 [그림 Ⅱ-1]에 따르면, 표현하기의 하위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계획하기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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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획하기 과정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위계를 만드는 한편, 자신들이 제안하
는 계획하기의 하위 구성을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는 계획하기 과정들과 비교
하여 보여주기 위해 [그림 Ⅱ-7]과 같은 도식을 제공하였다. [그림 Ⅱ-7]의 윗부분
도식이 이들이 새로이 제시한 계획하기의 하위과정 구분법이라면, 아랫부분은 여러
학자들에 의한 총 7개의 연구들에서 계획하기를 어떻게 하위과정들로 구분하였는지
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위의 분류 체계는 사고구술, 휴지 분석, 계획 메모 분석, 회상적 보고서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 대한 관
찰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인지주의 관점의 연구들이 계획하기를 어떻게 설명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분류 방
식이 일치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계획하기와 표현하기의 경계가 모호하
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 분류 체계는 ‘계획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개념들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9;
2007)은 기존의 인지 과정 모형들이 실질적이지 못한 이유가 계획하기의 하위 과정
이 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계획하기의 하위과정 중에서
도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활동을 다시 과제-주도-생성, 번역-주도-생성, 생성-주도생성, 구조-주도-생성의 네 가지로 세분하였다19). 과제-주도-생성은 과제를 읽은 직
후나 자료 중심 활동 직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를 말하며, 번역-주도-생성은 텍
스트 생산 직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를, 생성-주도-생성은 생성 활동이 다른 생
성 활동에 이어 나타나는 경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주도-생성은 이전에 생성
된 정보를 구조화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들의 연구는
아이디어 생성하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 차원에서 탐
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실질적인 쓰기 과정에서 출발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분류 체계 역시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과정의 지나친 세분화가 오히려 실질적인 적용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19) 이들의 1999년의 동일한 연구에서는, 과제-중심-생성, 다시읽기-중심-생성, 번역-중심생성, 생성-중심-생성, 휴지-관련-생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2007년의 수정 논문
에서는 이와 같은 네 차원의 분류 방식으로 정정하였다.

- 33 -

이들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계획하기의 상징적 과정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하위 요
소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 하위요소들을 위계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계획하기
과정의 핵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리라 보았다. 그러나 토랜스 · 토마스
· 로빈슨(Torrance, Thomas, & Robinson, 1996: 189-205)에서는 구성 요소들의
체계를 통해 계획하기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 대신, 행위의 결과로서 드러난 계획하
기 활동이 쓰기 과정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논하였다. 이들은 아이
디어 생성하기의 쓰기 과정상의 특징들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밝혀냈는데, 이에
따르면 쓰기 전 활동(prewriting)보다 본격적인 원고쓰기(drafting)를 할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성된다20). 이들은 그 이유를 초고쓰기의 단
계에서는 수사적 장치와 관련된 단서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실
상 쓰기 전과 초고쓰기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쓰기 전에는 주어진 과
제에 대해 수사적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에 의하면, 쓰기 전 활동은 아
이디어 생성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최종 원고에 포함되는 아이
디어들의 개수나 창의성의 질은 초고쓰기 전에 얼마나 계획하기에 시간을 투여했는
지와는 무관하다.
반 데어 회벤(van der Hoeven, 1999: 65-78) 역시 기존의 체계 중심의 하위과정
관점 대신 계획하기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효과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습자에 따라 아이디어 생성 활동의 빈도가 달라지는데, 지식-진술 모형의
학습자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아이디어의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
지만 지식-변형의 학습자는 초반에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줄었다. 결국 초반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한 필자가 결국 더 좋은 텍스트를 생산하였으며, 이때 평가하기의
기술은 생성하기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즉, 적절히 평가할 줄 아는 필자
들이 초반에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하고 후반에 더 적게 생성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계획하기 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크게 두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전체 쓰기 과정의 하위과정으로서 어떠한
요소들의 체계로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하기
가 실제 과정 중의 행위로서 나타날 때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가를 중심으
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의 논의들은 결국 쓰기 과정을 어떻게 설명
20) 이들은 이에 대해 인출 과정의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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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수정하기에 대한 논의들
하위과정으로서의 수정하기 역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플라워와 헤이즈는 인지 과정 모형 이후 수정하기 과정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플라워 · 헤이즈 · 캐리 · 슈리버 · 스트
럿먼(Flower, Hayes, Carey, Schriver, & Stratman, 1986)에서는 평가하기
(evaluating)와 수정하기(revising)의 행위가 어떠한 세부적인 작동 과정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밝혔다.
과정들

지식

과업 정의
글과 계획을 위한
목적들, 기준들, 제약들

평가
이해를 위한 읽기
평가를 위한 읽기
문제 표상

문제 정의를 위한 읽

발견

기

무시하기
목표
지정

늦추기

다시 쓰기

불분명한

진단
분명한

검색하기

전략 선택
수정하기

원고 다시
쓰기 또는

수단-목적
도표 입력하

재진술하

기

텍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
들
수단-목적 도표

글 혹은 계획 변경

[그림 Ⅱ-8] 수정하기의 인지적 과정들 (Flower et al., 198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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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들은 수정(revision)이라는 개념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수정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과정으로서의 판단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판
단은 지식 영역과 의도 영역의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수정하기의 인지적 과정을 [그림 Ⅱ-8]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이 모형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에 의거할 수 있는 과정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Ⅱ-8]에서는 수정하기 과정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이 흐름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흐름도에 따른 구성 방식은 인지 과정을 일종의 연산 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고전적 인지주의의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기도 하다. 수정과 관련하여 인지 과
정 모형에서는 ‘평가하기’와 ‘수정하기’로만 설명하였지만, 이 연구에 이르러서는 구
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결국 플라워와 헤
이즈(1981)에서는 ‘수정하기’가 ‘평가하기’와 구별되는, 비교적 좁은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었다면, 플라워 외(1986)에 이르러서는 ‘수정하기’를 문제의 발견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수정하기 국면에서도 수정(revision)의 개념 자체가 연구자마다 다
른 의미로 사용되어왔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아울러 이 개념이 쓰기 과정 중의 모든
수정하기 행위들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쓰기 과정을 전-중-후로 구분하였을 때
완성된 원고에 가하는 별도의 수정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연구자에 따라 달라졌
다. 이와 관련하여, 흄(Hume, 1983; 2004: 143-144)은 원래 수정하기(revision)가
한 편의 글을 완성한 후에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이후 인지주의 작문 이론
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쓰기 과정의 회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절차 개념 혹은 상징적
인지 과정의 개념 대신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수정하기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들은, 수정하기의
인지적 과정의 원리를 규명하거나(McCutchen, Francis, & Kerr, 1997; van
Gelderen

&

Oostdam,

2004),

수정하기의

유형과

관련되거나(Eklundh

&

Kollberg, 2003; Lindgren, 2005; Sugita, 2006; Jones, 2008), 수정하기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들과 관련되거나(Chanquoy, 2001; Zim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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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santas, 2002; Sandmann, 2006; Midgette, Haria, & MacArthur, 2008;
Cho & MacArthur, 2010), 수정하기에 대한 상위인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
(Fitzgerald & Markham, 1987; Myhill & Jones, 2007)에 대한 것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에클룬드와 콜베르그(Eklundh & Kollberg, 2003)는 수정하
기 과정과 관련하여 컴퓨터-보조 에피소드 분석21)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총
여덟 가지의 수정하기 유형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전반적 내용 단위 만들기, 대조를
위한 수정하기,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한 수정하기, 응집성(coherence)을 위한
수정하기, 명료성 · 솔직함 · 강조를 위한 수정하기, 반복을 제거하기 위한 수정하기,
구조 짓기 활동, 전반적인 다시 읽기(review) 등이 이들 여덟 가지 유형에 해당되었
다.
한편, 린드그렌(Lindgren, 2005)은 수정하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명
확하고 체계적인 구분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Ⅱ-9]는 수정
하기의 명명법이 어떠한 의미 영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정하기

사전-맥락적

형식

맥락적

개념적

개념적

형식(외형)

관습적

선택적

텍스트
-기반

균형
(문체)
(청중)

[그림 Ⅱ-9] 수정하기의 명명법 개괄(Lindgren, 2005: 20)

21) 기존의 에피소드 분석이 에피소드를 분석의 편의와 기준점 마련을 위하여 시간적 순서를
기반으로 한 단위로 보았다면(Breetvelt, 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4; 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6), 에클룬드와 콜베르그(Eklundh & Kollberg, 2003)의
컴퓨터-보조 에피소드 분석(computer-assisted episode analysis)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때 그 임시적 분류의 형태를 에피소드의 단위로 삼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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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구분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
다. 특히 위의 연구가 실제 학습자들의 고쳐 쓰기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연역적 구분 방식은 연구의 의미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수정하기 관련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데이브와 러셀(Dave & Russell, 2010)은 컴퓨터 글쓰기의
시대에는 개요 짜기와 초고 쓰기, 고쳐 쓰기 등의 기존 글쓰기 개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자 작문 혹은 워드 프로세서 작문 과정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 수정하기 과정의 의미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
이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 계획하기 혹은 수정하기의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이 해당 과정
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들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각 과정 간의 관
련성과 관련한 논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아이디어 생
성하기 연구들이 계획하기 과정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지만, 수정하기 과정과 관련된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연구들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맥
가렐과 버빔(McGarrell & Verbeem, 2007)의 연구 역시 본 연구의 전제 및 관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개요 집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정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심층-수준의 수정이 쓰기 발달에 있어서 가
장 생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두 연구들은 모두 수정하기의 의미를 생성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3.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1) 사고 중심의 관점에 대한 회의
사고 중심의 관점에 대한 비판은 인지주의 관점 내부에서보다는 사회 인지주의나
후기 과정 이론 등 인지심리학 이외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다. 글쓰기와
사고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글쓰기는 “전사된(transcribed)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
였던 스미트(Smit, 2004: 65)의 언급은 이러한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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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이러한 비판은 사고 중심의 관점을 비판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인지주의 관점
전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인간 행위 연
구의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즉, 교육의 패러다임이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
심리학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 인지주의로 옮겨가는 동안 쓰기 과정의 관점 역시 이
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작문 연구들이 대체로 쓰기 과정을 사고의 과정과
거의 동일시해 온 것은 사실이다. 기존 논의들 중에서 쓰기 과정의 의미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쓰기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그리
고 그 요소들은 어떠한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왔다. 쓰
기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과 수사
적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개념적인 차원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았으
며, 일정한 절차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론화되었다.
결국 이들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쓰기 과정을 문제-해결 과정에 비유함으로써 내
용을 생성해내는 차원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갤브레이스
(Galbraith, 1999: 143)는 인지 과정에 대한 상징적 접근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출’
과 ‘검색’ 등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에 따르면, 상징적 접근에서
는 지식은 늘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에 적용되던 동일한
인출과 검색의 작동이 텍스트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
서 텍스트 생산은 ‘문제-해결 더하기 번역’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이때 번역은 내용
을 만들어내는 것과 무관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관점으로 쓰기 과정
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의 생성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
가지로, 갤브레이스와 토랜스(Galbraith & Torrance, 1999: 2-6), 알라마르고와 샹
쿠와(Alamargot & Chanquoy, 2001: 69-72), 갤브레이스 · 반 바에스 · 토랜스
(Galbraith, van Waes, & Torrance, 2007: 3-5), 알라마르고와 파욜(Alamargot
& Fayol, 2009: 25) 등에서도 이들이 글쓰기를 사고 과정의 차원에 지나치게 치중
하여 파악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국면에 대
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계획하기나 수정

22) 그에 따르면, 글쓰기에 작용하는 사고는 다층적으로 작용한다. 이 사고는 세 차원으로 분
류될 수 있는데, 기본 사고, 사고에 대한 사고, 비판적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 39 -

하기에 비해 표현하기 국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그다지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결국 쓰기 과정을 사고 과정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
외의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쓰기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해 쓰기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엘
보우(Elbow, 1998)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그는 쓰기 과정에 대한 탐구의 층위에
서부터 이미 쓰기교육의 요소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글쓰기란 두 가지
서로 다른─너무 달라서 종종 서로 부딪치는─ 기능들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하기와 비판하기이다. 즉 글쓰기를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문장과 생각을 창조하
는 능력이 필요한 동시에, 어떤 것을 고를지 결정하기 위해 이 떠올린 것들을 비판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물론 개념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상반된 과정은 동시에 일
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23)으로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창조와 비
판의 두 과정을 분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Elbow, 1998: 7-8).
그러나 엘보우의 논의는 실제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쓰
기 교육 경험에서 얻은 통찰에 가깝다24). 물론 쓰기 교육에서 교사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난 처방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연구의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근거로
여겨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관점 확립을
위하여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즉, 교육과정에 의거한
작문교육이나 논술학원 등의 사설 글쓰기 교육 등을 받아왔고 이들이 받은 교육 내
용들을 수용, 변환, 거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전략들을 갖추게 된 중학교 3학
년 학습자들의 워드 프로세서 작문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상정하는 쓰기 과정(writing process)이란, 일정 수준의 쓰기 교육을 받아 온 실제
학습자들이 주어진 쓰기 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전략들을 적용하여 한 편의 글을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완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쓰기
과정을 어떠한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잠정적 정의이다. 이 정의를
23)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이라는 것은 맥락상 교육적 실천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24) 엘보우는 이 두 단계의 실행에 있어서는 ‘먼저 창의적이고 나중에 비판적이 될 것’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이 아니라 엘보우 자신
의 교육 경험에서부터 이끌어낸 직관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처방의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인지스타일과 다원적인 요구들이 존재하는 글쓰기 과정
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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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쓰기 과정에 대한 탐구를 사고 위주이기보다는 행위의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
한 관점을 확립하고자 한다.

2) 하위과정 중심의 위계에 대한 회의
쓰기의 하위과정(subprocess)이란, 쓰기 과정을 이루어내는 인지적 하위 요소들을
개념적 · 상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적 인지주의 관점의 쓰기 과정에 대
한 연구는 곧 이 하위과정들의 양상과 구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 관련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위과정의 구분 방식
및 명명 체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국내의 하위과정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어떠한 분류 체계
가 가능할 것인지를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이재승(2001)과 김정자(2006)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재승(2001: 96)
은 작문의 과정을 하위과정들로 나누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기능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는

쓰기

전(prewriting),

쓰기(writing),

쓰기

후

(postwriting)으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방식으로는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김정자(2006: 135-139)는 하위과정을 어떻게 구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쓰기
과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분류하였다. 즉 쓰기 과정의 하위 과정을 두고 최소
두 과정에서 여섯 과정 이상까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크게 ‘쓰기 전의 작문 활동을 강조하는 구분 유형’, ‘쓰기 후의 작
문 활동을 강조하는 유형’, 그리고 ‘쓰기 전/후의 활동을 자세히 나누는 유형’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국외의 경우 실질적인 하위과정 분류 체계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 위주로 발달
하였다. 또한 쓰기 과정이 어떠한 하위과정들로 구성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들 연구
들은 대체로 더욱 그 구성 요소들을 세분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이
유는 주로, 기존의 인지 과정 모형들이 구체성과 실제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의 부정

- 41 -

적인 평가들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North, 1987; Hayes & Nash, 1996; van den
Bergh & Rijlaarsdam, 2007).
그러나 하위과정의 명명과 구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계획하기나 수정하
기 국면에 비해, 표현하기(translating) 국면과 관련해서는 그리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25).

계획하기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표현하기

국면도

번역하기

(translating)26), 전사하기(transcribing), 텍스트 생산하기(producing text), 텍스트
생성하기(generating text), 문자 표상(graphic representation) 등 다양한 명명법
이 등장하였다. 번역하기(translating)는 사고 과정과 표현 과정의 연계에 대한 표상
주의 인지심리학의 관점을 반영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전사하기(transcribing) 역
시 표상주의 관점의 반영이라 할 수 있지만 ‘번역하기’가 변환의 과정을 암시한다면
‘전사하기’는 그러한 변환의 과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레비
와 마렉(Levy & Marek, 1999)은 문자 전사(graphic transcription)와 정식화하기
과정(formulating process)이라는 두 표현을 바탕으로 표현하기 과정을 설명하였으
며, 토랜스(Torrance, 1996: 290-293)는 문장 생산(sentence production)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국면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하위과정 개념의 혼란에 대해서 지적
한 바 있는 알라마르고와 파욜(Alamargot & Fayol, 2009)은 이러한 논란이 과정을
지나치게 세분한 데에 있다고 보고, 이 모든 개념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정식
화(formulation)라는 개념으로 이 국면을 나타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
명법에 대한 논의들은 하위과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계획하기와 수정하기 국면이 이를 좀 더 구체적인 모형화의 수준에서 수행하
였던 데 비해 표현하기 국면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위과정과 관련된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찰을 얻을 수 있다. 첫
째, 쓰기 과정의 하위과정의 분류는 유용할 수는 있지만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
째, 하위과정의 설정은 쓰기 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셋째,
25) 그만큼 이 국면은 별개로 떼어놓은 채 논의하기 애매한 데가 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볼 때 계획하기와 표현하기, 수정하기가 같은 층위로 구분되는 개념들
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어떤 층위에서 보건 간에, 이 세 국면은 서로 일정 부분 겹치거
나 중복되는 현상들을 포함하거나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26) translating은 플라워와 헤이즈의 인지 과정 모형(1981)에서 사용하던 명명 방식이다. 이
재승(1998)에서는 이를 ‘표현하기’로 번역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의미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이 국면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과
비교하기 위해 좀 더 직역에 가까운 표현인 ‘번역하기’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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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명칭이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의미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
다. 넷째, 연구의 목적과 전제에 따른 하위과정의 구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자
체를 쓰기 과정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론의 도출을 위한 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림 Ⅱ-7]과 [그림 Ⅱ-9]의 하위과정 명명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인지적 과정을 위계적인 하위과정들로 구분하는 일이 과연 실제 인지 과정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인가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 있다. 특히 고전적 인지주
의 이외의 관점들에서는 체계나 개념 위주보다는 네트워크, 즉 연결망을 중심으로
이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계 위주의 하위과정 구분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설명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하위과정의 체계 대신 철저히 행위 중심의 기술을 통해 쓰기 과정을 다
양한 각도로 규명하려 했던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쓰기 과정을 위계적인 하위과정의 체계로 간주하
는 대신, 쓰기 과정의 연속성을 중시하였으며 최소한의 전제를 바탕으로 쓰기 과정
을 관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브렛벨트 · 반 덴 베르흐 · 레일라르스담
(Breetvelt, 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4)은 개념적 하위과정 대신 쓰기
과정 전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위계 없이 추출하고 그 행위들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쓰기 과정을 구성하는 행위들을 총 11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읽
기 쓰기 과업, 자기-지도, 목표 설정, 생성하기, 구조화하기, 주석 달기, 멈추기, 글
쓰기, 다시 읽기, 평가하기, 수정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반 덴 베르흐와 레
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6)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기 과정
행위 요소들을 분석하여 쓰기 과정 운용의 몇 가지 유형들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하
위과정에 대한 전제 없이 관찰 및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에피소
드27)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미힐(Myhill, 2009) 역시 철저히 쓰기 과정 행위만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28). 물론, 이 연구는 쓰기 과정
27) 에피소드(episode)는 개념적 하위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분석에서 행위들의 빈도나 강
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 개념의 단위이다. 하나의 쓰기 과정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될 수 있는데, 몇 개의 단위로 구성되느냐는 연구의 필요와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6: 210).
28) 미힐(Myhill, 2009)의 연구는 쓰기 과정의 다양성에 대해 탐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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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기보다는 휴지 중의 활동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회상 분
석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휴지 이외의 활동이나 기타 심층적인 사안들에 대한 면접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도 일차적인 행위-기술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다는 점이 한계가 된다. 또한 관찰의 질적 내용보다는 양적 내용만을 결과 도출
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아쉽다. 그러나 관찰로 나타난 행위를 바탕으로 쓰기 과정을
유형화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 글쓰기라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에 대처하는 학습자
들의 개별 전략들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사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사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심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로, 갤브
레이스(Galbraith, 1996)의 자기-조절과 기안 전략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학습자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한 쪽이 스스로 내키는 대로 쓰고
자 하는 ‘낮은 자기-조절 유형’이라면 다른 한 쪽은 수사적 목적을 명백히 지니는
‘높은 자기-조절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두 유형의 초고
쓰기 과정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새로운 생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
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낮은 자기-조절 유형의 경우 본문 쪽에, 높은 자기
-조절 유형의 경우 노트(개요에 해당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높은 자기-조절 유형의 경우 개요로부터 하향식(top-down)의 방향으로 생각의 변화
가 이루어지며, 낮은 자기-조절 유형의 경우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결
론을 이끌어냈다.
갤브레이스가 제시한 지식-구성 모형(1999)의 실증적 뒷받침이 주로 이 연구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쓰기 과정 연구
들의 맹점을 혁신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쓰기 과정 모형들이
Ⅰ장 연구사(p. 1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전
제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휴지를 중심으로 밝혀낸 쓰기 과정의 유형은 간략-휴지
유형(brief pausers), 유창한 필자 유형(flow writers), 지속적-휴지 유형(sustained
pausers), 빠른 전환자 유형(rapid switchers), 멈춤-시작 유형(stop starters)의 다섯 가
지이다. 이 유형들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쓰기의 국면, 그리고 텍스트를 생산하지 않고 있
는 휴지의 국면을 그 분량과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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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사고’나 ‘가장 이상적 형태의 쓰기 과정’ 등을 전제로 한 데 비해 이 연구들
에서는 실제 학습자들이 취하는 전략의 다양성을 포섭하려 한 점이다. 둘째, 계획하
기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던 연구들과 달리, 계획을 짜지 않는 쓰기 전략이 경
우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계획하기 과정을 구성하거나 뒷받침하는 행위
들의 효과와 관련된다. 개요 혹은 초고를 작성하는 일이 쓰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본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먼저, 개요 짜기의 효능은 이미 켈로그(Kellogg,
1988; 1994), 피올라와 루시(Piolat & Roussey, 1996)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입증
되어 왔다. 이들은 개요나 초고(draft) 쓰기가 쓰기 결과물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쓰기 과정에서 작업 기억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던
많은 연구자들은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요 작성
등 문장 생산 이전의 계획하기 활동이라고 보았다(Ransdell & Levy, 1996; Olive &
Kellogg, 2002; Ransdell, Levy, & Kellogg, 2002; Olive, 2004).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기-전 과정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연구들이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토랜스(Torrance, 1996), 토랜스 · 토마스 · 로
빈슨(Torrance, Thomas, & Robinson, 1996), 키프트 · 레일라르스담 · 갤브레이
스 · 반 덴 베르흐(Kieft, Rijlaarsdam, Galbraith, & van den Bergh, 2007) 등은
갤브레이스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계획(preplanning) 과정의 효과에 대해 본
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1996년의 연구에서는 개요의 효과에 대해 전적으로 긍
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던 피올라(Piolat)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1999년의 연구에
서는 개요 짜기 과정이 무조건 도움 된다기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며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헤이즈와 내쉬(Hayes &
Nash, 1996: 48)는 계획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개요를 짠다거나 계
획을 미리 세우는 일이 분명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대표적으로 토랜스 · 토마스 · 로빈슨(Torrance, Thomas, & Robinson, 1996)은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특징들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계획하기 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쓰기 과정에서 계획하기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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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몇 가지 던져준다. 첫째, 이들 연구에 따르면
쓰기 전 활동(prewriting)보다 본문쓰기(drafting)를 할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성된다29). 이들은 그 이유가 본문쓰기의 단계에서는 수사적 장
치와 관련된 단서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실상 쓰기 전과 본문쓰
기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쓰기 전에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수사적 고
려를 거의 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에 의하면, 쓰기 전 활동은 아이디어 생성에 있어
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최종 원고에 포함되는 아이디어들의 개수나 창
의성의 질은 본격적인 본문쓰기 국면 전에 얼마나 계획하기에 시간을 투여했는지 정
도와는 무관하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전 계획의 의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
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쓰기 과정은 사전 계획을 세우는 쓰기 과정과 그렇
지 않은 쓰기 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둘 다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사
전 계획의 유무를 바탕으로 쓰기 과정을 분류하는 일은 결국 쓰기 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들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 운용의 다
양성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리 하에 작동되고 있는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셋째, 사
전 계획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
지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두 과정의 유용성을 비교하
기보다는 각각의 과정을 더욱 잘 실천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
다.

29) 이들은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과정들이 “대체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인출 과정들에 의해
발전된다”고 보았다(1996: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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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쓰기 과정의 질적 분석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은 자료를 숫자 형식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채 숨
겨진 의미와 유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abbie, 2007: 527). 그러므로 질
적 분석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관찰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복잡성과 잠재성, 전체
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적 분석에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상학적 관점이나 일부 문화기술지의 관점에서는 자료의
수치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코딩조차 분절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삼가기도 하
지만, 근거 이론의 관점이나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등에서는 코딩을 통해 분석 및 해
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의 일부를 수치화한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목적과 관련된 범위 하에
서 부분적으로 자료의 수치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
석은 근거 이론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거 이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양적 수치
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거로 삼은 방법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질적 기술과 수치화를 모두 활용하는 데에
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마일즈와 후버만(Miles & Huberman/ 박태영
외 역, 2009: 37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 숫자는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지만 “빈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은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의
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수치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치화는 최종 결론으로서가 아니라 더욱 심층적인 해석을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질적 분석은 질적인 기술과 수치화를 복합
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해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화 작업
을 더욱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적 분석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다층적 기준에 의거한 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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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기 과정의 질적 분석 과정
1) 분석의 전제와 기준

(1)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절차
이 연구의 출발점은 사전 계획30)만이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이며 계획을 세우지 않
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글쓰기 습관일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품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사전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31), 그리고 사전 계획을 세웠을 때의 쓰기 결과물이 그렇
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32)은 이러한 의문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 중에는 사전 계획을 세우는 편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들도 있는 반면, 사전 계획 이외의 전략들을
활용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동일
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떠한 방식의 계획이냐에 따라서 크게 도움이 될 수
도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
다음의 <표 Ⅲ-1>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
지 간략하게 보여준다. 연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만큼, 가시적인 사전 계획의 유무
는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30) 앞서 밝혔듯이, 사전 계획(preplanning)이란 필자가 본격적인 원고 집필 이전에 가시적
인 형태로 생산하는 계획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때 사전 계획은 일반적으로
개요(outline)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 글의 구조적 축약이 아닌 초
고의 형태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구조-계획, 후자를 비구조-계
획이라고 코딩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사전 계획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필자 스스로 그
것을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전형적인 개요의 형태를 띠지
않은 채 마치 본문을 집필하는 것처럼 작성하더라도 필자 스스로 그것을 본문 이전의 상
태 혹은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전 계획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31) 갤브레이스와 토랜스(Galbraith & Torrance, 2004: 73)에 따르면 약 70% 정도의 대학
생들이 사전 계획 없이 글을 쓴다. 본 연구에서도 38명의 참여자 중 약 80%가 사전 계획
없이 글을 썼다.
32) 토랜스 · 토마스 · 로빈슨(Torrance, Thomas, & Robinson, 2000), 갤브레이스와 토랜스
(Galbraith & Torrance, 2004), 키프트 · 레일라스스담 · 갤브레이스 · 반 덴 베르흐(Kieft,
Rijlaarsdam, Galbraith, & van den Bergh, 2007) 등이 이에 해당한다.

- 48 -

<표 Ⅲ-1> 심층 관찰 대상의 관찰 사례 수
대상
속성
쓰기 유형
유효
사례수
순수 관찰
사례
의도 개입
사례

A

B

C

D

E

F

G

H

사전

사전

사전

사전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약)

(강)

(약)

(특수)

(강)

(약)

(강)

(특수)

7회

5회

5회

7회

5회

7회

6회

5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5회

3회

3회

5회

3회

5회

4회

3회

둘 중 택일
⓵ 최근에 읽은 책이나 관람한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한
과제1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시오.
⓶ 최근에 읽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실린 내용 중에서 자신의 입
장을 확실히 밝히고 싶은 것을 찾아 그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과제2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혹은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
견을 쓰시오.

‘쓰기 유형’ 항목은 초기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적인 분류를 시행하여 참여자
별로 유형화 한 것으로 임시적인 분류에 해당한다. ‘유효 사례 수’는 실제 관찰한 횟
수들 중에서 질적 분석에 차질이 없고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사례 수만
을 포함한 것이다. 즉, 사전 설문, 쓰기 과정 동영상, 쓰기 후 면접이나 자가기록의
세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것은 유효 사례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유효 사례
들 중에서 순수 관찰 사례는 연구자가 쓰기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례들을 일
컬으며, 의도 개입 사례는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쓰기 과정에 개입하게 된 사례
들을 일컫는다.
표집된 8명의 1차 사례 수집에서는 쓰기 과정과 관련하여 과제 제시 외에 연구자
가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글을 썼기 때문에, 2차 사례 수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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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에 답했던 것과 동일한 쓰기 과정으로’ 글을 쓸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
러한 요구 이외에는 쓰기 과정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3차와 4차 사례 수집
에서는 참여자와의 논의 끝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아울러 5차 이후의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쓰기 과정 운용에도 직접 개입하거나 특별한 방
식으로 운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순수한 쓰기 과정 관찰 사례는 1차
와 2차 사례 수집에 국한되며, 이들은 분석 결과의 수치화 대상 자료가 되었다.
위 표에 제시한 쓰기 과제는 순수 관찰 사례 2회의 쓰기 과제에 해당하며 참여자
에 따라 수행한 순서는 달랐다. 그러므로 쓰기 과제 변인의 통일이 필요했던 결과의
수치화 과정은 순수 관찰 사례 2회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제1과 과제2
는 선택의 여지, 경험담에 대한 접근성, 주제의 범위, 대상의 명료성 등에 있어서 모
두 차이가 나도록 결정하였다. 의도 개입 사례에서는 쓰기 과제의 항목 역시 ‘의도
개입’의 요건에 포함되므로 각 참여자별로 전 단계 쓰기 수행 양상에 따라 서로 다
른 쓰기 과제가 투입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Ⅲ-2>는 이렇게 수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과정의 분석을 거
쳤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표 Ⅲ-2> 질적 분석 방법의 개괄
국면

결과 기술

성격

사전 계획의 유무를
분석의 목적

바탕으로 쓰기 과정
유형별 특성을 도출
함

수치화

해석

특성들의 빈도와 정
도에 따른 수치화를
통해 유형화의 근거
및 이론의 토대를 마
련함

질적인 기술과 양적
인 수치화를 바탕으
로 종합적인 이론을
도출함

∙공통: 심층 관찰 대상 8명의 쓰기 과정
총 16회분의 개방 코딩 (사례 내 분석)
∙추가: 과도기적 사
코딩의 종류

례 및 의도 개입
사례 15회분의 개
방 코딩 및 사례
간

의미

구축을

위한 축 코딩

∙추가: 8명을 제외한
초기 모집 대상 30
명의 쓰기 과정 총
30회분의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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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용

∙기술 결과의 재코
딩 및 수치화 결
과에 대한 코딩,
그리고 이에 대
한 선택 코딩

질적 분석은 총 세 국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각 국면별로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다. 결과의 기술(description)은 코딩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이루
어졌다. 해석 혹은 이론화 이전의 단계에서는 주로 개방코딩 및 축코딩을 통한 결과
의 기술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코드명의 명명’은 코딩의 과정인 동시에 쓰기
과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1차적인 결과 기술에 해당하기도 한다. 결과
의 기술은 쓰기 과정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유목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
형화의 근거가 되었다. 수치화는 코딩을 통해 나타난 속성들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계획 혹은 수정의 과정에서 드러난 속성들의 빈도나 정도를 드
러낼 수 있으며, 이 수치화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형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더욱 심층적인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즉, 이론화를 위한 해석의
단계에서는 이 수치화 자료에 대한 별도의 코딩이 다시 이루어졌으며 이를 포함한
선택 코딩의 과정이 기반이 되었다. Ⅲ장에서는 코딩과 수치화에 의거한 유형별 속
성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Ⅳ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통해 본격
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표 Ⅲ-2>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실천된 자료 분석의 절차를 보여준다. 참여
자별 횟수, 쓰기 과제 등이 통제되고 있는 순수 관찰 사례 2회의 자료들은 결과 기
술 및 수치화 모두의 공통된 기반이 되었다. 다만 속성의 기술에는 수치화에 활용한
코딩 이외에도 의도가 개입되었던 15회의 사례들에 대한 코딩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수치화 결과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초기 모집자 38명 중 표집된 8명을 제
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분석 결과의 재적용도 실시하였다. 즉, 기술 및 수치화를 통해
나타난 유형화 결과를 나머지 30명에게도 적용하여 쓰기 과정 유형 및 속성들을 알
아보았다. 그러므로 심층 관찰 대상의 사례들 중 분석의 대상이 된 총 사례 수는 47
회이며, 여기에 1차 분석의 검증용 사례 30회가 추가되어 총 분석 대상 사례 수는
77회가 된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글쓰기의 과정을 이루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서 의미
있는 행위들을 기술하고, 기술된 행위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이론을 이끌어내는 방
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에 따른 질
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자의 불필요한 주관적 개입을 줄이고 분석의 효
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ATLAS.ti(v.7)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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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식과 함수에 따라 일정한 활용 방법이 존재하는 통계 프로그램과 달리, 질
적 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전제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분석 경로를 구성해야 한
다. 근거 이론은 일종의 분석 관점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분석 방
법은 연구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 그리고 경계적 사례의 분석으로 별도로 마련해
보았다. 사례 내 분석은 한 참여자의 한 번의 쓰기 과정, 즉 사례를 기준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그 의미들을 이끌어내는 것인 데 반해, 사례 간 분석은
동일 참여자의 사례들 간, 혹은 여러 참여자들 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계적 사례란 해당 사례의 의미
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좀 더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분석
들이 모일 때까지 그 의미를 유보하거나, 재분석을 하거나, 기존 연구 자료들을 통해
또 다른 근거들을 발견한 후에야 그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participant)와 사례(case)의 개념을 별개의 분석 단위
로 바라보기로 하였다. 참여자는 질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로서의 필자들을
일컬으며, 사례는 한 명의 참여자가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한 명의 참여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례를 지니고 있으며, 초기 모집의 38명의
참여자들은 각 1회의 사례를, 차후 선정된 8명의 연구 대상들은 각 7-9회의 사례들
을 만들어냈다. 분석의 결과 도출 및 해석은 기본적으로 사례를 단위로 이루어질 것
이다. 이것은 사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참여자에게로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
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일차적인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는 쓰기
과정의 유형은 참여자의 유형이 아니라 사례들의 유형에 국한된다.

(2) 코드 명명의 방식
기존의 인지 과정 모형들에서 구조와 체계에 기반을 둔 하위과정들을 바탕으로 쓰
기 과정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들을 분석의 단위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하위과정 중심 설명을 전제로 삼아 관
찰하게 될 경우, 쓰기 과정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의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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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나치게 추론적인 설명이 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 가능한 행위들이란, 동
영상 캡처를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글쓰기 직후의 면접이나
사후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내용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관찰된
행위들은 분석의 단위로서의 분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념적 차원의 하위과정의 분
절이 그 자체로 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 요소가 된 것과 달리, 이 분석 단위로서의
분절은 분석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의 역할만을 맡았다.
이 분절은 코드 명명(naming codes)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질적 분석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석 첫 단계의 코드 명명은 실제 분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교체, 삭제, 첨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초기 분석을 거치고 난 후 바
뀐 코드 명명에 의해 사례들을 재코딩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명명 방
식의 교체는 재코딩이 끝나고 더 이상 새로운 분석 내용이나 사례 간의 모순이 나타
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되었다. 다음 <표 Ⅲ-3>이 분석의 기준 마련을 위한 첫 코드
명명이라면, <표 Ⅲ-4>는 재코딩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 최종 코드 명명 표이다.
<표 Ⅲ-3>은 분석 첫 단계의 명명표에 해당하며, 이것은 연역적인 가정에서 출발
하지 않고 참여자 A, B, G의 사례들에 대한 예비 분석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끌
어냈다. 즉, 계획-표현-수정의 삼분할 체계라는 가정 자체를 유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33). 대신, 쓰기 과정 전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구조적인 위계를 가정
하지 않은 채 구성 요소로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 명확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들도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약속을 정해서 쓰기로 하였다. 이재승(1998)은 글 쓰는 전체 과정에서 고치는
행위는 수정(고치기)으로, 초고를 쓴 후에 이루어지는 고치는 행위는 교정(다듬기)이
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고쳐 쓰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서는 이와 동일한 구분 방식을 따랐다. 다만 여기에 정정(오탈자 수정)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코딩하였는데, 그 이유는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의 특성상 오탈자가 빈번
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행위들을 가능한 한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33)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브렛벨트 · 반 덴 베르흐 · 레일라르스담(Breetvelt, 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4),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6), 그리고 미힐(Myhill, 2009) 등도 개념적 하위과정 대신 쓰기 과정
전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을 위계 없이 추출하고 그 행위들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는 데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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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사례 내 분석을 위한 행위과정의 예비 명명
샘플

참여자A

구분
시작

참여자B

참여자G

문장 생산의 첫 시작

문장생산 문장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상태

공통
코드명
(단독)

수정

진행 중인 곳에서 내용이나 표현 고치기

정정

오자나 탈자 고치기

교정

완결된 글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고치기

휴지

멈추기

읽기

기존 텍스트로 되돌아가기

지우기

기존 텍스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우기

삽입

기존 텍스트에 추가하기

다시쓰기 기존 텍스트를 지우고 새로 쓰기
과제인식 주어진 과제에 대한 반응
생성

내용생성과 구조생성, 주제생성

전환

기존의 방향을 바꾸기

공통

동시진행 동시적으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

코드명

부연

앞의 내용에 대해 덧붙이기

(복합)

구체화

기존의 내용을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바꾸기

표현

어휘나 문장 차원의 적절성 관련

내용

내용의 적절성 관련

규칙

어법, 맞춤법 등

개별
코드명

연쇄반응

확장

과잉해석

오려붙이기

제한조건

모순

<표 Ⅲ-3>에서 공통 코드명을 단독 차원과 복합의 차원으로 나눈 것은 그 자체로
개념적으로 분할되어서라기보다는, 동영상만으로 확인 가능한 코드들과 면접이나 자
가기록에 의해 비로소 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는 코드들을 편의상 분리해 놓은 것
이다. 즉, 단독의 공통 코드들은 대체로 동영상 관찰만으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가시적인 행위 차원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복합의 공통 코드들은 면접이나 자가기
록의 보충 확인이 있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들이다.
<표 Ⅲ-3>이 초기 분석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표 Ⅲ-4>는 모든
사례들에 대한 1차 코딩이 끝난 이후 새로이 만들어지게 된 행위과정 명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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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사례 내 분석 결과로서의 행위과정 명명
시작

본문 진행 시작하기

진행

본문을 쓰고 있는 상태

수정:생성 진행 커서 지점에서 내용 · 표현을 고쳐 가면서 진행하기
수정:반복 진행 커서 지점에서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고치기

공통

정정

오자나 탈자 고치기

교정

완결된 글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고치기

교정:첨가

교정 중에 기존 텍스트에 새로운 내용 추가하기

진행:첨가

진행 중에 기존 텍스트에 새로운 내용 추가하기

진행외적수정 진행 중에 기존 텍스트의 내용 · 표현 고치기

코드명

진행외적정정 진행 중에 기존 텍스트의 오탈자 고치기

(단독)

유창성

머뭇거림이 거의 없이 진행하는 상태

머뭇거림

휴지는 없지만 진행 속도가 불규칙적으로 느린 상태

휴지

멈추기

읽기

진행을 멈추고 기존 텍스트로 되돌아가 읽기

계획참조

진행 중에 계획을 확인하는 읽기 행위

자료참조

진행 중에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 확인하기

삭제

기존 텍스트의 일부를 지우기

다시쓰기

기존 텍스트를 전부 다 지우고 새로 쓰기

계획변경

진행 중에 계획으로 되돌아가 고치기

과제인식

주어진 과제에 대한 반응

생성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 것

구조계획

압축적 개념의 형태로 등장하거나, 글 전체의 구조를 담
고 있는 가시적 계획

공통
코드명
(복합)

개별

비구조계획 압축된 내용이 아니며 글의 지엽적 내용에 해당하는 문
장 진술 형태의 가시적 계획
전환

소재, 내용, 방향 등을 바꾸기

구체화

기존의 내용을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바꾸기

막힘

무엇을 할지 몰라서 모든 행위를 중단한 상태

표현

어휘나 문장 차원의 적절성 관련

내용

내용의 적절성 관련

규칙

어법, 맞춤법 등

행위 관련: 주제밝히기, 제재정하기, 재진술, 교차수정 등

코드명

컴퓨터 관련: 오려붙이기, 블록지정, 복사, 딴짓하기 등

(예시)

내용 관련: 연쇄반응, 예시, 경험담, 일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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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 ‘복합’으로 코드 체계를 크게 분리해 놓은 것은 기존의 명명 체계와 동일
하다. <표 Ⅲ-3>에서 <표 Ⅲ-4>로의 변화는 크게 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기존의 개념들이 더욱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코드명이 분화한 경우이다. ‘수정,
정정, 교정’의 분할 체계에서 ‘수정: 생성’과 ‘수정: 반복’, ‘교정: 첨가’, ‘진행외적수
정’, ‘진행외적정정’ 등의 개념들이 추가로 분할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경우, 기존 체계에서는 ‘수정’이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이를 문장 생산과 결
합시키는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좀 더 명료하게 의미들을 분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계획하기 관련 분석들을 정교화할 수 있는 코드명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읽기’와
‘계획참조’를 분리시킨 것은 현재 작성중인 텍스트를 읽어보는 행위와 본문 시작 이
전에 작성한 계획으로 되돌아가 읽어보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구조계획’과
‘비구조계획’, 그리고 ‘계획변경’ 등의 코드명도 계획하기 행위 관찰을 통해 생겨난
것들이다. 셋째, 가리키는 현상은 그대로이나 명명 방식이 바뀐 경우가 있다. 그 대
표적인 경우가 바로 ‘진행’인데, <표 Ⅲ-3>에 의하면 ‘문장생산’이었으나 계획이나
내용 생성 단계와 구별되는 본문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행’이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34)
이렇듯 코드 명명 체계의 변이 과정을 별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코드 명명은 쓰기 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분절을 행하는 첫 단계이며 이후의 모든 분
석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정이다. 둘째, 코드 명명은 직관이나
가정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코딩 작업의 객관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반복 코딩을 통하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코드 명명 체계는 여러 번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분석의 결과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의미들은 확정적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심층 분석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
기적 의미들을 만들어낼 뿐이며 일종의 기초 공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과정 명명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고를 행위와 동일시하지 않
고자 했다는 데 있다. 사고 중심의 인지주의 모형들에서는 쓰기의 하위과정을 지칭
하기

위하여

인지

작용을

반영하는

개념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전사

34) 이재승(1998, 2001)은 translation을 ‘표현’으로 번역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론의 전개
단계에서는 이를 ‘표현’으로 기술하겠으나, 동일한 현상에 대한 코딩 명명은 코딩작업 중
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56 -

(transcription)와 번역(translation)은 고전적 인지주의의 관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이 두 용어에는 사고의 내용이 그대로 표현으로 옮겨진다는 전
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와 표현이
이렇듯 명확하게 대응하는 관계라고 가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 중심의 기술 방식
을 배제하고 행위만을 지칭하는 용어인 ‘본문 생산’ 혹은 ‘진행’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결국 코드 명명 체계의 확립은 쓰기 과정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
면서 결과를 기술하는 한편, 다양한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례 내 의미의 구축
사례 내 분석은 하나의 사례를 중심에 두고 해당 사례가 어떠한 쓰기 과정을 거쳐
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는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하
나의 사례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사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코드 명명 체계에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례 내 분석은 하나의 사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며, 그 의미의 규정은 이미 여
러 번의 재코딩 과정에서 사례 간 확인을 거친 것이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사전 계획의 유형과 비-사전 계획의 유형 중에서 하나씩의 대
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 계획 유형과 비-사전 계
획 유형은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나눈 필자 중심의 예비적인 분류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예비 분류에서는 물론 사례 역시 예비 분류와 일치되는 사례들을
만들어낸 경우에 한해 소개하기로 한다. 즉, 예비 분류상 사전 계획 유형의 필자였던
참여자 D의 첫 번째 사례 D1과, 예비 분류상 비-사전 계획 유형의 필자였던 참여자
E의 첫 번째 사례 E1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사례1: 사전 계획의 유형
우선, 사전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을 보여주는 D1의 사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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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은 <최근에 읽은 책이나 관람한 영화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을 적어보시오>라는 과제를 부여받자마자 ‘책의 특징’,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이
라는 글 전체의 수사적 구조부터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사전 계획에서부터
출발한 쓰기 과정이다.

⓸ 코딩:
사례번호
_일련번
호. 내용

⓷ 색깔
막대들:
코딩이
이루어진
인용부분
표시

⓶ 미세한
동영상 코
딩을 위한
보조창

⓵ 쓰기
과정
녹화
동영상
화면

[그림 Ⅲ-1] 사전 계획 유형의 쓰기 과정 사례: D1

- 58 -

[그림 Ⅲ-1]은 이러한 D1의 쓰기 과정 동영상 자료를 질적 분석 프로그램에서 직
접 코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림의 오른쪽 화면에는 코딩 내용 및 해당 코딩 작
업이나 인용된 부분에 대해 떠오른 메모들 등이 표시되어 있다. 키 스트로크 로깅
(keystroke logging) 분석과 가장 큰 차이는 부호화된 화면이 아니라 진행 중의 화
면으로 관찰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과정 관찰과 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림 Ⅲ-1]은 동영상 자료에 대한 코딩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화면 예시로서,
동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어떻게 코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코딩은 ⓵의 동
영상 재생 중에 해당되는 장면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⓶의 보조창은 전체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⓷의 색깔 막대들은 전체
재생 시간 중 코딩이 이루어진 부분을 표시한다. ⓸는 입력한 코딩 내용들이며, 검색
및 분류의 편의상 ‘사례번호_해당 사례 내 순서를 알려주는 일련번호_내용’의 규칙
으로 입력하였다. 이때 코드 명명만으로 압축하여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은 각 코드
마다 따로 주석(comments)을 달 수 있다. 이 주석 내용들은 코딩 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별도의 모아보기 기능들로 다시 볼 수 있다.

[그림 Ⅲ-2] D1의 과정 코딩 전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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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은 코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그림
Ⅲ-2]는 코딩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 코드나 인용, 주석끼리 모아보기의 기능을 통
해 해당 쓰기 과정의 모든 코드들만 별도로 모아놓은 것이다. 일단 코드들만 모아
보면 전체 쓰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코드명만을 압
축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원고와의 관계 하에 어떻게 코딩 작업이 이
루어졌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그림 Ⅲ-3]과 [Ⅲ-4]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D는 과제를 부여받자마자 ‘책의 특징’,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
이라는 수사적 틀을 만들었다.35) 그러고 나서 각 항목별 내용들을 간단히 적기 시작
하였다.36) 이렇듯, D1에서 수사적 틀을 먼저 생각해낸 후, 그와 관련하여 내용들을
수정하고 첨가하고 오려붙여 가면서 일차적으로 작성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D1의 구조적 계획(초기)

‘책의 특징’이었던 구조1의 제목은 하위 내용들을 생산하던 중에 [그림 Ⅲ-3]과 같

35) 이 세 항목을 코딩할 때에는 편의상 ‘구조1’, ‘구조2’, ‘구조3’이라고 명명하였다.
36) 이러한 D1의 구조적 계획과 관련된 코드들은 <D1_1_2. 구조 정하기>, <D1_1_5. 구조2:
내용생성>, <D1_1_6. 구조2: 수정 첨가>, <D1_2_1. 구조3: 내용생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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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한 소개’로 바뀌었다. 참여자 D는 여기까지 작성한 후 <D1_1_9. 휴지(83
초)>와 같이 길게 멈추며 읽어 보았다. 그러다가 ‘책에 대한 소개’,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이라는 구조1, 구조2, 구조3의 제목을 지우고는 새로운 지면으로 옮겨가
서 [그림 Ⅲ-4]와 같이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문을 작성하는 중에 계획을 다
시 찾아가 보는 일은 네 번 있었으며, 모두 5초-10초 사이의 짧은 시간들이었다.

삼국지는 소설로 보면 매우 길어서 흥미를 못
느낄 수 가 있다. 그러나 삼국지라는 책에 한
번 빠지면 지루함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만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⓵ 그런 삼국지

⓵ ‘그런 삼국지를 재미
있게 볼 수 있다면’, ‘재
미있게 보고 싶다면’ 등

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림이 그

으로 바꾸어 시작하다가

려진 이 삼국지 책이다. ⓶ 이 삼국지는 만화

이

로 이루어져 있어서 ⓷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진행

⓷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쉽게 빠져들게 된
다.

내용으로

결정하고

⓶ 휴지(30초)
⓷ 오탈자 정정

내가 삼국지를 읽었던 것은 ⓸ 중2때였을 것이

⓸ 표현 수정

다. 삼국지의 내용은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본문
(최종)

글로 되어있는 소설형식의 삼국지를 읽는 것은

⓹ 진행 외적 정정 (처음

싫어했다. 하지만 이 삼국지 만화책을 보고 재

부터 읽으면서 띄어쓰기

미있게 읽으며 좋아 할 수 있게 되었다.⓹ ⓺

등을 수정함)

만화로 그려진 이 삼국지는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이 아주 잘 묘사되어있고 잘 알 수 있었다.

⓺ 계획 참조

예를 들어 유비는 배품이 있고, 성실하며 선을
지켜왔다. 그런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는 나쁜

⓻ 휴지(18초)

사람을 싫어하지만, 약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⓼ 휴지(17초)

정이 깊다. 또한 장비는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지만 유비를 위하는 마음과 장수로서의 능

⓽ 계획 참조(2회)

력이 뛰어나다. ⓻ ⓾ 또, 조조는 ⓼ ⓽ 병법을

/휴지(93초)

잘 읽고 잘 쓰지만, 한번 자만심이 높아지면 그
것이 화를 부르게 된다. 자신을 위왕이라 칭하
고, 황실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이기적인 마음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우가 유비가 살아있

- 61 -

⓾ 지웠다가 다시 씀
⑪ 휴지(25초)

다는 말을 듣고 갈 때, 손수 배웅해주고 선물을
해 주는 등 착한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삼국지를 읽다보면 제갈 공명 이라거나,⑪ ⑫
사마의의 병법들을 보면 그들의 지략과 책략

⑫ 자료 참조: 제갈공명
검색

등이 얼마나 뛰어난 지 알 수 있다. 그런 그들
의 병법들을 읽으면 그 상황을 해쳐나갈 수 있

⑬ 진행 외적 수정을 시

는 지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사건 뒤에 장군

도했다가 그만두고 본문

들이 돌이켜 봤을 때의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을 훑어 봄

그러나 삼국지의 만화에서는 단점이란 것이

본문
(최종)

⑭ ‘글을’을 첨가하려다

모순이 되게 ⑬ 만화라서 ⑭ 그런지 장군들이

가 지움

적을 벨 때에 너무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⑮ 진행 외적 수정: ‘하

있다. 삼국지를 읽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부분

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을 보고 아이들이 폭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⑮

를 ‘하며’로 수정

하며 ,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악영향 등을 끼

⑯ 계획 참조

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⑮ ⑯ ⑰

⑰ 본문을 처음부터 끝

⑱ 위에서 단점과 장점을 들어 보았는데, 삼국
지를 보다 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고 생

까지 읽어 봄
⑱ 첨가
⑲ ‘이렇게 삼국지를 읽

각하게 될 것이다. ⑲ 그러나 삼국지를 읽고 서

고 서평을 쓴다거나 책

평을 쓴다거나 책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는 식

의 내용을 다시 훑어보

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보게 된다면

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고, 나의 의견과 다른
이의 의견을 비교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
고 좋을 것이다’에서 이
내용으로 수정

이다.
[그림 Ⅲ-4] D1의 본문 쓰기 과정

D1에서 필자는 휴지, 즉 멈추어 있는 동안에는 주로 이미 작성된 본문을 읽거나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휴지 중의 검토 활동은 지엽
적인 차원에 그쳤으며 전체 구조를 생각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중학생 참여자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다만, D1의 경우 휴지 중에 종종 계획을 참조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사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놓고도 정작 본문을 쓸 때는 단 한 번도 계획을 다시 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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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는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도 D1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
다. 실제로 완성된 결과물을 보아도, D1이나 F2는 사전 계획과 본문이 유사점을 지
니고 있으나 A2나 C2는 계획했던 것과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37)
그러나 D1의 경우 계획을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확실하게 계획에 의존하여 글을
써내려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림 Ⅲ-3]의 계획 내용과 [그림 Ⅲ-4]의 본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 어느 정도 계획 내용을 참조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
나 구조도 바뀌었고 글의 전반적인 초점도 달라졌다. 계획에서는 ‘책에 대한 소개’와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 등의 항목들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상
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섞여서 진술되고 있다. 특히 계획 내용 중에서 ‘나의 생각’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 ⑯과 ⑰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계획했
던 마지막 항목 ‘나의 생각’의 내용이 본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
을 다음 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서, 그렇게 읽어봤잖아? 그리고 계획도 다시 한 번
보고. 이때는?
D: 음, 계획에서 더 볼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연: 여기, 이거 ‘나의 생각’은?
D: 이건 아까 이 비슷한 거 썼는데.
연: 음... 이건 지금 장점 부분이잖아?
D: 네.
연: 그럼 나의 생각은 이게 아닌 거야?
D: 네.

위의 면접에서 D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실제로 초기 계획에서는 나의 생각 항목이
장점과 단점 항목과 크게 변별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D
는 본문을 적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내용을 통째로 새로이 적을 수밖에 없
었다.
37) 이와 관련된 F2와 A2의 사례는 3)항 ‘사례 간 의미의 구축’의 ‘속성1: 사전 계획 의존도’
항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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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D1의 쓰기 과정 분석 내용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첫째, 과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정적인 수사적 틀이 계획의 형태로 생겨날 수
있다. D1은 서평의 구조가 책의 특징,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의 순서로 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존 지식에 의거하여 11초 만에 전체 구조부터 먼저 도출
하였다.
둘째,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성한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D1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가볍게 참조하면서 융통성 있게
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구조적 계획을 상세히 적어놓고도 D1의
경우보다도 더 심하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
하였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분석 지점이 된다.
셋째, 계획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작성되기도 하지만, 본
문 진행, 즉 표현하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표현하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예컨대 ‘나의 생각’ 항목의 경우 초기의 계획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만화 삼국지라서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내용은 나의 생각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은 아니며, 계획만 놓고 보았을 때 ‘장점과 단점’ 항목에서 적어놓은 장점과도
겹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나의 생각’은 자연
스럽게 장점과 단점 항목으로 편입되었으며,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다른 항목들도
조정이 필요해졌다. 결국 초기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본문 생
산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진 셈이다. 물론 사전 계획은 그 자체만으
로도 충분히 숙고하여 수정을 거듭한 끝에 좋은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
나 이처럼 본문을 진행하는 행위 자체가 있고 나서야 해당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구
현되며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
러한 점은 사전 계획이 계획하기라는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의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본문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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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2: 비(非)-사전 계획의 유형
마찬가지로, 비(非)-사전 계획 유형에 대한 분석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E1의 경우, <최근에 읽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실린 내용 중에서 자
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싶은 것을 찾아 그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가 과제로 주
어졌다. 과제로부터 수사적 틀을 떠올렸던 D1의 사례와 달리, E1의 경우 소재는 물
론 수사적 틀도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D1이 소재 역시 매
우 빠르게 골랐던 데 비해, E1은 소재 정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첫 문
단을 여러 번 다시 써야 했다.

[그림 Ⅲ-5] E1의 과정 코딩 전체 모음

E1의 사례에서 처음 시작 부분의 긴 휴지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제 조건에 의한
소재 찾기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E1의 경우 긴 휴지를 보내고 나서도 무엇에 대해
쓸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38). 그래서 E1_1_2, E1_1_3, E1_1_4, E1_1_5, E1_2_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차례의 썼다 지우기 반복을 통해 겨우 하나의 소재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고민에서와 달리, 일단 한 번 소재를 결정짓고 난

38) 이러한 고민의 시간은 사실상 인지적 계획하기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 3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검증’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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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상당히 유창하게 본문을 진행해 나갔다. E1의 진행은 매우 유창한 부분과 머
뭇거리며 진행하는 부분이 교차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유창한 편이었으며
상당히 긴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단 두 번의 휴지만 있었다. 두 번 다 현재 진행 중
인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진행 외적 수정이 간간이 이루어지
거나 진행 중인 커서 지점에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문장을 생산하는 수정형 생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표현 차원의 작은 폭의 수정에 해당하였으며 내용이
나 구조 등의 큰 폭의 수정은 없었다. 대신 본문을 완성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
꼼히 읽으며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교정하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내용이나 구조에 영향을 끼
칠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표현 차원의 수정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위 코딩 내용
들과 쓰기 결과물, 코딩에 부가한 코멘트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완성
된 원고 위에 함께 표현하면 다음 [그림 Ⅲ-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얼마 전에 ⑫ 승정원 일기에 대한

⓵

본문
(최종)

역사를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 양만 하
더라도 전체 해석이 매우 힘들 만큼 매우 ⑮(수정)방
대하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조선의 역사서라고 하
면 조선왕조실록 정도밖에 알지 못했는데 최근 이 기
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도 이름자체는 들어본 적이
있었던 승정원일기,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
던 ⑮(수정)문화재였다. 이 책들은 왕들의 하루하루,
나라의 여러 사건사고들을 계속해서 적어온 책으로
중간에 여러 ⑮(수정)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몇몇

본문
(최종)

⓶

본문

시작
C5_1_3:

본문

재시작
⓸

C5_1_4:

본문

재시작
⓹

C5_1_5:

본문

재시작
------⓺

C5_2_1:

본문

재시작. 진행
진행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의 양만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한다. 과거부터 ⓻ 조선왕조실록과는 달

중인

커서

위치에서만

수정

이

리 알려지지 못한 승정원일기 .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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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_1_2:

⓷

왕시기의 자료는 현존하지 ⑮(수정)않는 다고 하지만

문화재 홍보 법에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워

휴지

(190)초

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것은 조선의

C5_1_1:

이루어지면서

진행.
⓻

E1_2_2:

표현

낙 양이 많기 때문에

수정.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과거부터

있도록 책으로 편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 된

조선왕조실록

⑮(수정)부분만으로도 무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⓼

을 연구한 학자들

일반 사람들에게 ⑮(수정)우리 문화재 홍보를 너무

은 많았지만 승정
원일기는 많이 알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승정원일기는 우리 조상들

려져있지도

의 기록에 대한 열정이 묻어있는 책들이다. 내 생각

느’라고

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

등

않았
썼다가

이와 같이 수정함
⓼

E1_2_4:
수정.

지 유산들을 알리고 자부심과 자신의 유산에 대한 관

표현

‘우리나라

의 기록 유산’이

심을 높이고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홍보에 많이 이용

라고 썼다가 이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승정원일기 외에도 여러 시대

같이 수정함

에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유산들이 많이 존재한다.

해당

⑮(첨가)하지만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산들에

문단

전체

머뭇거리며 진행

지원 하는 정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읽다가 더 첨가) ⑮(첨가)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고 싶다. 일제 강점기와 6.25등 여러 가
지 힘든 일들을 격으면서 많이 파괴되고 해외로 유출
된 우리 유산들,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유
산들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덜 하는 것 같다. 많은 국
민들은 아직도 우리의 것은 후진적인 것이며 외국,
서양의 것들이 선진적인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있
다. 우리나라의 유산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서양의 유
산들만 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것만큼 어
리석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는 승정원
일기외에도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 여러 문화유산들,
김치와 한식 등 우리나라의 건강한 음식과 음식문화,
탈춤 등의 여러 가지 무형 문화재들도 우리 스스로
아끼고 정부에서 지원을 ⑮(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⓽ ⓾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조금만 더 노력해도 되찾아 올
수 있는 우리 유산들이 해외에서 주인 없이 떠돌고
있지는 않은 걸까? 일본, 프랑스등에 있는 여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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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E1_3_1:

휴지

(39초)
⓾ ‘독도만 하더라
도 일본에서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
는

것을’이라고

썼다가 지우고 해
당 내용 생성

유산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아무도 되찾아 주지 않
는다. 우리국민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⑪

여기에

이어서

정부에서도 외교활동을 활발히 하여 ⑮(첨가)협상도

‘이외에도 여러가

해보고 다방면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만 그 것

지 우리 문화유산

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잇을 것이다. 우리의 것은 우리

들처’까지 썼다가

가 아니면 지킬수 없다. 유출 문화재 회수보다도 더

멈추고

급한 문제는 현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몇해 전 우리나라 국보1

⑫

E1_3_2:

진행

호인 숭례문의 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외적 수정. 맨 앞

빠른 대처와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⑮(수

으로 가서 ‘얼마

정. ‘화가 난다’→)깊이 반성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윗

전에

본 뉴스에

판과 아래 지붕 사이에 ⑮(첨가)틈을 두어 구조된 숭

대해

말하고 싶

례문이었는데 그 사이에 난 불은 지붕을 조금 뜯어내

다’ 대신 해당 내

고 안에 물을 부어야만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

용으로 수정

지 않고 ⑮(첨가)아래에서 위로 물만 뿌린 우리나라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몇 백년간 그 모습을 지켜온 우
리 유산하나가 사라졌다. ⑪ ⑬ 그것도 모자라 새로
만든 현판을 제대로 제작하지 않아 3년 만에 금이
가는 등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들이⑮(첨가)사람

⑬ E1_3_5: ⑪ 대
신 해당 내용 첨
가.

들의 무관심과 제대로 부족한 정부의 지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보안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
중한 유산들이 망가지고 있다. ⑮(첨가)또 다른 예로
몇 백년 멀정하던 팔만대장경도 제대로 된 관리와 과
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하
는 바람에 조금씩 균열이 왔다. ⑮(첨가)선진국이라면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만일 내
가 그런 문화재들을 보존하는 역을 맡는다면 나라에
지원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하고 ⑭ 최대한으로 보존하

⑭ ‘최대한으로 본
상태를

유지하도

록’이라고
가,

썼다

E1_3_5_2.

휴지(32초)후

해

당 내용으로 수정
-----------

며 아울러 여러 가지 문화재 홍보활동을 하여 사람
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⑮ 교정 부분 표시.

우수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의

(E1_4_1부터

정부가 우리 문화재 보존과 홍보에 더 관심을 가져

E1_4_9까지)

주었으면 한다.
[그림 Ⅲ-6] E1의 본문 쓰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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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E1의 쓰기 과정 분석 내용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첫째, E1의 진행 과정은 커서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큰 폭의 이동을 보여주는
급진적인 수정은 없었으나 커서 근처에서는 활발한 수정형 생성을 보여주는 점진적
수정의 과정에 해당한다. 시작 시 휴지를 길게 가지고 첫 시작의 다시 쓰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한 번 소재가 정착되고 난 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E1의 수정하기는 대부분 표현이나 지엽적인 내용 차원의 미시적 수정에 해
당하였으나, 가끔 전체 구조나 주제와 관련된 광역 차원의 수정도 이루어졌다.
둘째, E1은 대체로 유창하면서도 풍부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내용의 풍부함에 비해 구조적인 고려가 많이 부족하
여, 이런 저런 소재들이 나열되어 있는 양상을 띤다. 그나마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전반부만 해도 ‘승정원일기의 중요성→알려지지 못한 문화재들→문화
재 홍보법의 문제’로 나아가는 일정한 구조가 보였으나,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부터는 글의 전개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는
과정 중에 거의 휴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신이 쓰고 있는 문장에 의해 연
상 작용으로 떠오르는 문장들을 거르지 않고 계속 써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
니 ‘문화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하여 등장한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
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 흐름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중언부언하는
양상이 되어버렸다.
사례 내 분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행위 요소와 면접만으로 직접적으로 얻
어낼 수 있는 해석 이외의 내용을 쉽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몇몇 중요한
분석 내용들은 사례 내의 의미 구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런 점에서 사례
간 의미의 구축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다.

3) 사례 간 의미의 구축
앞서 사례 내 의미의 구축은 한 번의 쓰기 과정을 단위로 어떻게 분석이 실시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사례 간 의미는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쓰기 과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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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사례 간 의미 분석은 두 사
례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비교하거나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하나의
동영상 관찰 자료를 또 다른 사례의 면접과 비교 분석하는 등, 자료 유형 간의 교차
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간 의미 분석의 목적은 결국 쓰기
과정의 속성들을 밝혀내는 데 있다.

(1) 속성1: 사전 계획 의존도
사전 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쓰기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사례 간 분석
을 통해 밝혀 낸 점들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경우에 대해 언급한 것들은 대체로 그 효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사전 계
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나은 쓰기 결과물을 생산
한다는 주장이나,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국 전략의 차이
라고 하는 주장은 모두 사전 계획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그러나 사전 계획을
세울 경우 실제 필자들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차이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관찰에 의하면,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중학생 필자들은 사전 계획을 어
떻게 활용하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F2와 A2
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F2는 사전 계획을 틈틈이 참조하면
서 글을 써 나갔다. 그러나 A2의 경우, 두 번에 걸친 사전 계획의 생산이 각기 단절
되어 있으며, 본문의 생산은 계획의 반영이기보다는 계획의 연장처럼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 [그림 Ⅲ-7]과 [그림 Ⅲ-8]은 사전 계획을 세워 글을 쓴 후 이
를 참조해 가면서 본문을 작성한 F2의 사례를 보여준다. F2에게 제시된 쓰기 과제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혹은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 F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공부
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 싶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전 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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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F2의 사전 계획

[그림 Ⅲ-7]에 따르면, F2는 전반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구조적 축
약으로서의 계획을 세웠다. 구체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정하였으며, 내용이 떠오른 순서를 재조직하여 본문의 조직도 큰 틀에
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의 [그림 Ⅲ-8]과 같이 계획을 참조해 가면서
본문 생산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F2의 본문 쓰기 과정을 최종 결과물을 기준으로 표
시한 것이다.

나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 문제집과 필기구

※ / 줄 바꾸기 한

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도 뭔가 ⓵ 빠진 듯한 느낌이

곳

든다. /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그럭저럭
집중이 ⓵되지만 / 점점 ⓷ 시간이 지날수록 눈만 문

본문

⓵ 진행 외적 수정
⓶ ‘나는 어쩌면’ 썼

제집으로 향하고 머릿속은 다른 세상에 가버린다.⓷ /

다가 지움

그러다보니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시

⓷ 삽입

(최종) 간만 낭비하게 된다. / ⓶시험기간에도 자꾸 반복되니
내 시험점수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 / 그래서 난 시험

⓸ ‘그리고’를 ‘그래

점수를 보면 볼수록 공부를 무서워하게 된다.⓸ / 물

⓹ ‘공부하는 요령도

론 내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나는

모르고’ 썼다가 지움

⓹아예 공부 자체를 / 멀리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

⓺ ‘공부를 왜 해야

어 버린것 이다. / 나는 ⓺ 공부가 무엇인지 알것 같

하는 것인지’라고 썼

으면서도 많이 헷갈린다. / 공부가 뭘까 공부는 뭐길

다가 수정

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 내가 생각하는

서’로 수정

⓻ ‘내가 생각하는’
추가

공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⓻ / ⓼하면 할수록 점

⓼ ‘점점’ 썼다가 지

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만 할뿐이다. / 솔직히 나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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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국어, 수학, 사회 등등 /
교과 과목들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 글을 쓰면서도

⓽ 휴지(36초): 계획

공부가 뭔지 머리가 터질것 같다 ⓽/ 내게 공부란 그

참조

냥 어지럽고 복잡한 존재일 뿐이다. /

⓾ 휴지(73초): 계획

나는 몇일전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참조, 본문 읽기

/ 이형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엄청난 스펙

⑪ 문장 추가

을 가지고 있다.⓾ / 모두가 부러워 할만한 미국의 유

⑫

명대학중 9곳이나 동시에 합격을 했고 / 아시아인 최

뭉친 나의’ → ‘하나

초로 월등한 고교생들에게 주는 상까지 수상했다.

뿐인 나의 인생을 위

/ ⑪ 이형진이라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뭘까 / 이 사
본문
(최종)

람은 항상 공부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
다. ⑪/ 부모님, 학교 선생님, 나의 친구들도 아닌 나
를 위해 하는 것이다. / 엄마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 ⑫ 내 인생을 위한것 이기에 즐거운 마
음을 가지고 한다. ⑬/ 난 당연히 공부라면 모든 사

‘지식으로

두루

한 것이다’ → 수정
⑬ 휴지(95초): 계획
참조, 본문 읽기
⑮지점에서 ⑭의 ‘느
낀 것이다’ 지움
⑮ ‘-스트레스 때문
에’에서 수정

람이 싫어할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예외였던 것이

⑯ ‘공부는 그냥 해

다. / 어차피 해야할 것이라면 힘들게 하지 말고 즐겁

야 하는것 이 공부의

게 하라고 말한다 / 그는 한국에 와서⑭ (미국에서 태

의미를 모른다고 말

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학생들이 너무 / 공

이다’ 썼다가 수정

부에 대한 압박감과 고민, 스트레스⑮가 크다고 느꼈

⑰ ‘어차피 해야 할

다. /⑯ 공부의 의미를 모른다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

것이라면 힘들게 하

/ ⑰나도 그 학생들에 포함이 되는것 같다 / 하지만

지 말고 즐겁게 하라

이형진의 책을 잃고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은

고

알것 같았다. / 그의 말대로 공부는 자신의 미래 대한

지움

예의이다. ⑱/ 만약 내가 하고 싶은일이 있는데 나의

⑱ 휴지(20초): 계획

지식이 부족한 탓에 못한다고 상상해보자 / 나 자신

참조

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할까 ⑲/ 후회가 파도처럼

⑲ 휴지(105초): 본

밀려올 것이다. / 그것만 생각해도 이형진의 말을 쉽

문 읽기, 진행 외적

게 이해할수 있을것 이다. /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수정

말한다’

썼다가

예의이다.
[그림 Ⅲ-8] F2의 본문 쓰기 과정

[그림 Ⅲ-8]에서는 총 세 번에 걸쳐서 계획을 참조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계획을 참조하던 시점과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사전 계획을 충실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본문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F2의 쓰기 과정에 대해 요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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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본문을 생산하기 전에 본문에 포함될 주요 내용 및 구조적 축약으로서의
사전 계획을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본문 생산의 과정에서 이 사전 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단, 사후 면접에 의하면 모든 세부 내용들까지도 사전 계획에 포함된 것
은 아니며,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다는 생각은 본문 생산 이후 두 번째
로 사전 계획을 참조하던 시점에서 떠오른 것이다.
이와 달리, A2의 사전 계획은 구조적 축약으로서의 내용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본문
의 일부를 떠오르는 대로 작성한 것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A2에게 제시된 과제
역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혹은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
시오.>였다. 다음 [그림 Ⅲ-9]는 A2에서 사전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생
성 과정에 해당한다.

[그림 Ⅲ-9] A2의 내용 생성으로서의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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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는 ‘설문지에 답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글을 쓰라’는 연구자의 요구를 고려
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림 Ⅲ-9]는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일환인 자유로이 쓰기(free writin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적
축약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요(outline)라고 볼 수 없다. 이어서 참여자 A는 이와 별
도로 두 번째 사전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림 Ⅲ-10]이 이에 해당한다.

⓵

⓶

⓷

[그림 Ⅲ-10] A2의 개요로서의 사전 계획

사후 면접에 따르면, 참여자 A는 [그림 Ⅲ-9]는 브레인스토밍으로, [그림 Ⅲ-10]은
개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두 넓은 의미의 사전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A2
에서 보여준 두 가지 계획하기 활동을 다음에 인용한 최종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내용 생성으로서의 사전 계획과 개요로서의 사
전 계획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생산되었다. 즉, 두 번째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을 참조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위의 내용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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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아도 큰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그림 Ⅲ-10]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F2에서처럼 전체 방향의 길잡이나 지도
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초고(first draft)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해석은 다음의 최종 결과물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때 정말 재밌었었다. 유치원때 맨날 보던 노랑
옷에 노란모자 맨날 맨날 봤었다. 그렇게 유치원때는 한글을 배우고 숫자배우
고 구구단 왜우는 등의 공부를 하였다. 내게는 새롭고 즐거운 것이 였음으로
지금 처럼 지루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었다.
그렇게 유치원에서 한글을 어느정도 말을하고 삐뚤 뺴뚤 쓸수있게 되자 초등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초등학교는 여러므로 신기했었다. 큰 학교에 키큰 형들,
새로운 친구, 선생님 처음에는 모두 신기 했었다. 두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받
아쓰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일기도 쓰고, 나름 재밌게 지냈었다. 물론 그때
까지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시험을 잘 못봐서 혼이났는데 그이후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 했었다. 점점 어려워 졌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일들을 처음해봐서 실수도 많이하고 혼나기시작하면서 점점 싫어 졌
었다, 그래도 성적은 정말 조금만 하면 잘나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정말로 게임을 하고 싶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게임
을 하곤 했었고, tv또한 많이 봤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중학교에올라가 공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과학이나 사회 수학 등 물론 내가 풀고, 이해하고 했었지
만, 성적이 잘않나왔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시험보기전에 공부하고, 시
험보고 혼나고, 다시 결심하고, 놀고, 이런식을 계속 되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는 무었일까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다. 학원숙제는 버겁
고 이렇한 순환이 보통 학생들 내친구들의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따라간
과정을보면 내 적성이 뭔지, 내가 진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은 전혀 었었다.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실험하고, 다른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직접

- 75 -

시나 소설을 써보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추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된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부를 글자만보고 그것을 암기
하는 식의 활동은 내가 뭐었을 좋아하는 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고, 이런식의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
⓸그러므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더 공부를 어떻게하면 적성을 찾고,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공부를 할수 있을지에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A2의 최종 결과물이다. A2의 개요로
서의 사전 계획과 그 결과물을 비교하였을 때, [그림 Ⅲ-10]의 ⓵에 해당하는 내용들
은 비록 세부 사항들이기는 하나 구조적 축약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⓶의 내
용들은 순서나 표현 등이 조금 바뀌었을 뿐 본문에 거의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⓷의 내용들은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다. A2의 쓰기 과정에서 최종 결과물은 [그림
Ⅲ-10]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덧붙여 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
서 마지막 ⓷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그 자리에 결과물의 내용 ⓸
가 들어서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물론 결과물의 중반에 ⓷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구조, 위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반영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순 없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할 때, 사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다. 첫째, 동일하게 개요를 짠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사
전 계획을 마련하더라도 해당 사전 계획의 종류나 사전 계획에의 의존도에 따라 상
당히 다른 종류의 쓰기 과정을 운용할 수 있다. 사전 계획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본문이 사전 계획과 구조적, 주제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하며,
그 반대로 사전 계획에의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최종 결과물과 사전 계획에 근본적
인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자유로이 쓰기에 가까운
사전 계획은 그 자체로 초고 쓰기와 매우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전 계
획은 필자 스스로 그것을 사전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의 형태를
갖추기보다는 아이디어 생성하기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초고 쓰기와 구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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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성2: 진행 외적 수정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들 중에서 다음의 예시는 사례 내 의미
를 사례 간 비교를 통해 확정지을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 [그림 Ⅲ-11]은 C1의 과
정 코딩 중 일부이며, [그림 Ⅲ-12]는 B1의 과정 코딩 일부 내용이다. 이들 예시들은
모두 ‘진행 외적 수정’의 의미 분석과 관련된다. 진행 외적 수정이란, 현재 커서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루어지는 수정을 말한다39). 즉,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수정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수정형 생성과 구별되는 수
정 방식이다. 수정형 생성은 생성 중인 문장 자체를 수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나
아간다면, 진행 외적 수정은 현재 생성 중인 부분이 아닌, 기존에 생성된 부분으로
되돌아가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형 생성이 생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인 반면, 진행 외적 수정은 생성을 중단시키는 행위, 혹은 생성이 중단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행위인 셈이다. 다음의 코딩 자료는 진행 외적 수정이 어떠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림 Ⅲ-11] C1의 과정 코딩 일부

[그림 Ⅲ-12] B1의 과정 코딩 일부

위의 [그림 Ⅲ-11]에서 나타난 2회의 진행 외적 수정은 모두 문단 수준 이상의

39) 에클룬드와 콜베르그(Eklundh & Kollberg, 2003: 872-873)는 텍스트 생산 중에 이루어
지는 수정을, 한 커서 지점에서의 반복적 수정, 내포된 수정, 기존 텍스트의 수정의 연속
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 ‘기존 텍스트의 수정의 연속’이 바로 이 진행 외적 수정과 비슷
한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코딩 작업의 편의상 ‘진행 외적 수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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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활동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C1만 놓고 보면, 진행 외적 수정은 모두 진
행 중 기존에 작성한 텍스트를 다시 읽고 평가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수정
이다. C1의 경우 진행을 멈추고는 기존에 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마치 본격적으로
교정하듯 고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행 외적 수정은 행
위의 의미나 효과 자체만 놓고 보면 정정이나 교정과 거의 마찬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 중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본문 생산과 수정하
기 행위 사이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림 Ⅲ-12]의 진행 외적 수정은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B1의 2회의 진
행 외적 수정 중 첫 번째 것은 C1과 마찬가지로 읽기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그
러나 두 번째 진행 외적 수정은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커서 위치에서의 수정이
이루어지다가 돌연히 이루어진 수정이며 C1에서처럼 정정이나 교정의 차원이기보다
는 새로운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원의 의미 외에도, 코딩 내용의 비교는 사례 내 분석에서 사례 간 분석
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위 [그림 Ⅲ-11]과 [그림
Ⅲ-12]는 각각 필자의 개인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내용에 해당한다. 기본적
으로 코딩은 개별 참여자의 1회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례 내 분석을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나 <진행 외적 수정>이라는 쓰기 과정 속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C1과 B1의 사례를 비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례 간 분석 중 일부는
사례 내 분석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관찰 사례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진행 외적 수정은 앞서 소
개한 E1의 본문 쓰기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Ⅲ-6]에서 ⑫ 항목을 살펴보
면, 원래는 ‘얼마 전에 본 뉴스에 대해 말하고 싶다’였던 문장이 ‘승정원 일기에 대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말하고
싶다.’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본문 전체의 시작에 해당하는 첫 두 문장이지만 이 문
장들이 작성된 시점은 본문이 약 80% 이상 완성되고 난 후이다. 또한 이 문장이 작
성될 당시에 기존 텍스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진행 중이
던 부분(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에서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들이’까지 작성하다가 갑자기 맨 앞 문단으로 이동
하여 이루어진 수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E와의 면접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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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갑자기 여기로 옮겨갔잖아.
E: 네.
연: 그게 여기 다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되게 먼 거린데.
E: (웃음) 네.
연: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E: 아, 그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쓰려다 보니까,
연: 응.
E: 여기서 승정원이, 승정원 이야기가, 기사 얘기가 여기서 사실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그냥 승정원 얘기부터 하고, 그게 나
을 거 같아서요.
연: 아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들이’ 이거
쓰다 보니까 이렇게.
E: 네.
연: 그럼 이거도 그래서 덧붙인 거야?
E: 아, 네. 이 말이 여기서도 나와야 될 거 같아서.

위의 면접에 따르면, 참여자 E는 승정원일기 이외의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
해 이야기하려다 보니, 승정원일기에 대해 언급했던 기존 텍스트의 성격을 좀 더 분
명히 해야겠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런 이유로, 본문의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얼
마 전에 본 뉴스’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승정원일기에 대한 기사’라는 구체적인 표
현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해 말하고 싶다.’를 덧붙인 이유는 승정원일기에 대한 이야기 뒤에 그
밖의 문화유산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려다 보니 이들을 모두 묶어줄 수 있는
더 큰 이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E1에서의 진행 외적 수정
은 본문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차원에서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실
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진행 외적 수정은 진행 중에도 생성의 사고와 별도로 검토의 사고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지점에서 별도의
휴지를 가지거나 기존 텍스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진행 외적 수정은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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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별개로 작성 중인 텍스트(text written so far)를 검토하는 사고가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속성3: 다시 쓰기의 효과
다음의 [그림 Ⅲ-13]과 [그림 Ⅲ-14]는 해당 참여자들의 쓰기 과정 직후 면접 내용
을 녹취 전사한 자료에 대한 코딩 내역이다. 면접 내용들은 해당 쓰기 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쓰기에 대한 참여자의 평소 생각이나 글쓰기 습
관 등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메모의
제목

메모의 내용

[그림 Ⅲ-13] F1의 면접 전사 코딩과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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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은 F1의 면접 내용 중 “그렇게 쓰고 보면 전에 쓴 거보다 훨씬 더 좋
아져요”나, “지우고 쓰면 주제가 정리된다고 할까”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쓰
기_효과>라는 메모를 작성한 경우이다. 이 메모를 처음 작성했을 때에는, 글을 써
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전부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쓰기 과정이 필
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 그러나 다른 코딩
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면서 ‘글의 조직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된다는 말의 의미? 단지
다시 쓰기만 할 뿐인데 정리가 잘 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여기서 ‘다시 쓰기’란
작성 중인 텍스트(text written so far)를 모두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은 ‘수정하기’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완전히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과 부분적으
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쓰기’ 메모에 정리되어 있는 메모에 따르면 작성 중인 텍스트를 모두 지
워버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생산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F1의 경우에
서도 모두 다 지우고 다시 쓸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개해 나갔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필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일부만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F1의 면접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되살려 쓸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제거한 채 완전히 새로이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메모에서 다루고 있는 면접 내용만으로 다시 쓰기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미약하다. F1의 대답 내용은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바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
만 쓰기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이를 보강해 주거나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Ⅲ-14]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의 사례는 두 메모 간에 관련을 짓는 과정이 어떠한 의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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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의
제목
메모의 내용

[그림 Ⅲ-14] A2의 면접 전사 코딩과 메모

[그림 Ⅲ-14]는 A2의 면접 내용 중에서 표시해 놓은 “글 쓸 때도 만약 과정이 있
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많이 타고 가는 것 같아요.”라는 답변에
대해 <문장생산_효과>라는 속성-연결점 메모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A의 답
변 내용에서 직접 유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 내용 중에서 ‘표현하기 과정 자
체가 내용 생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내용(Galbraith, 1999)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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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자료를 연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모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의 연결
점 역할도 함께 한다.
이제, 두 메모 [그림 Ⅲ-13]과 [그림 Ⅲ-14]를 관련시켜 보면 다시 쓰기의 효과가
문장 생산의 효과와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두 사례
는 모두 ‘다시 쓰기’ 유형에 해당한다. 이 두 사례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참여자 모
두 문장을 쓰는 행위 자체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문장생산_효과> 메모는 <다시쓰기_효과>의 완료되지 못한 메모에
‘문장을 생산하지 않을 때와 문장을 생산하고 있을 때의 아이디어 생성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역으로 다시 쓰기의 효과 자체
는 문장 생산 효과를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메모 사이의
종합적 관여가 사례 간 의미를 형성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
국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쓰기 과정 요소들의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시 쓰기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행 외적 수정과
다시 쓰기, 수정형 생성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진행 외적 수정은
진행 중에 동시 발생하는 검토로서의 사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면, 수정
형 생성은 수정하기 자체가 생성의 원동력이 됨을 입증해 준다. 한편, 다시 쓰기는
수정형 생성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생성의 효과를 발휘한다.
즉, 다시 쓰기는 기존의 내용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반영한 것
도 아니면서 제3의 새로운 내용들을 생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경계적 사례의 의미 구축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일은 질적 분석의 매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
다. 특히 쓰기 과정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큰 경우와, 계획도 수
정도 없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억지로 규정짓지 말고 일단 보류해 두기로 했다. 예
를 들어, 어느 한 참여자가 단순히 ‘개요를 짜는 행위’를 보여주었을 때 이는 예비
분류에 따라 사전 계획 유형이기는 하나, 그것이 본질적인 계획하기와 어떠한 관계
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순 없다. 사전 계획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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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인지적 과정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유형화를 위한 분석에서는 사전 계
획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쓰기 과정의 모형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기라는 인지적 과정이 쓰기 과정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
을 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계적 사례들은 유형화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속성들의 경계를 구별지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1) 사전 계획 변경의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전 계획 변경의 유형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들 수 있다. 1
차 분석 이전에 본 연구가 지닌 가정은 계획하기 유형과 수정하기 유형, 그리고 경
계적 유형의 삼분 체계였다. 물론 경계적 유형의 존재는 결국 모형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과정으로서의 분류일 뿐이었
다. 또한 거시적 수준의 원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필자 고유의
스타일의 문제이거나 전략적 활용 정도로만 예측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계획하기
유형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가정을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림 Ⅲ-15] A1의 과정 코딩 일부: 계획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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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그림 Ⅲ-15]와 같은 사례들은 분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례 A1의 경우, 1차 코딩을 하는 동안에는 큰 고민 없이 사전 계획이
있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초기에 글 전체의 거시적인 구성을 표
현한 거친 방식의 개요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 전사 코딩과 2차 코딩
을 거치면서 이 사전 계획은 글을 써 나가는 도중에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바뀐 계획은 별도로 기술된 개요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
접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경우 처음에 사전 계획을 세우
지만 중도에 계획이 변형된다는 점에서 이를 계획 기반으로 봐야할지, 수정 기반으
로 봐야할지 고민되는 지점이 생겼다. 물론 계획 수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랜스
(Torrance, 1996)도 언급한 바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그것이 어
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기의 일환으로 봐야할지 수정하기의
일환으로 봐야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기존의 인지주의 모형들에
서는 계획하기의 하위과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사전
계획과 계획하기의 구별은 물론 계획하기가 쓰기 과정 전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
타나는지를 실질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접 내용과의 비교 과정을 거친 후, A1에서는 처음에 생성된 계획이 과정
초반도 아니고 이미 본문이 절반 이상 작성된 후에 대대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바뀐 계획 이전에 작성된 내용들이 대거 폐기되었기 때문
에 효과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사전 계획 유형보다도 비-사전 계획
유형 중의 ‘다시 쓰기’ 유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사전 계획 유무로 두
부류로 나누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떠한 하위 유형인지에 따라 쓰기 과정의 전반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 변경과 관련된 A1의 분석은 일단 의미를 유보하고 비슷한 다른 사
례들에 의해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그림 Ⅲ-16]은
G6의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 사례이며, 표현이 사고를 촉발하는 예시라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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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G2의 과정 코딩 일부: 계획 변경 관련

위 코딩 내용들 중에서 특히 ‘G6_2_3'과 ’G6_2_4'와 관련하여 코딩만으로 표시하
기 어려운 내용들을 따로 덧붙인 다음의 메모 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3. 관련된 사건들을 적고 있다가 멈칫거림. ‘사람들의 비난’을 계획 항목에
추가시킴.
2-4. 다시 문장 생산. (int. 원인-분석 생각 떠오름. 계획 변경하기로)
2-4. 비구조계획 참조. 원인-분석 해당 내용으로 전개. 비구조계획을 심화시키
고 내용에도 반영시킴.

위의 별도 메모들은 코드명만으로 담아낼 수 없는 중요한 행위 관찰 내용들이나
면접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추가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이들은 해당 코딩에 묶
여서 저장된다. 그러나 이 메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기 결과물 및 과정 관찰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메모에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시켜
서 다시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3. G의 경우 처음에는 관련된 사건들에서 시작했지만 문장을 쓰는 도중에 해
당 연예인과 관련하여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라는 표현에서 멈칫거리다가 ‘사
람들의 비난’을 계획 항목에 추가시켰다.
2-4. 다시 문장들을 생산하면서 이 내용을 원인 분석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방
안이 떠올랐다.
2-4. 다시 비구조 계획을 참조하였고, 구조 계획으로서의 원인-분석에 해당하
는 내용으로서 ‘그건 자신들이 바라던 상의 모습이 깨져버려서 그런 것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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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각한다.’를 비구조 계획의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르면, G6은 문장들을 생산해 나가는 도중 특정한 내용에서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구조 계획 항목에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 와서 새로이 추가된 계획 항목에 따른 문
장생산을 하다가 비구조 계획 내용을 더욱 보강하였다. 이러한 G6의 사례는 표현하
기 행위가 어떻게 사고를 촉발하는지의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은 계획의 변경은 쓰기 과정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기존 인지 과정 모형에서는 계획, 즉 사고가 표현을 이
끌어준다는 전사(transcription)의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이 사례를 통해 지금-현재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가 계획, 즉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G6은 계획 기반의 과정으로서 그 출발은 계획에서 비롯되었
다. 그러나 그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된 문장들, 그리고 문장들을 생산하는 행위는 다
시 계획의 변경을 촉발한 것이다40).
이러한 종류의 계획의 변경은 이후 밝혀질 이원적 쓰기 과정의 원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실 A1의 분석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G6과의 축 코딩 및 선택 코딩의 과정 이후에서야 가
능해진 것이다. 의미 규정이 어려운 경계적 사례들은 이와 같이 여러 사례들 혹은
여러 자료 유형의 종합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2) 묵시적 계획의 사례
다음의 사례 역시 분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B1의 경우,
사전 계획과 비-사전 계획 유형의 예비 분류에 의하면 확실한 비-사전 계획 유형이
40) 이것은 기존 인지 과정 모형의 회귀성 개념과는 구별된다. 회귀성은 계획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조정하기의 개념적 하위과정들 사이의 절차적 순서가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개념일 뿐, 사고와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Flower와 Hayes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글쓰기가 문제-해결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표현하기는 생각을 옮긴다는 의미의 translating이나
transcribing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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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시적 사전 계획하기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과제가 주어지고 나서 거의 바로
본문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가시적으로나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B1의 결과물에서는 실제로 가시적인 사전 계획을 세운 경우
보다도 더욱 명료한 수사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을 뿐 어떤 형태로든 계획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그림 Ⅲ-17]은 B1의 과정 코딩 내용이다. 녹화 자료만 코딩했을 때에는 계속적인
수정에 의해 글을 써 나가는 비-사전 계획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접 내용과의 비교 과정을 통해, B1의 수정하기는 대부분 글의 방향 전환이나 새로
운 내용의 생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동시에, 별다른 고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유창성 있게 진행하는 양상도 보였다. 그런 경우 점진적 수정이나 수정
희박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글의 구조가
처음부터 매우 확고한 편이었고 쓰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였다. 오히려 개요를 작
성한 사례보다도 더욱 구조적으로 명확한 글이었다.

[그림 Ⅲ-17] B1의 과정 코딩 전체 모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접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명확한 구조가 무엇에 의
해 촉발되었는지를 살피기로 하였다. 다음은 해당 면접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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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음,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 여기, 여기서 오래는 아니고 잠깐씩 멈췄
는데 무슨 생각했어?
B:

이거요? 그냥. 뭐 쓰는 건지 그런 거요. 이걸 주제로 쓰려면 어떻게 쓰나.
그런.

연: 그럼 그때 결정한 거야? 어떻게 쓸지?
B:

거긴지 어딘지 확실친 않은데요. 아, 네. 여기서부터는 일단 쓴 거 같아요.

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응,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B:

네.

연: 근데 이게 보니까, 글의 구조가 꽤 명확해, 그치?
B:

네.

연: 근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런 걸 가지고 간 거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까, 생각을 한 거야?
B:

네, 이거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다.

연: 으응.
B:

이유를 대야 하니까 주장하고 근거하고 주장하고 근거하고.

연: 아아.

여기서 B가 “이거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거나, “이유를 대야 하니
까 주장하고 근거하고 주장하고 근거하고”라고 한 말은 과제를 부여받자마자 해당
과제로부터 명백한 수사적 틀을 만들어낸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사전 계획
유형 사례에서 소개한 D1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D1 역시 과제의 장르가 서평에 해
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책의 특징’, ‘장점과 단점’, ‘나의 생각’이라는
고정적인 수사적 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D1과 B1의 가장 큰 차이는 D1은 이를 가
시적인 개요의 형태로 만들었지만 B1은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위의 자료들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여자 B의 계획은 이미 쓰기
과제를 접하는 즉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쓰기 과제에 대한 별도의 고민 과정
없이 과제 자체를 즉자적으로 해석하여 <주장-근거/주장-근거>라는 하나의 도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관찰상으로는 계획하기의 과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매우 짧은 순간에 도식으로서의 계획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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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유형으로서는 비-사전 계획 유형에 해당하겠지만 ‘계
획하기’의 근원적인 특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위 ‘묵시적 사전 계획’은 B1의 사례에서처럼 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
지만, 대체로 확인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쉽다는 점에서 쓰기 과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묵시적 사전 계획은 이런 식으로 수사적 틀로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 외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찰 사례들 중에서 유일하
게 밝혀진 묵시적 사전 계획의 사례인 B1의 경우 1차 분석 자체가 사전 계획의 가
시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로서 제시한 유형 요소에서는 제외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쓰기 과정의 모형 성립과 관련된 2차 분석에서는 이 현
상도 중요한 분석 내용으로 다시 포함시켰다. 유형화를 위한 1차 분석에서는 가시적
인 사전 계획의 유무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면, 전반적인 쓰기 과정의 속성을
다루는 2차 분석에서는 인지적 차원의 계획하기로 분석의 경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계획하기의 차원에서는 묵시적 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
의 사고로서의 계획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다.

(3) 무계획 무수정의 사례
사전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한 사례들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가시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행위가 없었을 뿐 어느 정도 완성된 본문에 대해 대강
의 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조차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이러한 구분은 ‘시작 전 휴지’의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작 전 휴지 중에 어떠한
생각을 떠올렸는가와 관련된 면접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본문에 대해 잠정적인 형태의 계획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례 중에는 앞서 소개한
묵시적 계획의 사례처럼 글 전체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
의 주제 정도만 정하는 등 모호한 상태로 떠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계획
없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비-사전 계획 유형의 경우 글 전체의 수사적 구조를 다
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적 구조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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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하나는, 가시적인 사전 계획만 없었을 뿐 어느 정도의 틀을 떠올려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어느 정도 써나가다 보니까 필요에 의
해 구조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사전 계획 유형 중에서는 수사적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예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관찰 혹은 면접에
의해서도 밝혀지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사적 틀이 존재하
지 않은 채 내용 나열의 연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임시적으로 무계획 무수정의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Ⅲ-18]은
무계획 무수정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인 H1의 최종 결과물이다. H1의 쓰기 과제
는 <최근에 읽은 책이나 관람한 영화 중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시오>였다.

나는집에서영화석양의갱을 보았다. 이건 60년대영화라 별로 아는사람이 없을것이
다. 하지만 이영화가 명작이고 내 인상에 남고 재밌다는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오래된 영화는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 점은나는
매우반대한다. 옛날 것에 대해 안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또한 나는 반대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앤리오 모리꼬네라는 영화음악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마지막
에 주인공이 죽으면서 그의 친구가 그 장면을 보는걸로 이영화는 끝난다. 그때 흘
러나온느 음악은 마치 내가 그 기분을 느끼게 하듯이 슬피 내마음에 파고들었다.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까닭은 스토리 액션 음악 이 세박자가 고루 가쳐줬기 때
문이다. 나는 영화를 볼때 이런점을 많이 본다. 아무리 액션만 좋고 그런영화는
난 별로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기대가 묻어 나
온다. 특히 이영화에서는 음악이 최고다. 아까 말했듯이 앤리오 모리꼬네가 만들었
는데 그사람은 영화 미션이라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영화에서 주제곡 가브리엘
의 오보에를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영화 한편을 보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생
각하고 또 알아갈수있었다. 이 영화뿐만이 아니다. 나는 영화라는 미디어 자체가
인생에 많은 도움 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관을형성시키고 많은 정보를 준다.
영화 한편 봤을 뿐인데 그 영화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을 저절로 검색하게
한다. 왜냐하면 영화만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적잖히 있기 때문이다. 그
로 인해 검색하고 알아가면 나의 지식도 향상되고 그 인물이나 시대적 배경을 보
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또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정도 생긴다. 즐기고 슬
프고 무섭고 화나고 등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가지 생각을 영화가 표출하게
한다. 영화는 또 자신의 취미를 형성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본 영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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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 그들을 좋아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문화권의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또
영화에 나오는 배우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 원작 소설 등을 보게되고
그것들을 찾아 보게된다.
끝으로 난 주기적으로 영화를 보는것을 추천하고 싶고 이 영화라는 미디어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림 Ⅲ-18] H1의 최종 결과물

위 결과물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구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으며 주제 면
으로도 통일성이 없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⓵ 소재(영화 석양의 갱) 소개 → ⓶ 해당 영화에 대한 인상 → ⓷ 해당 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과 그에 대한 나의 입장 → ⓸ 영화 속 음악 소개 → ⓹
영화 속 음악에 대한 나의 느낌 → ⓺ 해당 영화에서의 음악의 가치 → ⓻ 해
당 영화 음악의 작곡가 소개 → ⓼ 영화 매체의 가치 → ⓽ 영화 매체의 장점
(지식의 측면) → ⓾ 영화 매체의 장점(감성적 측면) → ⑪ 영화 매체의 장점(교
양, 문화적 측면) → ⑫ 영화 감상의 필요성

글의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
나 평가를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는 점, 필자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전체 흐름이 두서없이 진행된다는 점, 주제가 불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한 편의 글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전
체 구조의 면으로 보았을 때, H1에서는 특정 영화에 대한 견해로부터 시작하여 영화
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특정 영화에 대한 견해가 영
화 매체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며, 글을 쓰는 목적 자체
가 특정 영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주제 및 구성에 일관성
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속 음악 이야기를 하던 중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를 언
급하는 등 미시적 차원의 응집성도 부족하다. 다음의 H1의 쓰기 과정 코딩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 쓰기 과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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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H1의 과정 코딩 전체 모음

H1은 과제가 주어지고 나서 18초 만에 주제를 정했으나 다시 45초의 휴지 후에
다른 주제를 정하여 본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사후 면접에 따르면 해당 휴지 동안
떠올린 생각들은 주로 해당 영화의 선택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본문 생산은, 간혹 멈
칫거리며 진행하거나 5초 내외의 짧은 휴지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창
성 있게 진행되었다. 뒷부분에 이르러서 ‘영화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로 주제가
슬며시 전환되면서부터 30초 이상의 긴 휴지들이 생겨나기는 하였으나 휴지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휴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생산하였다.
H1의 쓰기 과정의 특징은 수정형 생성이 거의 없으며 진행 외적 수정은 아예 없
다는 점이다. 수정형 생성은 표현하기 행위와 검토하기 행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
루어짐을 말해주는 쓰기 과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H1에서는 검토하기와 관련
된 행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몇 차례의 정정 행위는 진행 중인
커서 위치에서 이루어진 오탈자 정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검토 행위라 할 수 없다.
진행 외적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반부에서 필자가 읽기 목적
이라고 밝힌 세 차례의 휴지도 작성 중 텍스트의 실질적인 검토용 읽기 과정으로 보
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1의 쓰기 과정은 무계획 무수정
의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 비-사전 계획 유형의 사례들이 대체로 수정하기를 원동
력으로 삼아 본문 생산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들은 그 원동력이
계획하기에도, 수정하기에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적
사례들은 다른 종류의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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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과정의 질적 분석 결과
1) 사례 개별적 분석의 결과
사례 개별적 분석은 사례 내 분석의 결과, 즉 한 번의 쓰기 과정의 관찰 및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41) 사례 내 분석의 결과는 기
본적으로 하나의 사례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여러 사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사례 개별적 분석의 결과 역시 차후
분석의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분석 과정을 기술할 때에는 그 구
체적인 내용들을 대표적인 예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수많은 질
적 분석의 내용들로부터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
다. 물론 질적 연구들에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현상의 기술이 중요하기는 하나, 최
근의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직관들을 자의적으로 이끌어내
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해석들 사이에도 위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객관화된 자료의 조직이 개별적인 직관을 뛰어넘어서 종합적인 직관으로 나아가
게 하는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내용의 객관
적인 결과 분석 방법의 일환으로 수치화(數値化)와 계열화(系列化)의 방식을 활용하
고자 한다. 먼저, 사례 내 분석의 결과를 기술하는 첫 단계로는 사례-속성 도식을 활
용하였다. 사례-속성 도식은 질적 분석의 중간 단계에서 사례 간의 관계를 속성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Miles & Huberman/ 박태영 외 역, 2009:
270-277).
다음 <표 Ⅲ-5>와 <표 Ⅲ-6>은 각 참여자별로 2회씩의 사례들만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 속성을 수치화한 사례-속성 도식이다. 사례들을 참여자별로 2회씩만 선택한 이
유는 참여자별로 과제, 연구자의 개입, 상황 등의 요건들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최대 회수가 일인당 2회까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다음의 사례들은

41)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participant)와 사례(case)의 개념을 별개의 분
석 단위로 바라보고 있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사례이며 하나의 사례는 한 명의 참여자가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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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건이 동일하고 연구자의 개입이 없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할 때 쓰기 과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례별 쓰기 과정
의 속성은 크게 진행과 수정 관련된 속성, 그리고 계획 관련 속성의 두 가지로 분류
하였으며, 전자는 <표 Ⅲ-5>에, 후자는 <표 Ⅲ-6>에 실어놓았다.

<표 Ⅲ-5> 사례별 쓰기 과정 속성: 진행, 수정 관련
진행, 수정 관련
계획
예비
사례 별도
분류
작성

휴지의 종류

시작 전 휴지

휴지 중
활동

진행 외적
수정

고쳐 쓰기

유창성

10초 30초 60초
60초 60초
다시 읽기 수정 진행 유창 머뭇 잦은
없음
읽기 생성 정정 수정 교정
전후 전후 이상
미만 이상
쓰기 후 후 중
함 거림 휴지

A1

Y

OO

O

-

O

-

-

O

-

O

OO

-

O

O

-

O

O

-

-

A2

Y

O

OO

O

O

-

-

OO

O

O

O

-

-

-

O

-

O

-

-

B1

N

O

OO

-

O

-

-

-

O

O

O

O

-

O

-

O

O

-

O

사전 B2
계획 C1

Y

OO

O

-

O

-

-

OO

-

O

O

O

-

O

-

-

O

-

O

N

O

OO

O

-

-

O

OO

-

O

OO

△

-

O

O

-

△

△

-

C2

Y

-

-

O

O

-

-

-

-

O

O

O

O

-

-

-

△

-

-

D1

Y

O

OO

O

-

O

-

O

O

O

OO

O

-

-

-

O

-

O

-

D2

N

O

OO

-

-

-

O

O

OO

O

O

O

-

-

-

O

O

O

-

E1

N

-

-

O

-

-

O

O

-

O

O

OO

-

O

-

-

O

-

-

E2

N

-

O

O

-

O

-

O

O

O

OO

△

-

O

-

O

O

-

△

F1

N

-

-

O

O

-

-

O

-

O

OO

O

O

-

-

-

-

O

-

비- F2
사전
계획 G1

Y

-

O

OO

-

O

-

OO

-

O

OO

-

-

O

-

-

-

-

O

N

OO

OO

OO

O

-

-

OO OO

O

OO

O

O

O

-

-

-

O

O

G2

N

-

O

OO

-

-

O

OO OO

O

OO

OO

O

-

-

-

-

O

-

H1

N

O

O

-

-

O

-

O

O

OO

-

-

-

-

-

-

-

O

-

H2

N

OO

-

-

O

-

-

-

-

OO

△

-

-

-

-

-

-

O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약간 있음 O: 해당사항 있음 OO: 해당사항 많음
계획 별도 작성: Y(사전 계획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N(사전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진행한 경우)

<표 Ⅲ-5>에서 다루고 있는 진행과 수정 관련 속성들에는 휴지의 종류, 시작 전
휴지, 휴지 중 활동 등과 같은 휴지 분석의 내용과, 고쳐 쓰기 및 진행 외적 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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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양상과 관련된 수정하기의 내용, 그리고 유창성 관련 속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쳐 쓰기와 진행 외적 수정을 별도로 구별한 이유는, 이들이 개념적으로 분리
되기 때문이 아니라 차후 이론화 작업에서 진행 외적 수정의 항목을 별도로 다룰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42) <표 Ⅲ-5>의 수치화 내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사항
약간 있음은 2회 이하의 경우를, 해당 사항 있음은 5회 전후를, 그리고 해당 사항
많음은 10회 전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분량을 기준으로 표시한 항목은
휴지의 종류, 휴지 중 활동, 고쳐 쓰기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유무를 기준으로 표시하
였다.
‘예비 분류’ 항목은 설문 조사만을 기초로 하여 사전 계획 여부를 참여자별로 나누
었던 초기의 분류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 분류는 연구 대상의 표집을 위한 잠정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 사례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사전 계획 유형의 필자로 분류되었던 참여자 B, C, D는 B1과 C1, D2의 사례에서는
비-사전 계획의 쓰기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초기 설문 조사에서 사전 계획 유형 필
자로 분류된 네 명 중에서 참여자 A 한 명만이 두 번의 사례에서 모두 사전 계획을
세웠으며, 참여자 B, C, D는 두 번의 사례들 중 한 번은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한 셈이다. 이에 비해, 비-사전 계획 유형의 경우 사전 계획 수립 여
부와 관련해서는 거의 설문 조사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참여자 F가 수행한
2회의 사례 중 하나인 F2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전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결국 예비 분류상 사전 계획 유형이었던 네 명의 필자들이 수행한 총 8회의 사례
들 중에서 5회만이 사전 계획에 해당하며 3회는 비-사전 계획에 해당한다. 예비 분
류상 비-사전 계획 유형에 속했던 네 명의 필자들은 총 8회의 사례들 중에서 7회가
비-사전 계획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일치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도의 차

42) 즉, 고쳐 쓰기를 정정, 수정, 교정, 다시 쓰기 등으로 분류한 것이 유형화를 위한 기초 자
료의 성격을 지닌다면, 진행 외적 수정의 하위분류들은 쓰기 과정의 근본적인 속성을 다루
고자 하는 Ⅳ장의 원리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분은 개념적 혹은 근본
적인 구분이 아니라 분석 과정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수정, 교정, 정정의 조작적 구분
과 관련한 내용은 Ⅲ장 1절 1)항의 ‘코드 명명 방식’(pp. 55-57)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정은 진행 중인 곳에서 내용이나 표현을 고치는 것을, 교정은 완결된 글을 처음
부터 읽어가면서 고치는 것을, 그리고 정정은 오자나 탈자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진행 외적 수정이란 진행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이 아니라 그 전에 생산된
텍스트로 되돌아가서 이루어지는 수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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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전적인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참여자를 위주로 분류했던 초기의 분류
방식 대신 분석의 결과는 철저히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접근은 실제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
이 있다. 한 명의 필자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 사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세우지 않
는 과정을 모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43)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표 Ⅲ-5>의 수치화 내역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가능하다. 적어도 진행과 수정, 유창성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 유형과 비사전 계획 유형 사이의 차이보다는 개인별 차이가 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였
다. 진행 외적 수정과 휴지 중 활동에서도 뚜렷한 특성화 방향들을 찾아낼 수 없었
다.
<표 Ⅲ-5>가 쓰기 과정의 진행과 수정, 즉 표현하기와 수정하기 차원의 속성들을
다루었다면, <표 Ⅲ-6>은 계획하기의 행위적 요소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속성들을 다루고 있다. <표 Ⅲ-6>에서 분석의 기준 혹은 항목들로 제시한 것으로는,
가시적으로 사전 계획을 별도로 작성했는지 여부, 본문을 작성할 때 사전 계획을 활
용한 효용성 정도, 사전 계획 자체가 글 전체의 구조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지 여
부, 시작 전에 쓰기 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는지 정도, 사전 계
획의 종류, 사전 계획이 생성된 시기, 사전 계획이 중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대체로 사고로서의 계획보다는 ‘사전 계획’을 염두에 둔 것들이지
만, 이 중에서도 ‘과제 인식’이나 ‘계획의 종류’ 항목은 부분적으로 사고로서의 계획
하기 과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우연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분석으로만 한정되는 항목
들이라는 점에서, 수치화 혹은 유형화 분석에서는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43) 이와 관련하여 토랜스 · 토마스 · 로빈슨(Torrance, Thomas, & Robinson, 2000)에서도
조사 대상의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글을 쓸 때마다 쓰기 과정의 전략을 일정하게 유지
해 나갔지만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
을 유형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참여자 중심이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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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사례별 쓰기 과정 속성: 계획 관련
계획 관련
예
계획 인식-실제 구조나 방향
비
사례 별도
차이
제시
분
작성
계획 실질적 처음 변경 알 수
류
의도성 효용성 부터 이후 없음

사
전
계
획

비
사
전
계
획

과제 인식

즉시

간단
히

계획 생성
시기

계획의 종류

깊게 없음 비구조

구조

구조

(가시) (묵시)

진행 진행
전

중

계획 변경

없음

진행중 진행전
변경

변경

A1

Y

O

-

-

O

-

O

-

-

-

O

-

-

-

O

-

O

-

A2

Y

O

O

-

O

-

O

-

-

-

O

-

-

O

-

-

-

O

B1

N

-

O

O

-

-

O

-

-

-

-

-

O

O

-

O

-

-

B2

Y

O

O

O

-

-

O

-

-

-

O

-

-

O

-

O

-

-

C1

N

-

-

-

-

O

-

-

O

O

-

-

-

-

-

-

-

-

C2

Y

O

-

O

-

-

O

-

-

-

-

O

-

O

-

-

-

O

D1

Y

O

△

-

O

O

-

O

-

-

-

O

-

O

-

-

O

O

D2

N

-

-

-

-

-

-

-

O

O

-

-

-

-

-

-

-

-

E1

N

-

-

-

-

-

-

-

O

O

-

-

-

-

-

-

-

-

E2

N

-

-

-

-

-

-

O

-

O

-

-

-

-

-

-

-

-

F1

N

-

-

-

-

-

O

-

-

O

-

-

-

-

-

-

-

-

F2

Y

O

O

-

-

-

-

-

O

-

-

O

-

O

-

O

-

-

G1

N

-

-

-

-

-

O

-

-

O

-

-

-

-

-

-

-

-

G2

N

-

-

-

-

-

-

-

O

O

-

-

-

-

-

-

-

-

H1

N

-

-

-

-

-

-

O

-

O

-

-

-

-

-

-

-

-

H2

N

-

-

-

-

-

O

-

-

O

-

-

-

-

-

-

-

-

각 항목별 의미를 분석해 보면, 먼저 계획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효과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 의도성’이란 필자 스스로가 계획을 짜고 있다
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와 관련된다. 즉 계획 의도성 항목에 O 표시
가 되어 있는 사례에는 필자 스스로 ‘계획’이라고 부르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
이다. ‘실질적 효용성’은 그렇게 세운 계획이 실제 쓰기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사전 계획을 참조해 가며 본문을 작성하였으며 실제 결
과물이 사전 계획과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계획을 짰는지 안 짰는지, 그리고 짰다면 어떻게 짰는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여
기서는 그 계획을 실제 쓰기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반영하였는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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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한 실질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A1과 A2는 사전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본문에서는 이를 그다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
용성’의 항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반면에 B2, C2, F2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운 사
전 계획의 내용을 본문 생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A2와 B1, D1의 사례
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었느냐는 항목과 관련하여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A2는 가시적인 사전 계획이 있었으나 본문을 쓰는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사전 계획을 참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결과물이 사전 계
획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사전 계획의 내용들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래 전체 글의 구조적 축약으로서의 형태로 작성된 계
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의 형태로 반영되었다기보다는 본문 작성의 일부를 옮겨
놓은 형태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계획으로서 반영되었
다기보다는 초고의 방식으로 관여하게 된 셈이다. B1은 가시적인 사전 계획이 존재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사후 면접을 통해 고정된 수사적 틀로서의 계획의 존재가 밝
혀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D1은 틈틈이 계획을 참
조해 가면서 글을 썼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 계획
자체가 중도에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로 표시하였다.
그 밖에도 계획의 구조적 성격이나 계획 수정 등의 항목들 역시 쓰기 과정과 계획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A1, A2, B2 등은 비구조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구조의 축약을 포함하는 개요 위주
의 계획하기 활동과 다른 종류의 사전 계획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내용 생성하기(idea generating)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초
고(first draft) 쓰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필자 스스로는 계획하기 활동이라
고 인식하고 있는 사례들이 꽤 있다. 또한 B1에서처럼 별도의 사전 계획은 없지만
구조적 틀로서의 계획을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
다. 그러므로 계획하기 행위가 쓰기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구조 계획과 비구조 계획, 그리고 묵시적 계획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A1처
럼 계획이 존재하기는 하되 사전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이 꽤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의 계획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계획을 진행 도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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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꽤 많다는 점, 그리고 계획을 변경한 참여자들은 모두 진행 전에 과제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마지막 사항과 관련하여, 계획을 중도에
바꾸는 일은 생각이 모자라거나 계획 자체가 어설프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제 인식의 깊이는 사전 계획의 유무와는 큰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
인 성향이나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등과 더욱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례 통합적 분석의 결과
사례 간 분석은 크게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동일 참여자의 사례 간 분
석이며 나머지 하나는 서로 다른 참여자의 사례 간 분석이다. 유형화를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는 참여자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동일한 관찰 수의 분석이 이루어지
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유효 관찰 수인 각 2회씩을 기본 단위로 삼았다. 사례 간 분
석 및 경계적 사례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결과화하는 사례 통합적 분석의 결과는 사
례 내 분석 자료 외에도, 면접 및 자가 기록, 사전 설문지의 분석 내용들을 종합적으
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측-속성-결과의 도식을 작성할 수 있었
다. 예측-속성-결과의 도식은 기존의 가정 혹은 잠정적 분류 체계와 해당 사례별 속
성의 재분류를 유형화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44). <표 Ⅲ-7>에서 맨
왼쪽 두 열이 ‘예측’ 항목이라면 가운데 여섯 열이 ‘속성’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화살
표 옆의 맨 오른쪽 열이 ‘결과’ 항목이 된다. 특히 ‘속성’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유형
화의 중간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
에 분석의 내용들을 종합적인 수치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44) 이것은 예측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근거를 밝히는 형태의 분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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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예측-속성-결과 도식: 본문 생산의 원동력
초기

계획

계획

계획

수정

검토

수정

본문 생산의

체계성

의존성

가변성

급변성

활용성

역동성

원동력

A1

1

0

3

3

2

2

⇒

계획 (약)

A2

2

0

1

0

1

1

⇒

계획 (약)

B1

0

2

0

0

1

1

⇒

계획

사전
계획

B2

1

2

0

1

1

1

⇒

계획

유형

C1

0

1

0

1

2

1

⇒

수정

C2

2

0

1

2

1

1

⇒

계획 (약)

D1

2

1

3

2

3

1

⇒

계획 (약)

D2

0

1

0

1

1

1

⇒

수정

E1

0

1

0

1

2

1

⇒

수정

E2

0

0

0

1

3

2

⇒

수정

F1

0

0

0

3

3

1

⇒

수정

F2

2

3

1

0

2

2

⇒

계획 (약)

G1

0

0

0

3

3

2

⇒

수정

G2

0

1

0

2

3

2

⇒

수정

H1

0

0

0

0

1

1

⇒

수정 (약)

H2

0

0

0

0

1

0

⇒

수정 (약)

사례
예측

비─
사전
계획
유형

3: 강함 2: 보통 1: 약함

0: 없음

<표 Ⅲ-7>은 해당 사례들이 초기 예측에서 어떻게 쓰기 과정 유형화의 결과를 이
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즉 예측과 결과를 연결하는 계획 체계성, 계획 의존
성, 계획 가변성, 수정 급변성, 검토 활용성, 수정 역동성의 여섯 항목은 이들의 유
형화 결과를 이끌어주는 중간 단계이자 그 근거가 되는 셈이다.
계획 체계성은 해당 사례에서 세운 계획이 얼마나 체계나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와
관련된다. 구조 계획을 세운 사례라면 2에 해당하고 비구조 계획을 세운 사례라면
1,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0에 해당한다. 계획 의존성은 진행하는 동안 계획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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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충실히 반영했는가와 관련된다. 예컨대 A2의 사례는 비구조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진행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세운 계획과 관계없이 글을 써나간 경우이다. 그러
므로 진행 중에 열심히 참조하고 결과물에서도 충실히 반영한 경우는 2, 참조는 하
였으나 결과물에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1에 해당한다. 또한 가시적인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시작 시에 전체 구상과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1을
첨가할 수 있다. 이것은 가시적이지 않은 형태의 계획에 대한 의존도를 표시하기 위
함이다. 계획 가변성은 계획이 중도에 바뀌는 빈도와 강도를 고려하는 속성이다. 진
행 중에 이루어진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2, 진행 전에 이루어진 계획 변경에 대해서
는 1을 부여하고, 만약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도합 3에 해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기와 관련된 속성들도 수치화가 가능하다. 수정 급변성의 경우
다시 쓰기가 2에 해당한다면 수정 반복으로 내용 생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1
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다시 쓰기와 수정 반복으로 인한 변화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도합 3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수정이 적게 이루어졌거나 정정 정도에 그쳤다면
0이다. 검토 활용성은 쓰기 과정 중에서 본문을 써나가는 진행 중에 틈틈이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완료된 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수치화
한 결과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행 중 읽기 빈도와 진행 외적 수정의 종류 및
빈도, 교정하기의 유무 및 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읽기 빈도와 진행 외적
수정, 교정하기 비중이 높은 것을 각각 1로 두고 이들의 합산으로 검토 활용성 수치
를 표현할 수 있다. 수정 역동성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동시 진행적으로 수정이나
생성이 이루어졌다면 2, 가끔 커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진행
중인 자리에서 좀처럼 멀리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1에 해당한다. 커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조차 거의 없는 유형은 0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 생산의 원동력 항목은 이러한 속성들의 조합의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 생산이란, 가시적으로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만드는 행위,
즉 표현하기 과정을 일컫는다. 각 항목별 수치들을 비교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이들 쓰기 과정들은 대체로 계획 관련 항목이 높거나 수정 관련 항목이 높게 나타났
다. 계획도 수정도 거의 없는 H1이나 H2의 유형은 경계적인 성격이기는 하나, 적어
도 정정 차원의 수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결국 수정하기에 좀 더 중심
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는 거의 둘 중 하나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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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물론 둘 중 하나에 속하기 힘든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는 경우들도 존재하나 이 역
시 설명 가능한 변칙에 해당한다. B1의 경우는 수치만 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
다. 그러나 B1이 비록 계획 체계성 수치가 0이지만 내용 생성의 원동력을 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묵시적 계획 유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B1에게만 특
수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지 묵시적인지 여부는 우연한 관찰 외에 발견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식 안에서 따로 분류 항목을 만들지는 않
았다. 그러므로 B1의 경우 예외적인 계획 유형이라 할 수 있다. A1 역시 사전 계획
이 있었지만 다시 쓰기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A1의 다시 쓰기는 계획 변경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획 기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1의 경우 경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는 분명하며 계획 기반에 가깝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 연구의 유형화 전제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전 계획의 존재 덕택에 계획 기반 유형으로 구분지어지기
는 하였으나 A1과 D1은 경계적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발달 단계상의 특성에 따른 제약으로 보이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계획 체계성과 수정 역동성과 관련해서는 3에 해당하는 강한 속성을
보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참여자들은 물론 추후 검증 대상자들
까지 포함해서 체계성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다. A2나
C2, D1 등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수정 역동성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이나 구성과 관련된 수정, 혹은 진행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수정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사전 조사
의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계획 체계성이나 수정 역동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특징들은 발달 단계상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내용 생성의 원동
력은 계획과 수정의 두 차원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는 곧 내용 생성의 원동력을 기
준으로 한 쓰기 과정의 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의 유형을
그 원동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계획 기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형으로 양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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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로써 사전 계획 유형과 비-사전 계획 유형의 잠정적 예비 분류는 계획 기
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형이라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되었다. 사전 계획의 유
무를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나눈 분류에서 사전 계획 유형의 진행 원동력은 계획에
있음이 비교적 자명해 보였지만, 나머지 한쪽, 즉 비-사전 계획의 유형이 어떠한 원
동력에 의해 쓰기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또한 사전 계획의 유형
에서도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기 과정에 개입하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
므로 사례 통합적 분석 결과는 각 유형이 어떠한 과정과 원동력으로 글쓰기를 진행
시키는지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획 기반 유형
에서 말하는 계획이 인지적 차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형태로 생
산된 계획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셋째, 계획(약) 유형과 수정(약) 유형의 경우 전형적인 계획 유형이나 수정 유형에
비해 그 성격이 모호하다. 예컨대, 계획을 중도에 변경한 경우는 계획과 수정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은 물론 수정에 해당할 만한 요소도 거의 없는 경
우는 두 요소를 거의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획 변
경 유형에서 내용 생성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계획에 가까우며, 무수
정 유형에서는 그나마 계획보다는 수정의 요소가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
서 이러한 구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적 성격의 사례들은 차후 이론화를
위한 심층 해석을 통해 더욱 그 의미들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3) 쓰기 과정의 유형화 결과
앞서 ‘2) 사례 통합적 분석의 결과’에서는 사전 계획 유형과 비-사전 계획 유형의
예비적 분류가 어떤 근거로 계획 기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형으로 명명될 수 있는가
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확실치 않았던 비-사전 계획 유형의 문장 생산 원동력은
수정하기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표현하기 행위는 계획하기를
기반으로 삼거나 수정하기를 원동력으로 삼아 진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하위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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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대립되는 속성들로 이루어진 몇 가지 기준들을 바탕
으로 두 유형의 가능한 하위 유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3항에서는 이 두 유형을 도출하는 데 기준이 되어 준 여섯 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어떠한 유형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
들이 어떠한 유형 요소들을 포함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의 유형
⓵ 계획 기반 쓰기 과정 유형의 요소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이란, 진행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전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들로는 계획 체계성과 계획 의존성, 그리고 계획 가변성이 있다. 극히 일부 사례이기
는 하나, 여기에 계획 가시성도 포함시키면 총 네 가지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속성들을 기준점으로 삼아 본 연구의 관찰 분석 결과들을 유형화시키면,
체계성 여부에 따라 개요 짜기 유형과 초고 쓰기 유형,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계획 반
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 가변성 여부에 따라 계획 고정 유형과 계획 변경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속성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는 이들
다양한 유형들 사이에 몇 가지를 선택하여 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례는 개요 짜기이면서 계획 반영과 계획 고정의 양상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사례
는 초고 쓰기 유형이면서 계획 단절과 계획 변경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선, 계획 체계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개요 짜기의 유형과 초고 쓰기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요 짜기의 유형은 진행 이전에 구조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
하며, 초고 쓰기 유형은 비구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란 본문에 해
당하는 내용의 구조적 압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조적 계획은 개요라고 부를 수도
있다. 반면, 비구조 계획은 압축된 형태로서의 내용 제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불완전
한 문장 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하였을 때 본문
내용의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을 법한 문장들을 적어나가는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비구조 계획 세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비구조 계획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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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버전의 원고 중에서 첫 번째 원고(first draft), 즉 초고 쓰기에 해당하는 셈이
다.45) 물론 이때의 텍스트 생산은 완결성이나 일관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생각들을 적는다는 목적 하에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계획 의존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획 반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난 뒤 본격적으로 본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개요나 초
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도 사례마다 차이가 있었다. 어떤 사례에서는 개요나 초
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사전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한편, 또 다
른 사례에서는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
에는, 개요 혹은 초고를 가시적으로 작성해 놓고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마치
새로 시작하듯이 본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계획 반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으로 구별해 보자면, 대체로 개요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획 반영 유형이 되는 경
향이 있었지만 초고를 쓴 경우에는 양쪽 다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초고를 썼는데
도 계획 단절 유형인 경우는 사실상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다시 쓰기 유형과 구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된 면접 내용의 분석에 따르면, 초고 쓰기 유형은 계획을
짠다는 인식 하에 원고를 작성하며, 다시 쓰기 유형은 계획을 짠다는 인식이 전혀
없이 원고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계획하기의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짜고 있다는 인식 자체도 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자
스스로 계획으로 인식하느냐 여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 가변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계획 고정 유형과 계획 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은 진행하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짠 계획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중도에 바뀔 경우 대체로 학습자들은 계획으로 되돌아가
가시적으로 변화를 주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묵시적으로만 변화시킨 후 진행에 반영
하기도 하였다. A1의 사례에서는 계획 자체가 진행 도중에 생성되기도 하였다. 결국
진행 중도에 뒤늦게 계획이 생성된 경우이건, 계획이 진행 도중에 바뀌었건 간에, 두
경우 모두 ‘진행’ 자체에 의해 계획이 영향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계획이 진행보다 선행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과 진행의 영향 관계를
45) 물론 기존의 ‘초고’ 개념은 교정하기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완성본을 의미하기는 하나,
여기서는 완성본은 아니더라도 완성본으로서의 원고의 형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초고라
는 용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다. 실제로 필자들 중에서 초고 쓰기/계획 반영의 쓰기 과
정을 운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비구조 계획을 본문 원고로 직접 활용하여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완성한 경우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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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관찰에 따르면 진행에 의해 촉발된 계획
이나 계획의 변화도 자주 발생하였다. 그리고 진행뿐만 아니라 수정에 의해 계획 생
성이나 변화가 촉발되기도 하고, 계획 자체가 또 다른 계획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계획을 세우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비록 진행 이전
이기는 하나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진
행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시적인 사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일부로
파악하여야 한다.

⓶ 계획 기반 쓰기 과정 유형의 양상

앞서 계획 기반의 유형의 하위 구성 요소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대립 척도에 따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계획 기반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들 유형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쓰기 과정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다음의 <표 Ⅲ-8>은 계획 기반의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어떠한 유형 요소들
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8> 계획 기반 유형의 양상
기준

계획 체계성

계획 의존성

계획 가변성

A1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

A2

초고 쓰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

B1

묵시적 계획

계획 반영

계획 고정

B2

초고 쓰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

C2

개요 짜기

계획 단절

계획 고정

D1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변경

F2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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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상은 과정 코딩, 면접과 자가 기록, 쓰기 결과물의 총체적 분석에 의해 나
타난 유형화이다. 그러므로 과정 코딩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양상들을 온전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가 과정 코딩이었던 만큼,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의 양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하나의 참조
점이 될 수 있다. 위의 사례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의 양상으로 보이는 두
사례를 꼽으라면 A1과 F2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사례는 세 가지 속성 중에 어느
하나도 공통된 요소가 없다.
먼저 A1의 과정 코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제인식과 함께 바로 문장 생산 (비구조 계획)
2. 다 지우고 과제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주제 생성 → 유창성 있게 문장 생산
(구체화, 수정, 정정 등)
3. 글의 전체 구조를 도출함 → 다 지우고 다시 쓰기 → 이 구조에 따른 하위
주제들을 도출함 → 유창성 있게 문장 생산 → 결론쓰기

A1의 경우, 초고 쓰기면서 계획 단절인 동시에 계획 변경 유형이라 할 수 있다.
A1은 <학교가 학원보다 더 좋은 이유, 혹은 학원이 학교보다 더 좋은 이유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오>라는 과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그에 대
한 대답의 형식으로 비구조 계획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자유롭게 생산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였는데 비구조 계획을 참조하기보다는 연장선상에서 계
속 새로운 내용을 써나갔다. 이 과정에서 A1은 비구조 계획 자체를 변경해 나갔으며
어느 순간 비구조 계획마저도 다 지우고 병렬식 구조로 소주제들을 생산하기 시작하
였다. 이때의 내용은 앞서 제시했던 비구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표
현이나 구성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후에는 유창성 있게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하게 되었다. 결국 A1은 초고에 가까운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반영하기보다
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F2의 경우, 개요를 짜고 그 개요에 의존하여 본문을 생산하였으며 개요는 본문 생
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변하지 않았다. F2의 과정 코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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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휴지: 60초
2. 계획 시작(주제문) -> 주제문 수정 -> 구조 계획 시작 -> 휴지
3. 텍스트 생산 시작 (수정형 생성)
4. 휴지: 계획 참조 -> 진행: 유창성 -> 읽기 -> 수정형 생산 -> 읽기 -> 수
정형 생산 -> 읽기 -> 계획 참조 -> 진행: 유창성 -> 읽기 -> 진행: 유창
성

F2는 주제문에서 출발하여 차근차근 전체 구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쓰기 과정을
보여주었다.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거듭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본문 진행이 시작
된 이후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었다. 본문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충분
히 숙지하였으며 본문 생산 중반쯤에도 다시 계획을 참조해 가면서 그에 충실한 본
문을 생산하였다. 본문 진행은 유창성 있게 써내려가는 것과 잠시 멈춰서 읽어보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A1과 F2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사전 계획을 세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2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제
시하는 쓰기 과정의 모범적인 양상과 가장 흡사하며, A1은 수정 기반의 유형에 가까
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계획 기반의 유형들이 사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예컨대 모범적으로 계획하기 과정을 운
용하고 있는 F2의 경우, 동일 참여자가 작성한 수정 기반의 유형 F1에 비해 초기에
는 체계가 잡힌 듯 보였으나 결론에 이르러서는 횡설수설하며 끝맺게 되었다. 그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계획 자체가 튼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계획 자체에 얽매이는 동안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고 새로운 내용으로 진전하지도 못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A1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비구조 계획을 작성하는 데 보내
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생산적인 논의들
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완성된 글은 전형적인 병렬식 구조를 취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명해 보이기는 하나 매우 진부한 구성이고 내용 또한 구성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진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히려 A1이 비구조 계
획을 세우던 중에 보여주었던 몇몇 초고들은 비록 완결성도 떨어지고 결론이나 주장
도 불확실한 상태긴 하였으나 완성본에 비해 훨씬 더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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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계획에서 표현에 이
르는 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고, 둘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
게 잡아내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다. 또는 두 가지 다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
제들은 이후 교육적 적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
요가 있다.

(2)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유형
⓵ 수정 기반 쓰기 과정 유형의 요소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이란 진행 시작 전에 계획이 생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유
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부의 묵시적 계획 유형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형태의 계획
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쓰기 과정 유형을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 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
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대부분의 쓰기 과정에서 생성으로서의 계획과 검토로서의
수정의 작용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내용 생성의 원동력으
로 더 많이 활용되는가가 계획 기반 혹은 수정 기반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로는 수정의 급변성, 검토의 활용
성, 그리고 수정 역동성을 들 수 있다. 이 속성들을 기준점으로 삼아 본 연구의 관찰
분석 결과들을 유형화시키면,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역동성에 따라 다시 쓰기 유형
과 점진적 수정 유형, 정정 중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토 활용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진행 중 검토 유형과 진행 후 검토 유형, 그리고 둘 다 일어나는 혼합 검토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정 역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 수정 유형과 국지적
수정 유형, 무수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례는
이들 대립 유형들 사이에 어느 하나씩을 선택하여 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
로 어떤 사례는 점진적 수정이면서 진행 후 검토와 국지적 수정 유형의 양상으로 나
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례는 다시 쓰기와 진행 중 검토, 광역 수정 유형의 양상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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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정 급변성을 기준으로 할 때 다시 쓰기 유형과 수정 중심 유형, 그리고 정
정 중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쓰기는 진행 중이던 텍스트들을 다 지우고
새로이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매우 급진적이다. 다시 쓰기의 유형은 반 초고
의 형태, 혹은 완결되지 않은 초고 형태에서 다시 쓰거나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것
을 말한다. 다시 쓰기의 유형은 정확히 말하면 삭제 후 다시 쓰기를 하는 것이다. 물
론 소재나 주제 자체의 변화 때문에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욱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주제 하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개할 때에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점이다. 면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것은 다시 쓰기의 행위 자체가 내용 생성을 더욱 촉진하기도 하고 엉켜 있던 부분
에 대한 정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점진적 수정 유형은 다시 쓰는 만큼
의 급변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수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정정 중심 유형은 오탈자의 정정만 있으며 내용이나 표현상의 수정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때로는 정정조차 드문 일필휘지의 형태도 있다. 물론
정정은 대부분의 쓰기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수정이나 교정 등
은 경우에 따라 내용 생성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정정은 새로운 내용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또한 검토 활용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진행 중 검토 유형과 진행 후 검토 유형, 그
리고 이들의 혼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검토와 생성이 비교적 동시에 이루
어지는가, 아니면 명확히 구별되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
행 중인 텍스트 읽기와 진행 외적 수정의 양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
우 진행 중에 갑자기 다른 부분을 수정하거나 수정의 영향으로 다른 곳을 연쇄적으
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읽기 중이나 후에 진행
외적 수정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 둘 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혼합 검토 유형은 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검토의 사고 및 행위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 역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광역 수정 유형과 국지적 수정 유형, 무
수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역 수정 유형은 커서가 깜박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로 종횡무진 움직이며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대규모 수정을 하며 진행하
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지적 수정 유형은 커서 근처에서만 맴돌며 진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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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즉 전자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동시 진행적으로 수정이나 생성 행위가 이
루어진다면, 후자는 가끔 커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기는 하나 진행 중인 자리
에서 좀처럼 멀리 움직이지 않는다. 무수정 유형은 커서가 거의 전진의 형태로만 움
직이는 단조로운 진행을 보인다.

⓶ 수정 기반 쓰기 과정 유형의 양상

계획 기반 유형들도 각 기준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형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
었듯이, 수정 기반의 유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각 기준에 따른 사
례별 유형들은 다음 <표 Ⅲ-9>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Ⅲ-9> 수정 기반 유형의 양상
기준

수정 급변성

검토 활용성

수정 역동성

C1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광역 수정

D2

수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E1

수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E2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광역 수정

F1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국지적 수정

G1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

G2

수정 중심

혼합 검토

광역 수정

H1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H2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사례

마찬가지로, 가장 양 극단의 사례들을 꼽으라면 G1과 H2를 들 수 있다. G1은 다
시 쓰기면서 진행 중 검토와 진행 후 검토를 모두 활발히 수행하였고 광역 수정의
양상을 보였다. G1의 과정 코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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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인식과 함께 바로 시작 → 잦은 짧은 휴지들과 머뭇거리는 진행 → 수
정형 생성
2. 휴지 → 다시 쓰기 → 휴지
3. 휴지: 읽기 → 다시 쓰기 → 광역 수정형 생성 → 진행: 유창성
4. 긴 휴지: 읽기 → 내용 첨가
5. 교정: 전반적, 내용과 표현 → 진행: 내용 첨가
6. 읽기

G1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본문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창하기보다는 머뭇
거리거나 짧은 휴지들이 자주 나타나는 문장 생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진행의 방식
은 주로 수정형 생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수정형 생성의 쓰기 과정은 모니터
화면상의 커서가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진행 중인 커
서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표현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문장을 생산해 나가는 방식
으로, 생성 중의 수정이 많을수록 진행 중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1은 다른 사례들처럼 커서 주변에서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진행 중 읽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 텍스트를 광범위하게 수정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 수정의 양상이 나타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
며 나타나더라도 국지적 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광역 수정은 일부에서만
나타날 뿐이었다. G1의 경우에도 몇몇 부분에서 광역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전체 수정형 생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G1은 아울러 진
행 중의 수정형 생성 외에도 교정하기 과정을 별도로 거침으로써 전반적으로 검토의
과정을 활발히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H2는 정정 중심이면서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 중 검토가 이루어지
는 무수정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진행 중 검토는 수정하기가 활발히 이
루어졌던 G1과 달리 거의 ‘정정하기’에만 국한된 검토라 할 수 있다. H2의 과정 코
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로 시작 -> 진행: 자주 정정 -> 휴지(5초) -> 진행: 유창성 -> 국지적 수
정 ->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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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H2는 수정 기반 유형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거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부에 약간의 수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정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휘
수준의 국지적 수정에 불과하였다. 다만 오탈자의 정정은 자주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정은 문장 생산의 원동력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을 끊는 방해의 기능을
하였다. 진행 중 검토가 없지는 않았으나 한두 번의 짧은 마우스 움직임 외에는 검
토가 이루어지는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계획 기반의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수정 기반의 유형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수정하
기 과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모집자 32명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에 의하면, H1이나 H2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유형은 전체 수정
기반 유형 중에서 약 30%에 해당한다. 즉, 정정 중심이면서도 교정이나 국지적 수정
도 없이 거의 무수정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지 않으며 수정 또한 거의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발달 단계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
다. 즉 똑같이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과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더라도 중
학교 3학년 학습자와 대학생, 전문가 집단의 양상은 무척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야 할 것이다.

3. 분석 결과의 요약 및 검증
1) 분석 결과의 요약
분석의 1차적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쓰기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크게 계획 기반, 혹은 수정 기반 유형으로
양분될 수 있다. 이렇듯 쓰기 과정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결국 쓰기
과정의 운용이 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 결
과를 필자 차원에서 해석하면 쓰기 과정의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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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선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러한 선택의 원동력에 대해 논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즉, 쓰기 과정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쓰기 과정을 전반적
인 맥락 하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결국 ‘왜 그러한 쓰기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이다.

계획 기반 쓰기

수정 기반 쓰기

과정 유형 요소

과정 유형 요소
다시 쓰기

체계성

의존성

개요 짜기

수정 중심

초고 쓰기

정정 중심

유형 X

진행 중 검토

계획 반영

진행 후 검토

계획 단절
가변성

계획 고정

급변성

유형 Y

계획 변경

활용성

혼합 검토
광역 수정
국지적 수정

역동성

무수정

[그림 Ⅲ-20] 쓰기 과정 선택의 원리

유형화 결과의 특징을 바탕으로 선택의 원리를 표현하면 [그림 Ⅲ-20]과 같은 도
식화가 가능하다. 계획 기반 유형을 X, 수정 기반 유형을 Y라고 보았을 때, 유형 X
나 유형 Y는 각각의 유형 기반 요소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형의 구별을
유형 기반 요소들의 결합 형태로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관찰 결
과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분류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
문이다. 둘째, 유형 요소들의 결합의 방식으로 하나의 유형의 분류를 결정하게 되면
두 유형으로의 구분이 절대적 양분으로 나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먼저, 계획 기반의 유형에는 체계성 여부에 따라 개요 짜기의 유형과 초고 쓰기의
유형이 있으며,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계획 반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이 있다. 가변
성 여부에 따라서는 계획 고정 유형과 계획 변경 유형이 있다. 또한 수정 기반의 유
형의 경우, 연결성의 여부에 따라 수정 중심 유형, 정정 중심 유형, 다시 쓰기 유형
이 있다. 활용성 여부에 따라 진행 중 검토와 진행 후 검토, 혼합 검토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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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 여부에 따라서는 점진적 수정 유형과 급진적 수정 유형, 그리고 무수정 유형
이 있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두 원칙의 결합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위 도
식의 대립 항으로 묶인 유형 요소들이 어떠한 원칙하에 결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합 원칙에 해당하는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립 항 중에서는 하나씩만 선택 가능하다.
② 각 영역별 하나씩 총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즉, 원칙 ①에 의하면, 한 속성별로 두 개씩 묶인 대립 항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획 반영 유형이면서 동시에 계획 단절 유형
일 수는 없다. 원칙 ②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각 영역별, 즉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 영역과 수정 기반 쓰기 과정 영역별로 세 항목을 모두 선택하게 되며 영역 간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 항목들은 이미 계획 기반과 수정 기반의 유형으로 모든 항목
들을 구별한 뒤에 조직된 것이기 때문이다. 계획 기반과 수정 기반의 유형은 모두
계획과 수정을 쓰기 과정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다. 다만 계획 기반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사전 계획에 의거하여 문장 생산을 시작하는 데 비해, 수정 기반의
유형은 사전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문장 생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쓰기 과정 중에
계획 기반 역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겪기도 하고, 수정 기반 역시 본문이 어느 정도
진행선상에 올랐을 때 수사적 구조 차원의 계획이 암시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
러나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은 표현, 즉 문장 생산을 이
끌어내는 원동력이 계획에 있다는 것이며,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은 그것이 수정 행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구별은 사고로서의 계획하기나 수정하기를 모두 제외한 채
오직 행위 차원, 즉 관찰 가능한 차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를
사고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보면 이러한 유형화는 성립될 수 없다. 머릿속에서 형성
되는 계획이나 평가, 수정의 계획 등은 유형화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쓰기 과정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유형화 결과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행위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고의 차원으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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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분석 결과의 검증
양적 연구는 변인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질적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구성하는 변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연
구의 과정이자 분석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의 검증은 분석과 별개로 존재
하기보다는 분석 과정의 일환으로서 결과를 향해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연
구의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대표성 조사와
부정적인 증거 찾기, 결과물 재적용의 세 단계에 걸쳐서 질적 분석의 결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46).
대표성 조사는 질적 관찰의 참여자 및 사례 선정의 과정 등 자료의 표집과 관련된
일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다. 보통 이것은 분석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데 본 연구에서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최대 변량 기법은 가장 빈번한 유형과
극단적인 유형을 두루 포괄하도록 사례들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질적 연구의
표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이를 통해 대표성과 관련된 두 가
지 특질을 얻게 되는데, ⓵의도적으로 대조되는 사례(부정적, 극단적, 상쇄적)를 찾아
보기와 ⓶조직적으로 사례를 분류하기가 이에 해당한다(Miles & Huberman/ 박태
영 외 역, 2009: 387-389).
본 연구의 표집 단계에서 적용된 원리 역시 위의 두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②항의 조직적인 분류 기준에 따르면, 우선 계획하기 기반과 수정하기 기반이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 사례들을 고루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가장 많은 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특징별로 하나씩 선택하였다. 아
46) 마일즈와 후버만(Miles & Huberman/ 박태영 외 역, 2009)에 따르면, 질적 분석의 검증
에 활용되는 기술을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총 열세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단
계인 자료의 기본적인 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성 조사, 연구의 영향 체크, 삼각화
하기, 증거에 비중 두기를 들 수 있다. 둘째 단계인 초기 패턴의 예외에 대한 검사 방법으
로는 이상치의 의미 점검, 극단적인 사례 이용, 예상 외 일 조사하기, 부정적인 증거 찾기
를 들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설명 내용 시험하기 방법으로는 If-then 테스트, 거짓관계
배치하기, 결과물 재적용, 대응하는 설명 찾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하나씩 골라 총 삼 단계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성 조사, 부정적인 증거 찾기, 결과
물 재적용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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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①항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극단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각각 하나씩 포함시켰
다. 그러나 계획하기 기반의 경우 극단적인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부정적 사례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다음 <표 Ⅲ-10>은 검증의 두 번째 단계인 ‘부정적인 증거 찾기’의 일환으로 실시
한 분석 도식이다.

<표 Ⅲ-10> 사례별 행위 요소-효과 분석
계획 기반 유형

수정 기반 유형

행위 요소
A1

A2

B1

B2

C2

D1

F2

C1

D2

E1

E2

F1

G1

G2

H1

H2

계획 관련
예비 분류와
불일치

1

0

1

1

0

0

2

2

2

0

0

0

0

0

0

0

진행 전 숙고

0

0

0

0

0

2

1

2

2

2

1

0

0

2

1

0

구조계획

0

0

0

0

2

2

2

0

0

0

0

0

0

0

0

0

비구조계획

2

2

0

2

0

2

0

0

0

0

0

0

0

2

0

0

진행 전 구조
고정

0

0

2

0

0

2

2

0

0

0

0

0

0

2

0

0

진행 중 계획
생성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행 중 계획
수정

0

0

0

0

0

2

0

0

0

0

0

0

0

2

0

0

계획 고정

2

1

2

2

1

0

2

0

0

0

0

0

0

0

0

0

계획 참조 X

2

2

0

0

2

1

0

0

0

0

0

0

0

1

0

0

계획 읽기

0

0

0

2

2

0

1

0

0

0

0

0

0

1

0

0

진행, 수정 관련
짧은 휴지 多

2

1

1

2

0

0

0

1

1

0

0

0

2

0

1

2

긴 휴지 多

0

1

1

0

1

2

2

1

1

1

1

1

2

2

0

0

진행 읽기

1

2

0

2

0

1

2

2

1

1

1

1

2

2

1

0

처음부터 다시
쓰기

2

0

0

0

2

0

0

0

0

0

0

2

2

2

0

0

정정 多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수정 多

2

1

1

1

1

2

2

2

1

0

2

2

2

2

0

0

교정 多

0

0

1

1

1

1

0

1

1

2

1

1

1

2

0

0

유창한 진행

2

2

2

2

1

0

0

1

2

0

2

0

0

0

0

0

진행 외적
수정

2

1

2

1

0

0

1

2

1

1

2

0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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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증거 찾기는 추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설이나 잠정적으로 생성된 결
론에 대하여 ‘자료들 중에 이 결론에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과 같다. 물론 이 과정은 분석의 마지막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기보다는 질
적 분석의 과정 속에서 각 단계별 결론이 생성될 때마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질적 분석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코딩 작업 중 일부를 늘 검증을 위해 할애해
야 한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가장 명료한 방법은 <표 Ⅲ-10>과 같이 속성에 대한
효과의 도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앞서, 사례 내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
례-속성 도식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속성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개방 코
딩 내용을 검토하면서 속성들의 효과를 정도 표시로 수치화하였다. <표 Ⅲ-10>에서
는 가로축에 각 사례들이, 세로축에 쓰기 과정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해
당 사례에서 각각의 속성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비중, 혹은 정도로 나타났는지
를 보여주는 효과 항목이 각 교차점마다 수치화되어 나타났다. 이 사례-속성-효과의
도식은 이후 Ⅳ장의 이론 도출에 있어서 변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부정적인 증거로는, 우선 D2와 E1이 수정 기반의 쓰기 과
정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전 숙고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
제와 관련된다. 두 번째 부정적인 증거 중에는, 분명히 계획을 세워놓고도 자신이 세
운 계획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A1, A2, C2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
된다. 전자의 부정적인 증거는 계획하기의 과정을 묵시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관찰이
나 면접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전 계
획’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묵시적 계획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형
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쓰기 과정의 원리를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부정적인 증거는 계획 기반의 유형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에 따라 실
제로 별도의 계획하기 과정을 거쳤지만 직접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쓰
기 과정을 엄밀한 의미의 계획하기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쓰기
과정 연구들에서 계획하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제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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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결국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초기의 예측 및 가정, 즉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과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이 존재한다는 가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을 배타적인 차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모두 경계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쓰기 과정을 유형화의 논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의
논리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Ⅳ장의 논의의 주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과물 재적용의 검증 방법은 가장 강력한 검증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결과물 재
적용은 전혀 새로운 모집단에서 추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동일 모집단 내에서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례들을 추가로 추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의
방법은 일반화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으나 전제와 가정이 달라진다는 점
에서 검증의 효력을 따지기 곤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 재적용
은 후자의 방법, 즉 동일 모집단 내에서 추출한 사례들, 특히 심층 관찰 대상 8명의
표집의 기반이 되었던 38명의 초기 모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과물 재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유형화 결과로 나타난 유형 요소의 결합 방식을
각 사례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총 8명 필자의 쓰기 과정 사례 분석 결과인 유형 요
소를 38명의 모집단 중 관찰 대상인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에게 재적용하여 유
형 요소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강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11> 계획 기반 유형의 양상 (결과물 재적용)
기준

계획 체계성

계획 의존성

계획 가변성

5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고정

11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

12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변경

24

초고 쓰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

총수: 4

개요: 2, 초고: 2

의존: 3, 단절: 1

고정:3, 변경: 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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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수정 기반 유형의 양상 (결과물 재적용)
기준

수정 급변성

검토 활용성

수정 역동성

1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3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6

수정 중심

혼합 검토

광역 수정

7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8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9

정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10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국지적 수정

13

수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14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16

다시 쓰기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18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19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21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23

수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25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26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

27

다시 쓰기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29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30

수정 중심

진행 중 검토

국지적 수정

32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33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국지적 수정

34

수정 중심

점진적 수정

국지적 수정

37

정정 중심

진행 후 검토

국지적 수정

38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

사례

총수:
24

수정: 10

진행 중 검토: 16

광역 수정: 2

정정: 9

진행 후 검토: 4

국지적 수정: 15

다시쓰기: 5

혼합 검토: 4

무수정: 7

총 38회의 쓰기 과정 사례 중 관찰 대상이 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의 쓰기
과정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근거 자료가 온전한 상태로 남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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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의 쓰기 과정 유형이 <표 Ⅲ-11>, <표 Ⅲ-12>와 같이 나타났다. 이 중 계획 기
반 유형의 사례는 총 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4개는 수정 기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에는 해당 과제의
중요도, 사전 계획에 대한 인식의 차이, 쓰기 능력과 글쓰기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Ⅳ장에서 다루도록 하겠
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분석 내용 검증의 일환인 동시에, 차후 이론 도출의 근거로
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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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쓰기 과정의 운용 원리와 적용
Ⅲ장에서는 사전 계획 유형과 비-사전 계획 유형의 예비 분류를 바탕으로 실제 관
찰 사례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예비 분류는 필자 중심으로 이
루어졌지만 필자들이 늘 동일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 및
분석은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두 유형의 본문 생산의 원동력은 각각 계획하기
혹은 수정하기에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는데, 이 결과는 양분화를 의미하기보다
는 정도의 차이에 의한 분류일 뿐이며 경계적 사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그러한 유형화를 가능케 하는 기저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
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Ⅲ장까지의 분석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미들을 심층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론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론화의 기반이 되는 해석
의 과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일차적인 질적 기술 및 수치화
결과를 해석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첫 방향이다. 이와 함께, 질적 기술 및 수
치화 결과에서 보조적으로만 활용되었던 사전 설문이나 사후 면접의 내용들을 주 자
료로서 분석하는 과정이 나머지 한 방향이다. 전자는 쓰기 과정의 속성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
으로 한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
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쓰기 과정의 원리 도출을 위한 탐색
앞서 Ⅲ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통해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다양한 유
형들이 있음을 밝히고, 이들이 크게 계획 기반과 수정 기반의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분화는 단지 사전 계획의 유무만을 바탕으로 한 것
이며 인지적 차원의 계획하기로 확장하였을 경우 이러한 양분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Ⅳ장에서는 양분화의 논리를 넘어서서 더욱 근본적인 차원의 쓰기 과정 원

- 123 -

리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1) 분석 결과의 해석 내용

(1) 해석의 의의 및 방향
Ⅲ장의 분석 결과들은 전제와 가정에 따른 일차적인 기술(description) 혹은 설명
(explan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해석(interpretation)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Ⅲ
장의 결과는 질적 기술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코딩 내용의 수치화에 따른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심층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수치화 결과들을 다시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부분적으로 질적 자료의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는 양적 결과에 대한 질적 재분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렇듯 입체적인 분석 과정을 거칠 때라야 비로소 균형 잡힌 질적 자료 분석이 가능하
다.
둘째, 분석의 검증에서 드러난 부정적 증거들은 발견된 내용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부정적 증거들은 계획의 의미를 가시적인 계획하기
행위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지적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범위로까지 확장시켰을 때 쓰
기 과정이 계획 기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형으로 양분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획하기의 의미는 가시적인 생산물이 존재하는 사전 계획에
만 한정지을 수 없다. 결국 사전 계획 유무는 연구의 초기 가정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의미한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그러나 단
지 유형 분석에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화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 가능한 것인
지,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쓰기 과정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키고
자 한다면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의 의미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기 과정을 유형화의 논리 대신 다양성의 논
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적 기술 및 수치화 결과들을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우선, Ⅲ장의 축 코딩 결과로 나타난 사례 속성 도식 중 하나인 <표 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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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 Ⅲ-6>의 ‘사례별 쓰기 과정 속성’들은 유형화를 위한 작업의 출발 지점을 이
루는 자료들이다. 이 두 도식은 각각 진행/수정 관련 속성과 계획 관련 속성들을 체
계화, 수치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도식들은 본문 생산의 원동력이 계획하기
행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정하기 행위에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
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경계적 사례의 분석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계획 기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
형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분석
의 검증에서 제시하였던 부정적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었다. 첫째, 문장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로 구별하는 것은 이미 설문과 관찰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었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하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관찰을 통해 밝혀낸
것은 가시적인 계획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계획하기의
실행 여부는 참여자의 답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참여자의 답변 역시 신
뢰할 만한 자료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참여자마다 계획하기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계획을 짜라’고 요구하였을 때 일부 참여자들은 구조적인 개요를 작성하
였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초고 형태에 가까운 문장들을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머릿속
으로만 구상을 세운 뒤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둘째, 행위의 의미 규정의 문제는 수정하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였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정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경우 Ⅲ장에서와 같이 행위의 유형들
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상위 유형인 계획 기반의 유형과 수정 기
반의 유형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고 과정으로서의 수정하기를 다
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유형 구분은 실질적으로 학습자
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을 뿐, 쓰기 과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며 이 원리가 유형화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차이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못한다.
결국 몇 가지 전제들을 바탕으로 두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쓰기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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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론화의 단계에서는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의 의미를 더욱 본질적인 차원에서 적
용하였을 때 어떠한 쓰기 과정 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
형화의 형태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좀 더 확실한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계획과 수정을 가시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한정지었다. 그러나 이를 바
탕으로 쓰기 과정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을 유형에 국한된 가시적인
범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지적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용
하여야 한다. 샹쿠와(Chanquoy, 2001)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요나 초고 쓰기
(drafting)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수정하기 혹은 아이디어 생성 시의 지
연(delay)이 쓰기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가
시적 차원의 계획하기 이외의 계획하기 과정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술과 수치화 분석에서 이론화를 위한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석과 이론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계획하
기와 수정하기의 국면을 위계를 가진 고정적 구성 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영향 관계
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두 추동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사고’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론들에서
사고로서의 계획하기와 행위로서의 계획하기, 그리고 사고로서의 수정하기와 행위로
서의 수정하기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론을 정립해왔으나, 이러한 혼동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기존 연구들에서 하위과정으로서의 계획하기
(planning)의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던 것은 물론,
사전 계획과 개요, 본문 쓰기와 초고 등의 용어들과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하위과정으로서의 수정하기(revising)의 개념도 본문 진행 중과 진행 후
수정의 차이는 물론, 사전 계획에 대한 변경, 다시 쓰기 등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
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고’와 ‘행위’의 범주
는 이러한 양상들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 운
용의 다양성을 결정짓는 두 축인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데 있
어서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때 표현하기를 계획하기 혹은 수정하기의
행위 차원의 과정으로 본다면, 개요와 초고 사이의 혼동이나 사전 계획과 본문 쓰기
사이의 혼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유형화의 부정적 증거로 밝혀졌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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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새로운 전제를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근거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계획하
기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정하기의 요소, 그리고 역으로 수정하기의 과정 속
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하기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결정적인
단계나 절차로서가 아니라 두 축의 힘의 요소로 설명될 수 있으며 하나의 쓰기 과정
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지점에서만 그 의미가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계획하기
나 수정하기, 표현하기 등이 인지적 하위과정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중점을 두
기보다는, 각 행위 과정들이 쓰기 과정 전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
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분석 결
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될 것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쓰기 과정 이론들에서는 주로
사고구술로 이끌어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지적 과정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끌어내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계 중심의 접근 대신 각 속성들 간의 연관 관계를 중심
으로 쓰기 과정 원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해석의 과정은 계획이나 표현,
수정 등의 각 국면들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
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및 이론화의 과정은 선택 코딩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연결점 메모
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 과정에서 출발할 수 있다. 연결점 메모들은 아직 연결점
(node)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느슨하게 설정해 둔 상태의 메모들을 말하며, 좀 더 일
반적인 속성, 범주들의 저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점 메모들의 분석에는 기존 연구들에서 쓰기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던 속성들을
참조로 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도 포함시켰다. ‘본문 생산의 원동력’과 관련된 단서
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계획과 표현의 상호 촉발 관계
Ⅲ장의 논의 결과들을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쓰기 과정은 계획 기반의 유형과 수
정 기반의 유형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문 생산의 원동력이 계획에 있느냐,
수정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쓰기 과정에 대해서 본문 생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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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몇몇 기존 연구들 및 국내의 교육과정 원리와 달리,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한 쓰기 과정을 운용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학습자 기
반의 쓰기 교수-학습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기존 쓰기 과정 연구들 중에서
도 본문 생산, 즉 표현하기 과정을 중심에 두는 모형들을 제시한 연구 사례들이 있
기는 하나(Bereiter & Scardamalia, 1987; Berninger & Swanson, 1994), 본문
생산 자체가 어떠한 추동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 또한 실제 학습자
중심의 쓰기 과정 모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그
하나의 기반을 이룸으로써 학습자의 쓰기 과정의 입체적인 조망을 꾀하고자 하는 것
이다.
둘째, 기존의 쓰기 과정 교육 내용들이 계획하기 혹은 수정하기와 관련된 활동들
을 지나치게 협소한 범위로 국한시킨 데 반해,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계
획하기 혹은 수정하기의 생성적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폭넓으면서도 유용한 전
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혹은 교과서에 의거한
쓰기 과정 관련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 계획하기 활동은 사전 계획에만 국한되어
있었을 뿐, 계획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표현하기 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계획하기 활
동 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기와 관련해서도 본문을 다
쓴 후에 퇴고 차원의 수정하기―본 연구의 용어에 따르자면 ‘교정하기’―와 관련된
전략들에 국한될 뿐, 표현하기 과정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수정이나 수정으로 인해
촉발되는 표현, 또는 수정으로 인해 촉발되는 계획 등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
다.
그러므로 계획과 표현, 수정과 읽기는 양방향적으로 서로를 촉발하는 관계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계획과 표현 사이의 양방향적 촉발 관계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갤
브레이스의 지식-구성 모형(Galbraith, 1999)에서 언급한 ‘자의적 변증법’의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해당 연구에서 자의적 변증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나 실증 자료를 근거로 들지는 않았다. 게다가 앞서 언급하
였듯이 그의 모형에서는 수정하기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다음 A1의 사례는 계획과 표현의 상호 촉발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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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1은 본문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계획을 세운 특수한 경우이다. 그리고 본문 생산이 이어지고 난 뒤 계획 변
경도 뒤따랐다. 또한 A1은 사전 계획을 가시적으로 변경했다기보다는 다시 쓰기의
행위를 통해 계획을 간접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시적인 수정의 행위
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정하기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림 Ⅳ-1] A1의 첫 번째 본문 생산

[그림 Ⅳ-1]은 A1의 첫 번째 본문 생산 내용이다. A1의 첫 번째 본문 생산에서는
필자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A1에서는 여기까지 작성한 후
잠시 망설이다가 모두 지우고는 ‘1. 친구를 만날 수 있다. 2.’라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던 도중 다시 모두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다음의 [그림 Ⅳ-2]와 같이 본문을 다
시 쓰기 시작하였다.

[그림 Ⅳ-2] A1의 두 번째 본문 생산

[그림 Ⅳ-2]는 A1의 두 번째 본문 생산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위의 내용까지
써놓고는 모두 지워버렸다. 다음의 [그림 Ⅳ-3]은 바로 이어진 세 번째 본문 생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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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그림 Ⅳ-3] A1의 세 번째 본문 생산

이상의 A1의 쓰기 과정을 살펴본 결과, 계획하기와 표현하기 사이의 관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A1의 첫 번째 본문 생산과 두 번째 본문
생산은 내용은 달라도 진행 방식은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지향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본문 생산은 앞의 두 본문들과 전혀 다른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본문 생산과 두 번째 본문 생산 사이에, 잠
시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개요와 유사한 형태이다. 결국, A1에서는 자신의 서사로부
터 출발하는 이야기 구조와, 주장-근거의 나열식 구조 중에서 갈등하던 중 후자의
구조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두 번째 본문 생산 과정이다. 두 번째 본문 생산의 과정과 관련하여 참여자 A
는 사후 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 여기서 쓰다 말고 다시 다 지웠잖아?
A:

네, 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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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으응.
A: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좀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

연: 아아. 그래서 다시 쓴 거야?
A:

네. 그래서 다시 쓰는 게 아무래도.

연: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다시 쓴 게 나아진 거 같아?
A:

네.

위의 면접에 따르면, A1에서는 일단 두 번째 본문을 생산하고 나서야 두 가지 구
조 중에서 처음에 떠올린 구조보다는 두 번째 떠올린 구조가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결국 가능한 두 가지 구성 방식 중에서, 구조 자체만 가지고 선택했던 것보
다는, 일단 해당 구조에 따라 본문 생산을 진행하고 난 뒤의 선택이 최종 결과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글을 써 나간다는 것은, 모든
중요하거나 가능한 선택들을 본문 생산 이전에 완료한 이후에 그에 대한 전사
(transcribing)로서의 본문 쓰기가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사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는 것이 완성된 글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 근거 중의 하나는 바로 A1의 사례
에서처럼, 사전 계획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방안이더라도 직접 본문으로 확실하게 옮
겨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전 계획만 존
재하는 상태와 본문을 생산하는 표현하기 상태의 선택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획에서 표현으로의 전사, 즉 계획 촉발 표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역방
향의 촉발 관계, 즉 표현에 의해 촉발되는 계획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47)
이때 수정하기 행위는 계획과 표현의 상호 촉발 관계에 관여하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Ⅲ장의 분석과 유형화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수정하기 행위가 광범위한
차원으로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더욱 좋은 글을 쓸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적인 사전
계획 없이도 한 편의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47) 여기서 ‘A 촉발 B’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A가 B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관계에
만 국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연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A는 B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며, 힌트나 선후 관계일 수도 있다. 이중 어떤 것에 해
당하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가 있지 않으면 B가 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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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과 내용 생성의 상호 촉발 관계
지금까지 계획과 표현 사이의 상호 촉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호 촉
발 관계가 비단 계획과 표현 사이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쓰기 과정의 주요 구
인이라 할 수 있는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행위들은 모두 상호 촉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 번의 쓰기 과정에서 이 모든 상호 촉발 관계가 다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쓰기 과정 사례에서는 이러한 촉발
관계들 중에서 일부의 것들만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도 있고 대체로 이러한 촉발 관
계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면, 계획과 표현 사이뿐만 아니라 읽기와 수정, 읽기와 표현, 표현과 수정, 계획과
수정 사이에도 상호 촉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획과 표현의 관계와는 달리, 수정하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촉발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었다. 계획과 표현을 통틀어
서 내용 생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이 수정하기의 요소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촉발 관계를 이루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계획 기반의 쓰
기 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면접 내용은 다시 쓰기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사고’의 생
성 과정과 관련된다.

연

아까 이거, 이거 뭐야? 다 지우고 다시 쓰네?

F

원래 그렇게 할 때 많아요.

연

아예 싹 지우고 다시 쓴다?

F

네.

연

아.

F

그렇게 쓰고 보면 전에 쓴 거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연

싹 지우고 다시 쓸 때 뭔가 그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쓰는 거랑 뭔가 다른

①

효과가 있는 거 같아?
F

네.

연

싹 지우고 다시 쓸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 같아?

F

좀 그, 지우고 쓰면 주제가 정리가 된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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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음, 주제가 정리가 된다. ... 워드로 치는데도 그래? 고치기 쉽잖아?

F

네, 워드로 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를 때도 있고 대부분은 비슷
한데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연

아, 비슷하지만 정리가 잘 돼 있다. ...... 정리가 잘된다는 뜻이 그러니
까...

F

문단 같은 거.

연

문단 같은 거. 그러니까 글의 조직이 좀 정리가 잘된다는 뜻이야?

F

네

연

어. 그럼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니? 그러니까 싹 지우고 다시

②

쓸 때,
F

완전히는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면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찬성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연

아,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면
도 있고 반대하는 면도 있고.

F

네.

연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F

네.

위의 면접 내용에서는 다시 쓰기가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표시된 ①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진행되고 있던 모든 텍
스트들을 전부 다 지우고 다시 쓰는 행위 자체가 생성을 촉발하거나 나아가 생성 그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싹 지우고 다시 쓴다는
것이 주제나 소재의 변화 때문인 것은 아니다. 전부 다 지워야 한다는 판단은 구조
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상위인지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싹 지우고 다시
쓸 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내용들이 어딘가 구
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엔 땜질하듯 고치는 것보다 새
로이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정하기의 행위가 수사적
계획의 차원을 촉발하는 것과 관련된다. 만약 다 지우지 않고 다른 페이지에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수사적 계획을 새로이 생산하
는 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전한 삭제는 단순히 삭제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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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성의 의미를 변증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②의 면접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기에 내포되어 있는 생성 촉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①의 면접 내용이 수사적 구조의 차원이었다면 ②의 면접 내용은
내용의 생성과 관련되는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생성→삭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생성되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 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표현→계획’과
‘수정→계획’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표현 혹은 수정의 행위 자체가 존재했기 때
문에 생성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우고 다시 쓰는 행위는 수정하기의 기본적인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수정
하기가 사고로서의 계획을 이끌어내는 셈이 된다. 표현이 계획을 이끌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정이 계획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 지점은 갤브레이
스(Galbraith, 1999)의 ‘자의적 변증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표현
과 계획 사이의 변증법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수정과 표현, 그리고 수정과 계획 사
이의 변증법의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다시 쓰기’라는 행위 자체의 역설적 의미 또한 설명 가능해진다. 자
료의 분석에서 경계적 의미 때문에 분석이 어려웠던 지점 중의 하나는 ‘초고 쓰기’와
‘다시 쓰기’가 결과적으로 거의 흡사하게 나타났던 사례였다. 이를 구별할 수 있었던
기준은 참여자들 스스로 그것을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으로 인식하
고 있는지 뿐이었다. 물론 그 하나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유형화에
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쓰기 과정의 작동 원리를 생각할 때에는 과연 어디부터
가 초고 쓰기이고 어디부터가 다시 쓰기인지를 구별하는 더욱 본질적인 기준이 필요
하다. 그런 점에서 다시 쓰기는 ‘수정→계획’의 영향 관계에 의해서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이라면, 초고 쓰기는 ‘계획→표현’의 영향 관계에 의해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48)

48) 실제로, 동일한 참여자의 서로 다른 사례인 F1과 F2를 비교했을 때, 초고 쓰기와 다시
쓰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쓰기 과정이었던 F1이 초고 쓰기 과정인 F2에
비해 글이 달라지는 정도는 물론 새로운 생각들도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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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요인 중심의 해석 내용
하나의 현상에 대해 인과 관계를 밝히는 과정은 다분히 추론적이거나 개념적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관찰 및 사전 설문 조사, 면접의 다면적인 방법으로 자료
들을 수집하였지만 인과 관계를 명확히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요
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
하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쓰기 과정과 관련된 상위 수준의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시된 쓰기
의 인지적 과정 모형들은 대체로 별도의 층위별로 나누어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의

인지

활동의 역동적

모형(van den

Bergh

&

Rijlaarsdam, 1999; 2007)에서는 쓰기 과정을 인지적 지식의 층위와 조정하기 층위,
그리고 인지적 활동 층위로 구분하여 지식으로부터 조정하기, 그리고 활동으로 연결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헤이즈의 수정 모형(Hayes, 2012)에서도 조정 수준과 과정
수준, 자원 수준의 세 층위로 구별하여 쓰기 과정의 양상을 각각의 층위별로 설명하
였다. 적어도 투입 여건이나 맥락의 차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인지
적 과정 모형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 두 모형이 기존의 인지적 과정 모형
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조정하기(monitor)를 다른 종류의 인지적 과정들과 같은
층위에 두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투입이나 맥
락의 여건은 물론 조정하기의 영역을 별도의 층위로 구별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한 쓰기 과정을, 그것이 작동하는 맥락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며 좀 더 포괄적이고 상위 수준 차원의 쓰기 과정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과정은 사전 설문 조사의 재분석, 그리고 영향 변인의 분
석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사전 설문 조사의 재분석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 설문 조사의 재분석이다. Ⅲ
장에서는 녹화 자료의 분석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의 위상으로 분석되었다면, 여기서
의 재분석은 영향 요인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 설문 조사는 주로 평소의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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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별
사례들과의 일치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설문 문항 자체를 조건부 질
문49)이나 서술형으로 풀어쓰도록 만든 질문들 위주로 구성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1> 사전 설문 조사의 재분석
계획하기
고쳐 쓰기
자발적
글쓰기
글쓰기
참여자
글쓰기
선호도
만족감
국지적 전반적 다시
빈도
개요 메모 없음
수준
수준 쓰기

글 잘 쓰는 요인 인식
없음

개요 고쳐쓰
기타
잘 짜기 기 반복

설문과 관찰의 일치
A

중

중상

하

O

O

D

중상

상

중

G

상

상

상

O

O

O

F

상

상

중

O

O

O

O

O

O

O
O
O
O

설문과 관찰의 부분적 일치
B

상

중

중

O

O

O

C

상

중

중상

O

O

O

설문과 관찰의 불일치
E

상

상

중

H

중

중

중

O

O
O

O

O
O

원래 사전 설문 조사는 38명의 참여자들 중에서 8명의 심층 관찰 대상을 최대 변
량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문 내용을
별도로 재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쓰기 과정의 상위 수준으로서의 맥락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재분석에서는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의 분석 대상으

49) 조건부 질문이란,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후속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Babbie/ 고성호 외 역, 2007: 350). 습관의 차원이라는 것은 늘 일정할 수는 없기 때문
에 중요한 항목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건부 질문을 사용하여 질문의 초점을 명확히 밝히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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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전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표 Ⅳ-1]은 그러한 질적 분석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
이다. 이것은 두 변수 사례 중심 도식으로서, 이미 밝혀진 변인과 불확실한 변인이
존재할 때 밝혀진 변인을 통해 불확실한 변인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활용된다.
위의 표에서 밝혀진 변인은 설문과 관찰의 일치 여부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변
인들을 분류함으로써, 설문 조사 답변의 심리적 기제와 간접적 영향 요인의 일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글쓰기 선호도와 자발적 글쓰기 빈도, 글쓰기 만족감의 항
목들은 글쓰기 자체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각 질문별로 정도를 나타내는 선택형 질문과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히는 자유
기술형 질문의 두 차원으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답변과 실제의 간극 및 질문 의도의
오해에서 올 수 있는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글쓰기 선호도를 5점 척
도로 선택하게 한 다음,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기술하게 하면 해당 참여자의 글쓰기
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을 제한적으로나마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자발적 글쓰기 빈도란, 과제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빈도를 말한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빈도수에 해당하는 글
쓰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발적 글쓰기
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적었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글쓰기 만족감 역시 마
찬가지로 ‘나는 글을 잘 쓴다’와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의 두 차원의 5점 척도 선
택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만족감의 차이를 입체적으
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이유 역시 자유 기술형으로 별도로 밝혀 적게 하였다.
계획하기와 고쳐 쓰기 항목은 평소의 글쓰기 습관을 고려하여 적게 하였다. 그러
나 여기서 ‘평소’의 기준은 ‘성적에 반영되는 글을 쓸 때’로 한정지었다. 그 이유는
글을 열심히 써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계획하기는 사전 계획을 마련하는지의 여부는 물론, 그
것이 개요 수준의 구조적 계획인지 간단한 내용 생성의 수준인지 등을 답하도록 하
였다. 고쳐 쓰기와 관련해서는 국지적 수준인지, 전반적 수준인지, 그리고 마음에 들
지 않을 경우 전부 다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하는지 등을 답하도록 하였다.
글 잘 쓰는 요인의 인식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이
라고 예상하는지와 관련된 참여자의 의견을 적도록 구성하였다. 이 질문은 비교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개요를 작성할 것이다’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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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고쳐 쓰기를 반복할 것이다’의 두 가지 답변으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 결과와 관찰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
하다. 일치하는 경우는 A, D, G, H의 네 참여자의 경우뿐이었으며, B와 C는 부분적
으로만 일치하였고, E와 H는 주요 답변들이 거의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일정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진
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필자들도 많다. 둘째,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글쓰기 방식과 실제 운용하는 쓰기 과정 사이의 차이가 크며 설문 조사에서
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쓴 경우도 있다. E와 H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
들은 사전 설문 내용에 대한 추후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시인하였다.
그러므로 사전 설문 조사의 해석은 쓰기 과정과 참여자 여건에 대한 사전 조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쓰기 과정의 영향 요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첫째, 글쓰기 자체에 대한 인식과 글을 잘 쓰는 요인에 대한 인식이 쓰기
과정의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필자 스스로 자신의 쓰기 과정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역시 쓰기 과정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
이 된다. 결국 사전 설문 조사의 재분석 과정을 통해 필자의 두 가지 상위인지적 인
식이 주요 영향 요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나는 쓰기 과정 일반에 대한 인식이
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이다.

(2) 영향 변인의 분석
이론화 논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문제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계획과 수정을 기반으로 하는 쓰기 과정 유형들을 분류하는 일은 가능하지
만 모든 사례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도 계획하기
혹은 수정하기 과정의 근본적인 속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의 속성들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계획하기나 수정하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정적 증거 찾기에서도 발견하였듯이, 계획하기나 수정하기에 대한 필자의
인식에서 오는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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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이때 필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스스로의 계획하기나 수
정하기에 대한 인식은 물론, 계획하기나 수정하기 일반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적 인
식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재분석 과정은, 우선 다음과 같은 변인
목록들을 추출해 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표 Ⅳ-2> 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들의 목록
선행 변인

매개 변인

결과 변인

과제

인위적 요구

개요 짜기

수사적 지식

고민의 깊이

초고 쓰기

내용 지식

계획에 대한 인식

계획 고정

절차에 대한 지식

수정에 대한 인식

계획 변경

스스로에 대한 인식

계획의 종류

계획 반영

인지적 습관

고쳐쓰기의 종류

계획 단절

글쓰기 습관

계획 생성 시기

다시 쓰기

선호도

계획 수정 여부

수정 중심

결과에 대한 기대

계획하기의 역할

정정 중심

인지적 부담

과제-촉발 계획

진행 중 검토

정서적 부담

계획-촉발 계획

진행 후 검토

지향점의 차이

계획-촉발 표현

혼합 검토

자기-조절 능력

계획-촉발 수정

광역 수정

장르

읽기-촉발 계획

국지적 수정

사회적 관계

구조 생성 시기

무수정

물리적 조건

휴지의 유형

기타 상황 요소

휴지의 목적
진행의 역할
표현-촉발 계획
표현-촉발 수정
표현-촉발 표현
다중 작업의 양상
읽기-촉발 표현
다시 쓰기의 역할
정정의 비중
수정-촉발 계획
수정-촉발 표현
수정-촉발 수정
읽기-촉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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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변인 목록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바탕으로 선행 변인과 매개 변인,
그리고 결과 변인을 추출한 것이다. 선행 변인은 주로 사전 설문 분석을 통해서, 그
리고 매개 변인은 설문지와 면접, 관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연결점 메모들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결과 변인은 Ⅲ장에서 도출한 유형화 결과이다. 변인 목록에서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이 이미 주어진 것에 해당한다면 매개 변인은 양자 사이의 관
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결과 변인은 세 종류의 변인들 중에
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진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매개 변인은 그러한 결과 변
인이 나타나기까지 쓰기 과정의 어떤 속성들이 관여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이다. 여기서 매개 변인은 Ⅲ장의 질적 기술들 중에서 유형화 이외의
방향을 가리키던 쓰기 과정 속성들은 물론, Ⅳ장 1)절의 재분석 결과도 포함하고 있
다. 선행 변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기능을 한다. 매개 변인을 통해 결과 변인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는 영향 요소로서의 기능, 그리고 쓰기 과정의 총체적
인 맥락을 형성하는 기능이다. 선행 변인들은 대체로 사후 면접 및 사후 자가기록의
결과들을 별도로 코딩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며 유형화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
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 하에 선행 변인들을 분석하면 영향 요인으로서 어떤 것들이
작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과제, 장르, 물리적 조건, 사회적 관계, 기타
상황적 요소 등은 맥락 및 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수사적 지식과 내용 지식,
절차적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투입 여건에 해당한다. 인지적 습관, 글쓰기 습관, 선호
도, 결과에 대한 기대, 인지적 부담, 정서적 부담, 자기-조절 능력 등은 필자 개인의
기질적 요소가 된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절차적 지식과 맞물려 상위인지적 인식
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인이 된다.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일은 쓰기 과정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
론화를 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다양성은 필자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임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일은 곧 필
자가 특정 선택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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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과정 모형화의 가능성

(1) 이론적 근거
기존 연구들 중에서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론들은 쓰기 발달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50). 물론 쓰기 발달의 측면은 쓰기 과정을 실질적
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규명하
는 방식이 반드시 쓰기 발달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
해서, 한 편의 글을 쓸 때 어떠한 쓰기 과정을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쓰기 발달에
따른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나 인지 스타일, 맥락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계획을 중심을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지, 아니면 수정을 중
심으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지의 문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쓰기 과정의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선택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서 1)절과 2)절의 해석의 결과로 제시하
였던 내용들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차원은 내용 생성의
원동력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계획과 표현의 상호 촉발 관계, 그리고 수정과 내용
생성의 상호 촉발 관계는 결국 내용의 생성이 사고로서의 계획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및 수정하기의 행위에서도 비롯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
양한 상호 촉발 관계들 속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하위과정의 개념도 새로이 바뀔 필
요가 있다. 인지적 하위과정은 글쓰기에서 사고 과정을 중심에 놓았을 때 계획과 표
현, 수정의 상징적 국면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상호 촉발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구분은 사고와 행위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재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석 결과의 또 다른 차원은 이러한 쓰기 과정의 다양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변인들의 분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인과
적 관계를 추측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 변인으로 분류된 내역들은 쓰기 과정의 다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었다.
50)

대표적으로, 베레이터(Bereiter, 1980), 베레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reiter &
Scardamalia, 1987), 버닌저와 스완슨(Berninger & Swanson, 1994) 등의 연구들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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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쓰기 과정의 다양성은 쓰기 과정을 구성하는 몇 가지 기본적 속성들 사
이의 관계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앞서 해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계의 성
격은 ‘상호작용성’과 ‘역동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각 국면들 사이에 일방향적 관계 대신 쌍방향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며,
역동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관계가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서 활발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힘의 대립 관계를 통해 언어 생산 과정을 설명하려 했던 드 보그랑드(De
Beaugrande, 1984; 1997)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의사소통의 선형화51)를 설명하는 일곱 가지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 일곱 가지의 원리에는, 속도 조절의 원리, 회고의 원리, 전망의 원리, 병
합의 원리, 열거의 원리, 핵과 부속의 원리, 부하의 원리가 있다.52) 이 원리들은 언
어처럼 본질적으로 선형적인 양식성 내에서 자유로이 운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회고(look-back)의 원리와 전망(look-ahead)의 원리는 바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성과 역동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회고
의 원리는 “이전의 행위들에 의해 영향 받고 조절되는 생산 과정”(1997: 170)이며
전망의 원리는 “회고의 보완과 상반의 역할이면서 담화의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끄는
모든 활동들”을 일컫는다(1997: 176). 심층 수준의 목적들을 제외한다면 회고가 전망
을 더 쉽게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전망은 인
지적 부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1) 드 보그랑드(1984)는 의사소통이 선형화(linearization)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언어란 근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언어의 선형성은
“언어와 담화 연쇄의 여러 지점에서 일련의 작동이나 선택이 공유할 수 있는 선형적 원리
들을 요구하는 것”(민병곤, 2001: 421)이다.
52) 드 보그랑드는 회고의 원리와 전망의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원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속도 조절의 원리(pacing principle)란 일련의 연쇄체의 속도
를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원리이다. 병합의 원리
(merging principle)는 비견되는 일련의 선택항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것들을 하
나의 선택항으로 결합하는 것을, 그리고 열거의 원리(listing principle)는 한 연쇄체 안에
서 동등한 항목들의 병치를 다루는 것이다. 핵과 부속의 원리(core-and-adjunct
principle)는 중심 개체와 주변 개체를 구별하는 것이며, 부하의 원리(loading principle)
는 자원의 처리량을 변화시키는 초점, 강조점, 요점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De
Beaugrande, 1997; 민병곤, 2001: 4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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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회고와 전망의 원리 (De Beaugrande, 1984: 155)

이때 회고와 전망의 원리는 의사소통 과정의 연쇄가 비-즉시적(non-current)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두 원리는 상반되고 차별화된 과정으로서 형
상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는 설명과 근본적
으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 역시 고전적 인지주의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다층적인 원리들을 통해 과정을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좀 더 입체
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회고와 전망의 원리는 별개의 원리로도 적용할 수 있지
만, 하나의 현상을 상반되는 두 방향성으로서 종합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비록 실증적 논의는 아니긴 하지만 엘보우(Elbow, 1986: 245)는 학습 과정과 교수
과정, 평가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힘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모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갖추는 일이 학습
과 교수, 평가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라고도 말하였다. 이 주장은 결국
두 축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현상을 고정적이거나
미리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취지의 논지를 쓰기 과정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발전시킨 경
우라 할 수 있다. 갤브레이스의 지식-구성 모형(Galbraith, 1999)은 쓰기 과정 모형
들 중에서 상호작용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는 쓰기 과정에서 내
용이 어떻게 생산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용 생산은 두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일화 기억으로부터 인출되거나 표현의 과정에서 합
성되는 것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필자의 내재적 기질과 생산된 텍스트 사이의 변증
법적 결과로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상호작용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
면 동시적 활성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동시적 활성화의 장점은, 필자로 하여금 기
존의 아이디어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그것은 새로운 조합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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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날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껏 쓰고자 하는’ 일종의 기질
과, 거의 온전한 형태로 글 전체의 구조적 축약이 되는 계획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텍스트는 생산되는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모형에 대해 “이원적 기안 전략53)을 선호하는 모형”(1999:
152)이라고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상반된 두 축을 포섭하고자 했던 엘보우(Elbow,
1986)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지식-구성 모형에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
는 쓰기 스타일이 상반될 뿐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의미의 대립 축으로 볼 수 있
는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그는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
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못하였다.
결국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인지 활동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거나 이미 내재되어 있는 연산자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각 속성
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내용 기반 근거
쓰기 과정에 대해 다양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형 분석의 결과
에서부터 논의를 출발시킬 필요가 있다. 유형화 결과를 제시하는 1차 분석의 검증에
서는 양분되기 어려운 경계적 사례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단적인 예
를 들어, 계획 기반 유형인 초고 쓰기 유형은 수정 기반 유형인 다시 쓰기 유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필자의 인식 차원에서만 구별
된다. 그렇다면 양분화 대신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양분화 대신 상호작용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두 성향으로 크게 구
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경계적 현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
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3) ‘이원적 기안 전략’(dual drafting strategies)이라 함은 필자들이 쓰기 과정을 다양한 방
식으로 운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한 방법이다. 갤브레이스는 ‘마음껏 쓰는’ 전략과 ‘구조
적 축약’을 마음에 두고 쓰는 전략의 상반되는 쓰기 스타일이 이원적 기안 전략의 양 극단
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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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유형화의 양상

[그림 Ⅳ-5]는 두 유형으로의 구분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도식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유형으로의 구분은 절대적이기보다는 정도의 차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유형 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장의 분석 결과를 다
시 한 번 상기하면, 우선 계획 기반 유형의 경우 계획의 체계성 여부에 따라 개요
짜기 유형과 초고 쓰기 유형,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계획 반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
가변성 여부에 따라 계획 고정 유형과 계획 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정 기
반 유형의 경우,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역동성에 따라 다시 쓰기 유형과 점진적 수
정 유형, 정정 중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토 활용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진행
중 검토 유형과 진행 후 검토 유형으로, 또한 수정 역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 수
정 유형과 국지적 수정 유형, 무수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준별로
하나의 유형 요소씩 총 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쓰기 과정 유형을 구성할 수 있
다. 이때 안정과 체계 지향이며 쓰기 과정의 각 국면이 단절적일수록 계획 기반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되며, 변화와 반복을 추구하고 쓰기 과정의 각 국면을 역동적
으로 오갈수록 수정 기반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다음 [그림 Ⅳ-6]은 각 유형
별로 가장 강한 조합과 약한 조합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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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쓰기 과정 유형 조합의 분포

계획 기반의 유형 요소면서도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요소는 계획 기
반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요소인 데 반해,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요소는 계획 기반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수정 기반의 유형
요소들 중에서 다시 쓰기와 진행 중 검토, 광역 수정의 요소는 수정 기반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한편, 정정 중심이나 진행 후 검토, 무수정의 요소는 수정 기반의
성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각 유형의 가능한 조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해당 성
향을 나타내는 조합과 가장 약하게 나타내는 조합이 가능하며, 나머지 조합은 그 사
이에 놓이게 된다. [그림 Ⅳ-6]에서는 계획 강 유형과 수정 강 유형이 좌표 값의 양
극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계획 약 유형과 수정 약 유형은 가운데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유형화 결과들을 정도와 성향에 따라 새로이 배치해 보면,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인 흐름은 두 속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
로 나타나는 다양성의 스펙트럼이라 할 수 있다. 유형화의 원리가 분절적이고 고정
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면, 상호작용의 원리는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현상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오히려 단정적으로 분절하지 않기 위해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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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두 축은 연속성과 흐름 속에
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이며,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그렇다면 쓰기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대립되는 두 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표 Ⅳ-2>의 변인 목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
을 수 있으며,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들과 그 하위 원리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2. 역동적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
이 연구는 글쓰기의 과정을 일정한 체계를 갖춘 사고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체계 중심의 설명 방식 대신 상호작용적 결합 방식으로
쓰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요소인가, 쓰기 과정
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필자가 실제로 운용하
는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인식 사이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서,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적 관계,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적 결합 관계, 그리고 필자의 상위인지적 인식의 영향 관계를
쓰기 과정 운용을 다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 원리로 보았다. 나아가, 이 원리
들은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쓰기 과정 모형의 기반이
될 것이다.

1)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적 관계
헤이즈와 내쉬(Hayes & Nash, 1996: 40-41)는 계획하기 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필자는 계획하는 동안 화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 사이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을 해결하는 일은 이후의 작문 활동에서 중심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이후
의 계획 단계를 조절하기 위한 변화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 평가 차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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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도 가능하다. 결국 계획하기는 계획 그 자체는 물론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
는 활동인 셈이다.
그러나 헤이즈와 내쉬가 간과한 것은 그러한 계획하기 과정이 홀로 그러한 변화와
조절의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벌써 이들의 언급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계획과 ‘쓰고 있는 내용’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는 일은 ‘쓰고 있는 행위’
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의 ‘평가’는 수정하기의 전제가
되는 사고 활동인 ‘검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이들이 순전히 계획
하기의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던 과정에는 벌써 표현하기와 수정하기의 과정이 깊숙
이 개입하고 있었던 셈이다.
헤이즈와 플라워의 논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귀성’(recursiveness)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여 설명한 바 있다(Hayes & Flower, 1980: 29). 회귀성은 쓰기의 인지적
하위과정인 생성하기, 표현하기, 읽기가 절차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지적 하위과정들의 순서 변화나 반복 가
능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54) 헤이
즈와 내쉬도 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변
경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사고 작용 내에서만 찾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들이 사고의 과정과 글쓰기의 과정을 구별하지 않은 채 논
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고의 과정과 행위의 과정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 우선 그들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하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
미와 과정들이 변별되지 않은 채 혼동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고와 행위 간의
관계 역시 다룰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쓰기 과정에서 사고가 행위에 늘 선행하는 것
은 아니며 행위에 의해 사고가 촉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
헤이즈의 수정된 인지 과정 모형(Hayes, 2012)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여러 모로 보
완하였으나, ‘사고→행위’의 일방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다음은 헤이즈의 수정 모형 중 쓰기 과정 층위만을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54) “이 모형은 회귀적이며 단계들을 복합적으로 섞을 수 있다”(1980: 29)는 진술이 이 모형
의 회귀성에 대한 대표적인 언급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회귀성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 그리고 회귀성이 가능한 이유나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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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헤이즈의 수정 모형 중 쓰기 과정 층위(Hayes, 2012: 371)

이 모형에 따르면, 평가, 제안, 번역, 전사 간에는 일방적 관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평가에서 제안, 번역, 전사로의 영향 관계는 보이지만 역 방향의 영향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쓰기 과정에서 사고와 행위는 ‘사고의 전사로서의 행위’라는
일방향적 관계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사고와 행위 간에 감각작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생성하는 행
위 자체가 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감각작동성(sensorimotor)
이라는 것은 체화 인지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우리의 감각과 운동의 관계가 두뇌
활동의 표상을 거치지 않고도 맺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표상주의 인지
심리학에서는 두뇌의 중추적 활동이 우리의 감각과 운동 신경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체화 인지(embodied cognition)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은 중심
과 통제로서의 표상적(representational) 활동이 아니라 감각에서 바로 운동과 직결
되는 행위 단위들이 있음에 주목하였다(Varela et al. 1995: 172-179). 물론 감각작
동성은 근본적으로 감각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므로 고차원적인 인
지 과정을 포함하는 쓰기 과정과 명확히 일치시킬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쓰기 과정
의 사고와 행위의 관계에 대입하여 설명하자면, 우리가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손가
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자극하는 사고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쓰기 행위를 사고의 전사(transcription)나 번역(translation)으로 보는
기존의 고전적 인지주의의 관점과 달리, 행위 자체가 사고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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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분석 결과의 재해석’의 항목에서 소개했던 ‘상호 촉발 관계’의 개념은 이러
한 감각작동적 관계, 즉 사고와 행위의 양방향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상호
촉발 관계란, 쓰기 과정에서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계획에서 표현으로의
전사, 즉 계획 촉발 표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역방향의 촉발 관계, 즉
표현에 의해 촉발되는 계획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과 수정, 표현으로 구별되던 단위는 사고와 행위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치환은 글쓰기 과정을 계속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무엇인지를 설
명할 수 있게 만든다. 쓰기 과정에 대한 기존의 개념적 설명은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이상적이거나 일원적인 방식의 설명인 경우가 많았다. 대신, 쓰
기 과정 운용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설명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쓰기의 과정이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그렇게 체계
적일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쓰기 중의 사고와 문자화 행위는 표상적 관계인 동시에 감각작동적 관계이기
도 하다. 즉 사고의 표상으로서의 문자화 행위도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자화 행
위가 사고를 촉발하는 감각작동적 효과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두 힘은 글
쓰기의 과정을 지속시키는 추동력으로서 기능한다.

2)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적 결합 관계
엘보우(Elbow, 1986)는 쓰기 과정의 전개 방식을 변증법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은유적으로 제시하였다면55), 갤브레이스(Galbraith, 1999)는 변증법 개
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쓰기 과정 이론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변증법(辨證法,

55) 엘보우(Elbow)는 “모순을 이용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한계들을 보게 한다는
점”(1986: 245)에서 변증법으로서의 접근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많은 새로
운 생각들이 하나의 틀에 잡혀 있지 않고 끝내 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1986: 251) 변증
법의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적용할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언어라
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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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ic)은 철학적 방법론이자 역사 발전의 원리로서, 혹은 분석적 사고에 대항하
는 개념적 유연성의 원칙으로서 사용되었다. 갤브레이스가 사용하고자 했던 용법은
이 중 마지막 항목, 분석적 사고에 대항하여 진행이나 역동의 의미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다. 지식-구성 모형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자의적 변증
법’(dispositional dialectic)은 ‘문제 해결 더하기(plus) 표현’이라는 기존의 인지 과
정 모형의 전제 대신 ‘지식-구성으로서의 표현하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때 필자의 표현하기 행위의 추동력은 바로 필자의 자의성, 즉 ‘마음껏 문장을 생산
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자의적 변증법이란, 종합적 계획 혹은 자의적으로 유도된
사고의 표현이라는 양 극단 사이 어디에선가 글쓰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
이다. 즉, 모든 내용의 개념적 압축 형태의 계획을 텍스트 생산 이전에 완전히 확보
한 후에야 비로소 글을 쓰기 시작하는 완벽한 개요 짜기의 유형부터, 거의 자동기술
에 가까운 제멋대로의 텍스트 생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표현하기(translation) 과정은
자의적 변증법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Galbraith, 1999: 144-146).
그러나 이 설명에서는 중요한 논점 두 가지를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
는 바로 수정하기(revision)와 관련되며, 나머지 하나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컴
퓨터 작문의 과정과 손글쓰기 사이의 차이와 관련된다. 먼저 수정하기와 관련된 지
점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갤브레이스 모형에서는 이 자의적 변증법의 과정 속에서
수정하기가 어떤 역할로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 변증법에서 이 ‘변증법’의 과정 역시 불분명하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와 관련된 지점 역시 언급된 바가 없으나, 이것은 수정
하기와의 관련성 하에 논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과 손
글쓰기의 과정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다
(Colier, 1983; Hill, Wallace, & Haas, 1991; 강민경, 1999; 김정자, 2003;
Eklundh & Kollberg, 2003; prior, 2004; Dave & Russell, 2010 등). 물론 본질
적인 차이가 존재하느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수정하기의
과정은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의 특수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 하에 탐구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힐 · 월러스 · 하스(Hill, Wallace, & Haas, 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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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의 효과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이었던 초기 연구들과 달
리, 워드 프로세서의 수정하기 과정이 손글쓰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혀주었다. 또한 데이브와 러셀(Dave & Russell, 2010) 역시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에서의 수정하기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수많은 쓰
기 과정 연구들에서 원고(draf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워드 프로세
서 글쓰기를 하는 학습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의 편차가 매우 컸으며
그러한 만큼 원고의 개념이 훨씬 더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
고(draft)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수정하기 역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의미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광역 수정(global revision)의 의미 같은 경우, 손글쓰기에서는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데 비해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에서는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결국 자의적 변증법의 개념 자체는 본 연구의 전제와 문제의식을 많은 부분 공유
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자의적 변증법의 개념은 수정하
기의 개념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으며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의적 변증법 대신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자의적 변증법이 암시적 계획으로서의 사고와 명시적 사고로서의 표현 사
이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은 본 연구의 주요 관찰 범주 네 가
지인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의 특징이 손글쓰기에 비해 쓰기의 하위과정 사이의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구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생성과 검토의 두 항목은 관찰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는 점
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코드 명명 체계의 재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코드 명명 체계는 곧 쓰기 과정의 양상이 구체화, 시각화되는 방식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기반이 되기에 무리가 없다. 코드 명명 체계를 만들어갈
당시에는 쓰기 과정에 대한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하위과정으로 범
주화된 명명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가시적으로 관찰된 행위들을 위주로
코딩하고자 하였다. 원래는 행위 기술 위주였던 코드 명명 체계를 1차와 2차 분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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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구조 계획, 비구조 계획, 과제 인식

읽기

계획 참조

수정

다시 쓰기
계획 변경

정정, 교정,

읽기

삭제
진행 외적 수정
자료 참조

수정: 생성
진행: 첨가
교정: 첨가

진행, 유창성, 머뭇거림

표현
[그림 Ⅳ-8] 코드 명명 체계의 범주화

[그림 Ⅳ-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드 명명 체계는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네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는 진행이나 읽기, 교정, 구조 계획처럼 하나의 범주
에만 속하는 요소도 있지만, 계획 참조, 다시 쓰기, 수정형 생성, 진행 외적 수정 등
둘 이상의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요소도 있다. 이러한 교집합의 존재는 기존의 하위
과정 분류 방식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며, 쓰기 과정을 감각작동적 관계나
변증법적 결합 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림 Ⅳ-8]의 또 하나의 의의는 생성과 검토가 쓰기 과정의 원리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네 범주들을 행위
의 목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계획과 표현은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반면 읽기
와 수정은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을 행위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할 때 ‘생성’과 ‘검토’를 두 축으로 삼을 수 있다.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은 바로 쓰기 과정의 상호작용성을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
생성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검토는 이를 붙잡아 끄는 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립되는 두 축이 될 수 있다. 쓰기 과정을 변증법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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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되면 사전 계획을 세우는 구조화된 글쓰기 과정과 계획 없이 글을 쓰는 비구
조화된 글쓰기 과정 모두를 하나의 원리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은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결합 관계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며 두 축 간의
긴장과 융합 속에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필자의 상위인지적 인식의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는 헤이즈의 수정 모형(Hayes, 2012)과 마찬가지로, 쓰기 과정의 상위
수준을 크게 투입과 맥락의 층위와 조정하기 층위, 인지적 행위의 층위로 구분하였
다. 이 중에서 인지적 행위의 층위는 앞서 다룬 두 원리, 즉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
적 관계와 생성과 검토의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필자의 상위
인지적 인식은 조정하기 층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그리고 조정하기의 층위는
투입과 맥락의 층위와 인지적 행위의 층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쓰기 과정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인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필자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쓰기 과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원
론적 차원의 인식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필자는 쓰기 과정과 관련된 이 두 가
지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쓰기 과정의 조절에 개입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쓰기 과정에 있어서 상위인지가 개입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쓰기 과정에서 상위인지의 문제는 인지 과정 모형에서도 하위과정 중 하나인 조정
하기(monitoring)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바 있다. 사회적 인지 개념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상위인지적 문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교육적 적용과 전략의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 역시 많았다(Zimmerman & Reisemberg, 1997; Harris,
Graham, Brindle, & Sandmel, 2009). 그러나 이들이 모두 쓰기 과정 내에서의 상
위인지적 작용 혹은 상위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면, 여
기서 말하는 쓰기 과정 자체에 대한 인식은 쓰기 과정의 내부과 외부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로서의 상위인지와 관련된다. 다음 [그림 Ⅳ-9]는 상위인지적 작용을 위계
에 따라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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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상위인지적 과정들의 위계 (Tobias & Everson, 2009: 109)

토비아스와 에버슨(Tobias & Everson, 2009: 109)에 따르면, 상위인지적 작용은
지식 조정하기, 전략 선택하기, 학습 평가하기, 계획하기의 네 층위로 크게 구성된
다. 이 위계는 아래의 단계가 위 단계의 근거가 되는 구조이며, 이들 단계들 간의 연
결은 조절하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위계 도식에 따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즉 지식의 모니터링은 모든 상위인지적 작용의 근간이 된다.
위의 [그림 Ⅳ-9]에 따르면 지식을 조정하고 자신의 지식 상태에 정확히 접근하는
능력은 상위인지 요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즉,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더욱 상위 단계의 상위인지적 활동에 해당하는 계획하기, 적합한
전략 선택하기, 학습을 정확히 평가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위인지적 과정의 근본으로서의 자기성찰은 그 이상의 상위인지적 과정들, 즉 전략
의 선택, 학습에 대한 평가, 계획하기에 이르는 과정들 이전에 필요한 단계가 된다.
아울러 이러한 상위인지적 작용의 중요성은 비단 자기 조절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으
며 궁극적으로는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과 관련된 선택의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결국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과정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던로스키와 멧칼프(Dunlosky & Metcalfe, 2009: 3)는 상위인지와 관련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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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로 크게 상위인지적 지식, 상위인지적 검토, 상위인지적 조절 등을 들었다는 점
을 주목할 수 있다. 그들은 상위인지적 지식의 예시로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과 ‘어떻게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상위인지적 검토의 예시로는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읽을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상위인지적 조절의
예시로는 ‘새로운 전술의 활용에 대한 결정’ 및 ‘사소한 국면에 얼마나 시간을 들일
것인가에 대한 결정’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필자의 상위인지적 인
식은 바로 이 상위인지적 지식과 상위인지적 검토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상위인
지적 조절과 관련해서는 영향 관계 요인 분석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던
로스키와 멧칼프의 예시들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필자의 상위인지적 인
식을 유형화 해 보면, 크게 자기 인식, 조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인식
의 세 차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들을 바탕으로, 2)절에 제시했던 <표 Ⅳ-2>의 변인들을 영향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쓰기 과정에서 상위인지적 인식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Ⅳ-3> 상위인지적 인식의 구성
투입 및 맥락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지식

조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

인식

기질

자기 인식

<표 Ⅳ-2>가 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들의 목록을 선행 변인과 매개 변인, 결과
변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나열해 놓았다면, <표 Ⅳ-3>은 상위인지적 인식의 차원에서
이들을 재배치할 경우 어떠한 범주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이때 선행 변인의 요
소들은 크게 지식과 선행 조건, 기질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
식’의 요소에는 수사적 지식, 내용 지식, 절차에 대한 지식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
질’에는 인지적 습관과 글쓰기 습관, 선호도, 기대, 인지적 부담 및 정서적 부담, 자
기-조절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제, 장르, 사회적 관계, 물리적 조건, 기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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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요소 등은 모두 ‘선행 조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선행 조건이란 글
을 쓰는 상황에 미리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자의 상위인지
적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식에 의거한 지식 인식, 기질에 의거한 자기 인식, 선
행 조건에 의거한 조건 인식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쓰기 과정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1)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설계
쓰기 과정을 역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쓰기 과정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체계나 절차 위주의 설명
방식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고와 행위 간에 양방향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생성과 검토라는 대립되는 두 방향의 힘이 쓰기 과정을 어떻
게 이루어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 모형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통합적으로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사고와 행위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쓰
기 과정을 사고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으로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
서야 비로소 양자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 자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어떠한 속성들이 생성 혹은 검토의 축을 이루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
석들은 모두 관찰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필자의 상위인지적 인식에 대해 다룰 때에는 <표 Ⅳ-2>의 변인 목록 중에서
선행 변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같은 목록 중에서도 매개 변인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매개 변인들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상호 촉발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상호 촉발 관계란,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호간에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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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쓰기 과정 요소 네 범주의 배치
속성
구분
생성

검토

사고

계획

읽기

행위

표현

수정

결과

그런데 앞서 원리 항목에서 밝혔듯이,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주요 네 범주는
생성과 검토라는 대립적인 두 축을 바탕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생성의
축에는 계획과 표현이, 그리고 검토의 축에는 읽기와 수정이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네 범주는 사고와 행위의 차원으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계획과 읽기가 사고 차
원의 목적을 위한 쓰기 과정 요소라면, 표현과 수정은 행위 차원의 목적을 위한 쓰
기 과정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획, 표현, 읽기, 수정 사이의 긴밀
한 관계를 ‘생성’과 ‘검토’라는 속성과, ‘사고’와 ‘행위’라는 결과의 층위를 바탕으로
재배치하면 위의 <표 Ⅳ-4>와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재배치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변인 목록 중 매개 변인에 해당하는 행위들, 즉 상호 촉발 관계를 드
러내는 쓰기 과정 요소들을 각각의 해당하는 영역에 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의 <표 Ⅳ-5>는 <표 Ⅳ-4>의 두 축의 결합 방식을 기반으로 하
여 각각의 상호 촉발 관계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의 <표 Ⅳ-5>에서는 생성하기와 검토하기를 기준으로 계획하기와 표현하기,
그리고 읽기와 수정하기를 대별할 수 있다. 생성하기의 사고 층위가 계획이라면, 행
위 층위는 표현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토하기의 사고 층위는 읽기, 검토하기의
행위 층위는 수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 촉발 검토’라 함은 생성의 사고로부
터 촉발하여 검토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표현 촉발 수정’은 생성의 행위로부
터 검토의 행위가 촉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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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쓰기 과정의 상호 촉발적 속성
대립

생성하기

속성
결과

사고

사고

행위

계획 촉발 읽기

표현 촉발 읽기

읽기 촉발 계획

읽기 촉발 표현
계획 촉발 계획

검토

표현 촉발 표현

하기

수정 촉발 수정
행위

계획 촉발 수정

표현 촉발 수정

수정 촉발 계획

수정 촉발 표현

위의 <표 Ⅳ-5>에서는 각 축이 만나는 지점에 어떠한 상호 촉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운데에 걸쳐 있는 ‘계획 촉발 계획’과 ‘표현 촉발 표
현’, ‘수정 촉발 수정’은 연쇄에 의한 전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즉, 본문 생산의 원
동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로 다른 두 힘, 혹
은 서로 다른 두 국면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힘 혹은 국면이
그 자체로서 전진하는 연쇄적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들의 상호작용적 속성은 이후 모형 도출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앞서 제기했던 부정적 증거와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이기도 하다. Ⅲ장 분석 내용의 검증 단계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증거들은 결국 해당
사례를 계획하기 기반의 유형 혹은 수정하기 기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유형화 원리대로 양분화가 가능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그러나 <표 Ⅳ-5>의 설명
에 따르면 결국 어느 한 사례도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존재할 수는 없게
된다. 즉 생성과 검토의 두 축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 하나의 쓰기 과
정이 규정될 수 있으며, 생성이나 검토 둘 중 하나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결국, 생성과 검토, 그리고 사고와 행위라는 두 차원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사고의
생성으로서의 계획, 행위의 생성으로서의 표현, 검토의 사고로서의 읽기, 검토의 행
위로서의 수정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생성과 검토의 두 대립 축 안에 이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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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쓰기 과정상의 행위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생성은 앞으로 나아가
려는 힘이라면, 검토는 이를 저지하거나 붙잡으려는 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생성과
검토는 쓰기 과정을 움직이는 대립적인 두 축이 된다. 그리고 글쓰기의 과정은 이러
한 생성과 검토가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면서 경합과 갈등, 탈락과 생성을 이루어나가
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2)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실제
역동적 상호작용의 쓰기 과정은 대립되는 두 축인 생성과 검토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쓰기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대립되는 두 과정의 본
질을 생성하기와 검토하기로 명명하였다. 이 대립 항목의 도출은 기존의 하위과정
구성 개념인 계획하기와 수정하기, 표현하기의 구성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
고와 행위라는 또 하나의 축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변증법적
생성의 영역

결합의 영역

검토의 영역

생성: 사고

검토: 사고

생성: 행위

검토: 행위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 기질 / 지식

[그림 Ⅳ-10] 쓰기 과정의 이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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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형의 출발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조건>, <기질>, <지식> 등의 요소이다. 쓰
기 교육의 대상이 되는 글쓰기 과정은 대체로 과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여타의 조건
들에서 시작된다. 기질은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과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호불호나 성향과 관련된다. 지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작동
한다. 하나는 과제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절
차적 지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질>과
<지식>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상위인지적 인식의 차원이다. 그러므
로 이후의 본문 생산이 사고 차원으로 먼저 이루어질지, 아니면 행위 차원으로 먼저
이루어질지 여부를 상위인지적 인식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지
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표적으로 지식과 관련한 상위인지적 인식
에 해당한다. 즉, 필자들은 대체로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전략 차원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글
을 잘 쓰는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라든가, ‘글을 잘 쓰려면 여러 번에
걸쳐 고쳐 써야 한다’ 와 같은 생각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것이 과제나 조건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어떠한 쓰기 과정을 운용하게 될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 또는 검토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잡한 변증법적 결합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쓰기 행위로서 전개된다. 그러
므로 이 과정은 플라워와 헤이즈가 강조하였던 위계에 의한 전개 대신56), 진행과 역
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잠재적인 차원이며 행동 유도성(affordance)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생성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검토는 이
를 잡아끄는 반작용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생성과 검토는 대립하는 두 개
의 축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도식에서 <생성: 사고>는 계획하기의 사고
과정을, <생성: 행위>는 표현하기 과정을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검토: 사고>는 써놓
은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사고 과정을, 그리고 <검토: 행위>는 수정하는 행위 과정
을 대변한다. 이로써 생성과 검토, 사고와 행위의 대립 항 요소들의 결합은 쓰기 과
정의 주된 요소 네 가지인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56) 플라워와 헤이즈는 쓰기의 과정이 위계적인 체제라고 보았으며,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
다른 하나의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는 위계”(Flower & Hayes, 1981: 375)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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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정립시킬 수 있다.

<표 Ⅳ-6> 쓰기 과정 요소의 의미
쓰기 과정 요소

의미

계획

내용 생성과 관련된 사고 과정

표현

가시적으로 텍스트화하는 행위 과정

읽기

이미 작성된 텍스트를 확인 · 평가하는 사고 과정

수정

가시적으로 텍스트를 고치는 행위 과정

생성

검토

여기서 기본적으로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이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로 묶이는 것
은 아니다. 인지 과정 모형(Flower & Hayes, 1981)에서는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이
쓰기 과정의 전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생성 차원의 계획과 표현의 관계를 선후 관계
로 인식하였으나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선후 관계이기보다는 상호작용적 관계
로 본다. 즉, 먼저 머릿속에서 내용을 생성한 후에 표현으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앞
서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적 관계’에서 논의하였듯이, 모든 표현이 의식적인 사고
를 거쳐서 생성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토의 영역에서도 이미 작성된 텍스트를 평가하는 사고 과정과 텍스
트를 가시적으로 고치는 수정의 과정이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텍
스트를 평가하는 사고 과정의 결과로 인해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정의 결과
로 인해 전혀 다른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진행 중에 갑자기 눈에 띄어서
현재 진행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
구의 Ⅲ장 분석 과정에서 ‘진행 외적 수정’이라는 명명 하에 이미 관찰된 바가 있
다.57) 또한 앞서 상호 촉발 관계 항목에서 다루었던 ‘다시 쓰기’에 대한 분석 내용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57) 진행 외적 수정은 현재 커서가 놓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기존 텍스트로 되돌아가 이루
어지는 수정을 일컫는다. 이것은 기존 텍스트에 대한 읽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정
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중에(갑자기 눈에 띄어서) 갑자
기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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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작동의 원리는 어떻게 하나의 쓰기 과정 사례를 계획 기반 쓰기
과정, 혹은 수정 기반 쓰기 과정으로 이끌게 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사전 계획의 개
념이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 위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의 관계와 관련해 볼 때,
‘사전 계획’(preplanning)은 사고로서의 계획이 표현으로 옮겨 가는 중간 단계를 설
정해 놓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대로, 계획과 표현 사이에 ‘계획→표현’, 그리고 ‘표
현→계획’의 양방향적 영향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때, 사전 계획은 ‘계획→표현’에만
해당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인위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은 정확히 표현하면 ‘사전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
이다. 즉 사전 계획으로서의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은 ‘계획→표현’의 작용에 중심이
놓여 있는 쓰기 과정이며,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은 ‘계획→표현’보다는 ‘표현→계획’
의 작용에 그 진전의 중심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획 기반이건 수정 기반이건 ‘계획→표현’과 ‘표현→계획’의
작용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쓰기 과정에 있어서 내용 생성의 핵심 기능을 담
당하는 것이 어느 쪽인가, 그리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쪽인가 등에
따라 둘 중 하나에 더욱 중심이 놓일 뿐이다. 아울러, 이들의 결합 과정에는 상호작
용에 의한 다양한 경합과 갈등, 탈락과 생성의 작용들이 가해지겠지만, <상위인지적
인식>의 요소 역시 지속적으로 이들의 결합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또한 상호작용의
질과 양 역시 개인차가 크다. 상호작용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경우를 베레이터와 스
카다말리아(Bereiter & Scardamalia) 식으로 표현하면 ‘지식-진술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진술 모형과 지식-변형 모형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지식-진술 모형에서는
지식 검색을 통해 해결책을 찾지만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행위 요소들의 결합
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전략적 처치가 더욱 용이할 수 있다.

3) 적용: 중학생 학습자의 쓰기 과정 양상
쓰기 과정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추상화된 영역에 있는 원리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육적 적용을 염두에 둔다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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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쓰기 과정에서 어떠한 지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해당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
면 그것은 곧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교육적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그림 Ⅳ-10]의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양방향 화살표들은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표현한 것일 뿐 모든 쓰기 과정에 이러한 방식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학습자들이 어떠한 영향 관계에 좀 더 치
중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쓰기 과정 양상을 선택하기 위하여 1절에 제시한 바 있는
[그림 Ⅳ-6] ‘쓰기 과정 유형 조합의 분포’를 참고하였다. 평균적이거나 많은 사례
수의 쓰기 과정 유형을 분석하기보다는, 계획 기반과 수정 기반의 각 유형별로 가장
양 극단에 놓일 수 있는 쓰기 과정을 분석한다면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의 스펙트럼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획 기반의 유형에
서는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과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양 극단을, 수정 기반 유형에서는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과 <정정 중심
/ 진행 중 검토/ 무수정>의 양 극단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계획 기반 유형의 문제들을 모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
다. [그림 Ⅳ-11]는 사전 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개요 짜
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과정과
관련된 언급을 매우 소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계획 반영이나 계획 변경과 관련
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즉,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범적인 쓰
기 과정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언급된 바가 없다는 말이
다. 그러나 적어도 사전 계획을 표현하기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계획 변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은 교육과정에서 상정하는 모범적
인 쓰기 과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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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
생성의 영역

결합의 영역

검토의 영역

생성: 사고

검토: 사고

생성: 행위

검토: 행위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 기질 / 지식

[그림 Ⅳ-11]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적용: 계획 기반의 과정 1

[그림 Ⅳ-11]에서 물음표로 표시해 놓은 것은 해당 방향으로의 영향 관계가 문제
시됨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례라 해도 문제가 되는 지점이
늘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표시해 놓은 방향성 외에도 문제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표시해 놓은 연관 관계가 해당 유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가장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생성: 행
위’는 ‘생성: 사고’의 전사(transcription)에 해당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를 붙
여놓았듯이, ‘생성: 행위’에서 ‘생성: 사고’로 미치는 영향 관계는 상대적으로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검토: 사고’ 역시 ‘생성: 행위’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가시화
된 ‘생성: 사고’, 즉 사전 계획의 필터를 거쳐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찬가지
로 ‘생성: 행위’가 ‘검토: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유형에서는 ‘?’로 표시한 두 과정, 즉 ‘생성: 행위’가 ‘생성: 사고’
를 촉발하는 과정과 ‘생성: 행위’가 ‘검토: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을 실제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적용시
켜 파악했을 경우, 어떠한 차원으로 교육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더 실질
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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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
생성의 영역

결합의 영역

검토의 영역

생성: 사고

검토: 사고

생성: 행위

검토: 행위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 기질 / 지식

[그림 Ⅳ-12]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적용: 계획 기반의 과정 2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이 가능하다. [그림 Ⅳ-12]
는 계획 기반 유형 중에서도 [그림 Ⅳ-11]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과정이다. 기존 교육과정들은 물론, 과
정 중심 쓰기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계획하기의 차원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를 계획하기의 차원으로 다루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쓰기 과정을 계획 기반의 유형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의 문제는 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사안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과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Ⅳ-12]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지적한다면 ‘생성: 사고’가 ‘생성: 행
위’를 촉발하는 과정과 ‘검토: 사고’가 ‘생성: 행위’를 촉발하는 과정, 그리고 검토 영
역으로 이어지는 상위인지적 인식 부분이다. 초고 쓰기이면서 계획 단절 유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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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고 쓰기의 형태로 계획을 짜면서 이를 본
문의 축자적 형태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재료로 여기는 유형에서는 흘러나오는 표
현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서의 ‘생성: 사고’와 ‘검토: 사고’가 얼마나 잘 뒷받침되느
냐가 관건이다.
결국 중학생 학습자 중에서 이러한 유형을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토와 관련된
상위인지적 인식 역시 문제가 되며, 본인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도 함께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이 유형 본연의 특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와
도 관련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이더라도 미숙한 필자의 경우, 선행 조건이나 지식
등으로부터 새로운 내용을 이끌어내는 ‘생성 영역’으로의 상위인지적 인식에 비해 전
반적인 내용이나 전체 구조와 관련된 수정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은 ‘검토 영역’으로
의 상위인지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유형은 사고와 행위의 관계만 놓고 보면 수정 기반의 유형에 더욱 가까우며 그
런 점에서 수정 기반 유형의 처방이 더욱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획
기반 유형의 처방이 필요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고 의식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즉,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필요
에 따라 사전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짜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으며, 사전 계획을 짜
더라도 매우 느슨한 형태로 짤 수도 있고 좀 더 정교한 형태로 짤 수도 있다. 이 모
든 가능성들은 경우에 따라 모두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동 원리가 개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계획을 세우라는 과제상
의 요구가 있을 경우의 쓰기 과정 운용은 수정 기반 유형의 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정 기반의 유형도 마찬가지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Ⅳ-13]은 수정 기반 유형
중에서도 수정하기 과정을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유형 중의 하나인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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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
결합의 영역
생성의 영역

검토의 영역

생성: 사고

검토: 사고

생성: 행위

검토: 행위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 기질 / 지식

[그림 Ⅳ-13]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적용: 수정 기반의 과정 1

다시 쓰기의 수정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진행 중 검토와 진행 후 검토를 모두 활
발히 활용하고 수정의 양상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형은 능숙한 필자냐
미숙한 필자냐의 차이에 따라 그 운용 양상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기도 하다. 즉 이러한 양상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쓰기
과정 유형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우 산만하기만 하고 생각과 표현이 단절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 학습자 중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발달 단계
상의 특성과 관련된 교육적 적용이 필요한 지점이다.
아울러 이 유형도 앞서 초고 쓰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생성 영역의 상위인지적 인
식에 비해 검토 영역의 상위인지적 인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다시 쓰기 유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정 기
반 유형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수정 과정에서는 기껏해야
문단 단위의 광역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주제나 전체 구조에 의거한 상위인
지적 차원의 광역 수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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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정 기반 유형 중에서도 수정하기의 과정을 가장 미약하게 활용하고
있는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의 유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음과 같다.

변증법적

생성의 영역

결합의 영역

검토의 영역

생성: 사고

검토: 사고

생성: 행위

검토: 행위

상위인지적 인식

조건 / 기질 / 지식

[그림 Ⅳ-14]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적용: 수정 기반의 과정 2

[그림 Ⅳ-14]는 변증법적 결합의 영역에서 사고와 행위를 연결하는 거의 전 영역
에 있어서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의 세 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 유형 내에서도 배경지식이나 기질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차가 크기는 하
나, 근본적으로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적절한 상위인지적 개입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이 경우 사고와 행위 간의 연결은 물론,
사고와 사고, 그리고 행위와 행위 간의 연결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
형의 경우 우선 행위와 행위 간의 관계, 혹은 사고와 사고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차
원의 더욱 기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과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의 운용 방식의 문제점
을 각 유형별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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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해당 쓰기 과정 유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들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
라는 점, 그리고 중학생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의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성인 필자의 경우 해당 양상을 더욱 심도 깊고 활발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양
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교육적 적용은
발달 단계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교육적 적용
1) 기존 관점과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의 비교
박영민(2001)과 정희모(200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문 이론의 성과를 그대로
작문교육 이론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양자는 별개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쓰기 교육의 관점을 세우고자 할 때 글쓰기 자체에 대한 탐구와 전혀
무관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쓰기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전제와 가정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교육적 실천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와 가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교육적 실천은 매우 추상적 차원에
머물거나 기존의 통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결국 교육적 적용은
어떠한 맥락에서 출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더 관점의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고린스키 · 요한센 · 칸 · 맥컨(Smagorinsky,
Johannessen, Kahn, & Mccann, 2010)의 연구 역시 쓰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 쓰
기교육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총 8가지의 주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즉 쓰기의 본질, 학습의 과정, 쓰기 발달에 교육이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쓰기 교육의 실천이 달라진다는 말
이다.
쓰기 과정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학습자의 쓰기 과정 관찰로부터 출
발하여 쓰기 과정 원리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인
지 과정 모형(Flower & Hayes, 1981)이 성인 필자의 쓰기 과정을 관찰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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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지 과정 모형을 쓰기 과
정에 대한 전제로 삼은 채 쓰기 교육 이론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전략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쓰기 교육
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김혜연(2005: 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능숙한 필자들의 전략을 미숙한 필자들에게
적용하는 교육 방식은 미숙한 필자의 인지적 한계, 정서적 차이 및 전략적 전이의
어려움, 실제 학습자에 대한 고려 부족,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 목표
등의 문제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
에 대한 관찰로부터 쓰기 과정의 이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쓰기 교육 실천
의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의 원리 개발 의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주장하는 만큼, 쓰기 교육의 관점 역시 기존의 것에서 달라질 필요가 있
다. 그런 점에서 쓰기 과정에 대한 이론들 중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교육에 가장 지
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관점과, 본 연구의 관점을 비교하는 일은 교육적 적용에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쓰기 과
정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었다.58)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쓰기의 과정을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쓰기 교육 목표 설정의 층위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8) 이러한 문제-해결의 관점은 과정 중심 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6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최
근의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쓰기 과정에 대한 유일한 관점으로서
등장하였다. 참고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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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쓰기 과정에 대한 기존 관점과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의 비교
쓰기 과정에 대한
관점

문제-해결의 관점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

필자의 사고 과정 및

생성과 검토의 대립

문제-해결의 인지적 능력

축에 의한 사고와 행위

비교의 영역
본문 생산의 원동력

쓰기 과정의
중점 요소

계획하기의 사고 과정

양방향적 관계를 이끌기
위한 상위인지적 조정

쓰기 과정의

각 하위과정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육적 적용

적용 전략의 생성

맥락 위주의 전략 생성

<표 Ⅳ-7>에 따르면, 문제-해결의 관점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본문 생산의
원동력, 쓰기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요소, 그리고 쓰기 과정의 교육적 적용 등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본문 생산의 원동력의 경우, 문제-해결 관점
은 필자의 사고 과정 및 문제-해결의 인지적 과정 및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때 사고 위주의 관점이란 특히 문제-해결의 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플라
워와 헤이즈(Flower & Hayes, 1981), 플라워(Flower/ 원진숙 외 역, 199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의 관점은 비단 쓰기 과정 이론뿐만 아니라 표상주의 심
리학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식 습득의 과정이 상징
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산출규칙에 따른 절차적 지식의 형성이 관건이 된다.59) 그러나 문제-해결 표
상으로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려는 방식은, 주요 행위들을 모두 사고 표상을 거친 과
정으로서만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사고 과정을 절차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제
가 된다.
이와 달리,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생성과 검토의 대립 축에 의한 사고와
행위를 본문 생산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59) 앤더슨(Anderson)의 ACT 모형이 이러한 표상주의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정모 외, 200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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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생산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문을 가시적인 형태로 생산하게 만드
는 힘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결국 이 관점에 따르면, 사고의 과정
도 본문을 생산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글을 써나가는 행위,
즉 첫 문장을 적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비롯된 문장의 연쇄들을 이어나가는 행위,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연쇄들이 가시적으로 드
러난 뒤에야 비로소 그에 자극받아 나타나는 생각들도 있다는 점은 이 관점에서 밝
혀낸 쓰기 과정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쓰기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요소는 문제-해결의 관점의 경우 계획하기의 과
정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문제-해결 관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인지 과정 모형
(Flower & Hayes, 1981)에서는 이미 모형 자체에서 계획하기의 비중이 월등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헤이즈의 수정 모형(Hayes, 2012)
에서는 기존의 하위과정 구분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계획하기’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어졌을 뿐, 모형
의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존 모형에서 계획하기의 과정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쓰기 과
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제안자에서 번역자를 거쳐 전사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명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전사(transcription)로서의
표현하기’의 개념은 더욱 분명해졌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고 위주의 관점을 더욱 강
화시키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계획, 표현, 수정의 하위과정 구별 대신 생성과 검토, 그리고 사고와 행위를 쓰기 과
정을 이끄는 주요한 축들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쓰기 과정의 각 국면들
끼리의 양방향적 관계를 이끌기 위한 상위인지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쓰기 과정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에서는 각 하
위과정별로 적용 전략들을 생성하는 차원으로 발달하였다면,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
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하는 맥락 위주의 전략 생성이 필요하다. 물론 인지 과정 모형
에서는 하위과정의 분절이 실제 분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개념적 분절에 해당하며
이들 사이의 회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회귀성
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각 하위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투입-산출의 절차
구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회귀적 구조를 구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면도 있다. 아울러 인지 과정 모형을 교육적으로 적용하였던 연구들 역시 대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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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정별로 분절된 전략 체계를 개발해 왔다는 점도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그
러므로 사고 위주의 관점이건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이건 간에, 쓰기 과정의 다양
성을 고려하는 맥락 위주의 전략은 쓰기 과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두루 필요하
다.
그러나 전략의 적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원론적인 차원보다도 전략
자체의 구체성과 실질성에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해결 전략을 약한 전략과 강한
전략으로 구분하였던 보스(Voss, 1989: 74)와 스미트(Smit, 2004: 122)의 논의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약한 전략의 경우 광범위한 영역과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대신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결국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 강한 전략
의 경우 마치 공식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영역-특수적이라서
맥락이 달라지면 소용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략 위주의 쓰
기교육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쓰기 과정의 개인차를 만들어내
는 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은 약한 전략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하위과정 중심의 전략들보다는 다양성을 고려하고 개
별화 적용이 가능한 전략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쓰기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1)항에서는 쓰기 과정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을 비교하며 일
반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면, 2)항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의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쓰기 과정 운용과 관련해
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
해서 차근차근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적용의 차원에서는 계획 기
반의 쓰기 과정과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의 유형 분류를 다시 전제로 삼고자 한다.
쓰기 과정은 본질적으로 양분화할 수 없지만, 교육적 적용에서는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 운용의 문제를 다루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쓰기 과정 운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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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루는 것이 그 한 방향
이다. 쓰기 과정에 대한 쓰기 교육 연구 및 교육 현장의 인식이 학습자들에게 잘못
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기질이나 성
향, 오해 등으로 생겨난 부적절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인식의 문제는 부적절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의 차원에서 각 유형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요소들
을 지적하는 것이 나머지 한 방향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진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
결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1) 쓰기 과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을 관찰하는 동안, 쓰기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어
떻게 구성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찰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사전 설문지나 면접, 자가기록 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간접 자료와 직접 자료의 상호적 추론
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 중에서
도 특히 과정에 대한 오해나 편견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오해나 편견들은 결국 쓰기 과정의 운용에 있어서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
을 적절한 수준에서 바로잡고 입체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38명의 최초 참여자들 중에서 검
증의 대상이 된 28명의 사전 설문지에 대한 별도의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글쓰기에 대한 선호도 및 글쓰기 빈도, 글쓰기 실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계획하기나 수정하기와 관련된 개인의 스타일, 계획 혹은 수정에 대한 원론적인 생
각, 글을 잘 쓰기 위한 요건에 대한 개인의 견해, 일반 학습 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서술형으로 풀어쓸 수 있도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되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의견들을 적도록 독려하였다. 단, 계획하기나
수정하기와 관련된 개인의 스타일을 묻는 문항은 조건부 질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개념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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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풀어서 재질문하기도 하였다. 사전 설문지의 다양한 해석을 위하여, 녹화
관찰 내역의 분류와 비교하는 과정도 거쳤다. 그러한 비교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
은 뚜렷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Ⅳ-8> 사전 설문에 의한 유형 구분 (28명)
계획 기반의 유형
유형

비구조

구조 계획
인원수

계획

5

수정 기반의 유형
고쳐 쓰기

다시 쓰기

11

5

7

총합

12

16

<표 Ⅳ-9> 과정 관찰에 의한 유형 구분 (28명)
계획 기반의 유형

수정 기반의 유형

유형

인원수

체계성

의존성

가변성

개요: 2

의존: 3

고정: 3

초고: 2

단절: 1

변경: 1

총합

연결성

역동성

생산성

수정: 17

급진: 5

유창성: 8

교정: 3

점진: 9

혼합: 6

다시쓰기: 5

희박: 10

머뭇거림: 10

4

24

위의 <표 Ⅳ-8>과 <표 Ⅳ-9>를 비교해 보면, 설문조사에서 개요 혹은 메모를 텍
스트 생산 전에 작성한다고 대답한 인원수와, 실제 쓰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획을 실제로 생성한 인원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합해서 12명
(43%)에 달하지만 후자의 경우 합해서 4명(14%)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수정 기반
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설문의 경우 16명(57%)에 그쳤지만 실제 관찰에서는 24
명(80%)이나 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 중에는 우선 실제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이 쓰기 과정에 임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글쓰기는 본래 고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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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전에는 글을 잘
쓰게 되기보다는 가장 손쉽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자 하기 마련이
다.60) 게다가 심층 관찰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에게는 계획을 세워보라거나, 세우
지 말라고 하는 등, 과제 제시와 함께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제시된 때도 있었으나,
초기의 38명에 대한 관찰은 가능한 한 실제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
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 여건의 차이들이 불일치를 빚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전-계획을 선호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공통적으로 수정 기반 쓰기 과정에 의거
하여 글을 쓰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
것은 어느 시점에 인지적 부담을 가장 강하게 느끼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적어도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의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표현하기로 넘어가기까지가 가장 힘
이 들고,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경우에는 과정 초기보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인지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좋은 글을 완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에만 목적을 둘 경우, 시작할 때의 인지적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기 쉽다.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은 어려운 인지적 과정을 뛰어넘는
일 자체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상황 여건만의 문제로만 설명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은 크게 필자 스스로의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과 보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요건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인식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쓰기 과정 운용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표 Ⅳ-10>
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과 이들의
전략 선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0)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이나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과정이 더욱
어렵고 쉬운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무계획 무수정의 과정 전략을 선택한 학습자
의 경우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인지적 고민의 양이나 질도 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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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설문 조사와 관찰의 일치 여부
설문-관찰 일치

일치

설문-관찰 불일치

여부

계획-계획

수정-수정

계획-수정

수정-계획

인원수

3

17

7

1

설문 조사와 실제 관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전 계획을 세운다고 답해 놓고 실제로는 세우지 않은 사례는
7명(25%)이었지만, 거꾸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을
세우는 사례는 단 한 명(3.6%)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문 조사와 관찰이 일치
한 경우는 20명,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8명이었다. 특히 불일치하는 8명 중에서 압
도적 다수인 7명(88%)이 고쳐 쓰기보다 계획 세우기가 글쓰기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즉, 이들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글쓰기 방식은 수정하기 전
략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일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은 사전 계획을 짜는 것도, 그렇다고 적절한 수정 기반의 전략을 갖추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계속 글을 써 나갈 가능성이 높다.
설문 조사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개요 짜기와
내용 생성하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이
개요라고 믿고 있는 것의 실체는 매우 모호하였으며 그 구성 방식이나 역할에 대해
서도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개요(outline)라 함은 구조를 갖춘
계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계획은 개요가 아니라 내용 생성하
기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을 개요로 생각하
거나 본격적인 글을 쓰기 전의 미완성 초고(first draft)를 개요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요의 역할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였다. 전반적으로,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개요 혹은 계획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데 반해(73%),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을 선호하는 학습자들
은 고쳐 쓰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52%). 그러나 선호도와 관계없
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계획을 잘 짜는 것이 글을 잘 쓰기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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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건으로 꼽혔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신중하게 고쳐 쓰는 것이 그 다음의 요
건으로 꼽혔다.
개요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을 선호하는 학습자 중에서 개요가 필요하지만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 경
우나 개요를 작성해 놓고도 그것을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는 경우, 개요를 작성했지
만 글을 쓰는 과정에 틈틈이 바꾼다는 경우, 그리고 개요대로 쓰다가 나중에 처음부
터 새로이 다시 쓴다는 경우 등은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지점들을 시사한다.
이것은 곧 개요를 무엇으로 볼 것이며,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지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된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쓰기 과
정의 인식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쓰기 과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육적 적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대체
로 개요 짜기의 방법이 글을 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효과
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정작 본인의 글쓰기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된 인식은 필자 스스로 자신의 쓰기 과정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전 계획이 스스로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면 사전 계획 없이 어떻게 쓰기 과정의 난점들을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에 더
욱 집중하는 편이 낫다.
둘째, 사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자들이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요소일 수 있다. 학습자들은 확실한 체계가
잡힌 구조적인 개요부터,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문장들의 덩어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사전 계획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사전 계획대로 글을 쓰건,
다르게 글을 쓰건 간에, 사전 계획은 그 자체로 본문이 아니라 하나의 재료일 뿐이
다. 그러므로 문제는 학습자들이 개요나 사전 계획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적 적용은 사전 계획을 잘 만드는 데 있다기보다는 사전 계획을 본
문에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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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과정 운용의 문제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생성과 검토의 두 축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이 작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쓰기 과정과 수정을 기반으로 하
는 쓰기 과정 모두 적절한 쓰기 과정 운용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
받침한다. 사전 계획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생각이 나
타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결과들(Torrance, 1996; Galbraith,
1996; Galbraith & Torrance, 2004)도 이를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으
며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단 하나의 모범적인 쓰기 과정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밝혀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
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
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Ⅳ-10](p. 16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각 요소들끼
리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양방향 화살표는
방향성을 양쪽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영향의 정도나 비중에 있어서
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이 각 영역
간, 그리고 사고와 행위 간의 양방향적 관계가 활성화될수록 바람직한 쓰기 과정이
라고 보는 것이다. 이때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적으
로 나머지 영역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획 기반의 유형이나 수정 기반
의 유형의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 층위의 영역들에서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는 양상을 나타낸다면 적절한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사전 계획을 짜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사전
계획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작용에 대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또 다른
작용이 없다면 사전 계획의 전략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앞서 3절 3)항에서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을 적용할 때 네 가지 극단적인 유형들을
다룬 바가 있다(pp. 163-170). 계획 기반 유형의 경우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과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두 유형이 양 극단을 이루었으며, 수
정 기반 유형의 경우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과 <정정 중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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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무수정>의 두 유형이 또한 양 극단을 이루었다. 이외의 유형들은 이들 네 유
형의 조금 더 온건한 차원의 변이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적 적용
을 위한 문제 진단과 해결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이들 네 유형을 기본 유형
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들이 지닌 쓰기 과정상의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요 짜기/ 계
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은 모든 사고와 행위 과정의 기준이 가시적 계획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전달력이 높은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쉽다. 그러나 이때의 가시적 계획은 생성으로서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검토로서의 사고와 행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이미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표현
하기 행위마저도 계획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와 행위의 감각작동적 영향
에 의한 내용 생성도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라는 것이 반드
시 좋은 글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글쓰기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은 그 흐름은 글이 완성되기도 전에 멈추
어 버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초고 쓰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유형에서는 앞서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과 정반대의 차원으로 문제가 생긴다. 즉 표현하기 행위 자
체가 촉발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글쓰기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
다. 또한 일반적인 수정 기반 유형과 달리 느슨한 형태의 사전 계획이 존재하기 때
문에 검토로서의 사고도 더욱 잘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획 단절과 계획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검토 영역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A1의 사례에서 계획으로서의 초고가 완성된 결과물보다 훨씬 더 나은 측면을 보였
는데 그러한 초고를 포기하게 된 것은 검토 영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처럼
유형 자체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발달 단계나 개인차에 따른 정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유형 중에서도 검토 영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필자라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관찰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 중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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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의 유형은 외형적으로 초고 쓰기와 비슷한 양
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초고 쓰기는 이를 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다
시 쓰기에서는 이를 본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또한 대체로
다시 쓰기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진행 중의 수정 자체도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점에
서도 차이가 있다. 다시 쓰기와 광역 수정이 이루어지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해당 유
형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기보다는 ‘수정하기’ 과정 자체를 얼마나 제
대로 운용하는가의 차이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유형에서 가
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역동적인 과정을 관장하는 상위인지적 검토 체계가 부족하다
는 데 있다.
<정정 중심/ 진행 중 검토/ 무수정>의 유형은 계획도, 유효한 수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직 떠오르는 그대로 문자화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생
성 영역에서의 사고와 행위는 거의 문장에서 문장으로의 연쇄에만 국한되는 국지적
인 수준의 연결 양상만 보이며, 검토 영역 역시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행위의
수준, 즉 오탈자 정정의 차원에 그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앞서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유형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들은 성의만 있다면 내용 생성으로서의 사
고 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노력에 의해 고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필자에 의
한 사례 H1과 H2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난다. H1은 자유 선택형 과제로 본
인이 쓰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글을 쓰는 과정이었지만 H2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다지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의 쓰기 과정이었다. 그 결과 H1에서는 검토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나 적어도 새로운 사실은 많이 떠올릴 수 있었던 데 반해, H2는 그런 노
력조차 없었다. 그러나 생성의 영역과 달리 두 사례 모두 검토의 영역에서는 공통적
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행위로서의 수정하기 자체가 거의 부재하는 상황이
므로 이러한 경우 우선 행위 차원의 수정하기를 시도하는 일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해결 방안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해결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차원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요 짜기/ 계획 반영/ 계획 고정>의 유형과 <정정 중심/ 진행 중 검
토/ 무수정>의 유형은 유형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데 반해, <초고 쓰
기/ 계획 단절/ 계획 변경>의 유형과 <다시 쓰기/ 혼합 검토/ 광역 수정>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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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의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어떠한 유형은 유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며 또 다른 유형은 오히려 해당 유형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쓰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계획 기반의 유형과 수정 기반의 유형
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쓰기 과정의 목적과 결부시켜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계획 기반의 유형은 사전 계획 세우기를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수정 기반의 유형은 사전
계획이 없는 만큼 그 원동력인 수정하기 과정을 더욱 원활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내
는 것으로 각각의 문제점을 보완, 해결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쓰기 교육의 방향

(1) 다양한 쓰기 과정 운용의 필요성
Ⅲ장의 분석 결과 기술은 쓰기 과정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쓰기 과정의 유형화는 비단 사전 계획 유무만을
바탕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화 시도는 학습자
중심의 실질적인 쓰기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그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사전 계획 유무를 제시하였다. 여전히 사전 계획의 중요
성만을 강조하는 쓰기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쓰기
과정이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처방이 가능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
다.
결국 계획 기반과 수정 기반의 유형으로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재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 양상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
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쓰기 과정을
계획 기반의 유형과 수정 기반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
조하던 기존의 쓰기 교육 입장 대신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경우와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 각기 알맞은 방식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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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결국 쓰기 과정 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글쓰기와 창의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물론 쓰기 과정의 운용 방식이 결과물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나치게 구조화되거나 완결된 사전 계획
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새로운 생각들이 본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연
구 결과는 창의적 글쓰기의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조적으로 안정되
고 논리적 전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본문 생산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큰 경우―미숙한 필자 혹은 어려
운 과제가 주어진 경우―에도 사전 계획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글의 구조나 형
식 자체도 내용과 함께 탐색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거나, 과제에 의거하여 필자
스스로 장르적 선택을 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발견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사전 계획 없이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두 과정의 절충적 운용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전 계
획을 세우되 처음부터 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문을 생산해 본 후에야 비로소 계
획을 세운다든지, 계획과 본문을 자유로이 오가며 글을 써나간다든지 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쓰기 과정 운용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개인의 인지 스타일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르나
과제의 제한에 의해서 정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다. 쓰기 과정 운용은 정답이 있다
기보다는 상황 맥락에 따른 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해야 하며 그러한 때라야 비
로소 적극적인 쓰기 과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쓰기 교육 내용의 설계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모든 쓰기 과정이 생성과 검토의 대립 축 사이에서 긴
장과 보완을 통해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하기 기반
이나 수정하기 기반 중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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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육적 적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편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지, 그리고 그러한 편향을 전제로 한 채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편
향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근본적으로 생성과 검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
여하며, 변증법적 과정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하다. 의미 있는 단
위들로 분절할 것인가, 아니면 인과적 핵심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사항을 강조할 것
인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각 하위과정 별로 분절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
다. 그러나 곧 이러한 점들이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
고 그 대안으로서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전략 등이 떠오르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인과적
핵심 관계를 파악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강조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계획 기반의 유형과 수정 기반의 유형 각각에 대한 교육적
처방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구분은 실제 적용의 차원에
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념적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학습자 개인을 단위로
볼 때 두 유형은 한 명의 필자 내에서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두 유형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는 더욱 종합적
인 차원의 교수-학습 원리도 필요하다. 즉,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에 의하면 쓰기 과
정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였을 때 해당 유형별로 최선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적용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 학습자
특성에 따라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이것은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내용 체계의 차원으
로 논의의 장을 국한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수-학습 내용 체계를
구성하면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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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수-학습 내용 체계
영역
원리

계획 기반



절충의 영역

사전 계획 수립 전략
쓰기 과정

➜

수정 기반

상위인지적 조절 전략

사전 계획 변경 전략

운용의 원리
사전 계획 활용하기
계획과 표현의 동시 진행

쓰기 과정
인식의 원리

①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 차원
② 자신의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 차원
③ 쓰기 과정에 대한 개념적 인식 차원

교수-학습의 원리는 크게 쓰기 과정 운용의 원리와 쓰기 과정 인식의 원리로 나뉠
수 있다. 쓰기 과정 운용의 원리는 계획 기반의 경우와 수정 기반의 경우, 그리고 정
도에 따라 배치되는 절충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
도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뉘는 것이다.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은 그 중심 원리
가 사전 계획에 있으며,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은 그 중심 원리가 상위인지적 조절에
있다고 보았다. 우선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의 경우, 계획 세우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과정 중심 쓰기 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
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면,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계획
자체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과의 관계를 정립하느냐가 중
요하다. 그리고 이 관계 정립은 수정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결국 계획
과 표현, 계획과 수정 사이의 상호 영향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전 계획 세우기에서 사전 계획 변경하기, 나아가 사전 계
획 활용하기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계획 기반 유형과 수정 기반 유형의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예컨대 초고로서의 사전 계획이 다시 쓰기와 외형적으로 구별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절충의 영역에 들어서면 사전 계획에 대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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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며, 이때 사전 계획을 지켜야 할 한계선
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재료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관건은 지속적인 생성과 사라짐의 쓰기 과정 속에서 어떻
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있다. 사전 계획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장점에
해당하는 요소가 수정 기반 쓰기 과정에 결핍되어 있는 요소이다.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작은 쉽지만 쓰기 과정 중의 인지적 부담이 크며, 일관
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수정 기반 쓰기 과정에서도 계획 기반
쓰기 과정을 하나의 거울로 삼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전 계획
이 없는 빈 자리, 즉 참조점이 없는 쓰기 과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위인지적 조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수정 기반 쓰기 과정의 핵심이 된다.
결국 이러한 상위인지적 조절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검토하기와 생성하기의 변증법
적 결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즉, 수정하기의 행위가 과정의
흐름을 만드는 주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수정 기
반의 쓰기 과정은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서는 사전 계획을 세우는 쓰기 과정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달리 말하면,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고 싶지 않다면
그만큼 전반적인 차원의 고쳐 쓰기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 가장 큰 추동력은 앞으로 생성될 내
용과 기 생성된 내용 사이의 미묘한 긴장에 있다. Ⅳ장의 모형에서 다루었듯이 수정
하기의 본질은 생성과 검토의 대립 축 중에서 ‘검토: 행위’, 즉 행위로서의 검토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로서의 검토는 검토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강력한 생산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이 안정된 구조와 과정을 추구한다면 수정 기반의 쓰기 과
정은 자극과 새로운 내용 생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이 경직성
과 상투적 구조의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은 성의 없는
문장들의 연속이라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추
구하는 교수-학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양 극단의 위험성을 견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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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쓰기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일환으로서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원적이거나 절차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쓰기 과정 이론들과
달리,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쓰기 과정 운용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경우와 세우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쓰기 과정
을 다양하게 운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두 과정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
보다는 유형적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동적 상호작
용의 원리는 이러한 유형적 차이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쓰
기 과정의 작동 원리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쓰기의 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자료를 수집
하고, 이를 토대로 근거 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
여, 38명의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1차 모집한 후에 이들 중에서 최대변량의 방법
으로 심층 관찰 대상 8명을 표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7~9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
였다. 다차원적 관찰 자료는, 워드 프로세서 글쓰기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캡처 자
료, 해당 쓰기 과정의 행위 의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후 면접, 자가기록, 사전 설
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적 분석의 방법론은 근거이론에 기초하였으며 코딩의 내
용은 다양한 방식의 결합 도식 및 일부 수치화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에 엄정을 기하
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쓰기 과정의 인지적 성격을 규명하는 대표적인 모형들을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 기반 이론, 텍스트 구성 및 언어학 기반 이론, 작동 양식성 및 인지 요소
기반 이론,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론의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불어 계획하기 및 수정하기의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
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사고 중심의 관점에 대한 회의, 하위과정 중심의 위계에 대한 회의, 그

- 188 -

리고 사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Ⅲ장에서는 쓰기 과정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질적
기술과 수치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Ⅲ장에서는 이
중에서 질적 기술 및 수치화 단계만을 다루었으며 이에 따라 사전 계획 유무에 따른
유형화 가능성의 확인 및 유형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전 계획 유형은 계획의 체계
성 여부에 따라 개요 짜기 유형과 초고 쓰기 유형이, 계획의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계
획 반영 유형과 계획 단절 유형으로, 그리고 계획 가변성 여부에 따라 계획 고정 유
형과 계획 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非)-사전 계획 유형은 연결성 여부에
따라 수정 중심 유형과 교정 중심 유형, 다시 쓰기 유형으로, 역동성 여부에 따라 급
진적 수정과 점진적 수정, 수정 희박 유형으로, 그리고 유창성 여부에 따라 유창성
유형과 머뭇거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명확하지 않던 비(非)-사
전 계획 유형의 쓰기 과정 추동력은 수정하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질적 기술과 수치화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석의 내용을 제시하
고 이러한 이론적 접근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유형화를 가능케 하는 쓰기 과정의 근본적인 속성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모형화의 수준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해석의 결과에 따
르면, Ⅲ장의 유형화 결과는 이분법적으로 양분된다기보다는 정도에 따라 배열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을 다양하게 운용하게 만드는 원리는 대립되는 두 축
사이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게 된다. 필자들은 극단적인 계
획 중심부터 극단적인 수정 중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과정의 선택에 작용하는 원리를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라 부르고
자 한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사고와 행위 사이에 감각작동적 관계가 성립된
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글쓰기의 과정 중에는 사고로부터 촉발된 행위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촉발된 사고도 존재하며 양자 사이에 상호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글쓰기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려는 기존의 인
지적 입장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생성과 검토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 성립된다. 생성으로서의 사고와 생성으로서의 행위, 그리고 검토로서의
사고와 검토로서의 행위, 네 차원이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며 쓰기 과정이 진행되며,
이 네 차원은 결과적으로 계획, 표현, 읽기, 수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글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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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생성과 검토가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면서 경합과 갈등, 탈락과 생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기존의 사고 중심의 관점에 비해 쓰기의 행위 측면 및
표현하기 과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점, 계획과 표현 사이의 상호적 관
계를 위한 상위인지적 조절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 다양성을 고려하는 맥락 위주의
전략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
수-학습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각 쓰기 과정 유형 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 기반의 쓰기 과정은
사전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며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수정 기반의 쓰기 과정은
상위인지적 조절을 통해 사전 계획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2. 제언
이 연구는 기존의 쓰기 교육과정 및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내용이 사고 중심이며
위계 중심적인 쓰기 과정만을 추구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그
간 인지주의 모형들과 관련해서, 글쓰기와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했다는 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 실제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주로 성인 필자들의 쓰기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왔다. 모형은 객관적인 진리체가 아니라 유용한 분석틀의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여러 개의 모형들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
연한 일이며, 또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될 때 더욱 생산적인 논의들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쓰기 과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길 중에서 하나의 가
능성을 붙잡은 것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쓰기 과정을 바라보는 더욱 다양한 가
능성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쓰기 과정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쓰기 교육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위한 몇 가지 제
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이나 수준 차이에 의한 쓰기 과정의 운용을 모두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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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결과의 적용 역시 성인 필자나 어린 학습자에게까지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며,
그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 조사에서 일부 분석이 이루
어진 중학교 1학년과 대학생, 전문가 필자의 쓰기 과정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의 연구는 쓰기 과정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재나 평가 차원의 연구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다
만, 적어도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을 평가 차원으로 확장 적용하고자 한다면 쓰기 평
가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역동적 상호작용의 쓰기 과정이 쓰기 과정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모형인 만큼, 평가
기준 또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다면적 평가에 대한 연구
는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글쓰기라는 현상은 고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용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
법론을 발굴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방법
론을 활용하였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오
히려 통일된 방법론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론과 관점이 연구 현장에 개입
될 때 해당 연구 분야가 더욱 다층적인 질감의 연구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
다.
넷째, 기존의 쓰기 과정 연구들이 주로 장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으나, 이것은 과제에 따른 장르의 선택이나 간-장르적 글쓰기의 경향을 다룰 수 없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장르-고정형 과제의 경우 장르에 대한 고정적 인식
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글쓰기 차원을 배제하는 연구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르 및 과제의 제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제 및 관점으로부터 출발
하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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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Interaction between Generating and Reviewing
in the Writing Process
Kim, Hyeyoun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Dynamic Interaction Model of the
writing process in order to explain operational diversity of the writing
processes. Unlike several established theories which explain them in the
unitary

and

procedural

way,

the

Dynamic

Interaction

Model

shows

possibility of the diverse operation of the writing processes on the basis of
whether they include preplanning or not. Dynamic Interaction Model is,
therefore,

one

of

the

writing

process

models

which

determine

fundamentals of making differences in the typ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I utilize qualitative data analysis with
multi-dimensional observation on the writing processes. 77 cases of writing
processes of the 38 students in the 9th-grade and 8 participants for the
deeper observation among them are analyzed. Data is composed of
recorded AV captures of the word-processor writing, interviews just after
writing, self-reports, and preliminary questionaires. Checking for acuracy
and validity, data is settled by stage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by
means of QDA programm ATLAS.ti. Coding is carried out using various
matrix and partial quan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ccuracy.
Chapter Ⅱ examines representative theories on the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These theories can be divided into 4 categories: the theories
based on the thinking process as problem-solving, the theories based on
the text production and linguistics, the theories based on the processing
modalities and cognitive factors, and the theories pursuing diversity in the
writing processes. Chapter Ⅱ also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the
planning and revising, which draw a necessity of a novel approach.
Chapter Ⅲ presents analyzing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writing

- 215 -

processes. Analyz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qualitative
description, whereas results presentation based on quantification of data.
In doing so, possibility of categoriza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include preplanning is verified. These quantified and categorized results
confirm the fact that driving force of the non-preplanning types comes
out of revising. It is concluded that two axes which lead writing processes
would be both planning and revising.
Chapter

Ⅳ

draws

a

model

of

the

writing

process

through

the

reexamination of the results of chapter Ⅲ. Writers manage their own
writing processes in various ways from the extreme plan-centered to the
extreme revision-centered. Plausible explanation can be made to show the
principles

in

choosing

writing

processes,

named

as

The

Dynamic

Interaction Model of writing. This model is based on the sensorimotor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and act. In other words, there exist not only
the act stimulated from the thought but also the thought stimulated from
the act. This explanation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oblem-solving
perspectives in this sense. Second basis of this model is the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ng and reviewing. There are 4 dimensions,
thought as generating, act as generating, thought as reviewing, and act as
reviewing, which dialectically combinate with each other. Teaching and
learning of considering operational diversity could find solutions on the
problems

of

each

writing

process

type.

Various

management

of

preplanning can be the main principle for the plan-based types, whereas
metacognitive control for the revision-bas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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