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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
있어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용 방안을 모
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만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을
대상으로 동료가 피드백을 주었을 경우와 자기가 스스로 평가했을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피드백의 유형 차이,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
양상,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점수 향상도, 회기별 쓰기 능력의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만 가오슝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42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 집단 21명과 자기 평가 집단 21명으로
나누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진행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절차
는 동료 피드백 집단 참여자와 자기 평가 실험 참여자들을 각각 선정하여
사전 쓰기 능력 검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 집단에서 사전교육 및
피드백 연습을 진행한 다음 이어 초고 쓰기, 동료 피드백하기 혹은 자기
평가하기, 수정본 쓰기, 자료 분석하기 등 일련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특징 및 유형은 크게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각은 다시 형식
1, 형식2, 의미1, 의미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식1은 맞춤법과 시제, 구
조, 철자 등 형태론에 관한 것이고, 형식2는 내용의 변화가 없고 단지 단
어의 변화나 문장의 변화, 즉 통사론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의미1은 전체
적인 글의 주제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거
나 세부 내용을 첨가시키는 피드백이며, 의미2는 주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단 수준의 피드백을 뜻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각 집단 내에서 학습
자들의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두 집단 사이의 차이
도 알아보았다. 피드백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와 추리통계 중의
두 모집단 평균차이 t검정 (두 독립표본 t검정, 두 종속표본 t검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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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성 검증(피어슨 카이 제곱(χ2)) 등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었고 모두 의미 피드백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나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
이 모두 문법적인 형식 또는 형태 오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둘째,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
었고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1 피드백을 더 많이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평가 집단은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형식
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집단 사이에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고 동료 피
드백 집단은 자기 평가 집단보다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 대신 동료 피드백 집단은 받은 피드백 내용을 스스로 변형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았지만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피드백
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그리고 피드백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정한
경우의 비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는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 수정본에 영향을 미쳤고 각각 효과적인 영역이 있었다.
다섯째,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은 피드백 활동
을 거듭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로서, 실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된 실험의 결
과를 바탕으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
국어교육 현장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대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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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국어 교육 현장 전체로 일반화시
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초급이나 중급 수준에 있는 학습자에게도 이 연구의 결과가 동
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에 관한 논의를 더 확대하여 다양한 국적이나 다른 언어수준의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중에서 서면 피드백만 활용하였는데
구두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말하기 활동
과 연계된 학습자들의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 생
각된다.

※ 주요어: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동
료 피드백, 자기 평가
※ 학번: 2012-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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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정 중심 쓰기 활
동에 있어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교수·학습 방
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강승혜(2002:162)에서 쓰기는 단순히 언어 형태 즉, 글자를 베껴서 쓰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
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자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 작문 활동을 포함하므로 쓰기 과정에는 필
자의 사상, 감정 및 경험을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형식의
의미 단위로 표상하여 조직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쓰기 과
정의 특성상 사고 양식과 사회·문화적 관습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는 외국
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는 글쓰기 행위는 특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김호정, 2007:233).
따라서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완전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
으고, 그것을 한국어의 글쓰기 방식에 알맞게 구성하는 전략을 알려주는
다시 말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쓰기 교육이 필요
한 것이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보조 기술로 사용
되던 기존의 쓰기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담화 공동
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식의 쓰기 내용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 쓰기 교육이 과정 중심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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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글쓰기에 대해 쓰기 연구자들은 글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필
자가 쓰기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쓰기 과정에
대한 연구는 쓰기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의 초점을 쓰기의 결과물에
서 쓰기의 과정으로 변화시켰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쓰기 과정이 선조
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쓰기 과정은 회귀적이며 역동적이라고 하
였으며, 쓰기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목적으
로 하는 창조적 행위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쓰기 과정에 대한 연구자
들은 학습자들의 인지심리나 사회적인 맥락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학습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였고, 학습자 스스로나 학습자 간의 상호협
력적인 쓰기 피드백 활동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쓰기 과
정을 통해서 주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초고를 스스로 평
가하거나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정한 글은 완성본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작문을 하
게 된다. 이처럼 쓰기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 작문에 대한 피드백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학습자 중심의 과정 중심 쓰기 지도법이 강조되면서
피드백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쓰기에서
교사 중심적인 방법보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나 학습자중심의 학습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쓰기 과정의 다양한 방안 중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
가를 언급하였다. 한국에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
는 지금까지 영어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분야의 연구들
은 실험의 특성에 따라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만 질적으로 연구한 경
우도 있고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을 비교하여 질적, 양적으로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 한국
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비교 검증한 연구와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
가가 학습자의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는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내와 집단 간에서 살펴보고, 동료 피드백

- 2 -

과 자기 평가에 관한 여러 측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정 중심 쓰기 활
동에 있어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대만 학습자들
의 쓰기를 대상으로 동료가 피드백을 주었을 경우와 자기가 스스로 평가
했을 경우로 나누어, 다음의 양상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실험에 시작하기 앞서 대만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종류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
해 동료와 학습자 스스로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그리고 동료가 피드백을 제공한 집단과 학습자 스스로가 자
기 글을 평가하는 집단의 피드백 유형을 분석하여 두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동료나 자기의 피드백을 받은 개별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정본에
각각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는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수정
과정에서 그대로 피드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지, 변형을 해서
고치는지,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삭제하는지 등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넷째, 두 피드백이 수정본의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동
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 각각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나
타나는 점수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실질적
인 효과에 관하여 검증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의 차이도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점수 변화의 폭은 실제로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 활동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의사
결정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동료의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각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중에서 어떤 방법
을 선호하는지도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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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2장의 이론적 배경과 3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 피
드백 및 자기 평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서
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
고자 한다.
2.1. 동료 피드백에 관한 연구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에 대한 연구들은 과정 중심 쓰기 이
론이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쓰기가 선형적이고 일회적인 과정이 아
니라 회귀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그 과정에서 쓰기의 질을 높이기 위
해 피드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동료 피드백에 관한 연구 중에 우선 국
외의 영어 교육에서는 레키(Leki, 1990), 콜크(Caulk, 1994), 버그(Berg,
1999), 국내의 영어 교육에서는 홍화정(2006), 박소연(2007), 강동호
(2008), 김한경(2010) 등이 대표적이다.
레키(Leki, 1990)에서는 동료의 작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는가, 동
료의 피드백 내용을 읽거나 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 ESL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학
습자들은 동료의 작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동료의 피드
백 내용을 듣거나 읽는 것이 유용하다고 대답하였다.
콜크(Caulk, 1994)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을 비교하기 위해 28명
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 피드백은 학생의
견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내용보다 형식
에 치중했던 것에 비해 동료 피드백은 독자의 입장에서 세부 사항에 관한
피드백을 주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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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Berg, 1999)는 동료 피드백에서 훈련이 작문의 질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 중⋅고급 영어 학습자 4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훈련을 받은 집단은 훈련을 받지 않는 집단보다 작문의
질이 높았다.
국내의 영어 교육에서도 동료 피드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홍화정
(2006)은 동료의 쓰기 능력 인식에 따라 학습자들의 피드백 반영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동료가 자신보다 쓰기 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받은 피드백을 수정본에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료가 구체적인 피드백 내용을 제시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동료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정
적인 태도가 동료 수정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상기시
키고 동료 피드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도와 학습자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소연(2007)은 EFL 학습자들이 형식에 관한 피드백과 의미에 관한 피
드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은 그대로 수정본에 반영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은 수정본에 어떻
게 반영하는지와 반영 방식 등에 대한 고민 과정이 발생되었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과정 중심 쓰기 교
육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강동호(2008)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자기 수정 세 가지를 비교
하였는데, 첫 번째 쓰기 활동에서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그리고 자
기 수정 모두가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러나 두 번째 쓰기 활동에서는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이 자기 수정보
다 쓰기의 질을 더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쓰
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교사 피드백으로, 두 번째 쓰기 활동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동료 피드백이라고 제안하였다.
김한경(2010)은 중학교 3학년 2개 학급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 훈련이 쓰기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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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피드백 훈련을 받은 집단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양적인 증가
와 질적인 향상을 모두 보였다. 이 중에서 의미 중심 피드백의 훈련을 받
은 학습자들은 형식 중심 피드백의 훈련을 받은 학습자들보다 쓰기 능력
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동료 피드백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김정숙(1999)과 이미혜(2000)는
한국어 쓰기 교육이 과정 중심 쓰기 접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일련의 쓰기 과정 중 하나로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김지영(2001), 김호정(2007), 오기원(2008)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학습 행위를 강조하면서 동료 피드
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정숙(1999)은 인련의 쓰기 과정 중 특히 다시 쓰기 단계에서 교사나
동료에 의해 글을 피드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동료 간
의 피드백 및 수정 활동은 교사에 의한 직접적인 피드백 및 수정 활동보
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1)인 발견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미혜(2000)는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강조하면서 초고 이전
즉, 계획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료 피드백 교육 방안을 언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동료 피드백 활동은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 활
동 전 학습자들의 이해를 위한 사전 수업 및 피드백 질문지(체크리스트)2)
1)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육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자기교수, 자기지향성, 자기 계획적 학
습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학습자
가 중심이 된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김지원,
2014:24).
2)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지는 이미혜(2000:143)가
제시한 작문 관련 질문을 통해서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글은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단락의 구성은 알맞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둘째, 이 글의 제목은 내용
에 적합합니까? 셋째,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
까? 넷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논리적인 근거나 예들이 글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째, 전체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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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질문지(체크리스트)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피드백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김지영(2001)은 한국어 쓰기의 상호 협력적 교수·학습 연구에서 쓰기 평
가의 주체가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교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동료 피드백을 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및 연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호정(2007)은 한국어 쓰기 교육의 원리와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쓰기 활동 및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
으며, 쓰기 과정에서 독자와 필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료 피드백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기원(2008)은 한국어 쓰기 협력학습이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필요
성이 제기만 되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작
용을 도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
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안하고 있
으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동료 피드백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동료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적
으로 분석하고 구체화한 논의는 앤드류 변(2005), 강현경(2008), 김민정
(2008), 박영지(2009), 권유진(2012), 임형옥(2013)등이 있다.
앤드류 변(2005)은 미국 대학 K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간의 피
드백 활동이 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
자 간의 피드백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쓰기 활동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피드백 활동 과정에서 받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오류 유형이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
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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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연구는 동료 피드백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간의 피드백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실험 연구를 통해 증명
하였다.
강현경(2008)에서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피드백 제공 양상
과 반영도를 분석하여 동료 피드백이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따라 동료 피드백을 통한 활동이 쓰기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동료 피드백을 실제 한국어 교
육 현장에 적용시켜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수치를 바
탕으로 검증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료 피드백의 쓰기
영향의 실험 연구만 강조하다보니 과정 중심의 쓰기 과정은 고려되지 않
은 채 학습자들이 생산해 낸 쓰기 결과물에 대해서만 동료 피드백 평가표
를 가지고 분석한 점이 아쉬웠다.
김민정(2008)에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쓴 작문의 초고에 교사와
동료가 각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이 두 피드백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학습자들이 교사나 동료의 피드백을 각각의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초고과 수정본 사이에 실질적인 점수의 향상이 있는지,
학습자들이 두 피드백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을 한국어 학습자가 다시 쓰기에
반영함으로써 초고에 비해 수정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하
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교사 피드백과 동료의 피드백 양
상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통계기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한국어 쓰기 교
육 현장에서 동료 피드백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박영지(2009)는 동료 피드백 활동에 앞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동
료 피드백 선행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동료 피드백 선행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유진(2012)은 개인별, 모둠별 피드백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피드백
의 질적 양적 변화를 비교 분석한 후, 쓰기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은 후의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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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훈련은 개인별이든 모둠별이든 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둠별 피드백 훈련을 받은 집단이 개인별로 훈련을 받은 집
단에 비해 쓰기 점수 발전이 더 크게 나타나 모둠 단위로 훈련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임형옥(2013)은 학습자 간 서로 협의행위를 통한 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학습자 간의 상호 평가적 협의과정은 필자가 글을 통해 의도한 의미를 독
자에게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자와 독자가 공동으로 수정 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언어 사용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에 관한 수정
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료 피드백이 쓰기 능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고,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동료 피드백 활동은 학습
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짝 활동이나 그룹 활
동에서 다른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
신의 오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기 내용을 점검할 수 있
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2.2.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 자기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중심 교육의
원리가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자기 평가는 학습자 자신의 성장을 자각하
고 진단하게 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쓰기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교육적 도구로 자기 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 중에 우선 국외의 영어 교육에서는 다이유트
(Daiute, 1985), 스티펙 외(Stipek et al, 1992), 오스마리와 피어스
(O’Mally & Pierce, 1996), 국내의 영어 교육에서는 한화정(2001), 정은선
(2013), 김지원(2014)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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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유트(Daiute, 1985)는 자기 질문 전략을 통한 자기 평가가 학습자
에게 자신의 글을 점검하게 돕고, 형식적인 측면의 수정보다는 의미적인
측면의 수정에서 더 효과가 있으며, 글에 나타난 문제를 발견하게 도움으
로써 쓰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펙 외(Stipek et al, 1992)의 연구에서 자기 평가는 아이들의 학습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학습 능력과 행위에 대한 아이들의 자기
평가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조
사하였다.
오스마리와 피어스(O’Mally & Pierce, 1996)는 자기 평가는 학습자가
평가에서 주체가 되므로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고 학습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동기와 태도 등의 정의적 능력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영어 교육에서도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화정(2001)은 자기 평가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중학교 영어 쓰기 학습과
영어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정은선(2013)은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가 고등학생의 영어 쓰기 학습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을
학습한 후 주제에 대해 초고를 작성하고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를 통해
초고를 수정하는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 평가
에 비해 동료 평가가 쓰기 능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김지원(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 활동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
기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실 상황에 적용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
정 중심 쓰기 지도에서 자기 평가 활동은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내용과 구성면에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고 다른 집단에 비해 중위 수준 학생들
이 과제 완성, 내용, 구성, 언어사용,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고 하였다. 또한 자기 평가 활동은 영어 쓰기에 대한 자신감 상승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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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 함양 등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
다.
이상과 같이 영어 교육 분야에서 자기 평가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가치
와 효과에 대해 논의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를
통해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자
신에게 적합한 학습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의 하나
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자기 평가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외국어로서 한국어 쓰기 교육 분야에서 자기 평가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없는 반면에 국어 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자기 평가의 양상
을 살펴보고 그 가치와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에서 서민규(1998), 임천택(1998), 김종백·우은실(2005), 김민성(2005), 우
은실(2005), 김지연(2011), 정미경(2012)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규(1998)는 자기 평가가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의 연구에서 자기 평가의 모형과 자기 평가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
다. 그 결과, 창의성의 구성요소 중 독창성과 융통성 부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천택(1998)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 활동이 학
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쓰기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을 가지고 있고 자기 평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고 하였다.
김종백·우은실(2005)은 자기 평가의 활용이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
과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험 도구는 자기 점검
식 평정 방법과 학습 일지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
평가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쓰기 효능감을 부분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나타났다.
김민성(2005)에서는 국어교육에서 쓰기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학습자들은 자기 평가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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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평가를 통해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더 매끄러워졌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평가 활동을 실시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쓰기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였다.
우은실(2005)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가 쓰기 능력 향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자기 평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생
들의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쓰기 효능감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
다.
김지연(201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 중심의 학습이 쓰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 평가 활동이 학생들
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단어 선택, 글의 내
용, 글의 조직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쓰기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임
을 밝혔다.
정미경(2012)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 중심의 학
습이 쓰기 능력 및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
기 평가 전략은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 또한 자기 평가
전략은 상위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쓰기 효능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은 쓰기 과정에 체계적인 자기 평가 과정
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쓰기 능력
및 학습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
기 교육에서도 연구 결과가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
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문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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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제 제기 및 가설

앞의 선행연구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쓰기 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은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좋은 효과
가 있다. 그러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영어 교육 분야와 국어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구체화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에 바탕을 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
의 쓰기를 대상으로 동료가 피드백을 주었을 경우와 자기가 스스로 평가
했을 경우로 나누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차이가 무엇이고, 학습
자들이 받은 피드백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며, 두 피드백이 수정본의 점수
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 문제로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밝
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은 다음<표Ⅰ-1>과 같다.
<표Ⅰ-1>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연구
문제
연구
가설

1
1.1
1.2
2
2.1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에서 형식 피드백3)과 의미 피
드백의 분포는 어떻게 다른가?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가?
피드백 제공자(동료, 개인)에 따라 형식 피드백 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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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연구
문제

3
3.1
4
4.1
4.2
4.3

연구
가설

4.4
4.5
4.6
4.7

연구
문제

5
5.1

연구
가설

5.2
5.3
5.4
5.5

피드백 제공자(동료, 개인)에 따라 의미 피드백 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동료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자기 평가를 받은 집단 사
이에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을 경우, 초고와 수정본 점수 사이
에 차이가 있는가?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괄적 평가 점
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과제수행 점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구성 점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내용 점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언어사용 점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표기 점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합 점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자기의 글을 평가하는 경우, 초고와 수정
본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괄적 평가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과제수행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구성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내용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언어사용 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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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
연구
문제

6
6.1
6.2
6.3

연구
가설

6.4
6.5
6.6
6.7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표기 점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합 점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향상 점수
에 차이가 있는가?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총괄적 평가 향상 점수에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과제수행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글의 구성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글의 내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언어사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표기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피드백 제공자(동료, 자기)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
의 총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용어의 정의

동료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peer-feedback), 동료 수정(peer-editing),
동료 평가(peer-evaluation), 동료 비평(peer-review) 등 다양한 이름으
로 불린다. 각각의 이름이 다소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동료 피드백이라고
3) 법스만과 웰리(Fathman & Whalley, 1990)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자들은 형식에 초
점을 둘 것인지, 의미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해 왔다. 형식 피드
백은 문법이나 철자 등에 관한 표면적인 오류 에 집중하여 수정을 하는 반면 의미 피드
백은 주제의 적절성을 보거나 단락의 내용 전개, 글의 구성 및 통일성, 일관성 등에 관
하여 수정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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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글쓰기를 하며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협동 작업으로 서로의 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 평가는 자기 피
드백(self-feedback),

자기

평가(self-assessment),

자기

사정

(self-evaluation), 자기 비평(self-review), 자기 통제(self-control), 자기
평정(self-rating)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자기 평가란 학습자가 스스
로 언어 학습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글에 관하여 동료의 피드백과 본인의 글에 대
한

평가

내용을

각각

동료

피드백(peer-feedback)

및

자기

평가

(self-feedback)라고 정의하며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들을 동료
피드백 집단으로, 본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들을 자기 평가 집단
으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란 명칭을 선택한 이유는 동료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들이 동료와 의견을 주고받고 상호작용 할 때 일어
날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평가’라는 용어보다 ‘피드백’이라는 용
어를 선택하였고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이 자기가 쓴 글에 대해 스스
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초고를 책임 있게 검점하기 위해 ‘피드백’이라는 용어보다 ‘평가’라는 용어
를 선택하였다.
3.3. 연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두 피드백이 학생들의 초고 수정에 미치는 영향과 수정
양상이 어떠하며, 피드백 후 학생들의 쓰기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만 가오슝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42명
학생4)들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 집단 21명과 자기 평가 집단 21명으로
4)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동료나 자기가 쓴 글을 읽고 피드백(평가)을 해 주어
야 하므로,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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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진행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이 학습자들의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게 형식
에 관한 영역과 의미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과 반영 양상을 알아보
았다. 또한 초고와 수정본에 대한 쓰기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원어민 한
국어 평가자 2명이 학습자의 초고와 수정본을 채점하여 초고에 비해 수정
본에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이 있는지, 어떤 양상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양적 연구이므로 SPSS 21(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과
엑셀 200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자의 정보를 요
약하면 다음<표Ⅰ-2>과 같다.
<표Ⅰ-2> 실험 참여자 정보5)
집단

학생수

동료 피드백 집단

21

자기 평가 집단

21

계

학습자 연령, 국적 및 특징
20대 초중반, 대만, TOPIK

42

고급(5·6급),
한국어 쓰기 활동에서 동료 피드백
혹은 자기 평가의 경험이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를 위한 연구기법6)으로는 기술통계와 추리
통계 중의 두 독립표본 t검정과 두 종속표본 t검정, 그리고 피어슨 카이
제곱(χ2) 등을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
한 수정하기가 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통계 결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동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급 학습자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나 6급을 소지자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5)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Ⅲ장 1.4.1절 참조.
6) 연구기법에 대해서는 Ⅲ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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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영어 교육.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피드백과 관련된 논의들을
제시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먼저 쓰기 교육 이론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피드백 이론에서 피드백의 개념 및 원리, 그리고 유형과 특징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과정 중심 교육에서의 동료 피
드백 및 자기 평가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앞부분 내용은 연구에 관한 방
법, 대상 및 절차를 소개하였고 피드백 훈련, 피드백을 분석한 도구, 피드
백 반영 양상 등을 제시하였으며 뒷부분에서는 실험을 통해 입증된 연구
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Ⅳ장에서는 II장의 이론적 배경과 III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
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
면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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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
기의 이론적 접근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토대가 되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쓰기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고 그 다음으로
피드백 이론, 마지막으로 한국어 과정 중심 교육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쓰기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변화7)
쓰기(writing)는 독자와 필자가 텍스트를 매개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글씨 쓰기부터 글쓰기(作文)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1141). 쓰기는 필자가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으로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며,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쓴 내용
을 다시 읽어 보고 수정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즉, 쓰기는 문자를 매개로
개인의 생각, 의견, 감정을 표현하고, 독자와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쓰기에 대한 정의는 필자의 관점에
서 규정되었다가 점차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으
로 변화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필자와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
최근 쓰기 교육 분야에서 이른바 패러다임8)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쓰
7) 쓰기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강승혜(2002), 박영목(2005), 이재승
(2002)과 한철우(2003)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8)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은 과학 철학자였던 쿤(Kuhn, 1962)에 의해 제기된 용어
인데, 이 개념의 유용성 때문에 그 이후 심리학이나 언어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널
리 사용하게 되었다. 패러다임은 어떤 시기에, 어느 집단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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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쓰기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관
점도 변화하고 있다. 쓰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는, 1950년대 이전에는
형식적 관점(formal view)이 주류를 이루다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
서 인지적 관점(cognitive view)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
후에는 사회적 관점(social view)이 주목을 받았다. 쓰기 이론을 분류할
때 학자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쓰기와 관련된 주요 변
인을 텍스트, 필자, 독자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쓰기 이론을 분류하면
텍스트 요인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쓰기 이론, 필자 요인을 강조하는 인지
주의 쓰기 이론, 독자를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쓰기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이론 관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Ⅱ-1>과 같다.
<표Ⅱ-1> 쓰기에 대한 관점의 비교9)

교육원리

년대
주요 배경
이론

초점

형식주의적

인지구성주의적

사회적 구성주의

인식론

인식론

인식론

과정 중심의

대화 중심의 쓰기

쓰기교육 /합리성,

교육

목적
1960~1980년대

/상호작용

결과 중심의
쓰기교육 /모방
1960년대
초반까지
형식주의 문학,
구조주의의
언어학
형식 초점

중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지심리학, 정보

사회적 구성주의

처리 이론

철학, 사회 언어학

(텍스트

필자 초점

중심/바른 텍스트

(의미 구성의 주체)

완성/ 어법상의

필자-독자 초점
(담화공동체의 관습
및 규범)

념이나 가치 체계(개념의 틀)를 일컫는다.(이재승, 2002:28).
9) 본 연구에서 쓰기에 대한 관점의 비교는 강승혜(2002), 니스트랜드(Nystrand, 1997),
박영목(2005), 이재승(2002), 최현섭 외(2000), 한철우 외(2003), 등을 참고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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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범하지
않기)
독자 개념

의미의 수용자

필자 개념

의미 전달자

의미의 중심
언어 발달
과정
주요 교수
방법
동료의 역할
학습자의
역동성
지식의 재구성

의미의 구성자
수사학적 문제

구성원
담화 공동체의

텍스트

해결자
개인

사회화된 구성원
공동체

텍스트→개인

텍스트→사회

사회→개인

모방

절차적 촉진법

협의

약함

비교적 강함

강함

약함

강함

강함

약함

강함

강함

의미 구성 과정이

구성원 건의 협의/

필자 개인의

창의적 의미 구성

인지활동에 머뭄/

행위로서의 작문

지식의 전수

활동 반영의 결여

필자 의미 구성
한계

해석 공동체의

관점에 대한 고려
없음

형식주의 쓰기 이론은 대체로 1960년대 초반까지 쓰기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관점은 객관주의적인 지식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주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의 질 개선에 있다. 즉, 형식주의 쓰기 이
론에서는 쓰기를 잘 하려면 모범이 되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특질을 완
전히 익히며, 그 텍스트를 모방하여 반복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쓰기에 대한 형식주의적 관점은 완성된 텍스트 자체를 강조한다.
그런 만큼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소, 다시 말해 문법이나 수
사학적 규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쓰기의 과
정을

인정하지

않고,

쓰기의

결과

200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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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만

강조한다(이재승,

형식주의 쓰기 이론의 대표적인 방법은 교사가 모범적인 텍스트 제시하
면, 학습자들은 그 텍스트를 모방하여 쓰는 것이다. 교사는 어법적으로 오
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이 조직된 방식이나 문체와 문법적인 사항에 중
점을 두고 지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필자인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현 및
생성해 낸 결과물의 실수와 오류들에 집중하고, 언어의 형태와 형식의 정
확성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쓰기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가

없게

된다(강승혜,

2002:165).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대체로 1960년대 중반에 대두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1980년대에 강조되었다. 주로 인지심
리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주도하였다.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쓰기를
지식의 표현 즉, 나열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지식의 구성 과정으로 본다.
이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인지적 관점에서는 쓰기 행위 자체를 구성의 과정으로
파악했다. 인지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구성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쓰기를 일종의 문제 해결 행위로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사고력 증진의 측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재승, 2002:38-39).
사회적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쓰기 행위에서 개인 내의 인지 행위
보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개인과 개인 사의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의미 협상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쓰기 수업에서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행위나 대화 등을 매우 강조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들의 관점은 이른바 대화 중심의 쓰기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화 중심의 쓰기 교육은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계속적으
로 교사나 동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적 관점은 대체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하
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란 형식
적 관점에서 보듯이 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인지적 관점에서 보듯이
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관점을 취한다. 의미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담화 공동체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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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데, 담화 공동체는 필자가 글을 생성하게 하는 데 토대가 되며 한
편으로 생성된 글이 의미를 갖는 터전이 된다. 이렇듯 사회적 관점에서는
쓰기 행위를 인지 과정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쓰기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의미의 구성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
으로 파악한다. 이외에도 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쓰기 교육에 많은 변
화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
적 배경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들 간의 협의나 토의, 토론 등도 강조하게 된다. 쓰기 평가에서도 글의 의
미를 필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봄으로써 자신에 의한 평가
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과 학생 간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식의
평가가 강조되었다(이재승, 2002:45-48).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세 관점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
른 부분도 있다. 대체로 형식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옮겨갈수록 상
대주의적 지식관을 가지면서 지식의 구성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역동적인
해위를 강조하며 지식 구성에서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쓰기 교육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중심 접근법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접근법으로 옮겨온 데에는 외국어 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자국
어10) 쓰기 교육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 대만 의무교육 단계의 국
어교육은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교육 개혁 과정을 거쳐 2000
년에 공포된 초중등학교9년일관교과과정요강(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에
기초하고 있다. 9년일관과정에 의한 국어교육의 기본이념은 학생들이 본국
의 언어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유로운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적인 능
력, 그리고 의사 표현 및 문제 해결에 국어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고, 이해, 추리, 토론, 감상, 창작에 국어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생활 경험을 확충하고 다원적인 시야를 개척할 수 있는 능
10) 자국어란 대만 사람들이 쓰는 언어 즉, 중국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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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증천부, 2011:281).
대만의 국어교육 과정은 크게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단계로 나누는
데, 1단계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2단계는 5, 6학년, 3단계는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이고, 이 세 단계의 국어교육의 주요 내용은 注音符號(발음기호)
의 응용능력, 말하는 능력, 독해 능력, 문자 익히기와 쓰기 능력 등이 있
다.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크게 지식, 기능과 이해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
면서 하위 영역으로 쓰기의 기본 연습(철자, 어휘, 구절변화), 쓰기 순서
(제목 정하기, 재료선택, 내용구상, 조직, 수정), 그리고 수사(확대묘사, 축
소묘사, 이어쓰기, 모방하기)등을 설정하고 있다(증천부, 2011:282). 이 체
계에서 쓰기 제목 정하기나 재료선택, 내용구상, 조직, 수정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을 볼 때, 대만의 자국어 쓰기 교육에서 결과 자체보다
는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드백
박소연(2007)의 연구에서는 피드백이란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보고, 다
음 지도 내용 및 방법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 또는 학생이 자신의 반응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게 됨으로써 다음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강현경(2008)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이
라는 개념은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학습자의 행위와 학습
내용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
켜 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학습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피드백의
역할이라고 볼 때 학습자가 생산해 낸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사용
되는 교정(correction)이나 수정(repair)과는 달리한다. 즉, 피드백은 학습
자의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를 일컫
는 말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박영지, 2009:18).
그러나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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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feedback)‘, ’교정(correction)‘, ’수정(repair)’, ‘반응(response)’ 등
의 용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정원·홍영주(2001)에서는 ‘피드백’이
라는 용어가 오류 수정의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피드백은 다음 작문에 대한 입력으로 작용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피드백
을 학습자가 생산해 낸 결과물에 드러난 잘못을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역
할뿐만 아니라 학습자 언어 능력 전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피드백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상황과 학습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정원·홍영주(2001)의
연구에 따르면 피드백의 유형은 크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용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피드백은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형태 피드백(form focused
feedback)과 의미 피드백(meaning focused feedba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 중심 피드백은 어휘, 문법, 표기 영역의 오류에 초점을 두고
오류 수정을 목표로 한다. 즉, 어휘 선택의 적절성, 다양성, 언어사용의 정
확성, 표기 영역(맞춤법, 띄어쓰기)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문법적인 오류
나 기술적인 측면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편 의미 중심 피드백은 글을 통
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의미 중심 피드백은 글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내용이 주제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피드백의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문자

피드백

(written-feedback), 개인 면담 피드백(individual-feedback), 동료 피드
백(peer-feedback)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 피드백은 학생의 오류에 대해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며, 개인 면담 피드백은 주로 소규모의
학습 집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교사가 쓰기 내용에 대해 학습자와 면담
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동료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학습과정
이나 결과에 대해 동료 학습자 간에 서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외에도 김지원(2014)은 피드백의 제공하는 방식에서 자가 피드

- 25 -

백(self-feedback)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자가 피드백은 학습자가 스
스로 언어 학습의 지식과 기능을 피드백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평가를
의미한다.
2.1. 과정 중심 쓰기에서의 피드백

강승혜(2002)에서 쓰기는 글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글자를 익혀 베껴 쓰는 단순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
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쓰기 교육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작문 활동을 목표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숙(2005)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의 중시
와 유창성을 목표로 한 한국어 교육의 영향으로 쓰기는 듣기, 말하기, 읽
기 같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실 활동에서 비중이 적다고 하였다. 김
정애(2000)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한국어 학습자들은 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관심도 낮고 쓰기 과정에 대한
전략적 지식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제2언어 쓰기 교육 이
론은 쓰기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쓰기로 변화하였
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에 피드백을 제공하던 과거의 방식만
으로는 더 이상 유용한 피드백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브라운
(Brown, 2001)은 과정 중심 접근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째, 최종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쓰기의 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자가 자기 나
름대로의 쓰기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쓰기 선행 단계, 쓰기 단
계 그리고 쓰기 후행 단계를 위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한 번 쓴 후에 다시 쓸 시간을 주며 수정하는 과정에 상당
한 중요성을 부과하도록 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글의 쓸 때 표현하고 싶
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을 통틀어 피드백을 주며 교사나 동료로부
터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게 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개인적인 면담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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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쓰기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쓰기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과정 중심 쓰기 지도법이 강조되면서 피드백에 대해 중요
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학습자 중심의 쓰기 교육이 대두하게 되었다.
박영지(2009)에서 언급하였듯이 쓰기 교육 이론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과정 중심 쓰기를 실
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피드백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
하다. 교수·학습 방법은 과정 중심 쓰기 이론을 따르면서 피드백 방법은
여전히 결과 중심 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과정 중심 쓰기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결과 중심 쓰기에서 학습자 글에 대한 피드백은 교
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교사 피
드백은 학습자에게 지시나 평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쉬워 학습자가 주
도적으로 자신의 글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박영지, 2009:16). 따라서 한국
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쓰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쓰기를 진행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2.2.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상위인지11)와 피드백

쓰기는 흔히 의사소통 행위로 파악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쓰기는 그 자체가 사고의 과정이고, 의미 구성 또는 의
미 창조의 과정이며, 문제를 접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학습자
중심의 쓰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접근은 여러 모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
11) 플레이블(Flavell, 1979)에 의하면 인지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전략을 말
하고, 상위인지란 그러한 배경 지식과 전략들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인지를
계획, 조정,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전략 자체를 일컫는 것으로 인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상위인지는
이들 경험이나 지식, 전략이 실제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들 인지 작용을 점검하고 통
제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이재승,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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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한계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위인지는 그 자체라도 중요한
쓰기 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특히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이재승,
2002:135-138).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쓰기
활동도 상위인지와 연관되며 상위인지를 통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재승(2002)에서는 상위인지
가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
였다. 첫째, 과정 중심 접근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결국 필자가 자신의
인지를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상위인지는 인지의 조절과 관련하
여 생긴 과정 중심 접근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극복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쓰기 과정 전체를 강조하지만 부분
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를 이루고자 할 수 있다. 즉,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내용 생성이나 조직, 표현, 수정 행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상위인지
는 상황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을 강조한 개념이므로, 부분과 부분이 유기
적으로 관련을 맺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과정 중심 접근에
서는 상당 부분 생각 떠올리기나 생각 묶기 등의 인지 전략을 강조한다.
이들 인지 전략 자체는 자칫 쓰기 행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
지만, 이들 인지 전략은 상위인지 전략에 의해 ’자기 조정화‘ 되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인지 전략은 상위인지 전략과 함께
했을 때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승, 2002:137-138).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에서는 개개의 전략 자체보가 이들 전략을 상황
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상위인지의 개념이 필요하다. 피드백은
쓰기 과정에서 일어난 인지 행위를 점검하고 진단하다는 측면에서도 상위
인지와 관련이 밀접하다. 독자와 필자의 상호작용 행위에서는 독자가 필자
의 쓴 글을, 필자가 독자의 피드백 내용을, 학습자 간의 토론 내용을 계속
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플라워(Flower,
1994)에서 제기한 자기 스피치12)와 같은 행위가 종종 일어나게 되며 내용
12) 플라워(Flower, 1994)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
또는 숙고하기 위한 ‘자기 스피치(self-speech)’와 같은 상위인지 특성은 쓰기와 특히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즉 필자는 글을 써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글을 스스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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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피드백 내용, 토론 내용)을 이해해 나가면서 계속 내용의 상황 맥락을
해석해야 한다.
2.3. 동료 피드백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피드백은 단지 학습자가 쓴 글의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교수·학습의 과정을 돕고 개선하기 위
한 방법이기도 하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피드백은 후자의
목적에 가까우므로 교수·학습의 촉진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처럼 결과 중심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호작용적 피드백 활
동을 위해, 방법 면으로 동료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다.
2.3.1. 동료 피드백의 개념 및 특징
최근의 쓰기 교육은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료 피드백은
원래 영어 쓰기 교육에서 흔히 사용되던 지도 방법이었는데, 긍정적인 학
습 결과에 힘입어 최근 10년 동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작문 시간에도 활
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다. 브라운(Brown, 2001)은 협동학습을 학습자들이
짝이나 그룹을 지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학습자 중심
의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동료 학습자 간에 피드백을 교환하는 활
동은 학습자들이 짝이나 그룹을 지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면
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이론에 바탕을 둔 협동 학습을 근간으로 하였다.
주(Zhu, 2001)에 따르면 동료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peer-feedback),
동료

수정(peer-editing),

동료

평가(peer-evaluation),

동료

비평

(peer-review) 등으로 불리어지며 각각의 용어 사이에 다소 의미의 차이
는 있으나 글쓰기를 하며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협동적 교육활동으로
찰하고, 자신이 쓴 글이나 사고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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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글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홍화정(2007)은 학생들의 작문 수정 과정에서 서로의 글에 대한 피
드백을 동료와 교환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동료들의 작문을 단순히 고쳐
주거나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료가 작문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썼
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의 반응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동료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동료들의 작문을 단순히 고쳐주
거나 평가하는 데에서 전반적인 영역의 반응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2.3.2. 동료 피드백의 장점 및 문제점
류와 한센(Liu & Hansen, 2005:8)은 동료 피드백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음<표Ⅱ-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2> 동료 피드백의 장점 및 문제점
인지적
·사고 연습

사회적
언어적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 · 메 타 언 어 학 적 ·학습자의 수준

· 학 습 에 서 의 향상
적극적 역할
·탐색적
장
점

기 가능
·비판적
훈련
·지식의
과 강화

문
제
점

지식 강화

·실제적인 피드 ·언어적

말하 백 받음

에 따라 적용
지식탐 가능

구

·쓰기 과정 단

·자신감 획득과 ·추가적인
기술 불안감 감소

언어 계에 따라 활

기술

용 가능

·동료의식과 유 ·참여 강화와 담 ·어떤 경우에는
증명 대감 형성

화 향상

·학습자 정서에 ·생각을

시간의 효율성
표현하 있음

·독자 의식 훈 영향

기 위해 알맞은 ·과정 중심 쓰

련
·동료들의

단어 찾기
기의 강화
·표면적 구조에 ·시간의 압박

조 ·불안과 불편

언에 대한 불 ·의미
확실성
·학습자의

협상에 지나치게 집중

대한 전략 부족

·비생산적인 피

·제2언어에 대한 드백

열 ·지나치게 비판 스키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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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준비

의 부족

적인 조언 발생 ·외국어 강세 이 부족
가능성

해의 어려움

위의<표Ⅱ-2>와 같이 동료 피드백의 장점과 문제점을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실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지적 측면의 장점으
로는, 글쓰기는 사고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
사고의 연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동료 학습자들 간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신
뢰도가 낮고, 서로의 작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장점으로는, 학습자들은 동료의 작문을 보면서 자신감을
키우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
에 의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
다.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학습자들은 동료의 작문에 지나치게 비
판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언어적 측면의 장점으로는, 학습자들은 피드백 과정에서 동료의 피드백
내용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할 때, 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
어적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학습자들이 표면적인 오류에만 지나치게 집중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은 쓰기 과정 단계에 따라 쓰기 전,
쓰기, 쓰기 후 어떤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사 피
드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 수가 많은 교실 상황에서 시간 활용에 있
어서 효율성이 있다. 동료 피드백이 실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동료
들과의 구두 토론에서 동료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여 듣기이해 기술이
부족하게 나타나거나 목표어의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동료 글의 내용이나
구조에 관하여 부적절한 지적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료 피드백 활동은 장점과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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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 쓰기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료 피드백의 장점과 문제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 장점을 살리면서 동료 피드백의 문제점
을 줄여나가기 위해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며, 동료 피드백의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안 방법과 동료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2.4. 자기 평가

기존의 쓰기 평가 방법들은 학습자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선발 및 분류
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 진정한 쓰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 평가는 학습자 중심
의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전략을 새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데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
2.4.1. 자기 평가의 개념 및 특징
자기 평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자기 평가는 학습자
가 스스로 하는 평가로 오스카손(Oskarsson, 1978)에서 자기 평가는 학
습자가 스스로 언어 학습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의 평가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명기(1987)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의
학업, 성격, 태도, 행동 등을 평가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로 자신을 확인하
며, 자신의 후속 학습과 행동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
였다. 베일리(Bailey, 1998)에서 자기 평가는 언어 학습의 기능과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중심 교육이며 학생들이 언어 학
습에 적극적이고 반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오스카손(Oskarsson,
(self-feedback),

1978)에

자기

따르면

자기

평가는

평가(self-assessment),

자기

피드백

자기

사정

(self-evaluation), 자기 비평(self-review), 자기 통제(self-control),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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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self-rat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상위
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자
기 평가를 통해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며 이 과
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자기 평가는 교사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기대, 필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진보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역할
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자기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의 준비단계에
서부터 학습 결과의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의 학습상황이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학
습방법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기 평가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쓰기 내용을 단순히 고쳐
주거나 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전반적인 영역의 반응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2.4.2. 자기 평가의 장점 및 문제점
자기 평가를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자기 평가의 장
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Jeon, 1998)은 자기 평가에
대한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자기 평가는 학습자와 교사
양쪽에 모두 유리하다고 하였다. 자기 평가는 수업 목표가 학습 환경을 고
려하여 분명하게 정의되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이해
된다면 계속적이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둘째, 자기 평가는 학
습자가 학습에 대해 좀 더 많은 조절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자기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
다. 셋째, 자기 평가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율학습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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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대한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을 진
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준거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자기 평가 세환
효과(Washback efect)가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쉽
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아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기 평가는 학습자를 평가에 참여시킴으로
써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게 함으로 학습자의 학
습 통제력을 높이고 학습 진보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쓰기 교육에 있어서 자기 평가 활동의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도 있다.
전(Jeon, 1998)에서는 자기 평가에 대한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첫째, 교사가 자기 평가에 친숙하지 않으며 다른 전통적 평가에 비해
정확하지 못하다고 여겨 사용을 꺼린다고 하였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이 없고 평가 기준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신이 쓴 내용에
대해 피드백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은 자기 평
가의 방법이나 활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신뢰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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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
기의 양상과 분석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장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방법을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
체적인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을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할 때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13)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대상, 연구 설계 및 절차14) ,
연구 방법,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1.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시작하기 앞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비 실
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대상은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6명
의 대만 학생들이다. 본 연구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동료의 글을 읽고 피드
백을 해 주어야 하므로, 초급 학습자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표
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동료
13)본 연구는 ‘실험적이거나 실험에 준하는 설계’를 통해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4) 성태제·시기자(2006)에서는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첫째, 연구목적을 명료화한다. 둘째, 연구가설을 구체화한다. 셋째, 처지변수, 종속
변수, 매개변수를 규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다섯째,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할 도구를 개발한다. 여섯째,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일곱째, 사
전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한다. 여덟째,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아홉째, 실험을 실시한다. 열째, 자료를 수집한다. 열한째, 결과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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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나 자기 평가 활동을 할 때 학습자의 높은 언어 수준이 요구됨으
로 본 연구에서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15)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예비 실험 대상자는 본 실험의 대상자와 겹
치지 않게 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한 집단은 동료 피드백의 조건을 만들어 과정 중심의 한
국어 쓰기 교육을 하였고, 다른 집단은 개별학습, 즉 자기 평가의 조건을
만들어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에 참여한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은 모두 쓰기 전(pre-writing) 활동과
쓰기 활동(writing)까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주제16)와 관련
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토론하
여 자신의 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했으며 그룹 활동을 통해
초안의 기본 틀을 정한 다음 개별 활동으로 자신의 초고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초고를 작성한 후 두 집단 학생들에게 피드백에 대한 기본적
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
15) 예비 실험에서 실험 대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나 6급을 소지자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예비 실험 대상자의 기본 자료는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예비 실험 대상자 자료
정보
집
단
동
료
피
드
백
집
단
자
기
평
가
집
단

특징

동료 피드백
의 조건을 만
들어 과정 중
심의 쓰기 교
육을 실시한
다
자기 평가의
조건을 만들
어 과정 중심
의 쓰기 교육
을 실시한다

인원수

3명

3명

학
습
자

성
별

TOPIK

A

남

5급

B

여

5급

C

여

5급

D

남

6급

E

여

5급

F

남

6급

국적

대만

연령대

20대
초·중반

관련 경험

한국어 쓰
기 활동에
서 동료 피
드백의 경
험이 없다
한국어 쓰
기 활동에
서 자기 평
가의 경험
이 없다

16) 예비 실험에서 두 집단의 쓰기 주제는 제30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기출문제 44
번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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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정에서 왜 필요한지, 장단점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피드백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연습 활동을 실시하며 초고를 작성한 후 동
료 피드백 집단은 동료의 작문에 대해 피드백을 제안하고 자기 평가 집단
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 스스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동
료나 자기가 제안한 피드백 양상과 피드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 비교하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표Ⅲ-2> 과 같다.
<표Ⅲ-2> 예비 실험 절차
동료 피드백 집단

자기 평가 집단

(3명 1팀)
학습자 선정

(3명)
학습자 선정

⇩

⇩

주제 제시후 토론

주제 제시후 토론

⇩

⇩

초고 쓰기

초고 쓰기

⇩

⇩

동료 피드백 사전 교육

자기 평가 사전 교육

⇩

⇩

동료 피드백 하기

자기 평가 하기

(쓰기 평가 기준표 제공17))

(쓰기 평가 기준표 제공)

⇩

⇩

동료 피드백 반영: 받은 피드백

자기 평가 반영: 자기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본에 반영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본에 반영

⇩

⇩

인터뷰 하기

인터뷰 하기

17) 예비 실험에서 두 집단의 쓰기 평가 기준표는 본 실험의 쓰기 평가 기준표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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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작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 초고의
평균 점수가 각각 30점 만점에 21.67점 및 21.33점이었으며 두 독립 표본
t 검점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피드백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잘못 제공한 피드백을 제외하고
올바른 피드백만을 분석했을 때, 동료 피드백 집단은 형식 피드백을 평균
11개, 의미 피드백을 평균 1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평가 집단은
형식 피드백을 평균 4개, 의미 피드백은 평균 2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은 모두 의미적
인 피드백보다 형식적인 피드백18)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나 자기 평가 집단은 자기가 쓴 내용을 다시 읽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피드백의 양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적었다. 이는 자기 평가 집
단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비 실험에서
발견하였다. 의미적인 피드백19)에서는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
단보다 양이 많았다. 즉 필자가 자기 평가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비 실험에서 발견하였다.
학습자들이 받은 피드백을 자신의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동료 피드백 집단은 동료에게 받은 총 36개의 피드백 중에서 22개
(61.11%)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자기 평가 집단은 총 18개의 피드백 중에
서 16개(88.88%)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스스로
변형하여 수정한 경우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10개(27.7%), 자기 평가 집
단이 1개(5.55%)로 나타났다. 또한 피드백을 무시하고 그대로 둔 경우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2개(5.55%), 자기 평가 집단은 0개, 피드백 받은 부분
18) 여기의 피드백을 살펴보자면 형식적인 피드백에는 글의 어휘나 철자, 문법 등의 형식
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동료의 글
에서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단어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사용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 여기의 피드백을 살펴보자면 의미적인 피드백에는 서론·본론·결론이 있었는지? 문장과
문장의 구성이 좋았는지?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였는지? 단락의 구성이 좋았는지? 주제
가 글과 어울렸는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지?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
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피드백을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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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제한 경우, 동료 피드백 집단이 2개(5.55%), 자기 평가 집단은 1개
(5.55%)로 나타났다. 한편 피드백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수정한 경우
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24개, 자기 평가 집단이 2개였다.
다음으로 피드백을 통해 두 집단이 작성한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점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3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동료 피드백 집단
은 평균 점수가 21.67점에서 27.17점으로 자기 평가 집단은 평균 21.33점
에서 24.67점으로 각각 5.5점과 3.34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 가지
는 인식과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동
료 피드백 집단에서의 학습자 A는 피드백 제공 과정 에서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작문 의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자신이 잘못된 피드백을 제
공하면 다른 사람의 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더 주의를 기울
이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학습자 B는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담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C는 교사의 피
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은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글쓰기
를 피드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동료 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글쓰기를
완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자기 평가 집단에서의 학습자 D는 자기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고쳐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 학습자 E, F는 자기가 쓴 글에서
틀린 철자나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어휘, 문법 부분만 고쳤다고 하였고 주로 의미적인 부분에서, 즉 글의 내
용과 주제가 잘 맞는 지나 글의 일관성 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응답하
였다.
1.2. 실험 절차 보완 사항

예비 실험의 목적은 본 실험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분석을 위한 것이
다. 예비 실험을 끝낸 후 보다 정교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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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절차들을 보완하였다.
첫째, 글쓰기 주제는 작문 평가의 수월성과 정확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
하였다. 학생들의 작문 주제가 수업 내용과 연계되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
의 학습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되는 주제는
학생들의 쓰기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작문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필자의 주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글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형식을 택하는 것이 학
생들의 쓰기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글의 종류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주로 택하는 형식 즉,
수필, 서술문과 논설문을 선택하여 진행하겠다.
셋째,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의 학생들은 피드백 연습 활
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문을 읽고 바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피드백 분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학
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연습 활동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실험 직전에 진행된 예비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
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면밀한
조사 연구 과정을 채택하겠다.
1.3. 기초 설문 결과 분석

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20)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만에 있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
20) 대만(臺灣,Taiwan)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현제 정식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만의 대학은

타이베이

소재의 국립정치대학교(National

Chengchi University)와 중국문화대학교(Chinese Culture University) 그리고 가오슝
소재의 국립가오슝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
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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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 설문은 대만 현직 한국어 교
사 30명21)과 한국어 전공 학습자 115명22)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
험 수업에 참여한 42명의 응답도 학생용 사전 기초 설문 결과에 포함하였
다. 교사와 학생들의 기초 설문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쓰기 경험,
학교에서 한국어 쓰기 수업 실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
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1.3.1. 한국어 쓰기 지도에 대한 인식
<표Ⅲ-3> 교사들의 응답한 한국어 쓰기 지도의 어려움
설문 내용

설문결과 사례수(%)

한국어

매우

대체로

쓰기

관심있다

관심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전체

관심없다

관심없다

인원

21) 설문조사 참여자 자료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
<표Ⅲ-4> 설문조사 참여자 자료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성별
남
여
남
여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국적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대만
한국
대만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대만
대만
대만

모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경력
1~2년
2~3년
1~2년
1~2년
2~3년
1년 미만
3~4년
2~3년
3~4년
2~3년
2~3년
2~3년
3~4년
3~4년
4년 이상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성별
여
여
여
남
남
남
여
남
여
남
남
여
여
남
여

국적
대만
대만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대만
대만

모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경력
2~3년
3~4년
1~2년
2~3년
4년 이상
3~4년
1년 미만
2~3년
3~4년
1~2년
2~3년
1~2년
3~4년
3~4년
4년 이상

22)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만 가오슝에 있는 가오슝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한국어 전공인 학생 42명(실험 집단)과 대만 타이베이(Taiwan Taipei))
에 있는 중국문화대학교(Chinese Culture University) 한국어과 39명 학생 및 정치대
학교(National Cheng chi University) 한국어과 34명 학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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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대한 관심
체계적인

5(16.7)

13(43.3)

한국어

매우

대체로

쓰기 지도

관심있다

그렇다

여부
한국어

0(0)

2(6.67)

쓰기
지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복수
응답)

10(33.3)

보통이다
11(36.7)

2(6.7)

0(0)

대체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4(46.7)

3(10)

-쓰기 수업 시간 부족

4(13.3)

-교사의 전문성 부족

2(6.7)

30명
전체
인원
30명

전체

-학생의 흥미 부족

8(26.67)

-문항 출제 및 평가의 어려움

16(53.3)

인원
30명

30명의 응답자 중 90% 이상이 한국어 쓰기 지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였으며 16.7%는 한국어 쓰기 지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쓰기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30명
중 2명의 교사만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56.7%로 나타났다. 즉, 대만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쓰
기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쓰기 지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53.3%
가 문항 출제 및 평가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26.67%는 학습자의 흥미
부족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표Ⅲ-5>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의 어려움
설문 내용

설문결과 사례수(%)
전

한국어

매우

대체로

쓰기에

관심있다

관심있다

대한 관심

5(4.3)

16(13.9)

보통이다
36(31.3)

대체로

전혀

체

관심없다

관심없다

인

30(26.1)

28(24.3)

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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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주당

명
전

수업

주당

1시간

3시간

주당

이외의

1시간

이상

이상

5시간

한국어

미만

3시간

5시간

이상

미만

미만

20(17.4)

2(1.7)

쓰기 시간
36(31.3)

한국어
쓰기의
난이도

한국어

매우

대체로

어렵다

어렵다

32(27.8)

61(53)

보통이다
17(14.8)

0(0)

전혀 쓰지
않다
57(49.6)

체
인
원
115
명
전

대체로

전혀

체

어렵지

어렵지

인

않다

않다

원

5(4.3)

0(0)

115
명
전

-쓰기 기회 많지 않음

27(23.5)

어렵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글을 쓰기가 어렵다

19(16.5)

인

하는 요인

-무슨 내용에 대해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24(20.9)

원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45(39.1)

쓰기를

(복수
응답)

체

115
명

본 실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42명을 포함하여 대만 한국어 교육기관
에서 진학하고 있는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표Ⅲ-5>로 정리하였다. 학습자의
49.5%가 한국어 쓰기 활동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수업 시간 이외의 한국어 쓰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49.6%, 주당 1시간미만으로 쓰기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습
자들이 31.3%였다. 또한 한국어 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93명의 학생들
중에서 39.1%가 어휘와 어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
고 23.5%는 쓰기의 기회가 부족하고 쓰기를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즉,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연습 기회가 부족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어휘나 어법을 적절
히 사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어 쓰기를 어렵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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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쓰기 과정에서 글의 내
용과 구성을 고려하고 언어사용 및 어휘의 쓰임에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
에 언어 기능 중 쓰기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3.2. 학교 현장에서 한국어 쓰기 수업 실태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한국어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되는 쓰기 주제와 쓰기 활동 유형에 대한
응답을 다음 <표Ⅲ-6>, <표Ⅲ-7>로 정리하였다.
<표Ⅲ-6> 교사들의 한국어 쓰기 수업 실태에 대한 응답
설문 내용
한국어 쓰기
과제 출처

한국어 쓰기
수업 활동

한국어 쓰기

설문결과 사례수(%)
-교재 쓰기 과제 전부
0(0)
-교재 쓰기 과제 중 일부
15(50)
-교사가 제작한 쓰기 과제
14(46.7)
-한국어 일기나 독후감
1(3.3)
-본문 베껴 쓰기
0(0)
23)
2(6.67)
-본문 받아쓰기
-틀린 문장 고쳐 쓰기24)
5(16.7)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25)
11(8.5)
26)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문하기
12(40)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교육의 필요성
7(23.3)

20(66.7)

2(6.7)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3.3)

0(0)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23) 본문 받아쓰기는 듣기와 결합된 활동으로 교사의 말을 듣고 받아쓰는 문제 유형이다
(강승혜 외, 2006:292).
24) 틀린 문장 고쳐 쓰기는 기본 맞춤법에서부터 문법적 능력과 문장 구성력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유형이다.
25)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는 문맥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으로 문법적 정확
성뿐만 아니라 문장 구성력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응답이 가능하다(강승혜 외, 2006: 300).
26) 자유 쓰기는 필자가 글을 쓸 수 있는 바탕 자료의 종류에서부터 글의 내용, 방향 등에
대해 거의 통제하지 않고 필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이원기, 20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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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쓰기 과제의 출처와 수업 활동 유형에 대한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들은 50%가 교재 쓰기 과제 중 일부를 선택하여 지도하며, 교사가 쓰
기 과제를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사례도 46.7%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자유
작문하기, 샘플 지문 속 문장 완성하기, 틀린 문장 고쳐 쓰기를 위주로 한
국어 쓰기 수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들의 응답에서
90%의 교사들이 한국어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
쓰기 학습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의 90%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쓰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49.5%였으며 교사들의 응답에 비해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
응은 한국어 쓰기 수업으로 인한 쓰기 수업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나타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학생들은 한국어 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7>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수업 실태에 대한 응답
설문 내용
차시별

전혀

10분

한국어

하지

미만

쓰기 활동

않는다

시간

설문결과 사례수(%)
10분
20분 이상
이상

쓰기 수업

46(40)
32(27.8) 22(19.1)
-교재 쓰기 과제 전부
-교재 쓰기 과제 중 일부
-교사가 제작한 쓰기 과제
-일기나 독후감 쓰기 과제
-본문 베껴 쓰기
-본문 받아쓰기
-틀린 문장 고쳐 쓰기

활동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

한국어
쓰기 과제
출처
한국어

30분

전체

30분 미만

이상

15(13)

0(0)
0(0)
62(53.9)
44(38.3)
9(7.8)
0(0)
9(7.8)
11(9.6)

115명

32(27.8)

115명

인원
115명
전체
인원

전체
인원

자유 작문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제한 없이 글을 쓰는 것으로 글의 종류에 따라 실용
문 쓰기,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 문학 텍스트 쓰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글쓰기가
가능하다(강승혜 외,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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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쓰기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문하기
매우
대체로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다

학습의
필요성

15(13)

42(36.5)

51(44.3)

대체로

63(54.8)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

2(1.7)

전체
인원
115명

차시별 한국어 쓰기 활동 시간에 대해서 학생들의 40%가 쓰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7.8%였
다. 수업 시간에 교재 쓰기 과제 중 일부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53.9%였고
교사가 제작한 쓰기 과제를 한다는 응답은 38.3%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한국어 일기나 독후감 쓰기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쓰기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7.8%)도 있었다. 또 수업 시간의 한국어 쓰기 활동은 주로 자
유 작문(54.8%)과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27.8%)였다. 전체 응답
학생들 중에서 49.5%의 학생들은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학생들은 균형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술
하였다.
1.3.3. 과정 중심 쓰기 방법에 대한 인식

과정 중심 쓰기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법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 <표Ⅲ-8>, <표Ⅲ-9>과 같다.
<표Ⅲ-8> 교사들의 과정 중심 쓰기 방법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과정 중심

설문결과 사례수(%)
대체로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과정 중심

3(10)
쓰기 전

3(10)
초고쓰기

쓰기에서

단계

단계

쓰기 방법
활용도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16.7)
수정하기

16(53.3)
편집하기

3(10)
출판하기

단계

단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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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가장
중요한
단계
피드백의

4(13.3)

13(43.3)

10(33.3)

3(10)

0(0)

매우

대체로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필요성
7(23.3)

20(66.7)

2(6.7)

1(3.3)

0(0)

지도가

매우

대체로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한국어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3.3)

0(0)

과정 중심

쓰기 능력
향상의

13(43.3)

14(46.7)

2(6.7)

30명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도움

<표Ⅲ-9> 학습자들이 과정 중심 쓰기 방법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과정 중심
쓰기 방법
활용도
과정 중심
쓰기 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피드백의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설문결과 사례수(%)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

9(7.8)

20(17.4)

51(44.3)

30(26.1)

쓰기 전

초고쓰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출판하기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19(16.5)

42(36.5)

30(26.1)

24(20.9)

0(0)

매우

대체로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필요성
15(13)

50(43.5)

43(37.4)

5(4.3)

2(1.7)

과정 중심

매우

대체로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지도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5(4.3)

2(1.7)

한국어
쓰기 능력

13(11.3)

53(46.1)

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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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115명

향상의
도움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하여 한국어 쓰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70.4%
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Ⅲ-8>에서 교사들도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63.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정 중심 쓰기 단계 중
초고쓰기 단계와 수정하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2.6%로 절반을 넘었다. <표Ⅲ-8>에서 교사들도 과정 중심 쓰기 단계 중
초고쓰기 단계(43.3%)와 수정하기 단계(33.3%)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를 교육할 때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의 응답 경향은 거의 유사하였다.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들은56.5%, 교사들은 90%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피드
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드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교사는 없는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는 1.7%가 피드백의 필요성
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응답 차이는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지도의 효과에 대한 설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교사들의 90%가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지도가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학생들의 경우는 교사에 비해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과정 중심 한
국어 쓰기를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의 활동 단계나 교육적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1.3.4. 동료 피드백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Ⅲ-10>, <표Ⅲ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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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교사들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

설문결과 사례수(%)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피드백의

11(36.7) 17(56.7)
2(6.7)
0(0)
-체크리스트 작성 후 쓰기를 다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 간다

체크리스

-체크리스트를 언급하고 넘어 간다

12(40)

트 활용도
학생들의

-전혀 언급하지 않다

15(50)

동료

동료
피드백이
어려운
원인
(복수
응답)

0(0)
2(6.7)
1(3.3)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

5(16.7)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10(33.3)

전체

-동료 피드백에 대한 흥미 부족

2(6.7)

30명

-동료 피드백 전략과 방법 부족

13(43.3)

인원

<표Ⅲ-11>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

설문결과 사례수(%)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피드백의

21(18.3) 57(49.6) 32(27.8)
5(16.7)
0(0)
-체크리스트 작성 후 쓰기를 다시 피드백한다 7(6.1)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 간다
4(3.5)

체크리스

-체크리스트를 언급하고 넘어 간다

30(26.1)

트 활용도
학생들의

-전혀 언급하지 않다

74(64.3)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

14(12.2)

동료

동료
피드백이
어려운

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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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3)

115명

원인

-동료 피드백에 대한 흥미 부족

11(9.6)

-동료 피드백 전략과 방법 부족

39(33.9)

(복수
응답)

외에서 동료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
났다. 교사들의 93.4%는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동료 피드백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학생들은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이상(67.9%)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체크리스트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과 6.1%에 불과하였다. 즉,
동료 피드백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남의 쓴 글을 다시 읽고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를 묻는 문
항에서 ‘체크리스트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간다’와 ‘교사가 체크리스
트를 언급하고 그냥 넘어 간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90%, 학생들은 90.4%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

이 동료의 글을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인 동료 피드백 체크리스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
므로 동료의 글을 피드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드백 전략이나 방법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동료 피
드백 전략과 방법 부족(44.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생
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33.3%)과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16.7%)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동료 피드백을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학습자들
의 언어능력 부족(44.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동료 피드
백을 위한 전략과 방법 부족(33.9%) 및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
(12.2%)을 언급하였다.
1.3.5.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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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은 다음 <표Ⅲ-12>,<표Ⅲ
-13>과 같다.
<표Ⅲ-12> 교사들의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설문결과 사례수(%)

자기

매우

대체로

평가의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전체

그렇지

그렇지

인원

않다

않다

30명

필요성

9(30)
19(63.3)
2(6.7)
0(0)
-체크리스트 작성 후 쓰기를 다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 간다

0(0)
3(10)
4(13.3)

체크리스

-체크리스트를 언급하고 넘어 간다

8(26.7)

트 활용도
학생들의

-전혀 언급하지 않다

자기
평가의

자기
평가가

15(50)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

7(23.3)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8(26.7)

어려운
원인
(복수
응답)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자기 평가에 대한 흥미 부족

5(16.7)

-자기 평가 전략과 방법 부족

10(33.3)

30명

<표Ⅲ-13>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 내용

자기 평가의
필요성

설문결과 사례수(%)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전혀

전체

그렇지

그렇지

인원

않다

않다

115명

자기 평가의

13(11.3) 25(21.7) 72(62.2)
5(4.3)
0(0)
-체크리스트 작성 후 쓰기를 다시 평가한다10(8.7)

전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 간다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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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체크리스트를 언급하고 넘어 간다

19(16.5)

어려운 원인

-전혀 언급하지 않다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자기 평가에 대한 흥미 부족

71(61.7)
25(21.7)
37(32.2)
18(15.7)

(복수 응답)

-자기 평가 전략과 방법 부족

35(30.4)

활용도
학생들의
자기 평가가

115명
전체
인원
115명

외에서 자기 평가에 대한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자
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교사들의 93.3%는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나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였다. 학습자들은 자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이다’(62.2%)와 ‘대체로 그렇다’(21.7%)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
생들이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본다
는 응답이 8.7%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를 묻는 문
항에서 ‘체크리스트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 간다’와 ‘교사가 체크리스
트를 언급하고 그냥 넘어 간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76.7%, 학생들은
78.2%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자가 평
가 체크리스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므로 스스로 글을 평가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기평
가 전략이나 방법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자기 평가
전략과 방법 부족(33.3%)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26.7%)과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23.3%)을 언급하였
다. 학습자들은 자기 평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학습자들의 언어능
력 부족(32.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기 평가를 위한
방법 부족(30.4%) 및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21.7%)을 언급하였다.
<표Ⅲ-12>과 <표Ⅲ-13>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한국어 쓰
기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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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거의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방법이나 전략을 개발
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1.3.6.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의견
쓰기 교육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와 효

과적인 영역을 교사 및 학습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표Ⅲ-14>,
<표Ⅲ-15>, <표Ⅲ-16>, <표Ⅲ-17>과 같다.
<표Ⅲ-14> 교사들의 동료 피드백 활동 방안
설문 내용
동료 피드백
활용도가 높은 단계
(복수 응답)
동료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인 영역

설문 결과 사례수(%)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수정하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아이디어 생성
-글의 내용, 구성(의미)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6(20)
9(30)
11(36.7)
2(6.7)
2(6.7)
5(16.7)
12(40)
11(36.7)
2(6.7)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표Ⅲ-15> 학습자들의 동료 피드백 활동 방안
설문 내용
동료 피드백
활용도가 높은 단계
(복수 응답)
동료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인 영역

설문 결과 사례수(%)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수정하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아이디어 생성

18(15.7)
23(20)
67(58.3)
5(4.3)
2(1.7)
33(28.7)

-글의 내용, 구성(의미)

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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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115명
전체 인원
115명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39(33.9)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2(6.7)

교사와 학생들은 협의하기 단계와 초고 쓰기 및 쓰기 전 단계에서 동료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사와 학생들은 글의 내
용과 구성 영역에서 동료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각각 40%, 35.7로 나타났고 36.7과 33.9%는 문법상 잘못된 표현을 고
치거나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등 언어사용 영역에서 동료 피드
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들은 한국어 쓰기에
서 수정하는 단계에서 동료 피드백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글의 내용 및 구성이나 언어사용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동료 피드백
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표Ⅲ-16> 교사들의 자기 평가 활동 방안
설문 내용

설문 결과 사례수(%)

자기 평가
활용도가 높은
단계
(복수 응답)
자기 평가가 가장
효과적인 영역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수정하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아이디어 생성
-글의 내용, 구성(의미)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2(6.7)
4(13.3)
13(43.3)
11(36.7)
0(0)
2(6.7)
19(63.3)
5(16.7)
4(13.3)

전체 인원
30명

전체 인원
30명

<표Ⅲ-17> 학습자들의 자기 평가 활동 방안
설문 내용
자기 평가 활용도가
높은 단계
(복수 응답)
자기 평가가 가장
효과적인 영역

설문 결과 사례수(%)
-쓰기 전 단계
-초고쓰기 단계
-수정하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아이디어 생성
-글의 내용, 구성(의미)

3(2.6)
9(7.8)
57(49.6)
43(37.4)
3(2.6)
9(7.8)
71(61.7)

115명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29(25.2)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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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전체
인원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6(5.2)

대만 현직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 평가를 활용할 수 있
는 단계와 효과적인 영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의 설문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은 각각 학생들이 글을 수
정하는 단계(43.3%, 49.6%)와 편집하는 단계(36.7%, 37.4%)에서 자기 평
가의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글의 내용이나 구성(63.3%,
61.7%)에서 학습자에 의한 자기 평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들은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동료 피드백이 자
기 평가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1.4. 본 실험

본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에 바탕을 둔 동료 피드백 활동과 자기
평가 활동에서 동료나 학습자 본인이 자기가 쓴 초고에 대해 피드백을 제
공하고 또 동료나 자기가 제공한 피드백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양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초고를
작성하고 동료나 본인 스스로가 초고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 피드
백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드백의 유형,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 하는 양상을 알아보았다.
1.4.1. 본 실험 대상자
본 연구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목적(purposive) 표집27) 방
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 대상자는 대만 가오슝대학교 한국어 전공자인
42명 학생28)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본 실험은 실험 대상 학생들의 대
27) 목적(purposive) 표집이란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김수잔, 2014:58).
28) 본 연구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동료나 자기가 쓴 글을 읽고 피드백(평가)을 해 주어야
하므로,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다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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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급 학습자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이나 6급을 소지자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본 실험 대상자의
자료는 다음<표Ⅲ-18>과 같다.
<표Ⅲ-18> 실험 참여자 인적 사항
집
단

한국어 수준
특징

총수

동료
동

피드백의

료

조건을

피

만들어

드

과정

백

중심의

집

쓰기

단

교육을

21

실시한다

자기
자
기
평
가
집
단

평가의
조건을
만들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21

학습자

나이

성별

(한국어능력시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3
22
22
22
23
23
23
22
23
22
24
23
23
23
22
23
23
22
23
23
22
24
23
25
22
22
22
23
23
23
22
24
23
24
23
23

여
여
여
여
남
여
남
여
여
여
남
여
여
남
여
남
남
여
남
남
여
남
여
남
여
여
남
남
여
남
남
남
여
여
여
여

기준으로)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5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6급
TOPIK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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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경험

한국어
기

쓰

활동에

서 동료 피
드백의

경

험이 없다

한국어
기

쓰

활동에

서 자기 평
가의

경험

이 없다

학에서는 한국어 전공 수업 시간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기능 중 읽
기와 듣기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쓰기 수업에는 주로 한국어능력시
험(TOPIK)의 쓰기 영역을 대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빈칸
채우기29), 고쳐 쓰기30), 바꿔쓰기31), 문장 연결하기32) 등 활동과 설명·묘
사하기33)나 교사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글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유 작문34)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한국어 쓰기의
과정보다 학생들이 산출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전공자 42명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기 수업
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결과물 중심의 쓰기 수업이 아니라 쓰기 과
정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각 과정을 서로 평가하거나 스스로 점검하는

16
17
18
19
20

22
23
24
23
23

여
여
남
여
여

TOPIK
TOPIK
TOPIK
TOPIK
TOPIK

6급
5급
6급
5급
6급

21

25

남

TOPIK 6급

29) 빈칸 채우기는 주어진 문장이나 담화의 빈칸을 채우는 활동으로 문법과 어휘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듣고 빈칸 채우기와 같은 이해 활동과 연결되어 통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유형이기도 하다(강승혜 외, 2006:295).
30) 고쳐 쓰기는 제시된 어휘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형이나 맥락에 맞게 써 보는 활동으로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장

구성능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강승혜

외,2006:295).
31) 바꿔 쓰기는 통제된 쓰기 평가로서 경어법, 반말 등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나 시
제의 일치 또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문법적 정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강승혜 외, 2006:297).
32) 문정 연결하기는 둘 이상의 문장을 문맥에 맞게 연결하는 유형으로 문법적 정확성과
문장 구성력을 평가할 수 있다(강승혜 외, 2006:295).
33) 설명·묘사하기는 주어진 그림이나 사진, 도표 등을 보고 이를 묘사하는 평가 유형으로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정확히 설명하고 묘사했는지 관련된 표현력, 문장 구
성력, 담화 구성력 등이 모두 평가될 수 있다(강승혜 외, 2006:304).
34) 자유 작문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제한 없이(분량 제외) 글을 쓰는 것으로 글의 종류
에 따라 실용문 쓰기,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 문학 텍스트 쓰기 등 여러 가지 유형
의 글쓰기가 가능하다(강승혜 외,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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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다음은 피드백 활동 시 인원수에 관한 문제다.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할
때 적절한 동료의 수에 관한 문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왔
다. 예를 들어 미탄(Mittan, 1989)은 두 명으로 피드백 조를 만들었을 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았
지만 류(Liu, 1998)는 세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보았
고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학생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과제에 대한 동기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들이 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2명보다 3명을 한 팀으로 정하였
다. 또한 유사한 의사소통 양상을 보이는 L1 학습자와는 달리 언어적 배
경이 다른 L2 학습자들은 그룹 구성원에 따라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대만 한국어 학습자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
쓰기 실력의 차이가 있는지 동질성 검증을 해 보았다. 사전 쓰기 주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33회 고급 쓰기 기출문제35)를 이용하여 각 집
단에 모두 30분간 사전 쓰기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쓰기 평가에서의 평가
기준표는 본 실험의 쓰기 평가 기준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표
Ⅲ-20>과 같다.
<표Ⅲ-19> 집단에 따른 쓰기 점수 차이(동질성 검증)

3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33회 고급 쓰기 기출문제 44번은 다음<표Ⅲ-19>과 같다.
<표Ⅲ-20> 사전 쓰기 주제
[44]다음을 읽고 700∼800자로 글을 쓰십시오.(30점)
∙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조건>
(1)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2)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다른 조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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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p<0.5

N
21
21

평균
20.29
20.33

표준편차
1.231
1.238

평균차

t

유의확률

-.48

-.125

.659

<표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료 피드백 집단의 쓰기 점수와 자기
평가 집단의 쓰기 점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과 평균비교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료 피드백 집단의 평균은 20.29점, 표준편차는 1.231점이 나왔고
자기 평가 집단의 평균은 20.33점, 표준평차는 1.231점이 나왔다. 동료 피
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쓰기 평가 평균 차이는 0.48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 내에서 학습수준의 유의확률이 .659로 유의수
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쓰기 평가
에 있어서 쓰기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대만 가오슝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42명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을 처치한 집단 21명과 자기 평가를 처치한
집단 21명으로 나누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진행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다.36)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검증 자료는 실험 참여자의 쓰기 자
료로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를 받기 전의 초고와 피드백을 반영한 수
정본을 사용하였다.
<표Ⅲ-21> 본 실험 설계
동료 피드백 집단 (n=21)

자기 평가 집단 (n=21)

T1------------X------------T2

T1-------------Y-------------T2

(8차시의 실험 수업)

(8차시의 실험 수업)

36)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내부에서 피드백하는 자와 피드백 받는 자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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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초고 쓰기

T1: 초고 쓰기

T2: 수정본 쓰기

T2: 수정본 쓰기

X: 동료 피드백

Y: 자기 평가

위의 <표Ⅲ-21>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실험은 두 집단의 초고 쓰기 및
수정본 쓰기 검사로 설계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활동 및 자기 평가 활동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을 실시
한 후 두 집단 피드백의 유형,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점수 향상도, 회기별 쓰기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의 설계는 먼저 학습자들이 브레인스토밍37)을 통해 쓰기 주제에
관하여 함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 초고 쓰기를 하였다. 교
사는 동료 피드백 집단의 초고를 복사하여 동료 피드백 집단 내의 다른
학습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것을 제외한 2명 동료 학
습자의 초고를 읽으며 동료 피드백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동료의 글에
제안할 내용을 메모한 후 서로의 작문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
졌다. 자기 평가 집단은 초고 쓰기 후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며
자신의 글에 평가해 주었다.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 활동을 하면서 해
결하지 못한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수업을 마친 후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
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교사의 조언을 구해 수정한 부분은 피드백
제안과 수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피드백 활동을 하는 과정
을 지면에서 피드백의 제안과 수용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는 자료로 이용
하였다. 그리고 피드백 활동이 끝나면 동료나 자기가 제안한 것을 참고하
여 수정본 쓰기는 과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정본 작성 시 동료의 피드
백이나 자기 평가의 내용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글의 주인은
본인이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글을 수정하고, 수정본 작성과 함께 수정
과정에서 동료 피드백의 수용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학습일지를 작성하
37)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가리킨다.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인데 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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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1.4.3. 본 실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이 학습자들의 쓰기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게
의미에 관한 영역과 형식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과 수용 여부를 알
아보았고 초고와 수정본에 대한 쓰기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원어민 한
국어 평가자 2명38)이 채점을 실시하여 초고에 비해 수정본에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이 있는지, 어떤 양상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철차는 다음 <표Ⅲ-22>과 같다.
<표Ⅲ-22> 본 실험 철차
동료 피드백 집단(21명, 3명 1팀)
실험 참여자 선정

자기 평가 집단(21명)
실험 참여자 선정

⇩

⇩

사전 쓰기 능력 검점 및

사전 쓰기 능력 검점 및 설문조사

설문조사

⇩

⇩

자기 평가 사전 교육 및 연습

동료 피드백 사전 교육 및 연습

⇩

⇩

초고 쓰기

초고 쓰기

⇩

⇩

자기 평가 하기

동료 피드백 하기

⇩

⇩

수정본 쓰기

38) 본 실험에서의

2명 원어민 한국어 평가자는 모두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를 2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 현직 언어 교육원 강사이며 작문 수업을 한 학기 이상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다. 2명의 원어민 한국어 교사는 채점자훈련을 거쳐 교사용 쓰기 평가
표에 의하여 두 집단 각 차시의 초고와 수정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채
점자 훈련 및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내용은 본 장의 1.5.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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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쓰기

⇩

⇩

자료 분석

자료 분석

⇩

⇩

면담

면담
본 실험의 수업은 2015년 6월 3일부터 2015년 6월 26일까지 총 4주
동안 8차시로 진행되었다. 각 차시의 수업은 1교시 50분을 기준으로 2교
시로 구성하였다. 첫 주의 1교시는 양 집단 쓰기 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고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과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쓰기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2교시는 과정 중
심 쓰기에 바탕을 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선행 교육과 연습을 실
시하였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1교시 수업은 쓰기 주제 및 문형 설명
과 글의 전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
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한 후, 개요 작성 및 초고를 작성하였다. 10
분 쉬는 동안 양 집단의 초고를 복사하고, 2교시에 본격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료 피드백 집단은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동료의 초고에 대해 피드백을 하였다. 이
때 동료의 피드백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가 제안을 하고 상반
되는 의견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면서 자신의 글을 점검할 기회를 가졌다.
자기 평가 집단도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자기
의 초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아래 <표Ⅲ-23>, <표
Ⅲ-24>과 같다.
<표Ⅲ-23> 1주차 수업(예비 수업) 내용
교시

대상

지도 활동 내용

1교시

전체

쓰기 능력 사전 평가

(50분)

인원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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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사전 쓰기 평가지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

소유
시간
30분

설문조사
사전 교육

2교시
(50분)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연습

-교사용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
-PPT 자료
-샘플 지문
-PPT
-샘플 지문

20분
20분
30분

<표Ⅲ-24> 2~4 주차 수업(본 수업) 내용
교시

대상

1교시

전체

(50분)

인원
동료
피드백
집단

2교시

21명

(50분)

자기
평가
집단
21명

숙제

지도 활동 내용

관련자료

쓰기 문형 및 주제 설명 -PPT 자료
-샘플 지문
브레인스토밍 활동
-교사용 쓰기 평가
개요 작성 및 초고 쓰기 기준표
동료 피드백 하기
수정본에 반영하기
자기 평가하기

수정본 쓰기 및

인원

학습일지 작성

시간
10분
10분
30분
30분

-쓰기 평가 기준표
(체크리스트)

수정본에 반영하기

전체

소유

20분
30분
20분

-학습일지

1주

1.4.4. 피드백 훈련
이미혜(2000)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서로의 글을 수정하며 동료 피드백
을 실시할 때 피드백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훈련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피드백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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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에서도 피드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의 연구에서
는 동료 피드백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동료 피드
백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료 피드백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평가 훈련을 통해 피드백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활동하
기 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 조직된 동료 피드백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학습자가 평가자로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기 평가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기 평가 활동에서도 학습자가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글을 평가하
는 훈련이 필요하며 훈련 과정이 모호하거나 평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
지하지 못한다면 자기 평가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본 실험 과정 중
의 쓰기 선행교육은 과정 중심 쓰기 바탕을 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드백
활동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읽기 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
로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쓰기 자료
를 이용하여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 활동을 시범해 주고, 교사와 학습자
가 함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연습을 한 후, 본 수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주차 쓰기 선행
교육을 거치고 2주차와 3주차에서는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쓰기 훈
련을 실시하였다.
1.4.5. 쓰기 피드백의 종류
훼이글리와 비트(Faigley & Witte, 1981)에서는 수정본을 분석하여 초
고에서 변화된 부분을 크게 표면적 변화와 의미적 변화로 나누고 이를 다
시 형식적 변화(Formal Changes)와 의미를 유지한 변화, 미시적 변화,
거시적 변화로 나누었다. 김민정(2008)에서는 피드백 내용을 크게 형식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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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과 의미 피드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세분하여 다시 형식1, 형
식2, 의미1 및 의미2로 나누었다. 형식1은 맞춤법과 시제, 구조, 철자 등
형태론에 관한 것이며, 형식2는 내용의 변화는 없지만 단어의 변화나 문
장의 변화, 통사론적 변화에 관한 것이고. 또한 의미1은 전체적인 글의 주
제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거나 세부 내용
을 첨가시키는 피드백이며, 의미2는 주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단
수준의 피드백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2008)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다.
1.4.6. 피드백 반영 양상
선행 연구인 멘도사와 존슨(Mendonca & Johnson, 1994)에서는 피드
백의 양상이 동료 피드백을 통해 수정한 경우(R/PR), 동료 피드백을 받았
지만 수정하지 않은 경우(NR/PR), 동료 피드백을 받지 않았지만 수정한
경우(R/NPR)로

구분하였다.

손태호(2007)에서는

피드백

수용

(acceptance), 수정 채택(adaptation), 거부(rejection)및 삭제(deletion)
로 피드백의 반영 양상을 나누었다. 김민정(2008)에서는 피드백을 받고 수
정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변형하여 수정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경우, 피드백을 받고 그 부분이나 문
장을 삭제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로
피드백의 반영 양상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의 구분 방법을 통합하여 피드백 내용을 그대
로 반영하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변형하여 반영하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고치지 않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지 않았는데
도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로 피드백의 반영 양상을 나누었다.
1.5. 실험 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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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SPSS 21(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과 엑셀 200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결과를 통계 분석할 때 기술통계와 추리통
계 중의 두 모집단 평균차이 t검정 (두 독립표본 t검정, 두 종속표본 t검
정), 그리고 독립성 겅증(피어슨 카이 제곱(χ2)) 등을 사용하였다39).
본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본질과 특징을 분석하고 수
정 반영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별 분류에서는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
으며 두 피드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 t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카이 제곱(χ2) 검정을 사용하였고 쓰기 점수 향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산술적 통계 분석과 유의미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39)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란 기술이나 설명을 목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
는 기법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285). 추
리통계(inferential statistics)란 예측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추리통계는 특정 현상에 대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확률적인 법
칙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286). 두 모집단 평균차이 t검정은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며 분산이 같다는 가
정 하에 t-검정을 사용한다. t 검정(t-test)이란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통
계적 검정에서 t 분포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t 분포는 t 확률 분포라고도 한다. t 검정
은 t 값과 자유도(dedree of freedom: DF)를 공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후 산출된 카이
제곱의 원 가설(Ho, original hypothesis)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동인
지를 확인하여 원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혹은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287). 그리고 두 독립표본 t검
정은 두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이 서로 독립적일 때,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비교하
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두 종속표본 t검정은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고 두
집단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다(상태제·시기자, 2006: 282-283).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 카이 제곱 검정이란 통계적 검정에서 카이 제곱(χ2)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기법
이다. 이 검정 기법은 명명 변인이나 서열 변인 간의 상호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가
장 흔히 사용한다. 카이 제곱 검정은 카이 제곱의 값과 자유도(dedree of freedom:
DF)를 공식에 의거하여 산출한 후 산출된 카이 제곱의 원 가설(Ho, original
hypothesis)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동인지를 확인하여 원 가설을 기각
할 것인지 혹은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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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

과 평균비교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채점자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였다.
1.5.1. 쓰기 주제40)
쓰기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레뭔스(Raimes, 1983)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의 쓰기 능력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쓰기의 주제를 접했을
때 자신이 쓸 이야기를 떠올리기 쉬운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차시마다 2교시에 걸쳐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었
는데 한정된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주제와 시간 배분을 고려하였다. 1주차는 쓰기 선행교육이기 때
문에 비교적 쉬운 장르인 수필로 하였고, 2주차는 중·고급에서 다루는 설
명문, 3주차와 4주차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기출 문제와 유사한 주제의
논설문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쓰기 주제는 다음<표Ⅲ-25>과 같다.
<표Ⅲ-25> 본 실험 쓰기 주제
주차

글의

주제

1
2
3

종류
수필
설명문
논설문

기억에 남는 선물
내가 좋아하는 도시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4

논설문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까?41)

1.5.2. 학습일지42)
강인애(1998)에서는 성찰일지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기 학습과정에 대
40) 쓰기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41) 4주차 주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 쓰기 문제를 참고하여 출제하였다.
42) 학습일지의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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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와 관찰은 학습 효과
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습자
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동료의 피드백과 자기의 평가
내용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정본을 완성한 후
에 학습자들에게 학습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작문 수정 과정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과 자기 평가 활동에서 도움이 된
부분과 활동 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동료의 피드백이나 스
스로 평가한 내용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수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떤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일지를 작성하였다.
1.5.3. 설문 조사43)
설문 조사는 현재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피드백 활동에 참여한 42명 학습자들 이외에도 대만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고학년 학습자들에게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교사용 설문과 학습자용 설문으로 나누었다. 교사용 설문은
대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한국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한
국어 쓰기 지도의 실태, 과정 중심 쓰기 교육,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았다. 학습자용 설문은 대만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한국어 쓰기 교
육의 실태, 과정 중심 쓰기 교육,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실험 수업에 참여한 42명

43) 교사용 설문지와 학습자용 설문지는 김지원(2014)의 기초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은 [부록 3],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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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포함하여 총 115명이다.
1.5.4.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
문영인(2000)에서는 성공적인 동료 수정을 위해서는, 이를 실시하기 전
에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요령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이랜드(Hyland, 2003)의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동료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무엇을 찾고, 또 어떻
게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knowing what to look for and how to
comment on it”) 교사로부터 지도받고 연습하는 동료 피드백 훈련을 해
야 한다고 하였고, 이 때 동료 피드백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줄 동료 피드백 평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료 피드백 작문 평가표 구성에 대해 강현경(2008:26)은 의미 중
심, 형식 중심 그리고 전체적 의견으로 나누고, 의미 중심은 내용과 구성,
형식 중심은 문법, 어휘, 표기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김민정(2008)연구에서
도 피드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내용, 구성 및 조직, 문법 및 표현, 전체
적 의견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페리와 핸콕(Ferris &
Hedgcock, 2005:239-240)는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지침을 작성하기 위
해 가능하면 ‘예/아니요’로 대답하는 질문을 피하고, 그런 형식의 질문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피드백 및 평가 방법, 학습자의 수준, 연구의 목적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식 평가 방식의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44)를 선택하였다.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는 한국어와
쓰기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쓰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동료 서로나 스스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학습자들은 기술식(記述式) 피드백 방식45)을 통해 동료와 자신의 글
에서 우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44) 구체적인 학습자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는 [부록 5] 참조.
45) 기술식 피드백 방법은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유 반응형 질
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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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학습자로서의 상호작용 효과와 자기
주도성을 높여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쓰기 평가 기준표에서는 평가 척도를 네, 아
니요 두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평가했는지,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은 총평으로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
준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는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
기준은 크게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
적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
리스트)는 크게 분석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나누었다. 분석적 평가에서
는 과제 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어 사용, 표기 등 기능으로 세분되
었고 총괄적 평가에서는 이 글에서 가장 좋은 점과 글의 향상을 위해 제
안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과제수행 항목은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 과제를 적절히 수행
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글의 내용 항목은 작문의 주어진 작문 주제
가 일치하느냐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내용의 풍부성, 주제와의 관련성, 참
신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글의 구성 항목은 작문의 내용을 목표어의 담
화 구조에 잘 조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긴밀성이나 응집성
그리고 논리성인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언어사용 항목은 형태적인
정확성과 담화적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어휘의 정확성, 문법 항목의
정확성과 유의어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문법 항목에 대한 선택의 적절성
이나 격식에 따른 어휘와 문법 항목의 적절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표기 항목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1.5.5.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
작문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총괄적 평가 방식46)과 분석적 평가 방식4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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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괄적
평가 방식과 분석적 평가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쓰기 평가 기준표는 이
재승(2002)의 국어교육 쓰기 채점 평가표와 이은하(2007)의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의 쓰기 평가를 위한 분석적 채점 척도,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문항 채점 기준을 기본으로 참고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재승(2002)에서 제시한 국어교육 쓰기 평가 채점 기준표는 한 편의
글에 대해 크게 내용면, 조직면 및 표현면으로 나누었고 다시 내용면을 정
보의 정확성과 정보의 풍부성, 조직면을 내용의 연결 관계와 글의 구조,
표현면을 표현의 명확성과 정확한 어법으로 각각 세분하여 각 항목에 대
해 점수를 부여한 후에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은하(2007)의 채
점 기준표는 크게 내용, 조직, 문장 구조와 문체, 어휘, 맞춤법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후에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작문 문항 채점 기준48)은 앞
46) 총괄적 평가 방식은 전체 텍스트에 하나의 성적만 부여하며, 글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
이다.
47) 분석적 평가 방식은 글의 다양한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48) 본 실험에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채점 기준을
참고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작문 문항의 채점은 아
래<표Ⅲ-26>와 같은 채점 기준과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표Ⅲ-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작문 채점 기준
배점
구분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채점 근거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9

9

6

6

9

7

6

5

0

3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3) 단락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초/중/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
가?
-초/중/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

가?
사회언어학적 -문어적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나 문법(종결형, 어미, 조사
기능

(30점)
초급 중·고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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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 즉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적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에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49)는 크게 평가 기준, 구분, 평
가 내용과 배점으로 나누었다. 평가 기준에서는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
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과 배점에서는 학습자의 글 전체를 평
가하는 총괄적 평가 3점과 분석적 평가에서 학습자의 과제수행 6점, 글의
구성 6점, 글의 내용 6점, 언어사용 6점 및 표기 3점, 총 30점으로 구성
되었다.
총괄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글을 대략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최고점인
3점을 주었으며 정도에 따라 다시 1점까지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했다.
분석적 평가에서의 과제수행은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최고점인 6
점을 주었고 정도에 따라 다시 1점까지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했다. 글
의 구성에서는 문단의 구분이 명확하고 문단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우면
최고점인 6점을 주었으며 정도에 따라 다시 1점까지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했다. 글의 내용은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장이 일관적이며 세부
내용이나 근거가 모두 적절하면 6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정
도에 따라 최하 1점까지 채점하였다. 언어사용에서는 어휘와 어미, 조사
등의 문법 오류가 전혀 없고 문장의 연결이 매끄러우며, 높은 수준의 문어
체를 사용할 경우에 6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수준에 따라 최하 1점의 점수
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표기 영역에서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
되지 않고 문장 부호도 능숙하게 사용할 경우에 3점을 주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최하 1점까지 감점을 하였다.
1.5.6. 채점자 훈련50) 및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사용해 문어의 특성을 살려 글을 썼는가?
49) 구체적인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는 [부록 6] 참조.
50) 채점자 훈련(rater training)은 언어 표현력 평가의 수험자 수행 능력을 채점자들이 타
당하게 판단하고 채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채점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한
사전 채점 절차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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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2003)에서 채점자 훈련은 채점자 간의 채점의 일치성, 즉 채점자
의 자기일관성과 상호일치성을 좀 더 높게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채점자 간의 상호일치성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하였
다. 또한 학습자의 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채점할 경우 각각의 채점자들이
주는 점수는 크게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채점자들이
한 평가에 대해 비슷하거나 다른 점수를 줄 정도를 ‘채점자 간 신뢰도
(inter-marker reliability)’라고 한다. 여러 채점자들이 준 점수의 편차가
적어서 비슷한 점수들을 주었다면 여러 채점자들이 준 점수에 일정성(一定
性)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점자 간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
다. 반대로 여러 채점자가 준 점수의 편차가 크면 채점자 간 신뢰도는 낮
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채점자 훈련은 다음 <표Ⅲ-27>
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1 차 채점자 훈련에서는 쓰기 평가에 대한 배
경과 목적을 토의하면서 평가 요소에 대해 인지한 후, 평가 척도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의 작문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비
채점 훈련을 한 후 채점 결과를 함께 논의하였다. 1주 후 실시된 2차 채
점자 훈련에서도 학습자의 쓰기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차와 같은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표Ⅲ-27> 채점자 훈련 절차
차시

날짜

절차
쓰기 평가에 대한 배경과 목적 토의
⇩
평가 척도에 대한 협의

1 차

2015년 6월 5일

⇩
학습자의 쓰기 자료로 예비 채점 훈련
⇩

2 차

2015년 6월 12일

예비 채점 결과 논의
평가 척도에 대한 협의
⇩

- 73 -

학습자의 쓰기 자료로 예비 채점 훈련
⇩
예비 채점 결과 논의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또한 전찬국(2011)에서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실행가능성(practicability)의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동시에 진
행되는 과정 중심 쓰기를 보는 것이므로 평가 준거의 타당도는 확보된 것
으로 본다. 과정 중심 쓰기 평가에서 요구하는 신뢰도는 평가 자체 신뢰도
가 아니라 평가자 간 신뢰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명의 원어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평
가자 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51) 채점자 간의 신뢰도 결과는 다음<표Ⅲ
-28>과 같다.
<표Ⅲ-28> 쓰기 평가의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간 상관계수52)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a
평가자b
*p<0.5

1.000
.866

.866
1.000

신뢰도
(Cronbach의 알파)53)
.857

51)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명
경력 2년 이상의 현직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채점자 훈련을 한 후 채점의 점수 차
이를 비교하였다. 채점 기준은 본 연구자가 제작한 채점 척도를 근거로 하였다. 채점
을 위해 채점 척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동료 피드백 집단의 작문 3편과 자기 평가
집단의 작문 3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채점하였다.
52)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보통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로 표시한다. 상관계
수는 –1.0과 +1.0 사이의 값을 취하며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53)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좋고’, .60 이
하일 경우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70정도일 경우 ‘받아들일 만함’, .80이상이면 ‘만족’
이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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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1.0에 가까울수록 채점
자 간 신뢰도가 커짐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점자 간의 크론바
알파 계수 a=.857은 채점자 간 90%에 가까운 채점의 유사성을 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 결과 및 분석
2.1. 피드백의 유형

본 장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받은 각 집단 내에서와 집단
사이에서 피드백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피드백의
유형은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은 다시 형식1,
형식2, 의미1, 의미2로 나누었다. 앞의 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형식1은 맞
춤법과 시제, 구조, 철자 등 형태론에 관한 것이며, 형식2는 내용의 변화
는 없지만 단어의 변화나 문장의 변화, 즉 통사론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의미1은 전체적인 글의 주제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시를 추가하도
록 요구하였거나 세부 내용을 첨가시키는 피드백이며, 의미2는 주제의 변
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단 수준의 피드백을 뜻한 것이다. 이상을 통해 검증
하려고 한 연구 문제 1번과 2번을 다시 밝히면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의 분포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 문제 2.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가?
2.1.1. 집단 내에서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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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 내의 형식 피드백
과 의미 피드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쓰기 4주차 자료(초고,
수정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가. 동료 피드백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먼저 동료 피드백 집단 안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을 비교해 보
았는데, 21명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을 할 때 잘못된 피
드백을 포함하여 형식1 피드백은 218개, 형식2 피드백은 54개, 의미1 피
드백은 71개, 의미2 피드백은 14개를 받았다. 즉, 형식 피드백의 총 수는
272, 의미 피드백의 총 수는 85이었다. 평균으로 보면 형식1 피드백은 한
명당 평균 10.38개, 형식2 피드백은 2.57개, 의미1 피드백은 3.38개, 의미
2 피드백은 0.66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피드백의 유형별로 구체적
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형식1 피드백: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7)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에서 로봇을 도입시키는 추세가 점점
명확해진다.
→ 명확해졌다.
형식2 피드백: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11)
텔레비전,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활을
편리해준다.
→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20)
환경 문제는 아무 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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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의미1 피드백: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3)
로봇은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로봇이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주나요?
의미2 피드백: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9)
(전체 글)
→ 문장 앞부분에서 로봇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후반 부분에서 로봇
에 대해 반대하였다. 앞뒤 주장이 달라서 로봇 필요성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은 집단 안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의 총
수를 비교할 때,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은 같은 집단에서 추출한 자료
이므로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동료 피드백 집단은 형식과 의미
피드백 중에서 어떤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았는지, 즉 동료들은 어떤 피드백
을 더 많이 제공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표Ⅲ-29>와 같다.
<표Ⅲ-29> 동료 피드백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집단

N

피드
백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t

형식
피드
동료
피드백

21

12.952

20
4.048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54))

.000﹡﹡﹡

.93

2.1789

백
의미
피드

유의

1.1609

백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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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7

<표Ⅲ-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동료에게 받은 피드백 종류를
살펴보면 형식 피드백은 평균 12.952개, 의미 피드백은 평균 4.048개로
나타났다. 동료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들은 형식 피드백을 의미 피드백보다
더 많이 제공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그리
고 효과 크기도 .93로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그림Ⅲ-1]과 같다.

14

12.952

12
10
8
6

4.048

4

평균

2
0
형식 피드백

의미 피드백

[그림Ⅲ-1] 동료 피드백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54) 효과 크기란 평균치들 간의 차이 크기를 표준편차와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효과 크기는 메타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어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코헨(Cohen, 1998)에 의하면 효과 크기(effect size)란 현상이 모집단에 존재하는
정도나 영가설이 거짓일 정도이다. 코헨(Cohen, 1998)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를 r=√(t2/(t2+df))의 공식을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 이 경우, r=.10이면 작은 효과 크기, r=.30이면 중간 효과 크기이며
r=.50이면 큰 효과 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해치와 라자라톤(Hatch &
Lazaraton, 1991)에서는 이 효과 크기 공식을 독립표본 t검정과 종속표본 t검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효과 크기를 계산하여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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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
가설 1.1이 채택되어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자기 평가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다음으로는 자기 평가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을 비교해
보았는데, 총 21명의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기 평가를 할 때 잘못된
피드백을 포함하여 형식1 피드백은 56개, 형식2 피드백은 112개, 의미1
피드백은 92개, 의미2 피드백은 32개를 하였다. 즉, 형식 피드백의 총 수
는 168, 의미 피드백의 총 수는 124이었다. 평균으로 보면 형식1 피드백
은 한 명당 평균 2.66개, 형식2 피드백은 5.33개, 의미1 피드백은 4.38개,
의미2 피드백은 1.52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피드백의 유형별로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형식1 피드백: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3)
로봇이 있었으면 우리는 편리한 삶을 즐길 수 있다.
→ 있으면.
형식2 피드백: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5)
로봇은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인간.
의미1 피드백: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2)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다.
→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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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2 피드백: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21)
(전체 글)
→ 로봇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썼지만 인간의 일을 대신 할 수 있을까
란 주제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집단은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의 총수를 비교할 때,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은 같은 집단에서 추출한
자료이므로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기 평가 집단의 형식 피드
백과 의미 피드백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Ⅲ-30>와 같다.
<표Ⅲ-30> 자기 평가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집단

N

피드백
형식

자기
평가

피드백
21
의미
피드백

평균

8.000

표준

자유

편차

도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

.000﹡﹡﹡

.65

1.3416
20

5.905

t

유의

7.156

1.0911

*p<.05
자기 평가 집단의 학생들은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중에서 어떤 것
을 더 많이 주는지 분석한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 피드백은 평
균 8.000개, 의미 피드백은 평균 5.905개로 나타났다. 자기 평가 집단은
동료 피드백 집단과 마찬가지로 형식 피드백을 의미 피드백보다 더 많이
제공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효과 크기 역시
.65로 큰 효과 크기가 나왔다. 그리고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
음 [그림Ⅲ-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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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자기 평가 집단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 평가 집단에서의 학습자들은 의
미 피드백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연구 가설 1.2가 채택되어 자기 평가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
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2.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양상
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쓰기 4주차 자료(초고, 수정본)를 가지고 분
석하였다.
가.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형식 피드백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제공하는 피드백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을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형식 피드백에 관한 결과는 <표Ⅲ-31>과 같다.
<표Ⅲ-31>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형식 피드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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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유형
형식1
형식2
형식 합

집단

N

평균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21
21
21
21
21
21

10.381
2.667
2.571
5.333
12.952
8.000

표준
편차
1.9359
.8563
.6761
1.1106
2.1789
1.3416

유의
자유도

t

확률
(양쪽)

27.539

16.700

.000﹡﹡﹡

40

-9.733

.000﹡﹡﹡

40

8.869

.000﹡﹡﹡

*p<.05
위에서와 같이 집단에 따른 형식 피드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형식1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 집단이 평균 10.381개, 자기 평가 집단이 평균
2.667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1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한편 형식2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 집단이
평균 2.571개, 자기 평가 집단이 평균 5.333개로,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형식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5). 그리고 형식에 관한 피드백 전체에 대
한 결과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12.952개, 자기 평가 집단이 8.000개로 나
타나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 전체적으로 보면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형식2 피
드백, 특히 단어의 변화 부분에서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드백 제공자에 따
른 형식 피드백의 차이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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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형식 피드백의 차이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형식 피드백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2.1이 채택되어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형식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의미 피드백
다음은 의미 피드백을 제공할 때 집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의미 피드백 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Ⅲ-32>과 같다.
<표Ⅲ-32>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의미 피드백의 차이
피드백
유형
의미1
의미2

집단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N
21
21
21
21

평균
3.381
4.381
.667
1.524

표준편
차
.7400
.7400
.7303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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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자유도

t

확률
(양쪽)

40

-4.379

.000﹡﹡﹡

40

-3.937

.000﹡﹡﹡

의미 합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21
21

4.048
5.905

1.1609
1.0911

40

-5.342

.000﹡﹡﹡

*p<.05
<표Ⅲ-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에 따른 의미 피드백의 차이를 살펴
보면 의미1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 집단이 평균 3.381개, 자기 평가 집단
이 4.381개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형식 피드백과 달리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1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동료 피드백 집단이 제공한 의미 피드백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밑줄
을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동료 피드백이 동료로 하여금
독자를 의식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
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2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 집단이 평균 .667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자기 평가 집단이 1.524개로 나타나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
백 집단보다 의미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전체 의미 피드백은 동료 피드백 집
단이 4.048개, 자기 평가 집단이 5.905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평가 집단의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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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의미 피드백의 차이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피드백을 제공자에 따라 의미 피드백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2.2가 채택되어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활동을 할 때 자기 평가 집단은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적
인 부분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할 수 있다.
2.2.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55)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
자들의 쓰기 4주차 자료(초고, 수정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를 받고 자신의 글을 수정할 때 각
피드백 내용을 수정본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
하고자 한 연구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55) 앞에 1.4.6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피드백의 반영 양상은 피드백 내용을 그
대로 반영하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변형하여 반영하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고치지 않
는 경우, 피드백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수정하는 경
우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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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동료나 자신에게 잘못된 피드백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받은 피드백의 정확성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집단의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만 초점을 두었다. 동료 피드백 집단이 받은 전체 피드백은 바른 피드백과
잘못된 피드백 수를 모두 합쳐 357개였고, 자기 평가 집단이 받은 전체
피드백은 바른 피드백과 잘못된 피드백 수를 모두 합쳐 292개였다. 이렇
게 두 집단이 피드백을 받은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피
드백 반영 양상만 비교하였다. 또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수정본이 정확히
고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게 고쳐진 경우도 있었으나 이 역시 고
려하지 않았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에
서 피드백을 자신들의 수정본에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
과는 <표Ⅲ-33>과 같다.
<표Ⅲ-33> 집단에 따른 피드백 반영 양상
피드백
피드백을 받은 후에

양상
N
집단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21

21

(동료 피드백 합: 357

내용을

자기 평가 합: 292)

그대로

스스로

고치지

반영

변형

않음

179

81

57

40

(50.14%)

(22.69%)

(15.97%)

(11.20%)

223

37

22

10

(76.37%)

(12.67%)

(7.53%)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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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받지
않고
스스로
수정

147

61

Pearson
카이
제곱(χ2)

값
자유도
점검

19.961
7

29.626
6

20.232
5

20.993
4

26.810
10

.006﹡

.000﹡﹡﹡

.001﹡﹡

.000﹡﹡﹡

.003﹡

유의
확률
(양측
검정)

*p<.05
<표Ⅲ-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학
습자들이 자기가 제공한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수정본에 반영하는 비율은
76.37%로 나타났는데 반해, 동료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들이 동료의 피드
백 내용을 수정본에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은 50.14%로, 자기 평가 집단에
비해 낮았다. 그 대신 동료 피드백 집단은 받은 피드백 내용을 스스로 변
형하는 경우가 자기 평가 집단의 12.67%에 비해 22.69%로 더 높았다. 그
리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동료
피드백 집단은 15.97%였고 자기 평가 집단의 7.53%보다 높았다. 피드백
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도 동료 피드백 집단은 11.20%였고 자기 평
가 집단의 3.42%보다 높았다. 한편 피드백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정한 경
우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147개로, 자기 평가 집단의 61개에 비해 더 많
았다.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피드백을 반영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실제적 유의성을 갖는 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라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수정본에 반영한 양상(그대로 반영, 스스로 반
영, 고치지 않음, 삭제)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료 피드
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이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이 양상을 도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그림Ⅲ-5]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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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집단에 따른 피드백 반영 양상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습일지를 확인한 결과, 동료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들은 동료가 준 피드백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자기 평가 집단은 자기가
제공한 피드백 내용에서 확신한 부분을 수정본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였
다. 동료 피드백 집단의 학습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낮았고, 스
스로 변형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가 잘못된 피드백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수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내용을 자신의 수
정본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료 피드백
이나 자기 평가를 받은 후에 그대로 수정본에 반영한 경우, 스스로 변형한
경우, 초고를 고치지 않은 경우, 받은 피드백 내용을 삭제한 경우 등이 있
다. 한 문장이나 절 안에 여러 개의 피드백이 있을 수 있으나 예를 구분하
기 쉽도록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드백만 서술하여 보겠다.
그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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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5)
초고: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피드백:

↳ 달라졌다.

수정본: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자기 평가 집단 학생 # 12)
초고: 로봇은 인간이 설정한 지시대로 행동하는다.
피드백:

↳ 행동한다.

수정본: 로봇은 인간이 설정한 지시대로 행동한다.
위와 같이 피드백 내용을 자기나 동료로부터 받아 그대로 수정한 경우
가 있다. 동료의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5)나
자신의 글에 대해 평가한 학습자(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12) 모두 받은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주로 형식 피드백이 많아
서 맞춤법과 철자나 띄어쓰기, 문법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스스로 변형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11)
초고: 로봇은 무조건 입력되 있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피드백:

↳ 항상

수정본: 로봇은 늘 입력되 있는 데이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며 행동
한다.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1)
초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 로봇 사용을 허용하는데 올바른 자세를 가져
야 한다.
피드백:

↳ 허락하는데.

수정본: 인간의 편리를 위해 로봇 사용을 찬성하는데 앞으로 로봇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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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관심과 대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의 예는 피드백을 받았지만 피드백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변형하여 수정본을 작성한 경우이다. 동료의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동료
피드백 집단 하생 ID # 11)는 단어 ‘무조건’을 ‘항상’로 바꿀 것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다시 생각한 어휘를 가지
고 문장을 더 길게 서술하였다. 한편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1)의 경우 처음 자기 평가할 때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

용을 첨가하여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고치지 않음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ID # 14)
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발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로봇의 유용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피드백:

↳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수정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발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을 고려해서 로봇의 유용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9)
초고: 또한 로봇은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장애인이나 노
약자를 도와준다는 면에서 사회복지를 활성화된다.
피드백:

↳ 활성화시킨다.

수정본: 또한 로봇은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도와준다는 면에서 사회복지를 활성화된다.
위의 예는 피드백 내용을 동료 피드백에서나 자기 평가 내용을 받았지
만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초고 그대로 쓴 것을 나타낸다. 동료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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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학습자(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14)의 경우, 동료의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동료의 한
국어 실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피드백을 받고도 자신의 원래 생각대로 수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자기 평가 내용을 받은 학습자(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9)의 경우 평가 내용을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은 것
은 확신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습일지56)에 의하
면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은 자기의 평가 내용에서 확신되지 않은 부
분이 있으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둔다고 응답하였다.
삭제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19)
초고: 요즘 곤란한 작업에서 로봇의 도움을 요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
났다.
피드백:

↳ 어려운

↳ 원하는 사람이 점

점 많아졌다.
수정본: (문장 전체 삭제)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10)
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의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로 빌딩을 지을 때 아주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신해 벽을 칠
해준다.
피드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 종류의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신해 일
한다.
56) 학습일지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문제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일지의 결과는 다소 적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다만 학습일지의 내용
은 본 연구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한 의견을 알아
봤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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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문장 전체 삭제)
위에서는 학습자가 동료나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받았으나 해당 문장
을 전체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수정본에서도 단어나 문장을 삭제
하는 것보다 문장 전체를 삭제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습자들은 피드백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와 수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삭제한다고 응답하였다.
피드백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정
(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21)
초고: 우리에게 과학 기술, 도덕과 윤리가 모두 중요하다.
수정본: 우리에게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다.
(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16)
초고: 군대용 로봇은 남자를 대신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
수정본: 군용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
위의 예는 피드백을 받지 않았지만 학습자 스스로 수정을 한 것이다. 동
료의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동료 피드백 집단 학생 ID # 21)의 경우 초고
와 수정본 모두 틀린 표현이 아닌데 스스로 수정본을 쓰면서 더 나은 표
현을 선택하였다. 자기 평가를 하는 학습자(자기 평가 집단 학생 ID # 16)
의 경우에는 자기 평가 활동할 때 ‘군대용’라는 단어를 수정해 주지 않았
지만 수정본을 쓰면서 단어를 바꾸어 ‘군용’로 고쳤다.
이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
피드백을 쓰기 수정에 반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의 평가 내용
을 받은 학습자들은 동료의 피드백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피드백을 그대
로 수용하여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동료 피드백을 받은 집단은 피
드백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수정하는 비율이 자기 평가 집단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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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높았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 가설 3.1을 채택할 수 있으
며, 그 결과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3.1. 동료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자기 평가를 받은 집단 사이에 피드백
을 반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
2.3. 피드백이 수정본 점수에 미치는 효과

우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 각각의 피드백 내용이 수
정본 점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점수 차이가 있는지 볼 것이다.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를 비교한다57). 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연구 문제를 다시
밝히면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4.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을 경우, 초고와 수정본 점수 사이
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5. 자기 평가를 할 경우, 초고와 수정본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6.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2.3.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
가. 동료 피드백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
57) 여기서는 피드백이 수정본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쓰기 4주
차 자료(초고, 수정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내용이 수정본의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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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은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료의 피드백 내용을 받은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의 점수를
대응으로 하는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각 항목별 향상도
동료 피드백 집단의 평가 항목별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준
항목인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과제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
어사용, 표기 부분의 초고와 수정본을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Ⅲ
-34>와 같다.
<표Ⅲ-34> 동료 피드백 집단의 평가 항목별 향상 정도
평가 방식
및
내용
총괄적 평가
과제
수행
글의
구성
글의
분
석
적
평
가

내용
언어
사용
(어휘,
문법)
표기
(맞춤법,

자료

N

평균

표준
편차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

2.048
2.905
4.095
5.190

.2182
.3008
.4364
.5118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

4.000
4.048
4.048
4.476

.5477
.3842
.5896
.5118

21 4.238

.4364

초고
수정본

21 4.524

.5118

초고

21 2.048

.2182

띄어쓰
기 및

수정본

21 2.762

.4364

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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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t

유의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

20

-18.005

.000﹡﹡﹡

.85

20

-11.495

.000﹡﹡﹡

.75

20

-.402

.692

-

20

-3.330

.003﹡﹡

.46

20

-3.002

.007﹡﹡﹡

.28

20

-15.002

.000﹡﹡﹡

.73

호)

*p<.05
<표Ⅲ-34>에서 볼 수 있듯이 총괄적 평가에서는 동료의 피드백을 받기
전인 초고의 평균이 2.048점이었으나 피드백을 받은 후인 수정본의 평균
이 2.905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즉, 동료의 피드백 내용이 학습자들의 쓰기 향상에 영향을 준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적 평가 중의 과제수행 영역에서는 동료의 피드백
을 받기 전인 초고의 평균이 4.095점이었으나 피드백을 받고 난 후인 수
정본의 평균이 5.190점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p<.05). 즉, 동료의 피드백이 학습자들의 과제수행 점수 향상
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글의 구성 영역에서 초고의 점수
평균은 4.000점, 수정본은 4.048점으로 0.048점의 향상이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글의 내용 영역에서 초고의
평균은 4.048점, 수정본의 평균은 4.476점으로, 점수의 향상이 있었으며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언어사용 영역에서는 초고의 평균이 4.238점, 수정본의 평균이
4.524점으로, 피드백을 받기 전과 후의 언어사용 영역 평균 점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p<.05). 마지막 세부 영역인 표기 영역에서는 초고의 평균
은 2.048점, 수정본의 평균은 2.762점이고 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한편 언어사용 영역에서의 효과 크기는
r=.28로 나타나 작은 효과 크기를 보였고 글의 내용에서는 효과 크기
r=.46로 나타나 중간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표기
영역과 총점에서는 모두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2) 집단 전체의 향상 정도
동료 피드백 집단의 초고와 수정본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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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과 같다.
<표Ⅲ-35> 동료 피드백 집단의 평균 및 평균 편차
평가
내용
총점

*p<.05

자료
초고
수정본

N
21
21

평균
20.476
23.905

표준
편차
1.1233
.7684

자유도
20

t
-13.987

유의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

.000﹡﹡﹡

.87

<표Ⅲ-35>에서 볼 수 있듯이 동료 피드백 집단의 초고 평균 점수는
20.476점이고 수정본 평균 점수는 23.905점으로 수정본 평균 점수가 3.43
점 더 높았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수정본이 초고 보다 3.429점 더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향상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
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5%내에서 전체 집단의 유의
확률이 .000로 유의수준 .05보가 작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대하여 초고
점수와 수정본 점수가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58)을 기각한다. 따라서 초
안 점수와 수정본 점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평균차
인 3.43정도 수정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효과 크기는 r=.87로 나타나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동료 피드백 집단 총점의 점수 변화는 다음 [그림
Ⅲ-6]과 같다.

58) 귀무가설(null hypothesis), 혹은 영가설이라고도 한다. 검정을 할 때 비교되는 2개의
표본 집단의 결과차가 확실하게 조건차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동일 모집단에 귀속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추측과 반대의 가설을 설정하는 통계 용어이다(성
태제 외, 20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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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동료 피드백 집단 초고-수정본의 총점 점수 변화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료 피드백은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글의 구성 영역을 제외한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
의 내용, 언어사용, 표기 등 세부 영역과 총점에서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Ⅲ-7]과 같다.
30
23.905

25

20.476

20
초본

15

반영본

10
5
0

2.905
2.048

5.19
4.095

4.524
4.476 4.238
4 4.048 4.048

총괄적
과제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어사용
평가

2.762
2.048

표기

총점

[그림Ⅲ-7] 동료 피드백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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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해 보면 총괄적 평가,
분석적 평가의 과제수행, 글의 내용, 언어사용, 표기와 총점 영역에서는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그러나 글의 구성 영역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
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 가설 4.1에서 4.7까지 중에서 4.2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채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4.1.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괄적 평가 점수에 차이
가 있다.
4.2.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과제수행 점수에 차이가
있다.
4.3.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구성 점수에 차이가
없다.
4.4.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내용 점수에 차이가
있다.
4.5.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언어사용 점수에 차이가
있다.
4.6.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표기 점수에 차이가 있다.
4.7. 동료 피드백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합 점수에 차이가 있다.

나.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
다음으로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기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의 초고와 수정본의 점수를 대응으로 하는 두 종
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각 항목별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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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 집단의 평가 항목별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준
항목인 총괄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과제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
어사용, 표기 부분의 초고와 수정본을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Ⅲ-36>과 같다.
<표Ⅲ-36> 자기 평가 집단의 평가 항목별 향상 정도
평가 방식
자료

및
내용
총괄적 평가
과제
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어

분

사용

석

(어휘,

적

문법)
표기

평
가

(맞춤
법,

N

평균

표준
편차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

2.048
2.190
4.190
4.333

.2182
.5118
.5118
.4830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

4.190
4.571
3.857
4.048

.8136
.8106
.3586
.4976

초고

21

3.571

.5071

수정본

21

3.762

.5390

초고

21

2.429

.5071

띄어쓰
기 및
문장부

수정본

21

2.476

자유도

t

유의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

20

-2.990

.007﹡﹡﹡

.17

20

-1.276

.216

.13

20

-2.143

.045﹡

.23

20

-2.439

.024﹡

.21

20

-1.722

.100

-

20

-.429

.673

-

.5118

호)

*p<.05
총괄적 평가에서는 자기 평가를 하기 전인 초고의 평균이 2.048점이었
으나 자기 평가를 한 후인 수정본의 평균이 2.190점으로 향상되었다.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효과 크기는 r=.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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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분석적 평가 중의 과제수행 영역을
비교한 결과, 자기 평가를 하기 전인 초고의 평균은 4.190점이었으나 자
기 평가를 한 후인 수정본의 평균도 4.333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효과 크기도 r=.13로 비교적 작
은 값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의 구성 영역에서 초고의 점수 평균은
4.190점이었으나, 수정본의 평균 점수는 4.57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효과 크기도 r=.23로 비교
적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글의 내용 영역에서도 초고의 평균은 3.857점,
수정본의 평균은 4.048점으로, 점수의 향상이 있었으며 초고와 수정본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효과
크기도 r=.21로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언어사용 영역에서는 초고
의 평균이 3.571점, 수정본의 평균이 3.762점으로 점수가 0.191점 향상되
었으나 자기 평가를 하기 전과 후의 점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 영역인 표기
영역에서는 초고의 평균은 2.429점, 수정본의 평균은 2.476점이었다. 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집단 전체의 향상 정도
자기 평가 집단의 초고와 수정본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Ⅲ-37>
과 같다.
<표Ⅲ-37> 자기 평가 집단의 평균 및 평균 편차
평가
내용
총점

*p<.05

자료
초고
수정본

N

평균

21 20.286
21 21.381

표준
편차
1.1464
1.0713

자유도
20

t
-4.378

유의확

r

률

(효과

(양쪽)

크기)

.000﹡﹡﹡

.44

<표Ⅲ-37>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평가 집단의 초고 평균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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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6점이고 수정본 평균 점수는 21.381점으로 수정본 평균 점수가
1.095점 더 높았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수정본이 초고 보다 1.095점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향상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5%내에서 전체 집단의
유의확률이 .000로 유의수준 .05보가 작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대하여 초
고 점수와 수정본 점수가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초
안 점수와 수정본 점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평균차
인 1.095정도 수정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효과 크기는 r=.44로 나타나
중간 효과 크기를 보였다. 자기 평가 집단 총점의 점수 변화는 다음 [그림
Ⅲ-8]과 같다.

25

21.381

20.286

20
15
총점
10
5
0

초고

수정본

[그림Ⅲ-8] 자기 평가 집단 초고-수정본의 총점 점수 변화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기 평가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활
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과
제수행, 언어사용과 표기 영역에서는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괄적 평가,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영역과 총점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동료 피드백이 총괄적 평가, 과제수
행, 글의 내용, 언어사용, 표기 영역에서 수정본 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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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Ⅲ-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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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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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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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본
2.19
2.048

4.571 3.857
4.333 4.19
4.19
4.048 3.571
3.762

총괄적
과제수행 글의 구성글의 내용 언어사용
평가

2.476
2.429

표기

총점

[그림Ⅲ-9]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의 피드백 효과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해 보면 총
괄적 평가,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총점 영역에서는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유의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그러나
과제수행, 언어사용과 표기 영역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
하였으므로 연구 가설 5.1부터 5.7까지 그 중에서 과제수행, 언어사용과
표기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 가설 5.1, 5.5와 5.6를 기각하고 나머지를 채
택한다. 그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5.1.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괄적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다.
5.2.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과제수행 점수에 차이가 없
다.
5.3.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구성 점수에 차이가 있
다.
5.4.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글의 내용 점수에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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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언어사용 점수에 차이가 없
다.
5.6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표기 점수에 차이가 없다.
5.7 자기 평가 집단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총합 점수에 차이가 있다.
2.4.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피드백 효과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피드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
습자들의 쓰기 4주차 자료(초고, 수정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는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차이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은 앞서 <표
8>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질 집단이며, 두 집단의 초고 점수도 두 독립표
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드백 제공자에 따른 피드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학습자들이 받은
수정본 점수에서 초고의 점수를 빼서 이를 차이 점수로 하고 두 집단 간
에 피드백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각 영역별 점수 향상도를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두 집단 사이에서 비교하면 <표Ⅲ-38>과 같
다.
<표Ⅲ-38>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의 영역별 점수 향상도
평가 방식
및 내용
총괄적 평가

집단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동료

분
석

과제

피드백

적

수행

자기

평

평가

N

평균

21 .857

표준
편차

t

r

확률

(효과

(양쪽)

크기)

.3586

21 .143

.3586

21 1.095

.5390

21 .143

자유도

유의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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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127

.000﹡﹡﹡

.70

20

8.097

.000﹡﹡﹡

.68

동료
글의
구성

피드백
자기
평가
동료

글의
내용

피드백
자기

언어

평가
동료

사용
가

(어휘,

피드백
자기

문법)
표기

평가

(맞춤

동료

법,

피드백

21 .048

.3842

21 .429

.8106

21 .429

.5071

21 .190

.4024

21 .286

.7171

21 .190

.5118

21 .714

.4629

띄어
쓰기
및

자기

문장

평가

부호)
총점

동료
피드백
자기
평가

21 .048

.3842

21 3.429

.8106

21 1.048

20

-4.549

.000﹡﹡﹡

.29

20

2.156

.043﹡

.24

20

.612

.548

-

20

6.596

.000﹡﹡﹡

.62

20

13.457

.000﹡﹡﹡

.86

.5896

*p<.05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평균 점
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먼저 총괄적 평가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857점, 자기 평가 집단이 .143점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한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효과 크기는 r=.70
로 나타나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평가의 과제수행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1.095점, 자기
평가 집단이 .14점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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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5). 효과 크기는 r=.68로 나타나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글의
구성 부분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048점, 자기 평가 집단이 .429점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효과 크
기는 r=.29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429점, 자기 평가 집단이 .190점 향상되
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효과 크기는
r=.24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언어사용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286점, 자기 평가 집단이 .190점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기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
단이 .714점, 자기 평가 집단이 .048점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효과 크기는 r=.62로 나타나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료의 피드백은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
의 내용과 표기 영역에서 자기 평가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 평가 집단은 글의 구성 영역
에서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점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3.429점 향상되었고 자
기 평가 집단이 1.048점 향상되어 동료 피드백을 받을 경우에 작문의 질
이 더욱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효과 크기도 r=.86로 나타나 비교적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Ⅲ-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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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0]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의 영역별 점수 향상도
위의 결과에서 보다시피 각 피드백이 수정본의 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면 언어사용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자기 평
가를 받은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총괄
적 평가, 과제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표기 영역과 총점에서는 두 집
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차이성이 확보되었다. 동료의 피드백은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의 내용과 표기 영역에서 자기 평가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자기 평가 집단은 글의
구성 영역에서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점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점수 향상도에
있어서 3.429점이 향상되었고 자기 평가 집단이 1.048점이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즉, 동료 피드백을 받았
을 경우에 작문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이 점수 향상도에 있
어서 모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언어사용 부분에서는 교
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가설 6.1부터 6.7까지

그

중에서 6.3은 기각하고 나머지 가설은 채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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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총괄적 평가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6.2.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과제수행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6.3.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글의 구성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6.4.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글의 내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6.5.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언어사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없다.
6.6.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표기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6.7. 피드백 제공자(동료, 학습자 자신)에 따라 초고와 수정본 사이의
총합 향상 점수에 차이가 있다.
2.5. 회기별 쓰기 능력의 변화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이 쓰기 능력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회기별 기술통계를 구하여 쓰기 능력의 평균점수와 표준편
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표Ⅲ-39>과 같다.
<표Ⅲ-39> 집단에 따른 회기별 쓰기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회기
1회기

동료

2회기

피드백
집단

3회기
4회기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사례수
21
21
21
21
21
21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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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19.571
20.714
20.619
21.952
21.095
22.905
20.476
23.905

표준편차
1.0942
.9024
.6529
1.1609
.8109
1.0911
1.0962
.7684

1회기
자기 평가
집단

2회기
3회기
4회기

초고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

19.666
20.524
19.857
20.857

1.0389
1.2891
.8329
1.0623

초고

21

20.095

1.0190

수정본
초고
수정본

21
21
21

21.048
20.285
21.381

1.0713
1.1187
1.0713

쓰기 능력은 6개의 평가 항목에서 총괄적 평가 6점, 분석적 평가의 과
제수행 6점, 글의 구성 6점, 글의 내용 6점, 언어사용 3점과 표기 3점 척
도를 기준으로 하여 30점 만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쓰기 능력의 평균 점수는 회기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적으로는 점차 상승한 추세를 보였다. 즉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은 피드백 활동을 거듭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
다.
지금까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집단 내와 집단 간에서 살펴보았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
가에 관한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었고 모두 의미 피드백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
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가 있
었고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1 피드백을 더 많이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평가 집단은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형식
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집단 사이에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고 동료 피
드백 집단은 자기 평가 집단보다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 대신 동료 피드백 집단은 받은 피드백 내용을 스스로 변형하는
경우, 피드백을 받았지만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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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그리고 피드백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정한
경우의 비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는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 수정본에 영향을 미쳤고 각각 효과적인 영역이 있었다.
다섯째,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은 피드백 활동
을 거듭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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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실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과정 중심 쓰기 접근을 바탕으
로 한 쓰기 이론 및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어서
양적 연구를 통해 실제 대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드백 양상 및 효
과를 살펴보았다. 앞의 Ⅲ장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한국어 학
습자의 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 내와 집단 간에서 살펴보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IV장에서
는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글쓰기 활동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
탕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의 교수·학
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 과정에
서 수정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정하기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일련의

쓰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탐킨즈(Tompkins, 2008)가
제시한 모형과 이재승(2002)의 모형을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
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
고자 한다.

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목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과정 중심 쓰기 접근을 바탕으
로 한국어 쓰기 이론 및 교육이 갖는 특징을 소개하고 이어서 설문조사
및 통계 연구를 통하여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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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학생들의 초고 수정에 미치는 영향과 수정 양상이 어떠한지, 피
드백 후 학생들의 쓰기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의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는 교사 중심의
쓰기 수업을 학습자 중심의 쓰기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의미 생성의 주체인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행위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주목함으로써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
기 능력 및 학습 태도 향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
을 종합하여 보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는 과
정 중심, 학습자 중심, 학습자 간 상호작용,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 등으
로 그 특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과정 중심 쓰기 접
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민현식(2008)에서는 교수·학습의 목적이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교
수·학습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결과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중심의 목표일수록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
다.5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 학습 목적과
목표는 다음<표Ⅳ-1>과 같다.
<표Ⅳ-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목표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 과정에서 수정하기의 중
전반적 목적

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정하
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
가 전략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부적 목표

①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본질을
이해한다.

59) 민현식(2008)에서는 언어 교육과정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
째,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는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둘째, 교육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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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③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사용 원
리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쓰기과정에 활용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모형으로서 우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지도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2.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방안
이 절에서는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방안60)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방안은 학
60)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교육 방안에 대하여 김연희(2014)는 페리와 핸콕(Ferris &
Hedgcock, 2009)가 주장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동료 피드백을 쓰기
과정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동료 피드백 과정을 모델화 해야 한다.
셋째, 쓰기 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동료 피드백 기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
료 피드백 수업을 구조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료 피드백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
다. 여섯째,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세
부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효과적인 자기 평가 방안에 대하여 최연희(1999)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구조화된 평가표(체크리
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의견을 기술하는 개방적 기술형 질분지를 통하여 평가해
야 한다. 둘째, 교사가 교과과정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수준, 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기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
해야 한다. 셋째, 자기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자기 평가를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자기 평가표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여 학습자가 원할
때 수시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
의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교육 방안을 구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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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의 내용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
고 연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지식과 내용을 제
공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피드백 방법 중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이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이 되기 위해 이들의 장점을 강화해야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예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수·학습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첫째,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에 대해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여 적극
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언어·문화적 배경과 한국어 실력, 내면적인 성격이 서로 다른 학
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충
돌이나 회피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61)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실제로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므로 아무런 교육과
연습 없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
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보통 정규 수업의 방식을 통해 언어를 배운다. 정규 수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PPP모형은 대만의 언어교
육에서 제일 많이 사용해 온 교수·학습 모형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언어교
6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가져야 하는 태도란 동료의 글을 이해하는 마음과
자기의 글을 다시 검점하는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유용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준비를 모
두 포함해야 한다. 특히 동료 학습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적절한 언어 표
현에 대한 학습자 간의 협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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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환경에 제일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교수·학습 방안은 이를 바탕으로 교사
와 학습자들이 숙지한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모형’62)
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이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하자면 다음
[그림Ⅳ-1]과 같다.

[그림Ⅳ-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교수·학습 모형
본 연구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교수·학습 모형은 PPP(제시하
기, 연습하기, 산출하기)모형을 바탕으로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졌다.
62) PPP 모형(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model)은 언어 학습을 일종의 습관 형
성으로 보고 제시하기-연습하기-활동하기의 단계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수
업 모형을 가리킨다. ‘제시하기’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연습 단계에서는 앞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내
재화를 위해 통제된 연습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습 단계가 끝나면, 이전에 제시
되고 연습되었던 내용들을 산출하게 된다. PPP 모형은 교사의 주도적인 계획 하의 수
업이 진행되고 돌발 상황이 적어 경험이 적은 교사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성인 학습자에게도 유용하다(서울대학
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p.97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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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교육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명시적인 안내로 학
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또한
학습자와 함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피드백 활동 시 태도 교육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 활
동 시에 가져야 하는 태도를 안내하고 피드백 활동에서 자주 쓰는 언어
표현들을 소개한다.63)
피드백 방법 예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우선 한국어 쓰기
평가의 기준과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체크리스트 내용을 설명한 후,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예시로 학습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다.
피드백 방법 연습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샘플 자료를 가지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학습자들이 실
제로 피드백하는 것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다시 설명해준다.
피드백 이해 확인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 활동에 대해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초
고를 가지고 직접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실행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 <표
Ⅳ-2>과 같다.
<표Ⅳ-2>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교수·학습 내용
단계
교수·학습 내용
제시하기

이해 교육

(presentation)

단계

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② 학습자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63) 본 연구에서 피드백 활동 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주로 박영지(2009)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본 논문 교육 목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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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점을 알아야 한다.
③ 학습자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
을 생각해 봐야 한다.
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
피드백
활동 시
태도 교육
단계

학습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알아야
한다.
② 피드백 제공자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
③ 피드백 수용자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
④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
의 언어 표현을 알아야 한다.
① 학습자는 한국어 쓰기 평가 기준을
이해한다.

피드백
방법 예시
단계

피드백
방법 연습
단계
피드백
이해 확인
단계

산출하기
(production)

의 체크리스트64)를 이해한다.
③ 교사가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를 예시로 보여준다.
④ 학습자는 쓰기 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연습하기
(practice)

② 학습자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피드백을 안다.
① 학습자는 샘플 자료로 동료 피드백
활동을 연습한다.
② 학습자는 샘플 자료로 자기 평가 활
동을 연습한다.
① 학습자는 동료 피드백 활동 이해 여
부를 확인한다.
② 학습자는 자기 평가 활동 이해 여부
를 확인한다.
① 학습자는 동료가 쓴 초고에 대해 피
드백한다.
② 학습자는 자기가 쓴 초고에 대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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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단계

가한다.

2.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이해 교육 단계

이 단계는 동료 피드백 교수·학습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학습자들은 수업
을 통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점과 문제점을
인식한 후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쓰기 학
습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다.
류와 한센(Liu & Hansen, 2005)의 연구에서는 피드백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지
적 전략 사용을 위한 학습자 안내65)를 제안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쓰기 능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동
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이해 교육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알도
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 장단점과 유의점을 각
각 읽기 텍스트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말하기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먼저 예측하도록 한 후 읽기 텍스트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에 대해 회의적이었겠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활동에 대한 흥미가 나타
날 것이다.
64)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 참조.
65) 인지적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자 안내란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이 그 피드백을 받은 동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주는 사람에게도 도
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어 스스로의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박영지,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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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태도 교육 단계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에 대해 알고 나면 실제
동료와의 상호활동과 자기가 쓴 글에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준
비를 해야 한다. 이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학습자들이 가져
야 하는 태도에 대한 단계가 되는데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황동에 참
여하는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본격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임할 준비를 하게 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들의
대부분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임하는 학습자들의 태도를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시작하
기 전에 학습자에게 활동 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먼저 어떤 태도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지, 피드백을 할 때 어떤 한국어 표현을 사용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 후 학습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읽
기 텍스트로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
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료나 자기가 쓴 초고를 집중
해서 몇 번씩 읽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명백하게 지적해야
한다.’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태도는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태도 교육
※ 나는 동료나 자기의 초고에 대해 피드백을
피드백 활동을 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

할 수 있다.
※ 동료의 초고에 피드백 하는 것은 친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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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할 때 나와 친구의 의
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분을 배려
해야 한다.
※ 피드백을 주는 목적은 글의 질이 높이는 것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

이다.
※ 동료나 자기가 쓴 초고를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해야 한다.
※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제안에 마음을 열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

야 한다.
※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제안은 나의 쓰기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 최종 쓰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3. 피드백 방법 예시 단계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어떤 피드백이 효과적인 피드백인지를 알고 전
반적인 쓰기 과정에 있어서 피드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효과적인 피드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쓰기 평가 기
준과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를 알아야 한다. Ⅲ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의미 피드백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쓰기에서 문법, 어휘 등 언어 사용에 관한 것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내
용이나 글의 구성도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시 의미적인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서 나온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해 특별
히 예시를 보여주면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는
쓰기 활동에 있어서 각각 효과적인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료 피드백
은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의 내용과 표기 영역에서 자기 평가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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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자기 평가는 글의 구성 영역에서 동료 피드백보다 더 효과적
이므로 이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효
과적인 영역을 알려줘야 한다.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영역
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습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학습자들이 이런 영역
에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표Ⅳ
-4>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각각 효과적인 영역이다.
<표Ⅳ-4>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효과적인 영역
평가 방식 및 내용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언어사용(어휘, 문법)
표기(맞춤법, 띄어쓰기 및

동료 피드백
√
√
√

자기 평가

√

차이없음

√

문장부호)
2.4. 피드백 방법 연습 단계

학습자들이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의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후에는 실제로 피드백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단
계를 통해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학습해 온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직접 실현해 봄으로써 피드백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모든 학습자들은 같은 쓰기 샘플 자료로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 활동을 해보고 이를 서로 토론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유용하다
고 생각하는 피드백 내용을 동료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효과적인 피드백
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김정애(2000:48)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는 이 단계에서 일단 학습자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 후, 반응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일단 학습자들이 우선시 하는 질문
이 끝난 후, 교사는 내용이나 요점, 글의 도입, 전개, 결론 방식 등의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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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개방형의 질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
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용 등 관심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다.
2.5.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이해 확인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음 생산 단계
전에 재확인하는 단계이다. 즉, 동료나 자기의 초고를 실제적으로 피드백
을 하기 전에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였는지를
다시 검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이해, 피
드백 활동 시의 태도, 실제적인 피드백 방법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학
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어 학
습자 자신의 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준비를 마치게 된다.
2.6.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실행 단계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쓰기 과정을 진행하며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
가를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쓰기 과정에 따라 초고를 쓰고 피
드백을 주고받는데 여기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동료나 자기의 글에 대해 피드백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 초고를 작성한 후, 먼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기의 글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서 교사가 학습자 3명을 한 팀으
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통해 동료 피드백을 실시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어느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정을 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서로 의
견을 나누고 피드백 활동을 진행한다. 이 활동을 빨리 끝낸 학습자들에게
는 또 다른 그룹 학습자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여,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
지 않도록 안내한다. 그 다음은 동료 피드백을 통해 검토된 글을 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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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고 수정하기를 하게 하는데, 이때 명확하지 않은 피드백 내용에 대
해 피드백 제공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
으로는 자기가 준 평가 내용과 동료들이 준 피드백 내용을 가지고 수정본
에 반영한다.

3.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지도 절차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지도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개개의 기능(functions)이나 전략을 별도로 가르치
는 경우와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이들 개개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활용하
여 한 편의 글을 쓰게끔 하는 경우이다(이재승, 2002:263). 이것은 한 시
간 단위의 수업일 수도 있고 연속된 쓰기 수업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룰 때에는 탐구 학
습법이나 설명식 지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의 기능이나 전략을
다룰 때에는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직접 교수법은 학생의 쓰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을 쓸 때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후자의 경우는 쓰기의
과정을 크게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쓰기 전(pre-writing), 쓰기
(writing), 쓰기 후(post-writing)로 나누거나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
현하기, 수정하기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전략
을 몇 가지 선택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지도하게 된다.66). 본 연구의 쓰기
66) 과정 중심 접근이 쓰기에 적용되면서, 연구자들은 쓰기 과정을 공통적으로 쓰기 전(계
획하기), 쓰기(작성하기), 쓰기 후(고쳐 쓰기/다시 쓰기)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강승혜
(2002:168)는 연구자들의 과정 중심 쓰기 접근의 단계별 활동을 다음<표 30>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Ⅳ-5>를 보면,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 1981)는 재고하기(평가하기)를 쓰기 단계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정 중심 쓰기
접근에서 각 과정별로 활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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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이재승(2002)과 탐킨즈(Tompkins, 2008)에서 제시한 쓰기 모형을
바탕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재승(2002)에서의 쓰기 과정을 크게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
기, 수정하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조정하

재고하기를 통해 쓰기 전 과정으로 회귀하여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
신의 인지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셔(Fisher, 1990)는 초
고쓰기 후에 협의하기 과정을 넣어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동료 학습자들
과의 피드백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5> 과정 중심 쓰기 접근의 단계별 활동 (강승혜, 2002:168, 재인용)
과정 중심 쓰기 단계
연구자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 1977)
플라워와 헤에즈(Flower
& Hayes, 1981)
그라송(Glatthorn, 1982)

쓰기 전

쓰기

(계획하기)

(작성하기)

계획하기

번역하기

계획하기:

작성하기(조정하

쓰기 후
(고쳐쓰기/다시
쓰기)
검토하기→조정
하기

조직하기/목표정

기)→재고하

고쳐 쓰기

하기(조정하기)
계획하기
목표·계획하기→아이

기(평가하기)
초고쓰기

교정하기

포그 잰더

디어

(Beaugrande, 1984)

끌어내기→아이

표현하기, 구절

문자화단계의

구조화하기

순차화하기

디어 발전시키기
힐 에리히
(Hillerich, 1985)

편집하기→출판
구성하기

쓰기→기능습득

하기→평가하
기
교정하기→편집

칼킹스(Calkins, 1986)

준비

초고쓰기

클라인(Kline, 1987)

쓰기 전

쓰기

하기
고쳐 쓰기
다시

허쉬(Hedge, 1988)

쓰기 전

쓰기

쓰기→편집하
기
협의하기→편집

피셔(Fisher, 1990)

쓰기 전

초고쓰기

하기→출판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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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쓰기 과정에 포함되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방
법은 다음 <표Ⅳ-6>과 같다.
<표Ⅳ-6> 쓰기 과정별 전략67)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주요 전략 또는 활동
⋅긴장 풀기

⋅자기 분석하기

⋅목적 설정 및

⋅조건 분석하기

⋅분석하기

⋅형태 고려하기

⋅주제 설정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독자 설정 및 분석하기
⋅브레인스토밍

⋅읽기

⋅열거하기

⋅드라마 활동하기

⋅이야기 나누기

⋅명상하기

⋅경험하기
⋅다발짓기

⋅저널 쓰기

⋅생각 그물 만들기

정

⋅얼개짜기

하

⋅협의하기
⋅말로 쓰기

⋅문장 쓰기 전략

기

⋅내리쓰기

활용하기

⋅컴퓨터 활용하기

⋅의미 지도 그리기

⋅수사학적 기법 활용하기
⋅훑어 앍기
⋅평가하기(동료 평가,
수정하기

조

자기 평가)
⋅비평 집단 운영하기
⋅청문회 활동

⋅돌려 읽기
⋅철차 및 맞춤법 게임
⋅편집하기
⋅출판하기

위의 표에서 보면, 이재승(2002)에서의 계획하기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을
67) 이 표는 이재승(2002:241)에서 가져온 것이다.

- 124 -

쓸 준비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내용 생성하기는 글을 쓰기 위해 아이디어
를 떠올리고 수집하는 활동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필자가 가
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끌어내는 일이다. 조직하기는 글을 완
성했을 때 응집성(cohesion)과 통일성(coherence)을 높이는 데 기여한
다.68) 표현하기는 앞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하
여 초고를 쓰는 활동이다. 수정하기는 주로 초고를 쓴 다음에 내용과 형식
을 고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조정하기는 이들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
하는 활동이다.
한편 탐킨즈(Tompkins, 2008)가 제시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은 아래와
같이 쓰기 전 단계, 초고 쓰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출판하기의 5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다음 <표Ⅳ-7>
과 같다.
<표Ⅳ-7> 탐킨즈(Tompkins, 2008)의 과정 중심 쓰기 모형
단계
쓰기 전 단계
(Pre-writing)

초고 쓰기
(Drafting)

수정하기
(Revising)

편집하기
(Editing)

출판하기
(Publishing)

교수·학습 활동
⋅글쓰기 계획 및 쓰기 목적 확인하기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하기
⋅주제에 따른 쓰기 전략 결정하기
⋅개요를 바탕으로 학습자 초고 작성하기
⋅형식적인 언어사용보다는 내용에 초점두기
⋅학습자가 초고 수정하기
⋅세부 점검표를 통한 학습자 스스로 수정하기
⋅동료의 피드백을 통한 수정하기
⋅형식적인 언어사용에 초점을 두어 교정하기
⋅학습자 자기 평가를 통한 편집 및 교정하기
⋅적절한 형태로 출판하기
⋅완성된 글 공유하기

68) 응집성(cohesion)은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뜻하
고, 통일성(coherence)은 이들 장치에 의한 연결이 아니라 내용들 간의 관계, 다시 말
해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한다(이재승, 20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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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면, 탐킨즈(Tompkins, 2008)에서의 쓰기 전 단계는 주
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활동을 한다. 학습자들
은 이 단계에서 쓰기의 목적을 확인하고 글의 유형과 독자를 고려해야 한
다. 초고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초고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글의 내용이 주제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읽
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단서들을 만들어야 한다. 수정하기 단계는
초고를 더욱 정교화하고 내용이나 형식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하
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글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발전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집하기 단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실수를 교정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출판하기 단계를 통해서 학생
들은 적절한 형식을 갖춘 글을 발표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완성된 글을 읽
어보는 활동을 한다(김지원, 2014:14). 기존의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은 일
반적인 쓰기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과정 중심 쓰기의 각 단계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학습자가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쓰기에 반영
하는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과정 중심 쓰기 모형
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각 과정에
대한 피드백 결과가 글쓰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쓰기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다음[그림Ⅳ-2]은 본 연구가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전
략을 다루는 지도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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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과정 중심 쓰기 교육 모형의 재구성69)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첫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쓰기 과정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
째, 과정을 모델화해야 한다. 셋째, 쓰기 과정 동안 점진적으로 동료 피드
백 및 자기 평가 기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 과업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쓰기 과정을 크게 ‘쓰
기 전’, ‘초고 쓰기’, ‘쓰기 후’로 나누었는데 ‘쓰기 전’과정에서는 다시 ‘계
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세 단계로, ‘쓰기 후’과정에서는 다시 ‘수
정하기70)‘, ’편집하기’, ‘출판하기‘ 세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플라워와
69) 실제 교수·학습 상황과 교재 개발 등에 대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습자의 비율 등을 고
려한다면, 교사가 개개의 학습자 모두와 초고 작성부터 완성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
께 하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점에서
본다면, 동료 학습자 간의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기 평가)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70) ‘수정’이라는 용어는 교정, 다시쓰기, 편집 등의 단어와 유사하게 쓰인다. 교정은 초고
를 쓰고 난 뒤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나 어법 등을 다듬는 행위로, 다시쓰기는 초고를
버리고 새롭게 쓰는 행위로 볼 수 있다(정미경, 2012:20). 최지현 외(2007)는 내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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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Flower & Hayes, 198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 과정을 점검하
고 통제하는 활동으로 조정하기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 모형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의 계획에서부터 활용하기 전체 단계에서 최대한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활용하기 단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익힌 전략71)을 다른 상황에 전
이시켜 일반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전체적으로 전략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하
는 순서로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 학습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넷째, 조정하기를 모형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때의 조정하기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각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
도록 하며, 특히 교수·학습의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편집하
기, 출판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습자가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쓰기
전, 쓰기, 쓰기 후라는 단계와 대응된다. 교사와 학습자는 상호작용과 자
기주도적인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쓰기 교육 과정에서 주
요한 쓰기 전략을 활용한다.
다음 3.1절부터는 앞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수정하기로,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형식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교정이나 편집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수정하기‘는 더 좋은 글을 생산하
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필자는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글을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새롭게 정립시켜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수정하기는
필자가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글을 변화시켜 나가는 행위
로 볼 수 있다.
71) 엄훈(1996)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교육 요소를 쓰기 전략으로
보았다. 그는 쓰기 전략을 수많은 쓰기의 하위 기능들과 관련 지식들 중 어떤 것을 어
떻게 동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쓰기 과정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쓰기 능력이 고도화 될수록 하위 기능들과 지식들을 통제
하고 조절하는 전략이 쓰기 능력의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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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실제72)를 구안하고자 한다.
3.1. 계획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계획하기는 말 그대로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쓸 준비를 하는 활동을 말
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활동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창
의적인 사고 활동을 함으로써 평소에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던 생각이나
기법을 떠올릴 수 있다. 필자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들을 떠올리기 위
해서 주제와 관련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아이디어와 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억적인 탐색활동을 해야 한다. 필자가 계획하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쓰기의 목적과 관련 지식, 주제에 대한 지
식, 글 구조에 관한 지식,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 실험의 사후 면담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일부 실험 참여자는 실험 초기에 글을 평가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만을 유일한 독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독자를 고려하
는 글을 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훈련은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 활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보통 일
정한 쓰기 수업 시간에 자료 조사, 아이디어 생성, 관련되는 글 다시 읽어
보기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기회가 매우 적다. 이들은 과제가
제시되면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내용만을 약간 떠올
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글을 보면 쓰기

72) 본 연구에서 설계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기 수업
시간은 1차시 50분, 총 7차시로 구성하였다. 수업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기반을 둔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 산출물뿐만
아니라 글쓰기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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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pre-writing) 단계에는 생성된 아이디어의 양이 적으며, 아이디어와 아
이디어들 간의 연계성도 떨어진다. 또한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
이 제시되지 못하며, 단어나 아이디어들만 연결하는 형태의 글을 쓰게 되
어 글의 응집성과 통일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료 피드백 활동을 실시하면 학습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각각의 주제 지
식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 한 층 더
이해하고 주제에 관한 지식도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글 구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필자가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서는 글 구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들에는 정보를 제시하
기 위해 사용하는 중심 단어나 구문 및 의미 구조와 형식 구조 등이 포함
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보통 글 구조 파악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
는 것만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브레인스토밍
과 같은 기법에만 의존하여 생성된 정보를 모으고, 분류하며, 계열화시키
는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들의 초
기 단계 글을 보면 글 전체의 구조나 글을 쓰는 목적 혹은 독자 요인들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단어 차원에서 연
결하여 글을 완성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피드백 활동을 실시하면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서 글 구조에 관한 지식을 서로 교류
하고 글 구조의 지식을 넓힐 수 있다.
넷째, 문제 해결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글을 보
면 쓰기 전(pre-writing) 활동을 하면서 주제, 독자, 글을 쓰는 목적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들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이에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료 피드백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은 주로 긴장 풀
기73), 목적 설정하기74), 주제 설정하기, 독자 설정75) 등이 있다. 다음<표
73) 긴장 풀기(writing warming up)란 쓰기의 준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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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8> 계획하기 수업 지도안
쓰기 전 단계(계획하기)
50분
⋅쓰기 주제,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를

단원
수업시간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교수·학습

파악할 수 있다.
직접 교수법
⋅주제 제시와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PPT 자료

도입

⋅쓰기 주제를 제시한다.

5분

쓰기 활동이 시작되면 글을 쓰는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쓰기 워밍업과 같은 활
동을 하면 학습자 글쓰기의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음으
로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잠시 눈을 감아 명상하는 활동도 긴장 풀기에 효
과가 있다.
74) 글을 쓸 때에는 항상 목적이 있게 마련이고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할리데이
(Halliday, 1973)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7가지로 나누었는데 글을 쓸 때 글의 기능, 즉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할리데이(Halliday, 1973) 언어의 7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도구적 언어(instrumental language)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편지이다. (2)규정적 언어(regulatory language)
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시문이나 판결
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상호작용적 언어(interactional language)는 사회적 관계
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펜팔이 여기에 해당된다. (4)개인적 언어
(personal language)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사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상상적 언어(imaginative language)는 상상이나 창의성을 표
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산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6)발견적 언어
(heuristic language)는 정보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습 저널이
나 면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7)정보적 언어(information language)는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나 전지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재승,
2002:269-270).
75) 독자의 경우 실제 독자가 있고 가상 독자가 있다. 실제 독자는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
릴 수 있는 독자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가상 독자는 글을 쓰
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추상적인 독자이다. 어떤 경우이든 독자에 대해 충
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독자에 대한 고려 없이는 좋은 글을 쓰기 어렵다(이재승,
20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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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긴장 풀기, 목적 설정하기, 주
단계

제 설정하기, 독자 설정하기)을 몇 개

10분

선택하여 소개한다.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활성화: 지면
자료 및 PPT자료를 보여주면서 쓰기
주제에 대한 기존의 논란과 내용을
과정

전개

학습자들과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를

단계

나눈다.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쓰기 주제에
관련하여 생각나는 어휘나 아이디어
를 말하고 활동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마무리
단계

활용하여 다시 점검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
시 예고를 한다.

10분

10분

10분
5분

3.2. 생성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생성하기 단계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생성하기는
글을 쓰기 위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집하는 활동이다. 글쓰기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종
래의 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에서는 완성된 글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생성하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쓰기 지도에서 생성하기 활동은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도해야 할 요소이다(이
재승, 2002:276). 내용 생성 활동은 자기 평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동료 피드백을 통해 동료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도
학습자들이 생성하기의 일련 활동을 거쳐 내용을 생성한 후에 다시 조정
하기의 전략(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으로 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생성하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은 브레인스토
밍76), 열거하기77), 이야기 나누기78) 등이 있다. 다음<표Ⅳ-9>은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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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단원
수업시간

<표Ⅳ-9> 생성하기 수업 지도안
쓰기 전 단계(생성하기)
50분
⋅쓰기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쓰기 주제에 맞는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직접 교수법
⋅내용 생성하기를 위한 PPT 자료

학습자료

⋅쓰기 주제를 제시한다.
교수·학습

도입

⋅전략(브레인스토밍, 열거하기, 이

과정

단계

야기 나누기)을 몇 개 선택하여 소

5분
10분

개한다.
76)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내용 생성을 위해 즉흥적으로 주제에 대해 자기의 머
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활동이다. 브레인스토밍은 글쓰기와 상관없이 그 자
체로도 중요한데, 이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
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떠올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떠올리는 순간에는 별다
른 논평을 하지 않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보통 3분이나 5분, 길게는 10분 정도 하
는 활동으로 화제의 선택, 그 화제에 관련된 아이디어의 산출, 검토의 순으로 이루어진
다(이재승, 2002:278).
77) 열거하기(listing)는 주제나 범주에 따라 관련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열거
하기는 떠올리기와 다른 점은 얼른 떠올리기는 특정한 범주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이 있든 아니든 생각나는 것을 모두 떠올리는 활동이고, 열거하기가 특정한 범주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떠올리는 활동이다.
78)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
학습자들이 듣기와 말하기 활동은 자연스럽게 쓰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야기 나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는 좀 더 비형식적으로 짝이나
소집단별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토론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이
나 토의를 유도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글을 쓰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면담하기와 같이 좀 더 형식적인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해
자기보다 좀 더 많이 알 것 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승, 2002: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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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

⋅학습자들이

전략(브레인스토밍,

열거하기, 이야기 나누기)을 선택하
여 활동을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을 활용하여 다시 점검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10분

10분
5분

3.3. 조직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조직하기는 생성하기를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된 아이디어들을 고르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글쓰기 과정에서 조직하기 단계는 나중에 글을 완성했
을 때 응집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응집성이나 통일성이 높다
는 것은 그만큼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조직
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재승, 2002:286).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구조에 관한 지식과
담화 지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들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고르고 조직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학습자들은 내용, 목적, 독
자 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 구조와 주제에 맞게 아이디어
들을 조직하거나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게
된다. 필자는 생성하기를 통해서 발산된 아이디어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조직하게 된다. 첫째, 필자는 발산된 아이디어와 글쓰기 목적 및 독자 요
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개념
과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거나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조직해야 한다. 둘째,
필자는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 구조 전체에 맞게 조
직해야 한다(최현섭 외, 2000:89-90).
이상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되돌아보면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생성하기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쓴 글을 보면 조직적이지 못하고 개개의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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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저리 나열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이디어들을 조직하는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 전략을 활용하여 ‘생성된 아이디어들을 묶고 분류하는 방법’과
‘조직된 아이디어들을 글 구조에 맞게 배열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면
서 쓴 내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조직하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은 다발 짓기79),
생각그물 만들기80), 얼개짜기81) 등이 있다. 다음<표Ⅳ-10>은 조직하기 단
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10> 조직하기 수업 지도안
단원
수업시간

쓰기 전 단계(조직하기)

50분
⋅내용 생성하기 단계를 통해서 생성된

학습 목표

아이디어들을 고르고 조직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교수·학습

도입

과정

단계

직접 교수법
⋅조직하기 PPT 자료
⋅전 차시에서 작성한 자료를 확
인한 후 조직하기 활동에 대하여

10분

설명을 한다.

79) 다발짓기(clustering)는 생성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것까지 묶는 활동이다. 다발짓기
는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아이디어 조직 능력을 기
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어휘력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발짓기는 생각 그물 만들기와 다르다. 다발짓기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에 그것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활동이고 생각 그물 만들기는 범주를 설정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활동이다(이재승, 2002:287-289).
80) 생각 그물 만들기(mind mapping)는 중심 개념에서부터 관련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
로 표시해 나가는 활동이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마디 정보나 단
어, 문장 등으로 회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전통적인 전략들이
안고 있는 정보의 선조적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다(최현섭 외, 2000:88).
81) 얼개짜기(outlining)는 글의 뼈대를 만드는 활동이다. 얼개짜기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
을 말해 주는 것으로 조직적인 글을 쓰는 데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개요를 짜는 활동
은 초고를 쓰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 이는 조직적인 사고를 기르
는 데 도움이 된다(이재승, 20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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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다발 짓기, 생각 그물 만들
기, 얼개짜기)을 몇 개 선택하여
전개

소개한다.
⋅학습자들이 내용 생성한 것을

단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마무리

을 활용하여 다시 점검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

차시 예고를 한다.

20분
15분
5분

3.4. 표현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표현하기는 생성하기와 조직하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
로 표현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의미의 쓰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하
기는 완결된 작문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
다(최현섭 외, 2000:99). 실험 참여자의 쓰기 과정을 관찰한 결과 대다수
의 학습자들은 생성된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
니라,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자신이 아는 것만 간단히 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초고의 글씨나 맞춤법 등과 같은 기계적인 요소에 신경
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 초고를 쓸 때에 기계적인 요소에 치중하면
할수록 내용, 즉 의미에 대해 생각할 여력을 갖기 어렵고, 초고를 쓸 때
기계적인 요소에 치중하게 되면 다른 쪽은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전통의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고를 쓸 때 완벽
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초고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는 데 집
중하면 사고의 흐름과 폭을 방해하게 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며, 글쓰기를 더 어렵게 생각하고 글쓰기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들은 초고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각각 시행한 후 초고의 분량,

- 136 -

내용의 명확성 등을 동료 피드백이나 자기 평가를 통해 다시 점검하는 것
이 좋다. 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초고쓰기 과정은 의미에 초점
을 두어 전체적인 흐름을 잡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표현하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은 말로 쓰기82)
나 내리쓰기83)등이 있다. 다음 <표Ⅳ-11>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사용가능
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11> 표현하기 수업 지도안
초고쓰기 단계(표현하기)
50분
⋅쓰기 전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
수업시간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교수·학습
과정

초고쓰기(표현하기)를 할 수 있다.
직접 교수법
⋅표현하기 활동지
⋅학습자들에게 앞 차시의 내용을 확

도입

인하도록 한다.

단계

⋅전략(말로 쓰기나 내리쓰기)을 선택

전개

하여 소개한다.
⋅쓰기 전 단계에서 작성한 자료를

단계
마무리
단계

토대로 표현하기를 하도록 한다.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활용하여 다시 점검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

10분

25분
10분
5분

82) 말로 쓰기(oral composition)는 초고를 실제로 쓰기 전에 먼저 쓸 내용을 말로 해 보
게 하는 것이다. 흔히 구두 작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초
고를 쓰기 전에 말로 해 보게 하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말로 쓰기를
할 때에는 자기가 이 글에서 꼭 나타내고 싶은 것을 몇몇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이
재승, 2002:307).
83) 내리쓰기(free writing)는 글씨나 맞춤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쓰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
터 끝까지 쭉 내려쓰는 것을 말한다. 필자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
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내리쓰기를 하면 부담도 줄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게 할 수 있
다(이재승, 20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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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고를 한다.
3.5. 수정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수정하기는 더 좋은 글을 생산하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다. 필자
는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새로운 생각을 떠올
리며 글을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부각시키거
나 새롭게 정립시켜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수정은 필자가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글을 변화시켜 나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정미경, 2012:21). 종래에는 수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으
나,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인 수정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만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초고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이재승, 2002:315).
본 연구에서 수정하기 지도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 받은 피드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수정을 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수정하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핵심 전략은 동료 피드백
과 자기 평가가 있다. 동료 피드백 활동은 다른 학습자의 초고를 보고 반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평가 활동은 자기 자신이 쓴 초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동료 피드백 활동은 학습자들
이 다른 동료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언어 사용과 글의 형식들을 익힐 수
있으며, 독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
해서 필자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는지, 독자에게 설
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은 전통적인 쓰기 교
육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전통적인 쓰기 교육에서 교
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는 그것을 실행하여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는 그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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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평가하는 교사 주도 학습자 복종의 관계였다. 이에 비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는 학습의 주도권을 다시 학습자들에게 돌려준다. 다음<표Ⅳ
-12>은 수정하기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12> 수정하기 수업 지도안
쓰기 후 단계(수정하기)
50분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단원
수업시간

개념을 안다.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학습 목표

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사용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쓰기 과정에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활용한다.
직접 교수법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지면 자료
및 PPT자료
⋅쓰기 평가표(체크리스트)84)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백 및 자기 평가의 개념을
소개한다.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이해 교육

교수·학습

제시

과정

하기

단계

백 및 자기 평가의 장점을
알려준다.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요
피드백

구한다.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활동 시

백 및 자기 평가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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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학습자가 가져야 하는 태
태도 교육
단계

도를 설명한다.
⋅학습자들에게 동료 피드
백 및 자기 평가 활동에서
의 언어 표현을 교육한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쓰
기 평가 기준과 동료 피드

피드백
방법 예시
단계

스트를 소개한다.
⋅교사가

효과적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예

연습
하기

백 및 자기 평가의 체크리

피드백

시로 보여 준다.
⋅학습자들은 샘플 자료로

방법 연습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단계
피드백

활동을 연습한다.
⋅학습자들은 동료 피드백

이해 확인

및 자기 평가 활동 이해

단계
동료

여부를 확인한다.
⋅학습자들은 동료가

쓴

산출

피드백 및

하기

자기 평가

초고에 대해 피드백한다.
⋅학습자들은 자기가 쓴

실행 단계

초고에 대해 평가한다.

10분

15분
15분

3.6. 편집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편집하기 단계는 출판을 준비하는 단계로 최종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교정을 하는 단계이다. 편집하기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단락을 나누거나 잘
못된 문법의 교정,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실수를 최종적으로 교정한

84)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는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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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집하기는 최대한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한편으로 실린 지면
의 특성에 고려해서 글을 다듬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편집은 크게 다섯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첨가, 삭제,
대체, 이동, 재배열이 그것이다. 첨가는 덧붙이는 것이고 삭제는 특정한
내용을 빼는 활동이다. 그리고 대체는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경우이고, 이동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며, 재배열은 앞뒤 순서를 바꾸
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늘이면서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음<표Ⅳ-13>은 편집하기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13> 편집하기 수업 지도안
단원
수업시간

쓰기 후 단계(편집하기)
50분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통해 받은 피
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본에 보완하여 다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도입
단계

및 자기 평가의 내용을 확인한다.
⋅학습자들에게 편집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한다.(첨가, 삭제,
대체, 이동, 재배열)
⋅동료 피드백 활동에서 받은 피드백

교수·학습
과정

시쓰기를 할 수 있다.
직접 교수법
⋅다시쓰기 학습지
⋅학습자들에게 앞 차시 동료 피드백

전개
단계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본에 반영한다.
⋅자기 평가 활동에서 받은 피드백

마무리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본에 반영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

단계

시 예고를 한다.

3.7. 출판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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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10분

10분
10분
5분

출판하기 단계는 학습자들이 쓴 글을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책을 만들어 묶은 것이다. 여러 학습자가 협력하여 책을 만들 수도 있고
학생 개인의 문집을 만들 수도 있다. 출판하기는 자신이 쓴 글을 의도한
독자에게 읽힐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독자를 고려하게 되는데, 독자의 의도나 흥미,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
가 된다.
출판하기를 지도할 때 사용 가능한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은 발표하기,
청문회 활동, 신문에 싣기, 게시판에 게시하기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단
순하게는 자기가 쓴 글을 친구에게 나누어주거나 읽어 주는 형태로 진행
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둔 다음에 학급 전체 앞에서 돌아가며 읽어 보
게 할 수도 있다. 다음 <표Ⅳ-14>은 출판하기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수업
지도안이다.
<표Ⅳ-14> 출판하기 수업 지도안
단원
수업시간

쓰기 후 단계(출판하기)

50분
⋅완성된 글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할

학습 목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도입

수 있다.
직접 교수법
학습자의 완성된 글(복사 자료)
⋅학습자들에게 본 차시의 학습 내용

단계

을 간략히 소개한다.
⋅완성된 글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교수·학습

전개

발표하도록 한다.

과정

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마무리
단계

5분

40분

대해 피드백한다.
⋅본 차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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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과정 중
심 쓰기 교육에서의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본질이 무엇이며, 두 피드
백이 학생들의 초고 수정에 미치는 영향과 수정 양상이 어떠하며, 피드백
후 학생들의 쓰기 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의견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주 동안 대만 현직 한국어 교사 30명과 한국어 학습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대만의 한국어 쓰기 교육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
다. 또한 대만 가오슝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42명 고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피드백 집단 21명과 자기 평가 집단 21명으로 나누
어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을 진행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의 특징 및 유형은 크게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각은 다시 형식1, 형식2, 의미
1, 의미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식1은 맞춤법과 시제, 구조, 철자 등 형
태론에 관한 것이며, 형식2는 내용의 변화가 없고 단지 단어의 변화나 문
장의 변화, 즉 통사론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의미1은 전체적인 글의 주제
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였거나 세부 내용
을 첨가시키는 피드백이며, 의미2는 주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단
수준의 피드백을 뜻한 것이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은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의 연습 기회가 부족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어휘나
어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한국어 쓰기를 어렵게 생
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
서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를 교육할 때 피드백
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56.5%, 교사들은 90%로 필요하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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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피드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교사들의 90%가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지도가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에
비해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과정 중
심 한국어 쓰기를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의 활동 단계나 교육적 효과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설문 조사
한 결과,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교사
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효과에 대
해서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동료 피드백이 자기 평가 보다 더 효과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 내에서의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
드백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 내에서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
에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은 모두 의미 피드백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
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나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이 모두 문법적인 형식 또는 형태 오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
고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 피드백 제공자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에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형식 피드백과 의미 피드백 수
에 차이를 보였다. 각각 형식 피드백(형식1, 형식2)과 의미 피드백(의미1,
의미2)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
식1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형식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형식에 관한 피드백 전체에 대한 결과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
체적으로 보면 동료 피드백 집단이 자기 평가 집단보다 형식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형식2 피드백, 특히 단
어의 변화 부분에서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피드백을 더

- 144 -

많이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미1 피드백에서는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1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2 피드백에서는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2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미 피드백에
서는 자기 평가 집단이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의미 피드백을 더 많이 제
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집단이 받은 피드백을 수정본에 반영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 평가 집단에서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수정본에 반영하는 비율은 76.37%로 나타났는데 반해, 동료 피드백 집단
에서 피드백 내용을 수정본에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은 50.14%로, 자기 평
가 집단에 비해 낮았다. 그 대신 동료 피드백 집단은 받은 피드백 내용을
스스로 변형하는 경우가 자기 평가 집단의 12.67%에 비해 22.69%로 더
높았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수정본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
우도 동료 피드백 집단은 15.97%였고 자기 평가 집단의 7.53%보다 높았
다. 피드백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도 동료 피드백 집단은 11.20%였고
자기 평가 집단의 3.42%보다 높았다. 한편 피드백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
정한 경우는 동료 피드백 집단이 147개로, 자기 평가 집단의 61개에 비해
더 많았다.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피드백을 반영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실제적 유의성을 갖는 결과에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이 피드백을 반영하는 양상은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5).
넷째, 피드백이 수정본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동료 피드백
은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본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총괄적 평가, 과제수행, 글의 내
용, 언어사용, 표기 영역, 그리고 총점에서는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동료 피드백이 총괄적 평가, 과제수
행, 글의 내용, 언어사용, 표기 영역과 총점에서 수정본 점수 향상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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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과제수행, 언어사용과 표기
영역에서는 초고와 수정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
괄적 평가,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영역과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이는 자기 평가가 총괄적 평가, 글의 구성, 글의 내용 영역과 총점
에서 수정본 점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동료 피드백 집단 및 자기 평가 집단 사이에서 초고와 수정본의
평균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동료의 피드백은 총괄적 평가, 과제수
행, 글의 내용과 표기 영역에서 자기 평가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 평가 집단은 글의 구
성 영역에서 동료 피드백 집단보다 수정본의 점수 향상도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들의 회기별 쓰기 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쓰기 능력
의 평균 점수는 회기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차 상승
한 추세를 보였다. 즉 동료 피드백 집단과 자기 평가 집단의 학습자들은
피드백 활동을 거듭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로서, 실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된 실험의 결
과를 바탕으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평가가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만의 한 대학교의 한
국어 전공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국어 교육 현장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
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고급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급이나 중급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도 이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
에 관한 논의를 더 확대하여 다양한 국적이나 다른 언어수준의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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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및 자기 평가 활동 중에서 서면 피드백만 활용하였는데 구두로 피
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말하기 활동과 연계된
학습자들끼리의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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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쓰기 주제]
1주차 쓰기 주제
다음을 읽고 400~600자로 글을 쓰십시오.(30점)

수필

(제21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주제: 기억에 남는 선물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합니다.
1. 어떤 선물입니까?
2. 그 선물은 누구한테서, 언제 받았습니까?
3. 그 선물이 왜 기억에 남습니까?
2주차 쓰기 주제
다음을 읽고 400~600자로 글을 쓰십시오.(30점)

설명문

(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주제: 내가 좋아하는 도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왜 그곳을 좋아합니까? 여러
분이 좋아 하는 도시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소개해 보십시오. 단, 아
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이름과 위치, 유명한 것, 소개하는 이유
3주차 쓰기 주제
다음을 읽고 600~700자로 글을 쓰십시오.(30점)

논설문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주제: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발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가지 이상 쓰시오.)
4주차 쓰기 주제
논설문
다음을 읽고 600~700자로 글을 쓰십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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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야기>
- 내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제 :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될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
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봇의 발달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
떠하신가요?
1.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2. 로봇의 발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3. 로봇의 발달에 대한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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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습일지]
동료 피드백 학습일지

주제:
날짜:
1. 동료의 피드백 내용이 한국어 쓰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동료의 피드백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①과제 수행

②글의 구조

③글의 내용

④언어 사용

⑤기타
3. 동료에게 피드백을 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나요?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①과제 수행

②글의 구조

③글의 내용

④언어 사용

⑤기타
4. 글을 수정하면서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수정한 부
분이 있나요? 있다면 수정본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에 대해 쓰세요.
5. 글을 수정하면서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을 나의 생각에 맞게
바꾸어 수정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수정본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
에 대해 쓰세요.
6. 글을 수정하면서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 내용을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쓰세요.
7. 동료의 글을 읽으면서 또는 동료의 글에 피드백을 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의 작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인지 쓰세요.
8.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을 하면서 동료나 선생님에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세요.
자기 평가 학습일지
주제:
날짜:
1. 자기 평가 내용이 한국어 쓰기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매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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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평가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①과제 수행

②글의 구조

③글의 내용

④언어 사용

⑤기타
3. 자신의 글에 대해 피드백(평가)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
나요?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①과제 수행

②글의 구조

③글의 내용

④언어 사용

⑤기타
4. 글을 수정하면서 자기 평가의 내용을 그대로 수정한 부분이 있나
요? 있다면 수정본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에 대해 쓰세요.
5. 글을 수정하면서 자기 평가의 내용을 재수정한 부분이 있나요? 있
다면 수정본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에 대해 쓰세요.
6. 글을 수정하면서 자기 평가의 내용을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
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쓰세요.
7. 자기 평가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의 작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인지 쓰세요.
8.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자신에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세요.

- 160 -

[부록 3: 교사용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 구성
범주

한국어 쓰기 지도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동료 피드백
(peer feedback)

자기 평가
(self feedback)

설문 내용

형식

1. 한국어 쓰기 지도에 대한 관심
2. 한국어 쓰기 체계적 지도 여부
3. 한국어 쓰기 지도의 어려움
4.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의 소재
5.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활동의 유형
6.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지도의 필요성
7. 과정 중심 지도 방법 활용 여부
8. 한국어 학습자 쓰기 훈련이 필요한 단계
9.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의 필요성
10.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의 기여도
11. 한국어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의 필요성
12.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 활용 실

5단계

태
13.
14.
15.
16.
17.
18.
19.
20.

동료 피드백 어렵게 하는 요인
동료 피드백이 가장 필요한 단게
동료 피드백이 효과적인 영역
한국어 쓰기에서 자기 평가의 필요성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 활용 실태
자기 평가 어렵게 하는 요인
자기 평가가 가장 필요한 단계
자기 평가가 효과적인 영역

2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

기타 의견

국어 쓰기 지도에 대한 의견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5단계
척도
5단계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5단계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자유 응답

교사용 설문지 내용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유철우입니다. 이 설문은 현행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태와 동
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에 대한 현장 교
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어 쓰기와 관련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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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점과 경험에 기초하여 기탄없이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되므
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 것
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 6월
유철우(dudu405@yahoo.com.tw)

※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로 표기해 주십시오. 기타에 해
당되면 기타에 ✔ 표시하고 빈칸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기초 조사>
1. 국적 :
① 한국 ( )

② 대만 ( )

③ 기타 ( )

2. 모국어 :
① 중국어 ( ) ② 한국어 ( ) ③ 기타 ( )
3. 성별 :
① 남（）

② 여（）

4. 교사 경력:
① 1년 미만 ( )

② 1년 ~ 2년 ( )

③ 2년 ~ 3년 ( )

④ 3년 ~ 4년 ( ) ⑤ 4년 이상 ( )
<한국어 쓰기 지도>
1. 평소 한국어 쓰기 지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2. 현재 학교에서 한국어 쓰기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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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3. (2번 문항에서 ④, ⑤를 선택한 경우) 한국어 쓰기 지도가 잘 이루
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쓰기 수업 시간 부족 ( )
② 교사의 전문성 부족 ( )
③ 학생의 흥미 부족 ( )
④ 문항 출제 및 평가의 어려움 ( )
⑤기타 ( )
4. 수업시간 주로 활용하는 한국어 쓰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교재에 나오는 쓰기 활동을 전부 실시한다. ( )
② 교재에 나오는 쓰기 활동 중 일부만 실시한다. ( )
③ 교사가 제작한 자료로 쓰기 활동을 실시한다. ( )
④ 교과서 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 일기나 독후감 작성을 실시한
다. ( )
⑤ 기타 ( )
5.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쓰기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본문 베껴 쓰기 ( )

② 받아쓰기 ( ) ③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고

쳐 쓰기 ( ) ④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 ( )

⑤ 주제에 대해 자

유롭게 작문하기 ( )
6. 한국어 쓰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과정 중심 쓰기 지도>
과정 중심쓰기는 쓰기 결과물보다 쓰기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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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 단계→초고 쓰기→수정하기→편집하기’ 단계로 구성되며 내용을 생
성하고 조직, 표현, 교정하는 일련의 쓰기 과정을 강조한다.

7.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을 자주 활용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8.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지도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장 필요한 단계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
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
류 수정하기( )
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9.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쓰기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0.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동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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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 )

동료 피드백은 학생들과 비슷한 동료가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이다.

11.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2. 한국어 쓰기의 동료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는 주로 어떻게 활용
합니까?
①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동료의 글을
다시 피드백한다 ( )
② 학생들이 제시된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
간다 ( )
③ 교사가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간다
( )
④ 교사가 제시된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해 언급 없이
넘어간다 ( )
⑤ 기타 ( )
13. 쓰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 ( )
②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 )
③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흥미 부족 ( )
④ 동료 피드백 전략과 방법 부족( )
⑤ 기타 ( )
14.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과정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 165 -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
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
류 수정하기( )
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15. 동료 피드백을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아이디어 생성 ( )
② 글의 내용, 구성(의미) ( )
③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 )
④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 )
⑤ 기타 ( )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 학습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 평가를 의미한다.

16. 과정중심 글쓰기에서 자기 평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7. 한국어 쓰기의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는 주로 어떻게 활용
합니까?
① 학생들이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의 글을 다
시 평가한다( )
② 학생들이 제시된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간
다. ( )
③ 교사가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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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사가 제시된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한 언급 없이 넘
어간다. ( )
⑤ 기타 ( )
18. 쓰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를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학생들의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 ( )
②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 )
③ 학생들의 자기 평가에 대한 흥미 부족 ( )
④ 자기 평가 전략과 방법 부족( )
⑤ 기타 ( )
19.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
장 필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
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
류 수정하기( )
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20. 자기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아이디어 생성 ( )
② 글의 내용, 구성(의미) ( )
③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 )
④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 )
⑤ 기타 ( )
21.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지도에 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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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설문지가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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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습자용 설문지]
범주

한국어 쓰기

한국어 쓰기 수업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학습자용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
1. 한국어 쓰기 지도에 대한 관심
2. 수업 외 한국어 쓰기 시간
3. 한국어 쓰기에 대한 생각
4. 한국어 쓰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5.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활동 비중
6.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소재
7.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활동의 유형
8. 수업 시간 한국어 쓰기 학습의 필요성
8.1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
9.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활용 경험
10.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중용한 단
계
11. 한국어 쓰기에서 피드백의 중요성
12.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도
13. 한국어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의 필요
성
14.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 활용

동료 피드백
(peer feedback)

실태
15. 동료 피드백 어렵게 하는 요인
16. 동료 피드백이 가장 필요한 단계
17. 동료 피드백이 효과적인 영역
18. 한국어 쓰기에서 자기 평가의 필요성
19.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 활용 실

자기 평가
(self- feedback)

태
20. 자기 평가 어렵게 하는 요인
21. 자기 평가가 가장 필요한 단계
22. 자기 평가가 효과적인 영역
23. 자기 평가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지도

기타 의견

에 대한 의견

학습자용 설문지 내용
한국어 쓰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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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5단계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자유 응답
5단계
척도

5단계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5단계
척도
복수 응답
5단계
척도
자유 응답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유철우입
니다. 이 설문은 현행 대만 한국어 쓰기 교육의 실태와 동료 피드백 및 자
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한 것입니다. 한국어 쓰기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
하셨던 점과 경험에 기초하여 기탄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되므로,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
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
간을 내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 6월
유철우(dudu405@yahoo.com.tw)

※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로 표기해 주세요. 기타에 해당
되면 기타에✔표시하고 빈칸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기초조사>
1. 성별 : 남 ( ) 여 ( )
2.한국 유학 경험: 무( ) 유 ( ) (기간:

연도:

)

(한국 유학 경험(어학연수, 교환학생...등)이 있다면 거주 국가, 기간,
연도를 자세히 써 주세요)
<한국어 쓰기>
1. 평소 한국어 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2.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한국어 글쓰기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
까?
① 주당 1시간미만 ( )
② 주당 1시간이상~3시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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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당 3시간이상~5시간 미만 ( )
④ 주당 5시간이상 ( )
3. 한국어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4. (3번 문항 ①, ②를 선택한 경우) 한국어 쓰기를 어렵게 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글쓰기 기회가 많지 않다 ( )
②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글을 쓰기가 어렵다 ( )
③ 무슨 내용에 대해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
④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 )
⑤ 기타 ( )
<한국어 쓰기 수업>
5.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한국어 쓰기 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차시별 10분미만 ( )

② 차시별 10분~20분 ( )

③ 차시별 20

분~30분 ( )
④ 차시별 30분이상 ( )

⑤ 전혀 하지 않는다 ( )

6. (5번 문항의 ①,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수업시간 주로 실시하
는 한국어 쓰기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쓰기 활동을 전부 실시한다. ( )
②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쓰기 활동 중 일부만 실시한다. ( )
③ 교사가 제작한 자료로 쓰기 활동을 실시한다. ( )
④ 교재 외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 일기나 독후감 작성을 실시한
다. ( )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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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본문 베껴 쓰기 ( )

② 받아쓰기 ( )

③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고

쳐 쓰기 ( )
④ 샘플 지문 속의 문장 완성하기 ( )

⑤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문하기 ( )
8. 한국어 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8-1. 학교에서 한국어 쓰기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어 주세요.
<과정 중심 쓰기>
과정 중심쓰기는 쓰기 결과물보다 쓰기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접근법이
다. ‘쓰기전 단계→초고 쓰기→수정하기→편집하기’ 단계로 구성되며 내용
을 생성하고 조직, 표현, 교정하는 일련의 쓰기 과정을 강조한다.

9. 쓰기 전-초고쓰기-협의하기-편집하기 단계를 적용하여 글을 작성합
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0.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장 필요한 단계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류 수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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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11.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쓰기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

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2.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이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보

통이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동료 피드백>
동료 피드백은 학생들과 비슷한 동료가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13.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4. 한국어 쓰기의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는 주로 어떻게 활
용합니까?
①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동료의 글을
다시 피드백한다 ( )
② 제시된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간다 ( )
③ 교사의 언급에 따라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읽고 넘어
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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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료 피드백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간다 ( )
⑤ 기타 ( )
15. 쓰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
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동료 피드백 활동 시간 부족 ( )
②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 )
③ 동료 피드백에 대한 흥미 부족 ( )
④ 동료 피드백 전략과 방법 부족( )
⑤ 기타 ( )
16.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
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류 수정하기( )
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17. 동료 피드백을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아이디어 생성 ( )
② 글의 내용, 구성(의미) ( )
③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 )
④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 )
⑤ 기타 ( )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 학습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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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평가를 의미한다.

18.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자기 평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③ 보통이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9. 한국어 쓰기의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는 주로 어떻게 활용
합니까?
① 학생들이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의 글을
다시 평가한다( )
② 제시된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넘어간다. ( )
③ 교사의 언급에 따라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를 읽고 넘어간
다. ( )
④ 자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간다. ( )
⑤ 기타 ( )
20. 쓰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자기 평가 활동 시간 부족 ( )
②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 ( )
③ 자기 평가에 대한 흥미 부족 ( )
④ 자기 평가 전략과 방법 부족( )
⑤ 기타 ( )
21. 자기 평가를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에서 학습자 훈련이 가
장 필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① 쓰기 전 단계-배경 지식 활성화, 개요 작성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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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고쓰기 단계-개요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 )
③ 수정하기 단계-글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피드백 및 평가하기 ( )
④ 편집하기 단계-피드백 내용과 사소한 언어사용, 철자, 구두점 등
오류 수정하기( )
⑤ 출판하기 단계-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의견 공유하기 ( )
22. 자기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아이디어 생성 ( )
② 글의 내용, 구성(의미) ( )
③ 글의 문법, 어휘 오류(형태) ( )
④ 철자나 맞춤법, 띄어쓰기 ( )
⑤ 기타 ( )
23. 한국어 쓰기에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설문지가 끝났습니다.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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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습자용 쓰기 평가 기준표(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피드백

날짜

제공자

/

/

주제:
※글의 종류에✔를 표시하세요.
☐ 주장하는 글
☐ 문학작인 글(○시 ○수필 ○산문 ○소설)
☐ 알리는 글 ○소개

○안내

○초청

○광고

○보고서 ○기사문 ○설명문 ○기타
☐ 생활에 관한 글 ○편지 ○일기 ○감상문 ○기타
구분

평가 근거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습니까?
예/아니요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안을 해주십시오.

분
석

과제
수행

적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아니요

-제시된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평
가
(1)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

글의
구성

예/아니요
가?
-시작과 마무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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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

예/아니요
하였는가?
-내용의 전환에 따라 문단을 적절히 구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1) 글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

예/아니요
현하였습니까?
-내용이 글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2)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

글의
내용

예/아니요
현하였습니까?
-내용이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
습니까?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

예/아니요
까?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겠습니
까?

언어

(1)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 예/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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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는가?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 및 표현을 표시해 주십시오.

사용

(2)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 예 / 아 니
하였는가?
요
-어휘와 문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1) 맞춤법이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예/아니요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2) 띄어쓰기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예/아니요
-띄어쓰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표기

(3) 문장부호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예/아니

요
-문장부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총

(1) 이 글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괄

-이 글의 장점을 써 주십시오.

적
평
가

- 179 -

(2) 글의 향상을 위해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언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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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
교사용 쓰기 평가 기준표

평
가
기
준

구분

평가 내용

과제

∙제시된 과제수행 항목을 모두

수행

포함하였는가?
∙문단 구분이 명확하고 문맥이

글의 구성
글의 내용

분
석
적
평
가

언어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

사용

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언어의 정

(어휘,

확성)

문법)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

띄어쓰기
및

적
평
가

중

하

6~5

4~3

2~1

6~5

4~3

2~1

6~5

4~3

2~1

6~5

4~3

2~1

3

2

1

3

2

1

양하게 사용하였는가? (언어의 다

(맞춤법,

괄

는가?
∙이해되지 않은 표현 없이 명확

상

하게 썼는가?

표기

총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가?
∙글의 내용이 모두 정확하게 썼

배점

양성)

∙표기가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였
는가?

문장부호)
∙제시된 과제수행 항목을 포함하였는가?
∙글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성하였는
가?
∙글의 내용이 풍부하고 대체로 정확하게 썼
는가?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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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표기가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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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동료 피드백 학습자 초고]
동료 피드백 집단 학습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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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동료 피드백 학습자 체크리스트]
동료 피드백 집단 학습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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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동료 피드백 학습자 수정본]
동료 피드백 집단 학습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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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자기 평가 학습자 초고]
자기 평가 집단 학습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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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자기 평가 학습자 체크리스트]
자기 평가 집단 학습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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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자기 평가 학습자 수정본]
자기 평가 집단 학습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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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effects of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towards Korean Writing: An
Analysis on Taiwanese Korean Language
Advanced Learners

Liu Che-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thesis is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on the process based korean
language

writing

instruction.

The

study

reviews

existing

literatures and conducts the survey to the research respondents,
namely Taiwanese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Taiwanese Korean language instructors. Generally, the thesis has
been divided into five chapters. The summary of each chapters is
organized as follow.
Chapter I presents the importances of research studies. The
thesis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effects

of using

the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during the process of teaching
Korean language. Thus, the thesis firs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s

which

focus

on

the

feedback

effects

on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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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writing instruction and feedback effects will be introduced.
The

patterns,

effects

and

limitations

of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also will be discussed in this chapter. Then the
thesis will bring forward the research question and its central
argument.
Chapter 2 will discuss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trends of
writing education theory. Furthermore, the concept of feedback
on

language

education

will

be

defined,

following

with

its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Chapter 2 also will review the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will be discussed in chapter 3. This
chapter will introduces the target of experiments, process and
the methods of how to conduct the experiments in detail.
In chapter 4, the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will be shown.
The patterns of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conditions
which reflects the feedback, feedback’s effects and the opinions
of feedback learners on the writing process will be described in
this chapter.
Chapter 5, which is the last part of this thesis will wrap up the
research argument and empirical results. It also finally presents
research limitat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with peer-feedback and self-feedback teaching
methods.

※ key words: Korean education, Foreign language, Process based
writing instruction, peer-feedback, self-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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