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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
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한국으로 유학하여 대학(대학원) 진학을 목
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중
베트남인 유학생 수는 중국 유학생 수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위과정에서 읽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다. 맥나
마라(McNamara, 2009)에 의하면 독자는 이해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읽기 전략 지도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에 목적을 둔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의 상대적 부족 가운데
서 한국어 읽기 교육에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읽기 전략 사용 양상과 읽기 전략의
효과에만 집중되어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 측면을 간과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과를 살펴보고, 그 현황과 효과를 개선
할 수 있는 읽기 전략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분석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을 토대로 도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언어 방해로 인해 모국어 읽
기에 비해 한국어 읽기서의 읽기 전략 사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어렵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에서 미흡한 읽기 전략은 4급 학습
자에게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
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6급 학습자에게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
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그리고 초인지 전략은 ‘계획하기’, ‘중요도 판
단’, ‘평가하기’가 있었다. 또한,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와 ‘담
화표지 파악’, ‘점검하기’ 전략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에서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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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용의 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식 습
득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
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들과 같이 간단하거나 익숙한 읽기 전략에만 적
합하다. 그러므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읽기 전략 지식 제공을 시작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
남인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구조파악’이나 초인지 전략들과 같은 고차원적
전략에는 소극적이었다. 셋째, 모든 실험의 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실험에서 학습자들은 더 많은 읽기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읽기 속도는 더 증가하였다. 성취도의 경우 숫자적으로는 큰 차
이가 없는 듯이 보였으나 질적 검토를 통해서는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읽기 전략의 적극적인 사용이 속도와 성취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것은 검증 실험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텍스트
읽기의 요구에 따른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면 더 높은 성취도를 달
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언어와 내용을 처리하는 데에 몰두하여 내용 이
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
내용은 미숙하게 활용하는 읽기 전략에 초점을 두고 읽기 전략 교육 목표
와 상응하는 지식, 수행, 태도로 구성한다. 교육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었
다. 첫 단계에서는 읽기 전략 준비로서 하향식 전략 지식을 제공하고, 읽
기 전략 훈련 및 연습으로서 하향식 읽기 전략을 수행하고 심화 교육 내용
을 지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위 순서대로 초인지 전략 지식을 제공하
고, 텍스트 종류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을 포함한 읽기 과정 통제 내용과
심화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 검증 실험을 통해 제안된 읽기 전략 수업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베트남인 학습자, 읽기 전략, 읽기 전략 교육, 읽기 전략
지식, 읽기 전략 사용 효과
학

번 : 2014-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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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학
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0월에 2020
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글로벌 친한
(親韓)·지한(知韓)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1)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결과로 교육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2)에 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3월 말 10만 4천명에 이
른다. 그 중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61%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중에
베트남인 유학생 수는 중국 유학생 수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즉,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인 유학생 수는 계
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
국어교육에 보다 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수정(2004:38-39)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읽기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학문적
읽기는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이며 동시에 어려워하는
언어 기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3). 대학 입학 이전의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는 일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언어기능을 학습하는데 비해 대학이나 대
1)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계획을 수
정·확대하는 프로젝트이다(교육부, 2012).
2) 교육부,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6.
3) 대학 수학 과정에서 읽기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 학문적 읽기 > 학문적 듣기 > 학문적 쓰기 > 학문적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언어 기능: 학문적 쓰기 > 학문적 읽기 > 학문적 말하기 > 학문적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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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정의 실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공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한국어능력, 배경지식과 학업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 듣기나 보고서
작성, 토론 등과 같은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읽기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읽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공적인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읽기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읽기교육 분야에서 연구된 자료
는 아직 많지 않고 한국어 읽기 수업은 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
(Grammar-translation Method)을 토대로 하여 읽기와 번역, 어휘와 문법
설명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습
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읽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는 데에 미흡하기도 한다. 이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능력 부족으로 이
어지며 학문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서 학습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독립적인 읽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공적인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읽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읽기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맥나마라(McNamara, 2009)에 따르면 독자는
이해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읽기 전략 지도는 그런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는 베
트남인 학습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도울 읽기 전
략 교육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와 한국어 읽
기 전략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선행연구로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교재, 과제, 텍스트 유형이나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교육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었으나 학습자의 읽기 양상은 다소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설문을 통해서만 살펴
보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보다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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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위하여 혼합 방법론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검토할 때 주목한 바는 주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과 그 사
용 효과이다. 연구자의 양상 분석 및 검토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어 읽기 전략 교육의 방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기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의 사용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방안은 무엇인
가?

2.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첫 번째 영역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이고 두 번째 영역은 한국
어 읽기 전략 교육에 관련된 연구이다.
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
까지 약 26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자료는
주로 어휘와 관련된 연구, 어순에 관련된 연구,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관
한 연구,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다. 한편 한국어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이수미(2005), 팜티옌(2014) 그리고 응옌 투 프응 투(2015)
를 들 수 있다.
이수미(2005)는 질문지와 인터뷰를 사용하여 베트남 학습자의 스키마
에 따른 한국어 텍스트의 이해 양상을 밝혔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스키마
에 따른 텍스트의 이해 양상을 밝힘으로써 어휘에 있어서는 상황맥락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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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맥락을 포함한 ‘맥락’의 의미를 고려한 텍스트의 난이도를 위계화하였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학습 원리를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효과적인 읽기 텍스트 구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팜티옌(2014)은 전래동화가 언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에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휘 입력을 위
한 다양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래동화는 이해력과 유창성
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어 읽기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는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래동화와 한국어 자료에 나온 전래동화를
조사하여 한국의 보편적인 전래동화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목록은 <선녀
와 나무꾼>, <금도끼 은도끼>, <콩쥐 팥쥐>, <해님과 달님이 된 오누
이>, <혹부리 영감>, <견우와 직녀>, <뱀 신랑 이야기>, <호랑이와 곶
감>, <삼년고개>, <의좋은 형제>를 포함한다. 연구자는 그 중 베트남의
<떰과 깜>과 유사한 <콩쥐 팥쥐>를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설계하였다.
응옌 투 프응 투(2015)는 베트남 현지의 한국어 교사와 전공자를 대
상으로 베트남 내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관한 의견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베트남 현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취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 학습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 현지 한국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어
전공 졸업자와 한국 내 ‘베트남 통·번역원’의 취업 담당자를 조사하는 결과
를 바탕으로 ‘취업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15개의 읽기 텍스트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취업 목적에 관한
주제’,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주제’, 그리고 ‘구체적인 업
무와 관련된 한국어 지식에 관한 주제’ 로 나누었다.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논문의 전반적인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베트남
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실 읽기 자료에 주목하는 것으로,
읽기 전략, 읽기 목적, 학습자의 특징 등과 같은 읽기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에 관심이 적었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읽기 교육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국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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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 학습자를 현실과 더불어 볼 때, 읽기 교육 연구가 보다 풍부하고 다
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에 관련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전략 교육에 관련된 연구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전략의 사용 양상과 효과
에 대한 연구 및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
구가 있다.
먼저 읽기 전략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부터 살펴보면 기준성(2009), 원
원(2010), 모뢰(2012), 정종수(2013), 진로(2013), 왕억문(2014), 장혜
(2014)와 맹연혜(2015)가 있다.
기준성(2009)은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전략
사용에 차이를 밝혔다. 모뢰(2012)도 학습자 숙달도별 읽기 전략 사용 차
이를 살펴보고 읽기 전략 사용 빈도와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지만 기준성(2009)과 달리 이 연구의 대상은 학문 목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이다. 원원(2010)은 한국어 학습자의 하이퍼텍스트 읽기 과
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
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로(2013)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유형에 따른 읽기 전략의 차이를 밝히
고, 오류 빈도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읽기 전략을 모색하였다.
정종수(2013)는 학습 목적 읽기와 즐거움을 위한 읽기를 중심으로 한
국어 고급 학습자들의 목적별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왕억문
(2014)은 학문 목적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모국어 읽기 능력, 모국어 읽기 전략, 한국어 읽기 능력 및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읽기 전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장혜(2014)는 중국인 학습자의 읽기 불안 정도에 따라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상맹연혜(2015)는 ‘사고구술법(think-alou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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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조사하고 숙달도
별 읽기 전략과 읽기 과제 유형별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정윤나(2015)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법
과 면담법을 통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읽기 전략의 상관성 및 인과성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읽기 전략의 효과와 영향에 관련된 기반을 제시한 것은 손경숙(1999)
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훈련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략의 실제적인 효용성을 검증
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그 후 홍은선(2008)과 이명우(2010),
정수아(2011)와

김치리(2012),

황정인(2011),

전영분(2011),

전유나

(2013), 방소윤(2013), 김보경(2014)의 연구는 순서대로 자기 질문 전략,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 스키마 활성화 전략, 초인지 전략, 사고
구술 전략, 메타인지 읽기 전략, 그리고 마인드 맵 활용 전략을 실제 한국
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그 읽기 전략이 한국
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는 강승혜(1999)와 권미정(1999), 박수지(2002), 배희원(2007), 박수정
(2008), 김계현(2009), 신은경(2009), 송지연(2010), 전홍(2010), 노미
경(2011), 찌앙레이(2014), 왕양(2015)이 있다.
강승혜(1999)는 학문 목적 학습자 중심의 언어학습 전략을 다룬 연구
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하
여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 훈련 수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수업적용을 위한 언어학습 전략으로 기억전략, 인지전
략, 보조전략을 선정되고, 각 전략별 세부 활동 전략의 특징을 구체화되었
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읽기 전략 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다소 이론적인 지침의 열거에 중점을 두었을 뿐, 수업 모형 제시 등
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권미정(1999)은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 중, 후 단계에서의
초인지 전략과 기타전략을 사용한 효율적인 읽기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텍스트의 내용과 유형, 뜯어 읽기와 넓게 읽기, 추측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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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략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읽기 전략
에 대한 세부 활동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략 지도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
하는 것이다.
박수지(2002)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분석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인 텍스트 구조 파악
하기, 구조 표지어 찾기, 도해 조직자 구성하기, 요약하기 전략의 한계적
적용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이를 도입한 설명적 텍스트의 교수 모형을 제
시하였다. 배희원(2007)은 도해 조직을 이용한 읽기 전략을 제시하고 대
학 수학에서 접하게 되는 텍스트에 도해 조직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후, 학습자와 교사의 만족 여부를 확인
하는 검증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박수정(2008)은 텍스트와 과제를 선정하고 옥스퍼드의 학습 전략 분류
를 활용하여 과제에 맞는 읽기 전략별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제시된 전략은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상위인지, 정의 및 사회
적 전략이다. 김계현(2009)은 읽기 전략의 학습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자의 읽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읽기 단계별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읽기 전략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
다. 그래픽 조직자는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함께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읽기 전략이다. 신은경(2009)은 한국어 읽기 텍스트 유형의 분류를 제안
하였고 읽기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유형에 맞는 읽
기 전략을 그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교사
의 수업 지도안을 실제 수업에 활용하여 검증하지 못한 점, 텍스트 유형과
읽기 전략 연구에 있어 초급·중급·고급의 각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송지연(2010)은 비즈니스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비즈니스 한국어 읽
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텍스트 구조화 중심의 읽기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
다. 연구의 구제적인 목표는 주제 및 요지 파악하기, 거시구조 유형 파악
하기 그리고 최상위 구조 유형 파악하기이다. 전홍(2010)은 중국인 학습
자의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조사하
고 한국어 읽기 교육의 원리에 근거하여 언어 지식 보완 측면에서는 ‘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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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휘문제 해결하기’, ‘문장 분석하기’를, 스키마 활성화 측면에서는
‘텍스트 구조 표지 및 구조 파악하기’, ‘문화 스키마 활성화하기’를, 초인지
조절 측면에서는 ‘점검하기’를 중심으로 읽기 수업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노미경(2011)은 읽기 중 사고 훈련의 방법 중 하나로 생각말하기 활동
을 제안하여 텍스트 유형별 읽기 전략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찌앙레이
(2014)는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그는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위하여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닌
관심과 어려움을 분석한 뒤 텍스트 유형의 특징에 따른 읽기 단계별 인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왕양(2015)은 한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교육
기관을 각각 하나씩 선정, 학생들의 설문을 기초로 하여 각 기관에서의 읽
기 교육의 실태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 뒤 각 기관의 학습자
들이 읽기 과정에서 어떤 읽기전략 교육을 사용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여기
서 그는 읽기 교육 과정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학습자들의 읽기능력과 읽기
전략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과정 중심 읽기 접근법을 이용하여 읽기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읽기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왔다. 그중에 한국어 읽기 전략의 사용 양상과 효
과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전홍(2010)과 찌
앙레이(2014) 외에 다른 연구는 교재, 과제 텍스트 유형이나 교육과정 등
을 분석하여 교육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간과하였다. 그리고 찌앙레이(2014)도 설문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점을 살
펴볼 뿐이었다. 둘째, 어떤 미시적인 전략과 관련 연구나 읽기 단계나 과
제에 맞는 읽기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찌앙
레이(2014) 외에 대부분 연구들은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을 위한 독립
적 읽기를 하도록 읽기 전략 사용을 교육하는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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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주목하
고 모든 읽기 전략과 독립적인 읽기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반 한국어 학습자가 아닌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학습자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선정 시에는 연구 결과의 변수와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습
자 변인 중 언어능력 변인과 학습 기간, 그리고 국적 변인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인’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대학(대학원) 학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
에 재학 중인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베트남인 학습
자가 여러 대학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연구대상 선택은 어느 대학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4). 다시 정리해 보면 연구 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인 학습자이다. 연구자 본인이 베트남인이기
도 하지만 베트남인 학습자는 현재 중국인 학습자수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
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어 학습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
다. 또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적용될 자장은 앞으로도 확
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읽기를 수행하는 주체가 ‘베트남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이유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난점과 이점을 갖고 있는지
4)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1개 대학(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
교, 동아대학교, 인하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계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지대학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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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한글과 베트남어가 모두 표음문자라는 점, 두
언어 간의 통사적 체계와 언어적 특징이 매우 상이한 점이 면면에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상
이함, 그로 인해서 목표어를 학습할 때 경험하게 되는 곤란함에 주목하였
으며,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텍스트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
드는 언어적 변수들을 짚으려 노력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중·고급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내 대학 또는 대학원들이 신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TOPIK을 기준으로 한국어능력 3급 이상5)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
이다. 또한, 연구자는 이 연구의 참여 학습자들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학문
을 공부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유학생들’로 한정하였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서 한국어로 학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읽기 습관을 변화시켰을 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할 필요를 느꼈
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 학습자 변수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학
습자들의 한국어능력으로, 중급 학습자의 대표적인 4급 그룹과 고급 학습
자의 대표적인 6급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연구 대상로 선정된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 소재 대학이
나 대학원에서 전문 영역의 공부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성인 학습자로서 비교적 높은 인지 능력과 학문적
탐구 능력을 지녔으며, 학습 태도도 훌륭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국내 주요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검토를 통해 확인한 각 대학의 한국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어 자격요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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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런 점은 연구의 참여 학습자들의 ‘사고구술’ 수행의 기본 자질이 되었으
며 그 결과가 훌륭하게 도출된 원인이 되었다.
연구는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 참여한 학습자는 총
100명으로서 8명의 남학생과 92명의 여학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한국어
능력 급수로 나누면 4급은 50명과 6급은 50명이다. 그 중 학사는 61명,
석·박사는 39명이다. 학습자들의 신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1>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습자의 신상 정보
성별
남
8
총

급수
여
92

100

4급
50

6급
50
100

학습과정
대학
대학원
61
39
100

위 학습자 100명은 설문지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 30명은 읽기 텍스
트 한 편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일대일로 만나서 구두면담을
진행하였다. 프로토콜6) 분석에 용이하도록 구두보고를 진행한 학습자들은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로 표현하였다. 학습자 1부터 학습자15까지는
TOPIK 4급, 학습자 16부터 학습자30까지는 TOPIK 6급에 해당한다. 그
중 남자는 3명, 여자는 27명이고 학사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12명, 석·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18명이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I-2>와 같다.

6) Ericsson & Simon(1993)은 구두보고를 진행하여 전사되는 언어자료를 프로토콜
(protocol)이라고 부른다(전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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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구두보고에 참가한 학습자의 신상 정보
학습자
급수
성별

1

2

3

4

5

6

남

여

학습과

대

대

여
대

여
대

여
대

정

학

학

학

학

학

학습자
급수
성별

16

17

원
18

원
19

여

학습과

대

여
대

여
대

정

학

학
원

7

9

10

11

12

13

14

15

여

8
4급
여 여

여

여

여

여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남
대

여
대

여
대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원
20

학
21

22

24

25

26

27

원
28

원
29

원
30

여
대

여
대

여
대

23
6급
여 여
대 대

여
대

여
대

여
대

여
대

남
대

여

여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대

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학

학

실험연구인 두 단계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40명이며 모두는 여학생이
다. 한국어능력 급수로 나누면 4급은 20명과 6급은 20명이다. 이들을 다
시 실험집단(20명)과 통제집단(20명)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집
단마다 4급 학습자 10명과 6급 학습자 10명을 포함한다. 이들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I-3>과 같다.
<표 I-3> 실험연구에 참가한 학습자의 신상 정보
구분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급수
4급
10
10

6급
10
10

총
20
20

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학문적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읽기
전략의 사용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설문지법과 구두보고법을 사용하였다.
현황 분석 결과는 실험연구에서 참여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읽기 전략을 구
체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읽기 전량 사용 결과
를 분석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 과정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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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한 읽기 전략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교육 방안 마련
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교육 방안은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제공하는 것이 가
장 유용할 것이며,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실라버스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 특강반이나 정규반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예
비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대학 혹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수나 선택 과목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연구가 수행된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4> 연구 단계
단계

연구 기간

연구 방법

연구 자료7)

조

설문조사

2016년 1월

설문조사(100명)

설문지 1

사

구두보고

2016.01.22~02.12

사고구술(30명)

읽기 자료 1, 전사 자료

실

예비

2016.09.01~07

차이검증(8 명)

읽기 자료 2, 교육 자료 1,

험

실험연구

2016.09.12~26

차이검증(40 명)

검사지 1, 설문지 2

2016.12.26~31

차이검증(16 명)

검증실험

읽기 자료 3, 교육 자료 2,
검사지 2, 설문지 2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조사단계와 실험연구단계, 그리고 검증 실
험단계 세 단계로 나눈다.
조사단계에는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 조사와 구두보고로 자료
를 수집하는 질적 조사를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2016년 1월에 수행하였으
며, 한국 내 대학(대학원)에서 다니는 베트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이 읽기 과정
에서 사용하는 전략의 빈도를 조사하여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텍스트
읽기 전략 사용 경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모국어 읽기 과정과 대조하기 위해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모국어로 읽을 때 사용되는 읽기 전략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7) 설문지 1은 <부록 1>, 읽기 자료 1은 <부록 3>; 일기 자료 2, 교육 자료 1, 검사지
1, 설문지 2는 <부록 4>; 읽기 자료 3, 교육 자료 2, 검사지 2는 <부록 5>에 첨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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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모국어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앞 설문조사의 도구로서 한국어 읽기 전
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를 재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요구는 학습자들이 베트
남어로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읽기 전략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두보고 조사는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걸쳐 3주일동안
한국에서 실시되었으며,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읽기 방법을 하는지 고찰하기 위하
여 고안되었다. 본고에서는 읽기 과정이 복잡한 사고 과정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구두보고를 통하여 읽기 전략 사용 비율과 양상을 포함한 텍스트
읽기 실제를 관찰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을 밝히고
자 하였다. 연구자가 분석한 실제 자료는 연구자가 프로토콜을 전사한 자
료이다. 제반 조사들 중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016년 8월 말까지
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감과 표현의 장애를 줄이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베트남어로 번역된 읽기 전략 설문지를 만들고
기술 과정에서 모국어 혹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실험단계에서 예비는 베트남인 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2016년 09월
01일부터 07일까지 1주일동안 진행하였으며, 실험연구는 40명을 대상으로
2016년 09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일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대상은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집단에게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고
두 집단의 차이를 대조·분석하였다. 예비의 목적은 본 실험의 연구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데 있고 본 실험의 목적은 읽기 전략 사용에 읽기 전략 소
개의 영향을 알아보고 읽기 전략 사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이 단계에서는 읽기 자료와 교육 자료를 통해 실험하여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도와 읽기 속도를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전
략 사용을 알아보았다.
조사와 실험의 결과에서 제시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의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 16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
하고 2016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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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 실험의 방법은 위의 실험연구와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은 각 장에서 체시되고 실험 과정과 결
과, 그리고 분석 및 토의에 대한 연구자의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이 이후
어질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읽기와 읽기 전략의 이론을 살펴보고, 한국
어 읽기 전략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된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이론
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검토에 적용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사용 효
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설문조사와 구두보고 조사를 통
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모국어에서 읽기 전략 사용과 비하여, 이는 베트남인 학습
자가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겪는 곤란함이 모국어의 간섭 때문인지 아
니면 읽기 전략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를 분명히 살펴보았다.
이에 실험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종류도 알고 있고 읽기 전략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상태를 설정하였으며, 텍스트 종류와 급수에 따라 학
생들이 사용한 읽기 사용 전략과 그 효과를, 연구에서 설정한 학습자 집단
–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 별로 대조·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읽기 수
업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며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
서는 앞장의 논의를 정리한 후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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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읽기 이론
읽기의 정의는 시대별로 달라져왔다.8) 1930년대에는 전통적인 관점인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통해 읽기를 문자 해독 과정으로 보았다. 이 시
기의 읽기란 독자가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의 뜻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다. 이후 1950년대에는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읽기는 의미를 찾
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읽기를 독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
의 정보에 의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구성주의가 등장하면서 읽기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변화하였다.
즉 독자가 텍스트의 언어적 형태를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사회·문
화적 맥락에 적합하게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문장 해독-의미 찾기의미 재구성’의 단계로 그 정의가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습자들이며 이들은 새로운 정보 학습과
이를 통한 학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어로 된 자료를 읽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읽기를 언어적 요소를 처리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학습 목적에 걸맞도
록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어 읽기 교육에 대한 이론은 크게 정보 처리 이론과 인지과정
이론, 그리고 초인지 이론을 들 수 있다. 그 중, 초인지 이론은 사고 과정
이나 전략에 대한 지식과 사고 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는 초인지 이론을 읽기 전략에 대한 이론으로 상정
하여 다음 절에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보 처리 이론과 인

8) 이상구,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논의 양상과 과제」, 『배달말』, 배달말학회, 34권
237-269, 2004. 239-246쪽과 노명완, 「독서와 작문: 그 개념의 변천과 지도 방법에
의 시사점」, 『독서연구』, 한국독서학회, 제28호 9-51, 2012. 2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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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정 이론만 살펴보기로 한다9). 먼저 정보 처리 이론은 모국어 독해 과
정에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의존하여 읽기 과정을 설명한
다. 다음으로 인지 과정 이론은 인지심리학에 근거하여 독자의 인지에 중
점을 둔다. 인지 과정 이론에는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학습자의 이해
과정에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 정보 처리 이론
정보 처리 이론은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의 3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최연희·전은실(2006)에 의하면 상향식 과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작은 텍스트 단위들인 문자, 단어로부터 더 큰 단위인 구, 절, 문
장, 단락 등으로 텍스트를 처리하여 읽기 자료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다. 이 모형에서는 단어를 인식하고 암기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다. 그러나 문자나 통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초보
단계의 독자나 미숙한 독자의 읽기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우수한 독자
의 읽기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읽기 자료
의 언어학적 의미와 문화적 요소를 따로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전체 이해
를 방해하는데, 이 모형은 전반적인 이해 과정보다는 단어 인지 처리에 지
나치게 조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맥이나 독자
의 지식의 역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손경숙, 1999).
하향식 과정은 읽기 과정의 높은 단계에 중점을 두며 독자가 텍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추측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
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10). 하향식 읽기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문서
자체보다는 글의 통사체계와 의미체계, 담화 구조, 내용 등을 포함한 독자
9) 권미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 독해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읽기 방안｣, 『한
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권 1호 1-28, 1999. 5-10쪽.
10) Sim, S., “A Study on reading strategies in KSL cla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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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에 더 의존하여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굿맨(Goodman, 1982)은
텍스트 이해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11).
① 인지-입문(recognition-initiation): 두뇌는 문자언어를 인식하고 읽
기를 시작 한다.
② 예측(prediction): 두뇌는 전달되는 자료의 순서와 의미를 눈으로 찾
으며 항상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예상한다.
③ 확인(confirmation): 두뇌는 후행 정보를 확정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예측했던 내용을 살핀다.
④ 교정(correction): 두뇌는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예측이 반박되면 과
정을 다시 진행한다.
⑤ 종결(termination): 읽는 과정이 완료되면 두뇌는 읽기를 끝낸다.
한편 최연희·전은실(2006)은 하향식 과정이 긴 텍스트를 처리하거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상호작용 과정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 모두가 읽기 과정을 올바
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겨났다. 정길정·연준흠(1996)에 의하면
상호작용 과정은 하향식 과정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배경 지식을 강조하지
만 상향식 과정과 마찬가지로 독자를 글에 의존하게 한다. 그러나 상향식
이나 하향식 과정과는 달리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읽기 과정을 선형적인 것
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상호작용 과정은 학습자의 추측
과 언어적인 단서를 결합하여 텍스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호작용 읽기 과정으로는 스타노비치(Stanovich, 1980)의 읽기
모형을 들 수 있다12). 스타노비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지식원이 부족
한 경우 다른 지식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어휘 지식이 부족하면 통사적 또는 내용적 지식을 사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최연희·전은실,『영어 읽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한국문화사, 2006. 59쪽.
12) 정길정·연준흠, 앞의 글,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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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 사용된 텍스트의 특징은 문학 텍스트와 달리 숨겨진 의미보다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읽기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술 자료에는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등장하며 그 양과 분량도 많다. 게다가
대학 수준의 공부를 위한 읽기에서는 전공 개념의 도식으로부터 의미를 파
악할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즉, 대학 수준의 읽기 텍스트를 단어에 지나
지게 의존하여 읽는 경우 읽기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대학 수준의 공부를 위한 읽기에서는 단어 외의 통사적 지식이나 내용
과 관련한 지식 등과 같은 다른 요소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대학 공부를 위한 읽기 과정에서는 상향식과 하향
식 과정의 결합을 꾀한 상호작용적 읽기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긴다.
2) 인지 과정 이론
인지 과정 이론은 구조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로 세분화된다(Brooks &
Danserou, 1983).
구조 스키마는 텍스트 유형이나 구조, 담화 표지 등과 같은 구조에 대
해 독자가 가진 지식을 의미한다(김중섭, 2002). 독자가 텍스트 구조 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글 구조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정보를 인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Carrel, 1984)13). 글
구조 지식은 기술 구조, 수집 구조, 인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순으로 나타난다(Meyer, 1975)14).
스테펜세(Steffense, 1979), 가렐(Carrell, 1981), 존슨(Johnson, 1981)
은 읽기 자료에 대한 내용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그렇지 않는 학
습자보다 더 정확하게 추측하거나 많이 회상할 수 있는 것을 내용 스키마
의 중요성으로 보여주었다15). 그리고 내용 스키마의 개념을 한국어 교육의
상황에 맞게 개념화한 권미정(1999)은 내용 스키마는 학습자가 지금까지
13) 정길정·연준흠, 『외국어 읽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1996. 67쪽.
14) 권미정, 앞의 글, 9쪽.
15) 정길정·연준흠, 앞의 글,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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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나 간접으로 경험한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
적 배경 지식은 학습자가 읽기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즉 학습자가 제시된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
으면 텍스트의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하고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이고 반대로
내용 스키마가 부족하면 이해하기가 덜 효과적이고 오히려 읽기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글의 형
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를 잘 이용하면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을 확인
하였다. 대학 수학하기 위한 읽기는 복잡한 과정으로, 외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국어 학습자에게도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모국어 학습자보다 외
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은
언어 처리 및 정보 처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읽기를 하기 위해 학습자는
언어 단위의 해독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의 언어숙달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에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텍스트에 대한 구조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그
중 독자와 텍스트 요인은 읽기 과정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한 주요한 요소이다. 읽기 과정은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요소는 주제나 내용, 장르, 수사구조, 난이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앞에 살펴본 정보 처리 이론과 인지 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요소를 언어적 요인과 논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보 처
리 이론과 인지 과정 이론에 비추어 보면 상향식 읽기 과정과 내용 스키마
를 활용한 읽기는 언어적 요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련하고 하향식 읽기
과정과 구조 스키마를 활용한 읽기는 논리적 요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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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에서 처리되는 언어적 요인이란 어휘, 문법, 통사 등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 요인은 외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학습자의 가장 기본적
인 차이로 여겨지는 것이다. 모국어 학습자는 어렸을 때부터 수천 개의 단
어를 알고 있으며 문법이나 통사 지식도 구어로 자연스럽게 이미 습득하였
으므로 외국어 학습자는 언어에 관한 요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읽기에서 처리되는 외국인 관련 논리적 요인이란 텍스트의 내용과 주
제, 구조, 텍스트 유형 등과 같은 지식을 가리킨다. 한편, 읽기에서는 요구
되는 활동을 관장하는 능력소를 의미하는 말로 ‘초인지’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다. 초인지는 학습자가 읽기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기 때
문이다. 정리해보면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는
텍스트 요소와 관련한 언어적 요인과 논리적 요인, 그리고 독자와 관련한
초인지 요인을 순차대로 살펴보겠다.
1) 언어적 요인
언어적 요인은 대표적으로 어휘 지식(lexical knowledge)과 통사적 지
식(syntactic knowledge)이 있다(Hedge, 2000)16).
어휘 지식은 단어 형태, 문법적 패턴이나 연어와 관련된 위치, 그 단어
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적절성 등의 기능 그리고 개념이나 관념 등의 의미
를 아는 것이다(Nation, 1990). 어휘 지식이 읽기 자료 이해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었다(Barnett, 1986;
Strother & Ulijin, 1987; Schoonen, Hulstijin, & Bossers, 1998; Droop
& Verhoeven, 2003)17).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읽기 과정에서 어휘
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에 보다 유리하므로 외국어 읽기에서 단어 요인은
읽기 속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읽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독자
가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려면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카버
(Carver, 1994), 후와 네이션(Hu & Nation, 2000)은 이 단어의 수가
16)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67쪽.
17) 정길정·연준흠, 앞의 글, 40쪽과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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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이라고 성정하였다18).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는 어휘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어휘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는 새로
운 어휘 선택(Beck, McKeown & Kucan, 2002; Torgesen et al, 2007),
문맥과 형태론에 대한 지식을 통한 단어 분석(Graves, 2000)에 대한 지도
를 받을 필요가 있다.19) 읽기 전략 또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모르는
단어를 처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Goodman, 1976).20)
최연희·전은실(2006)에 의하면 통사적 지식은 문자에 배열되는 단어의
순서나

의미

있는

문장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버먼

(Berman, 1982)은 외국어 읽기에서 작은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통사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21). 그랩(Grabe, 2009)과 허드슨(Hudson,
2007)은 통사적 지식이 학습자의 이해와 텍스트 회상에 영향을 준다고 주
장하였다.22) 또한 통사적 지식이 이해 정도와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Siler, 1974; Siegel & Ryan, 1988).23) 즉, 통사적 지식이 없
으면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문장의 성분들과, 그들의 구조와 관계에 대해 알면 학습자가
그것에 의존하여 문장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이나 구,
절과 같은 큰 단위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 성분을 통사로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어휘 지식과 통사적 지식은 외국어 텍스트 읽기의 기본 요인이고 텍스
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학습자의 읽
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 Halpern, C. S. S., “An Investigation of Linguistic,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that
Impact English Language Learners' Performance on a State Standardized Reading
Achievement Tes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2009. 33쪽.
19) Halpern, C. S. S., 앞의 글, 34쪽.
20) Halpern, C. S. S., 앞의 글, 34쪽.
21)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68쪽.
22) Halpern, C. S. S., 앞의 글, 34쪽.
23) Halpern, C. S. S., 앞의 글,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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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적 요인
텍스트는 문장들이 모으고 의미적으로 통일되며 완결된 내용과 형태를
가진 언어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 요인은 응결성(cohesion, 결속성)
과 응집성(coherence, 일관성),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 텍스트의 유형
등을 포함하는 텍스트 구조로 볼 수 있다. 응결성은 텍스트에서 문장 간이
나 단락 간의 뭄법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 문법적 응결 장치와 어휘적 응
결 장치를 포함한다. 응집성은 문장 간이나 단락 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
는 것을 뜻한다.(Halliday & Hasan, 1976)24)
이스키(Eskey, 1975)에 의하면 밝혀진 읽기 부진의 요인들 중의 하나
는 구조적 문제이다25). 그는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고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더라도 문장이나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 하면 전체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외국어 학습자가 텍스트내의 모든 단어를 알더
라도 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
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에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더 심한 어려움을 겪
을 것이다. 대부분 외국어 학습자가 언어적 요인을 처리하는 데에 빠지고
논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화
표지처럼 응결 장치성을 나타나는 장치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흐름을 파악
하고, 그런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의 응집성을 알아내
면서 앞뒤의 관계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구조 스키마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 구
조, 수집 구조, 인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를 포함한다. 텍
스트의 구조는 작가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법과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에
따라 읽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Jiang & Grabe, 2007)26).
텍스트의 유형은 소설, 신문 기사, 논문처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24)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70쪽.
25) 김미옥,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
당, Vol.17 No.1, 1992. 8쪽.
26) Halpern, C. S. S., 앞의 글,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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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고에서는 대학 수학 읽기를 고려하기에 설명적인 텍스트와 논증적 텍
스트를 읽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명적인 텍스트에 활용되는 구조는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문제 제기와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설명
적인 텍스트는 주로 정보를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 새로운 내용과 개념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보다는 텍스트에 보다 더 의
존해야 한다(Coté, Goldman, & Saul, 1998)27).
3) 초인지 요인
초인지(metacognition)는 메타인지나 상위인지라고도 쓰이며 읽기 과정
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브라운(Brown, 1982)과 모세와 바
이르드(Moses & Baird, 1999)는 초인지를 구성하는 요인을 초인지 지식
과 초인지 조절로 구별하였다28). 초인지 지식(metacognition knowledge)
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즉, 언어에 관한
요인과 텍스트에 관한 요인을 포함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에 대
한 학습자의 인식을 가리킨다. 초인지 조절(metacognition regulation)은
읽기를 수행하는 동안 독자가 계획, 자기 점검, 수정, 평가 등을 통하여 읽
기 행위에 가하는 통제를 가리킨다.
메이슨(Masson, 1982)은 읽기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텍스트 정
보를 조직하는 초인지적 통제기술이 부족하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 발견을
촉진하는 자기 모니터링 기술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쇼트와 라
이언(Short & Ryan, 1984)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오류를 발견
하는 능력이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증명하였다. 쳉
(Cheng, 2003)에 의하면 학습자가 자기 읽기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조절하고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면 읽기 전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적 요인, 논리적 요인과 초인지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
27)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74쪽.
28) 김수연, ｢Cattell-Horn-Carroll(CHC)인지요인, 초인지, 텍스트 이해력간의 관계 및 성
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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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읽기 전략
1) 읽기 전략의 개념
읽기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성( 2009)과 최연희·전은실(2006)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파리 외(Paris et al, 1983:295)는 읽기 전략을 내성적인 관찰이나 의
식적인

조사가

가능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블록(Block,

1986:465)은 학습자가 과제를 처리하는 방법, 학습자가 문맥적인 단서에
주목하고, 읽은 것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바넷(Barnett, 1989:66)은 읽기 전
략을 학습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구성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하였고 코헨(Cohen, 1990:195)은 독자가
읽기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제라드(Gerald, 1993)는 읽기 전략을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였고 영과 옥스퍼드(Young &
Oxford, 1997:26)는 학습자가 읽기를 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초인지적,
사회적, 효과적인 행동 계획이라고 하였다. 터간리어글루(Tercanlioglu,
2004:563)는 읽기 전략을 읽기 목적에 따른 학습자의 의식적인 행동이라
고 정의하였다.
읽기 전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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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읽기 전략의 정의
학자
Paris et al(1983)

읽기 전략의 정의
″내성적인 관찰이나 의식적인 조사가 가능한 계획적인 행동″
″학습자가 과제를 처리하는 방법, 학습자가 주의하는 문맥적인

Block(1986)

단서, 읽은 것의 의미를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를 이

Barnett(1989)
Cohen(1990)

해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
″학습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으며 그 의미를
구성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
“독자가 읽기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정신

Gerald(1993)
Young & Oxford

적 과정”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학습자가 읽기에 사용하는 인지적, 초인지적, 사회적, 효과적

(1997)
Tercanlioglu(2004)

인 행동 계획″
″읽기 목적에 따른 학습자의 의식적인 행동″

이런 정의를 종합하면 읽기 전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전략은 어떤 방법, 계획이나 행동 등이다. 둘째, 학습자는 읽기
전략을 인식하고 정식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읽기 전략 사용의 목적은 읽
기 자료의 의미를 구성하거나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읽기 전략을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정신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읽기 전략의 분류
읽기 전략 분류의 연구는 다양하나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
다.
첫 번째는 읽기 전략을 두 가지 국부적(local) 전략과 전국적(global)
전략으로 분류하는 연구이다(Hosenfeld, 1977; Block, 1986; Barnett,
1988; Carrell, 1989; Lee, 1998; Brantmeier, 2000)29). 국부적 전략은
29) 호센펠드(Hosenfeld, 1977)는 단어 해결 전략(word-solving strategies)과 구 의미 계
열(main meaning line)로; 블록(Block, 1986)은 국부적 언어 전략(local linguistic
strategies)과

일반적

이해

전략(general

comprehension

strategies)으로;

바네트

(Barnett, 1988)는 단어 수준 전략(word-level strategies)과 텍스트 수준 전략
(text-level strategies)으로 이분화하고 있다(전홍,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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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서 단어, 절과 같이 작은 단위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포함하
고 전국적 전략은 구조, 유형등과 같이 텍스트에 관한 큰 단위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읽기 전략을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으로 분류하는 연구이
다(Davis & Bistodeau, 1993; Salataci & Akyel, 2002; Stevenson,
2003; Phakiti, 2003)30). 인지 전략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전
략들을 포함하고 초인지 전략은 읽기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
들을 포함한다. 인지 전략은 일반적으로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으로
구분된다.
세 번째는 읽기 전략을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그리고 다른 보조 전
략으로 분류하는 연구이다(O’Malley & Chamot, 1990; Cohen, 1990;
Anderson, 1999; Sheorey & Mokhtari, 2001; Cheng, 2003; Sim, 2007;
기준성, 2009)31).이러한 읽기 전략 분류는 다른 연구와 같은 인지 전략과
초인지 외에 보조적 전략, 사회적 전략, 정서적 전략 등도 포함한다. 보조
적 전략은 비고를 적기, 텍스트에 표시하기, 참고자료를 사용하기 등과 같
가렐(Carrell,

1989)과

브랜드

마이어(Brantmeier,

2000)는

국부적

전략(local

strategies)과 전국적 전략(global strategies)으로, Lee(1998)는 단위 인식 전략(unit
identification strategies)과 단위 조립 전략(unit assemblage strategies)으로 이분화한
다(Sim, 2007: 46-47).
30) 데이비스와 비스토더(Davis & Bistodeau, 1993)와 사라다시와 악결(Salataci &
Akyel, 2002)은 읽기 전략은 크게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으로, 스티
븐슨(Stevenson, 2003)은 내용적 인지 전략(cognitive content oriented), 언어적 인지
전략(cognitive language oriented), 그리고 통제 전략(regulatory strategies)으로, 파키
트(Phakiti, 2003)는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나눈다(Sim, 2007: 48-49).
31) 오멜리와 샤모(O'Malley & Chamot, 1990)는 읽기 전략을 상위인지 전략, 인지 전략
과 사회 정의적 전략으로; 앤더슨(Anderson, 1999)은 인지 읽기 전략(cognitive
reading strategies)과 메타 인지 읽기 전략(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그리고
보상 읽기 전략(compensation reading strategies)으로; 셔리와 모크타리(Sheorey &
Mokhtari, 2001)는 인지적, 상위 인지적, 보조적 전략으로; 쟁(Cheng, 2003)은 인지적
(cognitive),

사위

인지적(metacognitive),

사회적(social),

그리고

정서적

전략

(affective strategies)으로 나누었다(Sim, 2007:47). 코헨(Cohen, 1990)은 읽기 전략
을 상위 단계 전략, 인지 전략, 응집성 전략, 상위 인지 전략으로; Sim(2007)과 기준성
(2009)은 상향적 전략, 하향적 전략, 상위 인지적 전략, 보조적 전략, 사회적 전략, 그
리고 정서적 전략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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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 이해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사회적 전략은 학습자가 텍스트
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나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이다. 정서적 전략은
읽기 과정에 자기 태도, 감정, 동기 등 조절하는 행동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분류 경향은 모두 기본적늘 인지 전략들을
포함한다. 그라고, 두 번째 경향은 초인지 전략, 세 번째 경향은 초인지 전
략과 보조 전략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본고는 텍스트의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보조 전략보다는 텍스트 중심인 인지 전략과
독자 중심 초인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읽기 전략을 크게
인지 전략에 속하는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 그리고 초인지 전략으로
나누어 살핀다.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도 세부 전략으로 분류된다. 상향식 전략은 문
장 분석, 어휘적 분석(각각의 단어 이해하기, 각각의 대명사 이해하기), 재
작성/환언하기(Davis & Bistodeau, 1993; Salataci & Akyel, 2002;
Brown, 2001; Sim, 2007), 소리 내어 읽기, 다시 읽기(Sheorey &
Mokhtari, 2001), 번역하기(Sim, 2007; 기준성, 2009), 끊어 읽기(음절로
나누기, 어절로 나누기), 문법형태 이용하기(기준성, 2009), 사전 이용, 문
맥으로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전홍, 2010)등을 포함한다.
하향식 전략은 예측, 스키마 활용, 텍스트 구조(Davis & Bistodeau,
1993; Salataci & Akyel, 2002; Sim, 2007; 기준성, 2009; 전홍, 2010;),
추론(Davis & Bistodeau, 1993; Salataci & Akyel, 2002; Sim, 2007; 전
홍, 2010), 훑어 읽기/찾아 읽기(Salataci & Akyel, 2002, Brown, 2001;
Sim, 2007; 기준성, 2009; 전홍, 2010), 구상화(Sheorey & Mokhtari,
2001; Salataci & Akyel, 2002; Sim, 2007, 기준성, 2009), 담화 표지어
활용하기,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별하기, 묵독하기(Brown, 2001),
문맥 이용하기(Cohen, 1990; Sim, 2007; 기준성, 2009), 요지 파악
(Salataci & Akyel, 2002; Sim, 2007; 전홍, 2010), 정보 종합(Davis &
Bistodeau, 1993; 전홍, 2010), 텍스트 유형 인식(전홍, 2010), 제목 이용
하기(기준성, 2009) 등을 포함한다.
초인지 전략은 평가하기(과제 평가와 자기 평가(Davis & Bistodeau,
1993; Salataci & Akyel, 2002; Sim, 2007), 계획하기(읽기 목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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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내용 미리 보기)(O'Malley & Chamot, 1990; Sheorey & Mokhtari,
2001),

점검하기(멈추고

생각하기,

감시

조정하기,

읽기

속도

조

정)(O'Malley & Chamot, 1990; Sim, 2007; 기준성, 2009) 등을 포함한
다.
학자마다 읽기 전략의 하위 범주를 정리하는 데에 사용한 표현을 차이
가 있지만 내용이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질문, 읽기에 주의하기, 멈추
고 생각하기, 메모하기, 묵독하기, 다시 읽기 등 전략은 읽기 전략보다 학
습 전략에 더 가깝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보다 학습 과
정에 보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었다. 위 읽기 전략 분류 체
계를 크게 세기지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선행연구의 읽기 전략 분류
전략 종류

상향식 전략

세부 전략
문장 분석, 어휘적 분석(각각의 단어 이해하기, 각각의 대명사 이
해하기), 재작성/환언하기, 소리 내어 읽기, 다시 읽기, 번역하기,
끊어 읽기(음절로 나누기, 어절로 나누기), 문법형태 이용하기, 사
전 이용, 문맥으로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예측, 추론, 스키마 활용, 텍스트 구조, 훑어 읽기/찾아 읽기, 구상

하향식 전략

화, 담화 표지어 활용하기,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별하기,
묵독하기, 문맥 이용하기, 요지 파악, 정보 종합, 텍스트 유형 인식,
제목 이용하기
평가하기(과제 평가와 자기 평가), 계획하기(읽기 목적 설정, 읽을

초인지 전략

내용 미리 보기), 점검하기(멈추고 생각하기, 감시 조정하기, 읽기
속도 조정)

위와 같이 읽기 전략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읽기 전략의 내용은 라다시와 악결(2002), 심(Sim, 2007), 기준성
(2009), 전홍(2010)에 의한 설명으로써 다음과 같다.
먼저는 상향식 전략들의 내용이다. 문장 분석 전략은 문장의 구조에 주
의를 기울이면서 읽는 방법이다. 학습자가 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과
같은 문장성분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추측한다. 그리고 어휘적 분석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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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발음, 형태소, 품사 등과 같은 단어에 관한 요
소들을 이용하는 읽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작성, 환언하기 전략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쉬운 모국어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즉,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단어나 구절의 내용을 모국어 표현이나 자기말로 재작성
하는 방법이다. 소리 내어 읽기 전략은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
하면서 읽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 방법이다. 이 전략을 통해 학습자
는 의미의 단위에 보다 집중한다. 다시 읽기 전략은 환언하기의 다른 경우
로 여길 수 있다.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그 부분을
되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방법이다. 번역하기 전략은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로 모국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학습자가 각각의 문장을 모국어
로 번역하면서 내용을 추론하여 읽는다. 끊어 읽기 전략은 문장을 작은 부
분으로 끓어 읽는 방법이다. 사라다시와 악결(2002)은 이 전략에서는 의
미나 구조에 근거하여 끊어 읽는 다고 했고, 기준성(2009)에 의하면 음절
로 나누기와 어절로 나누기가 끊어 읽기에 사용된다고 했으며 전홍(2010)
에 의하면 문법 규칙과 연결 관계에 따라 문장을 끓어 읽는다고 하였다.
한편, 문법형태 이용하기 전략은 외국어의 문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에서 학습자는 문법 기
능, 문법 규칙 등 통사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 사
전 이용 전략은 사전을 사용하여 개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문맥으로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전략은 문맥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를 이
해하는 읽기 방법이다. 이 전략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문법이나 문장 구조
등에 의존한다.
다음에는 하향식 전략들의 내용이다. 예측 전략은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는 방법이다. 예측한 내용은 학습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다음 읽기 과정에 확인된다.
추론 전략은 예측과 달리 근거를 통해 다음에 나올 내용이나 빠진 정보를
예상하는 읽기 방법이다. 근거는 텍스트에 나온 내용이나 알고 있는 지식
일 수 있다. 스키마 활용 전략은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텍스트 내
용을 이해하는 읽기 방법이다. 읽는 텍스트와 관련한 모든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지식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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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구조 전략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는 방법
이다. 이 전략은 단어, 문장 등 작은 단위에 벗어나 문단, 문단 간 관계,
텍스트 등 더 넓은 범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통해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
을 파악한다. 훑어 읽기/찾아 읽기 전략은 텍스트의 전체나 일부분을 읽어
훑어 읽기와 찾아 읽기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특정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빨리 알기 위해 빠르게
훑어 읽는 것과 모르는 단어나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뛰어넘고 읽는 것
을 포함한다. 구상화 전략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으
면서 나오는 내용을 기억 속의 시각적 개념과 연관시키는 방법이다. 학습
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수 있다. 담화 표
지어 활용하기 전략은 ‘그러나’, ‘왜냐하면’ 등 담화 표지어를 활용하여 내
용 간 관계 및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담화 표지어는 일반적으
로 문장의 첫 머리에 위치한다.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별하기 전략
은 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
으로 작가가 전하는 의도를 추출하는 읽기 방법이다. 이 전략은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도 필요하다.
묵독하기 전략은 상향식 전략인 소리 내어 읽기 전략의 정반대이고 소
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눈으로 읽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소리 내어 읽기
전략보다 긴 텍스트와 더 적합하다. 문맥 이용하기 전략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주변 요소와 연결하여 그 부분을 이해하는 읽기 방법이다. 이 전략
은 문맥으로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와 유사하지만 문장, 문단과 같은 더 넓
은 범위에 초점을 둔다. 요지 파악 전략은 텍스트를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텍스트의 주제문이나 주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을 찾는 것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 정보 종합 전략
은 일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부분과 연견시키는 방법이다. 이 전략에
서는 정보가 앞부분이나 뒤부분에서 종합될 수 있다. 텍스트 유형 인식 전
략은 텍스트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그것을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텍스트는 논설문이나 설명문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상관적인 배경지식을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제목 이용하기 전략은
제목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 방법이다. 텍스트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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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내용을 빠르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제목은 보조적인
요소로써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인지 전략들의 내용이다. 평가하기 전략은 과제 평가와
자기 평가를 포함한다. 과제 평가는 과제의 난이도, 완성정도, 과제를 하는
과정,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된 전략 등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다. 또한 자기 평가는 텍스트 이해도, 읽기 전략 사용 등을 평가하는 것이
다. 평가하기 전략을 통해 학습자는 자기 읽기 과정을 잘 인식하여 존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계획하기는 텍스트를 미리 보고 읽기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다. 먼저 읽기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읽기 목
적에 따라 읽기 과정의 활동도 다를 수 있다. 점검하기 전략은 읽기 전략
사용을 감시하여 텍스트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3) 한국어 읽기 전략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읽기는 수동적인 이해 기능으로 받아들여져
말하기와 듣기 같은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읽기는 학문 학습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이기 때
문에 학부나 대학원 학습자에게 제일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읽기의 수행은 학문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문 학습의 한국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32). 첫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읽는 학
습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적인 어휘 지식을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글
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둘째,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미 모
국어로 학업 기능(study function)수행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모국어와
다른 한국어 텍스트의 구조, 수사적 특질, 격식 등으로 인해 읽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언어와 상관없이 학업 기능이 충분히 연습되지 않
은 학습자들도 많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보다 더 효

32) 최연희·전은실, 앞의 글, 4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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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읽기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맥나마라(McNamara, 2009)는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략 지도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수
단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읽기 영역에서 읽기 전략은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Bereiter & Bird, 1985; Fuchs, D. & Fuchs, L.,
2005; King & Rosenshine, 1993; McNamara, 2007; Ozgungor &
Guthrie, 2004; Palincsar & Brown, 1984) 읽기 전략 지도는 미숙하고 배
경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준다고(McNamara,

2004;

McNamara, 2007; McNamara, O’Reilly, Rowe, Boonthum, & Levinstein,
2007; O’Reilly & McNamara, 2007) 하였다. 이로부터 미국대학연합에서
는 읽기 전략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더 우수한 독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
고(McNamara, 2009), 이후 읽기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넓게 인정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에 따르면 읽기는 학문 학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읽기 전략은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며 한국어 읽기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효
과적으로 읽기를 수행하기 위해 읽기에 있어 학습자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읽기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앞의 2절에서 살펴본 읽기 전략의 하위분류와 읽기 전략 내용을 바탕으
로 본연구의 한국어 읽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
구가 구안한 전략이 지닌 다른 읽기 전략 연구와의 차별성은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읽기 전략은 보조적 전략, 사회적 전략,
정서적 전략 등과 같은 보조 전략을 간과하고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 및 초
인지 전략에 속하는 세부 전력들을 압축하여 기본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상향식 전략은 문자, 단어, 구, 구절 등 작은 단위를 이해하는 데에 도
움을 주는 텍스트 중심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상향식 전략은 언어적 요인
을 처리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하다. 외국어 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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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요인은 효율적인 읽기를 위한 기본적인 요인이고 어휘 지식과 통사
적 지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상향식 전략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단
어 분석과 문장 분석, 그리고 보조적인 전략이 있다. 본구의 단어 분석 전
략은 어휘적 분석, 문맥으로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등을 포괄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발음, 형태소, 품사 등과 같은 단어자체와 문맥인
주변 요소를 이용하는 읽기 방법이다. 그리고 문장 분석 전략은 끊어 읽
기, 음절로 나누기, 어절로 나누기, 문법형태 이용하기 등을 포괄하며 문장
을 작은 부분으로 끓어 문법과 문장 구조에 의존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방
법이다. 또한 보조적인 전략은 소리 내어 읽기, 사전 이용, 번역하기, 환언
하기가 있다. 다시 읽기 전략은 소리 내어 읽기 전략과 환언하기 전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빼었다.
하향식 전략은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독자 중심의 전략이
고 논리적 요인을 처리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하다. 논
리적 요인은 응결성(cohesion, 결속성)과 응집성(coherence, 일관성), 텍
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 텍스트의 유형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읽기
과정에서는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하향식 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고의 하향식 읽기 전략에는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
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구조 파악 등이 있다.
그 중에 정보 종합 전략은 제목 이용하기, 텍스트의 선행 정보 참조, 문맥
이용 등을 모두 포함하고,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은 훑어 읽기와 건
너뛰어 읽기와 특정 정보 찾아 읽기를 포함하며, 문맥 이용은 구조 파악에
속하고 추론하기는 요지 파악과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의 일부분이다. 앞절
에 제시된 전략 중에는 구상화,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별하기, 묵
독하기, 텍스트 유형 인식 전략은 빼었다. 대학 수학 과정에서 접하는 텍
스트의 특징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
에 구상화나 축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구별하기 전략은 필요는 없다. 그
리고 목독하기 전략은 읽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국어와 외국어의 간
에 차이가 없다. 또한, 텍스트 유형 인식 전략은 하향식 전략에 속하지만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유형은 동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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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사라다시와 악결(2002)에 의하면 초인지 전략은 인지 전략을 감시하거
나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Devine, 1993; Flavell, 1981)이고 읽
기 과정에 수행하는 행동으로 계획하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검
사하기, 읽기 과정의 활동의 효과를 검사하기, 점검, 수정, 그리고 평가하
기 등을 포함한다(Baker & Brown, 1984:354). 본고의 초인지 전략에는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외에 중요도 판단도 있다. 계획하기 전략은
읽기 전에 텍스트를 미리 보고 읽기 목적을 설정하며 읽기 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고, 점검하기 전략은 읽기 과정을 감시하며 글의 내
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용한 전략은 알맞은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며 평가하기 전략은 마지막 단계로 읽기 과정을 뒤돌아보고 계획과 읽
기 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고 조절할 방향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
도 판단 전략은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단서나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읽기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작은 단위를 처리하는 상
향식 전략과 큰 단위를 처리하는 하향식 전략과 관련한 초인지 전략에 해
당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읽기 전략은 다음과 같이 1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3> 한국어 읽기 전략의 분류
전략 종류

세부 전략
단어 분석

읽기 전략 설명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사와 문맥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문장 분석
인지
전략

상향식 전략
소리 내어 읽기
사전 이용
번역하기

등)을 분석하면서 문법과 문장 구조에 의존
하여 읽는다.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
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
장의 의미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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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환언하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하향식 전략

이해를 위해 모국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제목이나 선행 내용 등과 같은 글의 일부분
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이해해 본다.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해 본다.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

훑어 읽기와 뛰어

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넘기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나간

요지 파악

다.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

담화 표지 파악

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구조 파악
계획하기

중요도 판단
초인지 전략
점검하기

평가하기

파악한다.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
본다.
읽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본다.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
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고 계속 읽는다.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
용한 전략이 알맞은지 확인하고 수정한다.
읽는 동안 사용했던 전략과 읽기 목적을 달
성했는지 필요한 정보를 이루어졌는지에 대
해 평가해 본다.

가렐과 그랩(Carrell & Grabe, 2002)은 읽기 목적에 따라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활용할 지식 자원과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르
게 사용한다고 보았다33).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텍스트를 처리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읽기 전략들을 따로 교육하였다. 그렇지만 본
고에서 상정하는 학습자의 최종 읽기 목적은 읽기 자료에서 정보와 내용을
33) Yildiz-Genc, Z. S., “An investigation on strategies of reading in first and second
languages”,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407-415,
2009.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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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다.
능숙한 학습자와 미숙한 학습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초인지이다. 능
숙한 학습자는 자기의 읽기 과정을 잘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읽기 전략을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으로 분류하며 초점을 초인지로 옮기고자 한다. 읽기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결합하여 읽기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
습자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 학
습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가 다양한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
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외국어교육에서 읽기 전략 이론은 유사하지만 개별 언어의 특징에 따라
그 언어에 읽기 전략 사용도 다르다. 이것은 모국어와 목적어의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왕억문(2004)에 의하면 모국어 읽기에는 학습자가 언어적
요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향식 전략보다 하향식 전략들을 비교적
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외국어 읽기에는 학습자가 언어능력이 높더
라도 텍스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상향식 전략에 더 많이 의존한다.
한편 형미(Hyungmi, 2008)는 영어와 일본어나 중국어과 같이 기록 시
스템의 차이가 모국어 읽기에서 목적어 읽기로 언어적 읽기 전략을 전하는
것에 방해한다고 하였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스키마와 관련된 읽기 전략을
보다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로마자로 표기된 베트남어와 한글로 표기
된 한국어가 기록 시스템에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어는 독립적인 언어로써
문장 의미가 작은 단위에서 구성된다. 즉,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을
때 기록 시스템 차이의 영향을 받는지 알려면 베트남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미 외(2015)의 실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세
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읽는다. 이것은 한국인의 나선형 논리 전개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김숙현 외(2001)에 의하면 한국문화는 고맥락 문
화라서 논리 전개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전개 방식과 구
조가 명시한 서구 언어에 비해, 한국어 읽기에서 학습자들이 하향식 전략
을 통해 텍스트의 구조를 스스로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읽기 전략은 학습자에게 텍스트 구조를 바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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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인식시키지 않고 전개 방식을 이해하여 텍스트의 구조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외국어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에 비해 초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외국어 읽기에는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읽고 이해하여, 초인지 전략 사용 빈도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언어 장벽과 지도 부족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외국어 읽기에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점은 대상 외국어가 무엇이
든 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위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읽기 전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
도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나 텍스트 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사용
하는 한국어 읽기 전략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급수 변인 외
에 텍스트 유형 변인도 고려할 것이다. 한국어 읽기 전략에 관련된 연구
중에 신은경(2009)과 찌앙레이(2014)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한국어 읽기
전략을 다르게 사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텍스트 유형
분류에 차이가 있다.
신은경(2009)에서는 텍스트의 기능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제보적 텍스
트, 설득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문학적 텍스트, 친교적 텍스트로 분류
하였다. 첫째, 제보적 텍스트는 설명적 텍스트 등 정보를 전달하며 제공하
고 사건을 서술하는 텍스트를 포함한다. 신은경에 의하면 설명적 텍스트를
읽을 때 예측하기, 배경지식 사용하기, 훑어보기, 빨리 읽기, 묶어보기, 모
르는 단어 유추하기, 빈칸 메우기, 발표하기 등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설득적 텍스트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나 어
떤 행위를 발생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텍스트를 포함한다. 설득적 텍
스트에 대해 예측하기, 시각자료보고 이야기하기, 중심 정보 찾기, 훑어보
기, 빨리 읽기, 모르는 단어 유추하기, 특정 정보 검색하기, 토론하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등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
하기 위해 의미망을 만들고 읽은 후 서로의 의견을 어울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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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현적 텍스트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 표현하는 텍스트
들이다. 표현적 텍스트 읽기에 미리보기, 예측하기, 배경지식 사용하기, 중
심 생각 찾기, 훑어보기, 빨리 읽기, 모르는 단어 유추하기, 발표하기 등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고 텍스트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 이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문학적 텍스트는 문학 작품으로써 상상적이거나 창조적인 텍스트
들이다.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예측하기, 배경지식 사용하기, 중심 생각
찾기, 훑어보기, 빨리 읽기, 모르는 단어 유추하기, 이야기 순서 배열하기,
그림 완성하기, 요약하기 등을 통해 내용을 추측하고 이야기의 흐름과 순
서를 파악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친교적 텍스트는 인사, 사과, 감사, 축하, 위로 등을 나타나는
사회성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텍스트이다. 친교적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들이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글을 쓸 수 있
도록 배경지식 사용하기, 중심 생각 찾기, 훑어보기, 빨리 읽기, 모르는 단
어 유추하기, 관의 목적 알아보기, 글의 구조 알아보기, 읽은 내용을 바탕
으로 글쓰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찌앙레이(2014)는 텍스트 유형을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문학이
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설명문은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이다. 찌앙레이는 설명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이라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읽기 전에 텍스트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참고 자료
이용하기와 고정 표현·패턴을 인식하기를 활용하여, 읽기 중에 신속하게
개념 파악하기,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모국어와 대조하며 분석하기, 반복읽
기, 소리· 쓰기 체계를 정식으로 연습하기 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읽
은 후 요약하기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를 사용하여 읽기 과정을 검증한
다. 둘째, 논설문은 필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어 독자에게 설득하
는 글이다. 논설문 읽기 전 단계는 설명문 읽기 전처럼 참고 자료 이용하
기와 고정 표현· 패턴을 인식하기 전략을 활용해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읽기 중에는 신속하게 개념 파악하기,
표현 분석하기, 모국어와 대조하며 분석하기, 메모하기, 자연스러운 상황에
서 연습하기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에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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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소리· 쓰기 체계를 정식으로 연습하기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예술이나 작품과 관련된 문학은 신은경(2009)의 분
류와 동일하다. 읽기 전에 참고 자료 이용하기와 연역적으로 추론하기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추측하고 고정 표현· 패턴을 인식하기를
사용하여 내용을 접근한다. 읽기 중에는 신속하게 개념 파악하기, 표현 분
석하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습하기 등 전략을 통해 텍스트의 흐
름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읽기 후 단계는 다른 텍스트와 비슥한 요
약하기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전략을 포함한다.
그로 인해 신은경(2009)의 연구는 텍스트 유형과 읽기 전략이 학급별
로 나타나는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인 읽기 전략 사용을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찌앙레이(2014)에서 제시하는 읽기 전략
지도안에서는 인지 전략만 언급하고 그 읽기 전략 사용의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교육 대
상자를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에 맞추고, 교육 내용을 학문 목적 읽기로
특성화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유목적적이고 상세화된 고찰을 꾀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텍스트 부류는 참고하되, 텍스트들이 언어학적 특질
을 기준으로 기술적 텍스트(descriptive text), 서사적 텍스트(narrative
text),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와 논증적 텍스트(argumentative
text)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밪추었다(Bain, 186634); Werlich,
197635); Biber, 198936)). 그 중 중핵적인 대상 텍스트를 확정하였다. 이
분류법에서 기술적 텍스트는 어떤 대상의 겉모양, 외형적 특징을 그대로
풀어 서술하는 글을, 고 서사적 텍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행위
나 여러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글을, 설명적 텍스트는 어떤 사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비교·대조하며 분류, 분석, 인용, 예시 들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풀이 하는 글을 의미하며, 논증적 텍스트는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34) 안병길, ｢담화 유형, 텍스트 유형 및 장르｣, 『현대영미어문학』, 현대영미어문학회, 20
－2, 245－276, 2002. 251쪽.
35) 박수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설명적 텍스트 교수 방안-형식 스키마 활성화 전략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9쪽.
36) 안병길, ｢담화 유형과 접속사의 결속성｣, 『현대영어영문학』, 영미어문학회, 47－3,
103－121, 2003.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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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합리적 근거를 밝혀 독자를 설득시키는 글을 의미
한다(김정남, 2008). 그 가운데 본고는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
는 학문적 자료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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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본장에서는 II 장에서 살펴본 읽기, 읽기 전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
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첫 번째 단
계에서는 설문조사와 구두보고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모국어 읽기 전략과 대조하여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 베트
남인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읽기 전략과 미흡한 읽기 전략을 파악하고
자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읽기 전략을 사
용하도록 지시한 본 실험을 통해 읽기 전략 사용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
다.

1. 연구 방법
1) 조사단계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6년 1월에 한국 내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베트남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수는 총 100부이다. 설문조사의 목
적은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스트를 읽을 때의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표 II-3>처럼 II장에서 정리한 17가지의 읽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고 항목별로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한
다, 매번 꼭 한다’의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나타내었다. 설문 문항
1번부터 6번까지는 상향식 전략이고, 7번부터 13번까지는 하향식 전략이
며 14번부터 17번까지는 초인지 전략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부록 1,
2>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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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습자들은 성별, 국적, 숙달도나 텍스트 유형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읽기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선행 연구 또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인들 가운데, 성별 변인에 따
른 읽기 전략의 사용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고
(Brantmeier, 2000; Young & Oxford, 1997)37) 본고의 연구 대상은 국적
과 텍스트의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숙달도만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중급 학습자의 대표적인 4급 그룹과 고급 학습자의 대표적인 6급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들
의 값은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5단계 리커트 척도에 따른 빈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빈도의 의미
빈도
1.00 – 1.80
1.81 – 2.60
2.61 – 3.40
3.41 – 4.20
4.21 – 5.00

의미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한다
매번 꼭 한다

일반적 읽기 전략 사용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로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전략 사용에 대한 설문지 100부의 결
과를 통계 내었다. 그 중에 4급 그룹은 50부, 6급 그룹은 50부를 차지하
였다. 한편, 모국어 읽기 과정과 대조하기 위해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모국어로 읽을 때 사용되는 읽기 전략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빈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모국어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앞 설문조사의 도구로서 한국어 읽기 전
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를 재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요구는 학습자들이 베트
남어로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읽기 전략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문지 수는 총 100부이고 조사대상은 베트남인
대학생이다.
37) Sim, S., 앞의 글,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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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읽기 과정이 복잡한 사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실
험 설계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읽기에 어떤 읽기 전략을 실제적
으로 사용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진행 방식으로는 구두보고 방법
을 사용했다. 구두보고(verbal reports)란 학습자가 과제를 완성하는 동안
자기의 사고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Ericsson & Simon, 1993
)38).
구두보고는 보고의 시기와 특성에 따라 동시 구두보고와 회상 구두보
고39)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지 양상을 고찰해 보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동시 구두보고를 사용하였다. 사고구술법(think
aloud method)40)은 동시 구두 보고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 과제를 수행하
는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구두 언어로 발화하게 하는 것을 말
한다. 비록 일상 소리에서 표현되지 않는 사고를 구두로 발화하게 하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사고구술은 반응 잠재 자료나 시각 고정41)에 비
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손혜진, 2012)
읽기와 같이 복잡한 인지 과정을 조사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는 사고구술법 시행 전 피험자들에게 사고구술의 방법과 유의 사
항을 설명하였다. 다만 성인들의 경우 사고구술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38) 전홍,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 연구: 읽기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5쪽.
39) 동시 구두보고는 학습자가 과제를 하면서 동시 자기 인지를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방법
이고 회상 구두보고는 과제를 한 후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이다.
40) ‘think aloud’라는 용어에 대하여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생각 말하기’, ‘사고의 언어
화’, ‘중얼거리며 생각하기’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특수교육학 분야에서는 ‘소리 내
어 생각하기’, ‘think aloud’ 등으로, 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사고 구술’로 일반화되어 사
용된다(장진호, 2001).
41) Gagne(1993)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내적 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반응 잠재 자료(latency), 시각고정(eye fixation), 구두 보고
(verbal reports)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반응 잠재 자료는 반응 속도에 비추어 과제에
투입되는 인지량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둘째, 시각고정이란 일련의 자극들 중에서 주어
진 시간에 시선을 어느 부분에 고정시키느냐에 관한 자료이다. 시각이 고정된 위치를
통하여 피험자가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김동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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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따라(Ericsson & Simon, 1984,
1993)42),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연구자의 안내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우선,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이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라 설명해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구술이 사람들이 읽기 과정에 어떠한 생각을 할 때 그 생
각을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주었다. 이때 구
체적인 전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읽어나가도록 유도 하
였다. 그리고 피험자가 읽기 과정에서 연구자를 의식하지 않고 떠오른 생
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모국어 사용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고 본인의 생각에 따
라 건너뛰거나 읽지 않아도 되며 텍스트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순서로 읽어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 과
정에서는 피험자의 사고구술 내용이 녹음되었으며 베트남어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고에 기술하였다.
전체 녹음 자료 가운데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전사하여 부호화하였
다. 본고에서는 담화 분석에 사용되는 전사 부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사 부호를 선택하였는데, 본고에서 사용된 전사 부
호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2) 장진호, ｢사고구술을 통한 읽기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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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사고구술 전사 기호
표시 방법

의미

1 바탕체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

2 [바탕체]
3 밑줄

학습자의 발화
발화 중 집중할 필요한 부분

4 <바탕체>

모국어 발화의 한국어 번역

5 ?
6 …
7 (바탕체)

질문의 상승 억양
화자가 말을 흐리는 것
연구자의 비고

예
셋째 양육 시설 부족을 들 수
있다.
[시설 뭐지?]
시설 뭐지?
Nghiêm mật? Nghiêm mật gì?
<엄밀? 무슨 엄밀?>
엄밀?
<21세기... 모두... 하드웨어>
(사전 찾기)

구두보고 조사에서는 사용된 텍스트는 이화여자대학교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2』 교재에서 발췌하였다.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텍스
트를 선정하였다. 첫째,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에
서 선정하였다. 둘째,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선정
된 텍스트의 주제는 <표 III-3>과 같고, 텍스트 전문은 부록에 있다.
<표 III-3> 구두보고 조사에 사용된 한국어 읽기 텍스트 목록
1
2
3
4
5

텍스트의 제목
저출산 현상
다중 지능 이론
21세기의 기업 경영
석굴암과 불국사 이야기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출처
『유학생을
『유학생을
『유학생을
『유학생을
『유학생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대학한국어2』
대학한국어2』
대학한국어2』
대학한국어2』
대학한국어2』

이러한 텍스트를 토대로 설정된 30명의 학습자들이(학습자1부터 학습
자30까지)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읽기 전략들을 활
용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는 4급 학습자 15명과 6급 학습자 15
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구두보고에 참가한 학습자마다 자기의
전공에 맞는 주제를 갖고 있는 텍스트를 한 편을 선택하여 조사를 실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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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연구단계
실험연구단계에서는 먼저 베트남인 학습자 4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으로 선정하였다. 각 집단은 총 20명으로 4급 학습자 10명과 6급 학습자
10명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실험을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을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적인 두 집
단을 구성하였다. 사전검사 도구로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27회
고급 읽기 문단 4개와 문항 10개로 통일시키고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였
다. 사전 검사지는 <부록 4>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숙달도 점수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소개와 사용 요구의 효과를 밝히
기 위하여 실험집단에는 읽기 전략에 대해 소개하여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읽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자유롭게 읽게 하였다.
실험연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에는 하향식 전략을 소개
후 사용하도록 하였고 2차에는 초인지 전략에 대해 소개한 뒤 사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1차와 2차의 실험은 절차가 똑같고 텍스트 읽기, 속도와 성
취도 측정, 읽기 전략 사용 자기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연구 절차
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실험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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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 도구로는 읽기 텍스트,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 읽기 전략 사용
에 관한 설문지, 그리고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
저, 실험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읽기 텍스트로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
스트 두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 두 유형은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읽기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대학 한국어II』 교재에서 발췌한 텍스트는 설명적 텍스트
2편과 논증적 텍스트 2편을 포함한 읽기 텍스트 4편이다. 구두보고 조사를
위한 텍스트 선정과 마찬가지로 실험연구를 위한 텍스트는 다음 두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하나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내용이다. 선정된 텍스
트는 <부록 4>에 첨부되었고 텍스트의 유형은 <표 III-4>에 제시되었
다.
<표 III-4> 실험연구에 사용된 한국어 읽기 텍스트 목록
텍스트의 유형

출처

1 언어와 문화

텍스트의 제목

설명문

『대학 한국어II』

2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논증문

『대학 한국어II』

3 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

설명문

『대학 한국어II』

4 소비자와 ‘착한 무역’

논증문

『대학 한국어II』

위의 목록 중 텍스트 1과 텍스트 2는 1차 실험, 텍스트 3과 텍스트 4
는 2차 실험에 사용되었다. 텍스트를 읽은 후에는 읽기 속도와 읽은 텍스
트에 대해 이해도 평가하기 위해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속
도와 성취도 검사지는 텍스트 읽기를 완성하는 시간을 적는 부분과 이해도
평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이해도를 평가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2 문항과 구조에 대한 2 문항으로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문항에
25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4편과 대응
하여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도 4편을 작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조·분석하기 위해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 외에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도 작성하였다. 1차 실험을 위한 읽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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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관한 설문지에는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을 제시하였고 2차 실
험을 위한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에는 초인지 전략들을 추가하였
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실험 텍스트를 읽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한 읽기
전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학습자들의 태도와 생각에 관한 자
료의 수집을 위하여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
지는 두 편으로 작성되었다. 하나는 하향식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초인지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이다.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 설문지의 내용은 주로 3가지가 있다. 첫
째는 읽기 전략의 필요성, 둘째는 읽기 전략 소개의 유용성, 그리고 넷째
는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다른 의견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와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는 베
트남어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와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는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
1)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빈도
이 절에서는 모국어 읽기에 읽기 전략 사용과 한국어 읽기에 읽기 전략
사용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모국어 읽기 전략 사
용을 조사하여 한국어 읽기에 읽기 전략 사용과 대조하였다. 조사결과를
통계 내어 다음과 같다.
먼저는 전략 종류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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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모국어 읽기에서의 전략 종류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전략 종류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
초인지 전략

모국어 읽기
2.48
3.77
3.55

<표 III-5>에 제시된 것처럼 베트남인 학습자가 모국어로 읽을 때에
는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상향식 전략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향식 전략을 초인지 전략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어려운 용어나 낯선 단어 외에는, 학습자가
언어적인 요소에 관해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읽을 때 작은 단위를 처리하는 상향식 전략을
사용하기보단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하향식과 초인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II-6> 한국어 읽기에서의 전략 종류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전략 종류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
초인지 전략

설문조사 결과
4급 그룹 6급 그룹
3.30
3.31
3.27
3.38
2.56
2.65

구두보고 조사 결과
4급 그룹 6급 그룹
57.78%
70%
20%
39.05%
5%
25%

그러나 한국어 읽기에는 4급 그룹과 6급 그룹의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 사용 빈도는 다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마찬가지로43) 초인지 전
략 사용 빈도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와 구두보고 조사에
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인지에 미흡한 것과 유사한 문제라고 보였
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급 그룹의 전략 사용 빈도가 4급 그룹

43) 심(Sim, 2007)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읽기 전
략 상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대부분 학습자가 읽기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
향식 전략과 상향식 전략을 포함한 인지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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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보다 다소 높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리고 모든 전략의 사용
빈도는 여전히 ‘보통이다’란 수준에 머무르고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구두보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빈도
는 4급보다 비교적으로 더 높고 사용한 읽기 전략 종류들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모든 4급과 6급 그룹에서 상향식 전략은 가장 높은
비율로 57.78%와 70%로, 다음으로 하향식 전략은 20%와 39.05%로, 가
장 낮은 비율로 5%와 25%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낮은 빈도로 균형이 맞
지 않게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에
서 읽기 전략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며 모국어 읽기에는 읽기 전략을 자동적
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읽기에 비하
면 한국어 읽기의 읽기 전략 사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곤란인지를 확인하려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 사
용을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가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을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 초인지 전략으로 나누어 문
항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상향식 전략
먼저 베트남인 학습자의 상향식 전략 사용을 살펴보겠다.
<표 III-7> 모국어 읽기에서 상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
척도
보통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략의 세부

빈도

환언하기

3.00

소리 내어 읽기

2.97

번역하기

2.57

사전 이용

2.27

문장 분석

2.07

단어 분석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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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것처럼 베트남어로 된 자료를 읽을 때 상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는 높지 않다. 그 중에 ‘환언하기’와 ‘소리 내어 읽기’ 전략만 ‘보통’ 빈
도를 차지하고 이 외에 다른 전략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
어로 된 자료를 읽을 때에는 이 빈도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모국어 자료에서는 학습자가 어휘나 문법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연스
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외국어를 접할 때에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I-8> 한국어 읽기에서 상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
설문조사 결과
척도

자주
한다

4급
전략의
세부
사전 이용
소리 내어

구두보고 조사 결과
6급

빈도

전략의 세부

빈도

전략의 세부

4급

6급

4.16

사전 이용

3.86

소리 내어 읽기

100%

100%

3.46

단어 분석

3.44

사전 이용

100%

100%

3.26
3.08

문장 분석
소리 내어 읽기

3.40
3.22

번역하기
단어 분석

100%
40%

100%
100%

보통

읽기
번역하기
문장 분석

이다

단어 분석

2.96

번역하기

3.04

문장 분석

0%

20%

환언하기

2.86

환언하기

2.90

환언하기

6.67%

0%

모국어 읽기에서의 상향식 전략 사용빈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 읽기에
서의 상향식 전략 사용 빈도는 훨씬 더 높다. <표 III-8>에서 제시된 설
문조사 결과에 의한 한국어 읽기에서 상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4급 그룹과 6급 그룹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지만 상향식 전략 중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사전 이용’이다. 이것을 통해 언어 능력을 지녔
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사전에 의존하여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읽기 전략은 4급 그룹에게 ‘소리 내어 읽기’이
고, 6급 그룹에게 ‘단어 분석’이다. 남은 전략들은 ‘보통이다’라는 정도에
사용된다. 그 중에 4급 그룹은 ‘단어 분석’과 ‘환언하기’보다 ‘번역하기’와
‘문장 분석’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한편, 6급 그룹도 남은 전략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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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더 많이 분석하지만 4급 그룹보다 소리 내어 읽거나 모국어로 번역
하는 것에 덜 의존한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의 대표적 양상이며 언어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읽기 전략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두보고 조
사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빈도를 통계 내었다. 상향식 전략은 ‘단
어 분석’, ‘문장 분석’, ‘소리 내어 읽기’, ‘사전 이용’, ‘번역하기’, ‘환언하기’
전략을 포함한다. 그러나 <표 III-8>에서 제시된 구두보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주로 ‘소리 내어 읽기’, ‘사전 이용’, ‘번역하
기’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6급 학습자들이 ‘단어 분석’ 전략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 전략들의 사용 비율은 훨씬 높은 100%이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4급 학습자의 ‘단어 분석 전략’ 사용 비율은 40%이다.
따라서 6급 학습자들은 ‘단어 분석’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함에 비해 4급
학습자들은 이 전략에 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분석’ 전
략은 4급 학습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용 비율은 0%이며 6급 학습
자들의 이 비율은 20%이다. 이것을 통해 문장 분석 전략을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인 학습자의 실제 읽기 전략 사용에서 ‘환언하기’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텍스트에 나오는 모르는 단
어가 대부분 전문적이고 전공에 관한 어휘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모
국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언하기’ 전략 사용 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지수는 6.67%와 0%이다.
즉, 학습자들이 학문 텍스트를 읽을 때 ‘환언하기’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
략 사용 빈도와 대조하면 ‘문장 분석’과 ‘환언하기’ 전략 외에 다른 상향식
전략을 많이 사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2) 하향식 전략
다음은 하향식 전략 사용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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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모국어 읽기에서 하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
척도
항상 한다

자주 한다
보통이다

모국어 읽기
전략의 세부
요지 파악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구조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예측하기

빈도
4.33
4.10
4.07
3.83
3.67
3.40
3.00

상향식 전략과 반대로 모국어 읽기에 거의 모든 하향식 전략의 사용 빈
도는 비교적으로 높다. 그 가운데에서도 학습자들은 항상 ‘요지 파악’ 전략
을 사용하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구조 파악’ 전략도 자주 사용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모국어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적 요소보다 텍스트에 관한 요소를 처리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예측과 담화 표지어와
관련된 전략만 다른 전략에 비해 비교적 덜 사용되는 편이었다.
<표 III-10> 한국어 읽기에서 하향식 전략의 사용 빈도
설문조사 결과
척

4급
도 전략의 세부

빈도

자
주 담화

표지

한 파악

3.60

다
요지 파악
훑어 읽기와
보

뛰어 넘기
통 정보 종합
이 배경지식 이
다 용하기
예측하기
구조 파악

구두보고 조사 결과

6급
전략의 세부
담화 표지 파악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빈도
3.66
3.52
3.46

정보 종합

3.44

요지 파악

3.44

예측하기

3.08

3.40
3.38

전략의 세부

4급

6급

담화 표지 파악

40%

100
%

훑어 읽기와 뛰

33.33
%

100
%

33.33
%
13.33
%

40%

어 넘기
예측하기
요지 파악

정보 종합

3.34
배경지식

3.16
3.04
2.98

구조 파악

3.06

하기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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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13.3
3%

6.67
%

20%

13.33
%

0%

0%

0%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한국어 읽기에 하향식 전략 사용 빈도를
보면 4급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사용하는 하향식
전략은 ‘담화 표지 파악’뿐이고 남은 전략의 사용 빈도는 ‘보통이다’로 높
지 않았다. 한편, 6급 학습자는 하향식 전략들을 보다 더 빈번하게 활용하
는데 그 중에 ‘담화 표지 파악’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배
경지식,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정보 종합, 요지 등과 관련된 전략이다.
이는 언어 능력이 더 우수한 학습자들이 전략을 더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결론한 선행연구(Block, 1986; 1992; Carrell, 1998; Sariçoban, 2002;
Yigiter et al, 2005; Sim, 2007)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구두보고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향식 전략들 중에 ‘담화 표지
파악’과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4급 학습자들
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구조와 텍스트 내용과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화 표지 파악’과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4급 학습자의 이 전략 사용 비율은 40%와 33.33%에 그쳤으
나 6급 학습자들은 비교적 빈번하게 뛰어넘기 때문에 100%의 사용 비율
을 보여준다.
그 외의 나머지 하향식 전략의 사용 비율은 과반도 채 차지하지 않는
다. <표 III-10>에 의하면 4급 학습자의 ‘예측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33.33%, 6급 학습자의 비율이 40%이며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
부분 학습자가 문단의 요지는 문장으로 나타나거나 표지어와 표시되면 ‘요
지파악’ 전략을 사용하지만 아니면 요지를 추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전략 사용 비율은 비교적으로 낮으며 13.33%이다. ‘정보 종합’ 전략을 사
용하는 비율은 6.67%, 6급 학습자의 비율은 20%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 학습자는 각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중심을 두어 선후 내용이나 앞
뒤 문장 등과 같은 텍스트의 다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텍스트의 내용들을 따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
종합’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부족하다.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배경지
식 이용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13.33%와 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 파악’ 전략이다. 모든 텍스트는 어떤 구조를 통해 작
가의 생각과 주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다. 즉, 구조 파악은 작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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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읽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과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담화표지 파악, 요지파악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텍스트를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조파악 전략을 통해 정보통합과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등과 같은
전략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습
자들이 작은 단위에 중심을 두면서 테스트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그로 인
해 구조 파악 전략은 전혀 활용되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하향식 읽기 전략의 사용 빈도와 비교해 보면 4
급 학습자들은 ‘담화 표지 파악’과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외에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등의 하향
식 전략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급 학습자들은 ‘담화
표지 파악’과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텍스트 구조 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급 학습자의 ‘배경지식 이용하기’, ‘정보 종합’, ‘요지 파악’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조자와 구두보고 조사 간 차이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이 전략들이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프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사용 비율은 20% 이하였다. 즉 조사된 30명 중에 6명만 이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6급 학습자가 ‘구조 파악’ 외에 ‘배경지식 이용하기’,
‘정보 종합’, ‘요지 파악’ 전략을 활용하여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처리하는
데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욱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모국어 읽기에는 언어 요소 처리 과정이 자동화되어 학습자가 내용 처
리 과정에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 읽기에서 학습자는 내
용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 요소 처리 과정에 주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얻
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하향식 전략의 사용은 미흡하기 마련이다. 그러
나 모국어 읽기에서의 하향식 전략 사용과 대조했을 때 한국어 읽기에서는
6급 학습자가 ‘구조 파악’ 전략 외에 하향식 전략 사용에 있어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급 학습자는 ‘요지 파악’,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구조
파악’ 등 거의 모든 하향식 전략에 아직 미숙하다. 한편, 예측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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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습관이 모국어 읽기나 한국어 읽기에도 적다. 이것은 ‘예측하기’ 전략
이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지식 습득이 보다 더 중요하여 훑어 읽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는 데에 초점
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초인지 전략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초인지 전략의 사용 빈도이다.
<표 III-11> 모국어 읽기에서 초인지 전략의 사용 빈도
척도
자주 한다

보통이다

모국어 읽기
전략의 세부

빈도

중요도 판단

4.03

평가하기

3.43

계획하기

3.37

점검하기

3.37

모국어로 읽을 때 초인지 전략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초인지 전
략이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도 판단’과
‘평가하기’ 전략은 ‘계획하기’와 ‘점검하기’ 전략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
<표 III-12> 한국어 읽기에서 초인지 전략의 사용 빈도
설문조사 결과
4급
6급
전략의 세부 빈도 전략의 세부

빈도

보통이다

점검하기

2.74

점검하기

거의

평가하기

2.60

하지

중요도 판단

2.56

계획하기

2.34

척도

않는다

구두보고 조사 결과
전략의 세부

4급

6급

2.84

점검하기

20%

100%

평가하기

2.60

중요도 판단

0%

0%

중요도 판단

2.60

계획하기

0%

0%

계획하기

2.56

평가하기

0%

0%

반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읽기에 있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초
인지 전략을 사용하지만 다른 전략에 비해 빈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급 그룹의 초인지 전략 사용 빈도는 4급 그룹보다 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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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읽기 전략 사용 경향은 차이가 없다. 즉, 초인지 전략들 중에 ‘점검하
기’는 읽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남은 전략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언어적 측면과 텍스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베트남인 학습자
들이 성장된 학습자라 할지라도 언어 학습 과정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기
에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초인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국어 읽기에 비해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읽을 때 텍스트
에 있는 요소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적합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읽
기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국어 읽기에서 읽기 전략의
사용은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하기’ 전략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한국어 읽기에서의 읽기 전략 사용은 아직 수동적이기 때문
에 ‘계획하기’ 전략이 필수적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어 읽기 전략에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
는 데에 읽기 전략을 사용하지만 읽기 전략 사용이 수동적이고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모국어 읽기에서 한국어 읽기로 전하려
적용하기가 어려운 읽기 전략은 하향식 전략인 6급 학습자에게 ‘구조 파
악’, 4급 학습자에게 ‘요지 파악’,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구조
파악’ 전략과 초인지 전략인 ‘중요도 판단’과 ‘평가하기’ 전략을 들 수 있
다.
그 외에 모국어 읽기에 사용되지 않으나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에 보충
할 필요가 있는 전략은 ‘계획하기’이다. 한국어 읽기에서의 읽기 전략 사용
의 미흡함으로 인해 설문조사 결과에 학습자는 주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적인 읽기 전략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인 구두보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양상
사용되지 않는 읽기 전략 외에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에
도 문제가 있다. 한국어 읽기에서 학습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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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처리 과정에 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얻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의 사용에 미숙하다. 따라서 그 읽기 전략을 바르게 사
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그리고 ‘점검하기’ 전략에 있다.
(1) 정보 종합 전략
정보 종합은 앞뒤에 제시된 내용인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
결시켜 이해해 보는 전략이다.

예1: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상
품화하여 높은 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 가치란 쉽게 말해 생산
과정에서 더해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부가 가치... Giá trị 부가 (사전 찾기) thêm vào <덧붙임>. 부가 가치란 쉽게 말
해... Ở đây có giải thích<여기 설명이 있네>, giá trị tăng thêm là giá trị được
thêm vào trong quá trình sản xuất<부가 가치란 쉽게 말해 생산 과정에서 더해지
는 가치이다>.]
_학습자 6

예1에서 의미를 모르는 ‘부가‘ 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학습자 6은 사전
을 찾아보았다. 그 후에야 뒷문장에서 ‘부가 가치’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음
을 파악했다. 학습자가 읽기 과정에서 앞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
만 계속 읽어 다음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보 종합’은 앞뒤에 제시된 내용인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보는 전략이기에 앞부분이나 뒤 부분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는 구조보다 내용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
을 이해를 못하면 뒤 부분을 읽는 경우가 더 많고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학습자는 별로 없다. 이것은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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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세상은 정보화
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이 정보화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정보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개인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
게 될 것이다. 정보 산업은 하나 더하기 하나로 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 십만,
백만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야 말로 높은 부가 가치를 지닌 미래 산업이다. 그
리고 이러한 미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술에 능숙한 인력도 양성하
여야 한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그리고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이 곧 부의 상징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Quá khứ, trong xã hội 농경<과거 농경 사회에서>, đất đai rộng lớn<토지가 크
다>, nền xã hội hiện đại<현대 사회에서> 자본이 곧 부의 상징이자 경쟁력의 원
천이었다. 자본 tư bản(한자음)? 원천 nguồn gốc(직역). Nguồn gốc của khả năng
cạnh tranh<경쟁력의 원천>. Tư bản là nguồn gốc của khả năng cạnh tranh và
là biểu tượng 부의??<자본이 부의 상징이고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_학습자 18
예3: (앞부분의 내용은 여덟 가지 지능을 설명하였다)
다중 지능 이론을 통해 보면 수학 문제를 잘 풀지만 발표를 못하는 아이는 논리 및
수학 분야가 뛰어나 반면 언어 분야는 약한 것이며, 노래는 잘 못하지만 축구나
야구를 잘하는 아이는 음악 분야는 떨어지는 반면 운동 분야가 뛰어난 것이다.
[Thông qua việc xem xét lí thuyết trí tuệ đa nhiệm thì... chúng ta sẽ thấy rằng
những bé có năng khiếu trong việc giải toán thì kém hơn trong việc phát biểu,
những bé giỏi trong logic, toán học thì kém khả năng ngôn ngữ, những bé hát
kém thì có khả năng chơi bóng đá, bóng chày tốt và kém âm nhạc thì giỏi vận
động<다중 지능 이론을 통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는 발표를 못한다, 논리
및 수학 분야가 뛰어나는 아이는 언어 분야는 약하다, 노래는 잘 못하는 아이는
축구나 야구를 잘한다, 음악 분야가 떨어지는 아이는 운동 분야가 뛰어난다고 알 수
있다>.]
_학습자 4

예2에서는 학습자 18이 어절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과거 농
경 사회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그리고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이 곧
부의 상징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었다’라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러나 어절의 뜻을 다 찾아보았음에도 자본이란 단어의 뜻이 애
매하다. ‘자본’은 베트남어의 ‘tư bản’과 똑같이 발음되지만 베트남어의 ‘tư
bản’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대립된 ‘자본주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
만 이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선행 절로부터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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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의 상징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기업의 재산이라는 것을 주의하게 되었
고 이것을 ‘자본’의 의미로 추론하였다.
예3에서 저자는 아이의 능력에 대한 두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논리 및 수학 분야에 뛰어난 아이가 언어 분야에서 부족한 경우이고 또 하
나는 음악 분야에 부족한 아이가 운동 분야에 뛰어난 경우이다. 그리고 앞
에는 여덟 가지 지능을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논리 및 수학 분야는 수학문
제 풀이로 대표되고 언어 분야는 발표로 대표되며 음악 분야는 노래로 대
표되고 운동 분야는 축구나 야구로 대표된다. 그렇지만 학습자 4는 문장을
잘못 분석하여 수학 문제를 잘 풀지만 발표를 못하는 아이, 논리 및 수학
분야가 뛰어나지만 언어 분야에 약한 아이, 노래는 잘 못하지만 축구나 야
구를 잘하는 아이, 음악 분야에서 부족하지만 운동 분야가 뛰어난 아이의
네 가지 경우라고 이해하였다.
(2)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는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
고 읽어나가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이 읽기 전략은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
에 베트남인 학습자 그룹들 간 뚜렷한 차이를 발련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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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발표는 잘 못하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는 척척 푸는
아이도 있고, 축구나 야구 등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잘하지만 노래나 악기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발표는 잘 못하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푼다. ‘척척’이 뭐지? 건
너갈게.]
_학습자 4
예5: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지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등과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성찰은 화를
내거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이 있는가 하면 시나
기름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자기 성찰 지능은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가 힘들다.
[성찰? Tự suy ngẫm về bản thân<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Vậy 자기 성찰 là
người biết kiềm chế cảm xúc à?<그러면 자기 성찰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인가?> Những hình thái, hiện tượng như tức giận, niềm vui<화를 내거나
기쁨을 표현함은>… Câu rắc rối. Bỏ qua.<문장 복잡해서 건너갈거야>
_학습자 17

예4에는 학습자 4가 ‘척척’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건너뛰었다. 그리고 예
5를 보면 학습자 17도 그 부분을 건너갔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
니라 단순히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가
사용되는 원인은 주로 모르는 단어를 못 찾거나 찾았더라도 이해를 못하거
나 문장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텍스트의 문단과 문장이 그 역할에 있어 중심과 보조로 나누어진
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고 문장들
을 동등하게 모두 분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 대부분이 중요
도에 따라 훑어 읽거나 뛰어넘는 전략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면 읽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러
한 현상은 학습자들이 부여받은 읽기 자료가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한 텍
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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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화표지 파악 전략
김봉순(2002)에 의하면 담화표지란 사고의 입체적인 구조를 암시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언어 요소로서,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
힘으로써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담화 표지어
를 살피면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에 의존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예6: 지구 온난화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극지방과 높은 산맥들의 빙하가 녹아 내려서 바닷물이 불어날 것이다...(생략)
둘째, 지구 온난화는 식물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준다...(생략)
셋째, 병원균과 기생충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생략)
[Có những ảnh hưởng nào? <어떤 영향이 있을까?>
Ảnh hưởng đầu tiên là băng các vùng cực sẽ tan ra.<첫 번째 영향은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것이다>
Hậu quả thứ hai là nó sẽ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lên các thực vật trên Trái
Đất.<두 번째 결과는 지구에 있는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Điều thứ 3 là mầm bệnh và kí sinh trùng có khả năng lây lan cao hơn.<세 번째
는 병원균과 기생충이 빨리 늘어난다.>]
_학습자 1
예7: 석굴은 자연 암벽을 파고 들어가 단수하게 인공 공간을 만드는 것인 데 반해
석실은 집을 짓듯이 돌을 쌓아서 벽과 천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내부 공간을 구성
하는 것이다.
[자연 암벽? Tường. Vách đá. Đào vách đá tự nhiên và…<벽, 암벽, 자연 암벽을
파고...> 단순? Hang động đá này là cái tạo ra không gian<석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인공... 단순하게. Bỏ qua<지나갈게> 것인 데 반해. Phòng đá<석실>…
À hiểu rồi<아, 알았어>. Hang động đá là không gian con người tạo ra, có vách
đá, còn phòng đá là chồng đá lên như kiểu xây nhà và cấu thành nên không
gian bên trong<석굴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간이고 암벽이 있는데 석실은 집을 짓듯
이 돌을 쌓아서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이해한 내용을 정리함)]
_학습자 16

예6을 보면 학습자가 담화 표지어를 잘 잡고 그것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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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 1은 한 문단을 읽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등의 표지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인 것을 인지
하여 그 문장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며 문장의
내용을 자기 말로 다시 바꿔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냥 뛰어
넘고 읽어나갔다. 그리고 예7에서는 처음에 학습자 16이 문장의 내용이 무
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반하다’라는 단어를 접한 후 문장의 내용이 석
굴과 석실을 조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것에 근거하여 문장을 다시 분석하
였다.
그렇지만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눈에 띄는 표지어에 외에는 다른
표지어를 주의하지 않고 어절 단위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
음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예8: (앞부분의 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그러면 온실 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산화탄소의 발생량
을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석유와 석탄, 천연 가스 등 주로 화석 연료의 사용에
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연료, 가정 난방 등에서 주로 발생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지열, 태양열, 풍력,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이 시급하다.
[Khí hậu nóng lên thì chúng ta phải làm gì? Giảm CO2. Có từ khí ga, than hóa
thạch.... Những nguồn phát sinh ra CO2 như khí ga từ xe hơi, lò đốt công
nghiệp, các vật dụng trong nhà... Phải sử dụng các năng lượng khác như gió,
mặt trời, nước...<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인산화탄소 감소... 가
스,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것... 인산화탄소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연료, 가정
용품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태양열, 풍력, 수소 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
다.>]
_학습자 1
예9: 21세기는 모든 것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가
고 있다.
<Thế kỉ 21<21세기>, đang chuyển trọng tâm từ phần cứng sang phần
mềm<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을 옮겨 가고 있다>. Giá trị của sản phầm
mắt có thể nhìn thấy, và mắt không thể nhìn thấy<눈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산품의 가치>. À, nó đang thay đổi từ những thứ mắt có thể nhìn th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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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những thứ mắt không thể nhìn thấy<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_학습자 5
예10: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고객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내면 그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익이 발
생해서 기업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가와 인류 사회
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런데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제
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술력이 바로 기업 경쟁력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생략)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왔다.
[Trong thế kỉ 21, các doanh nghiệp muốn tồn tại phải có sức cạnh tranh, tức
năng lực sản xuất. Các sản phẩm thời đại mới cũng phải mang tính sáng tạo và
kết hợp với thông tin.<21세기에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즉 기술력을 갖춘다. 새로운 시대의 상품도 창의력과 정보를 결합해서야 한다.
_학습자 18

예8에서는 학습자가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 등의 표지어를 다 건
너뛰고 내용에만 집중하였다. 이 경우 모든 문장은 동등한 것이 되며 정보
를 나열하는 의미밖에는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9에서도 ‘다시 말해’라
는 표지어로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학습자 5
는 그 것을 주의하지 않고 두 번째 문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예10을 살펴보면 앞 문단은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하였지만
뒷문단의 내용에서는 ‘그렇지만’이라는 표지어를 사용, 시대가 달라서 기업
경쟁력도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학습자 18은 바로 이 표지어를 간과하여 두 내용은 기업
의 경쟁력이라고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표지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차원에서 교육받으므로 표지어의 이미를 인식하지만 문장에
서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읽기 과정에서 표지
어를 어절로 여겨서 분석하지만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거나 내용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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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해서는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텍스트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텍스트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
다.
(4) 점검하기 전략
점검하기는 읽기 과정을 감시하며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
는지 사용한 전략은 알맞은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다음
은 점검하기 전략을 사용의 예문이다.

예11: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신생아의 수도 4.53명에서 1.08명으로 떨어졌다.
[Tỉ lệ sinh bình quân<평균 출산율> Tỉ lệ con gái sinh ra<여아 출산율>… cứ 4.53
người thì có 1 người 떨어졌다?<4.53명중에 1명은 떨어졌다>... Sao lại có 1 người
rơi?<왜 1명 떨어졌어?> Cái này là cái gì?<이게 무슨 뜻이야?>]
_학습자 2
예12: 언어: 언어 분야가 우수한 사람은 토론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말 잇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 그리고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같은 글을 써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Và sử dụng được các ngôn ngữ đa dạng<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한다>, và là người
말을 하는 사람이?, viết một từ giống thì thấy cảm động và làm cho buồn cười<같은
글을 쓰면 감동을 주고, 웃긴다>. Câu này... <이 문장 좀...> (웃음)]
_학습자 4

예11을 보면 학습자 2의 경우 문장을 읽을 때 모르거나 어려운 단어가
없더라도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학습자 2가
‘떨어지다’의 의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라는 한 의미로만 인지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 학습자는 ‘떨어지다’가 지닌 다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려하지 않았다. 즉 ‘떨어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문장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예12에서의 학습자 4는 역시 구에 주목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과 절의 문법관계를 간과해서 문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착오가 생기게 되었다. 모둔 두 예문에서 학습자가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를 구성할 수 없을 때는 틀린 점이 있는 것을 인식했지만 수정을 하지 않
고 넘어갔다. 이는 학습자들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어절과 구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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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처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다른 요소를 살펴보는 대신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보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
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
국어 읽기에서의 읽기 전략 사용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전략은 다음과 같
다. 먼저 하향식 전략에 있어 4급 학습자에게는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
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6급
학습자에게는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그
리고 초인지 전략에 있어 ‘계획하기’, ‘중요도 판단’, ‘평가하기’를 들 수 있
다. 이러한 읽기 전략 사용은 언어 능력 부족, 읽기 습관, 모국어나 교육
현황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와 ‘담화표지 파악’, 그리고 ‘점검하기’
전략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인 학
습자는 구조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정보 종합’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내
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 부분에서 정보를 통해 찾는 경우가 더 많고 앞부
분을 다시 살펴보는 학습자는 별로 없다.
학습자가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을 사용하는 원인은 중요도 판단
을 위해서가 모르는 단어를 못 찾거나 찾았더라도 이해를 못하거나 문장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화표지 파악’ 전략 사용에 있어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눈에 띄는 표지어 외에는 다른 표지어를 주의하지 않
고 어절 단위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하기’ 전략에 있어
학습자들은 텍스트 분석을 잘못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읽기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인 학습자에 의하면 사용되는 읽기 전략은
다양하지 않으며 대부분 상향식 전략이고, 읽기 전략 사용 빈도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기 읽기 과정에 대해 잘 파악하지 않
고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통제하지도 못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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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의 원인은 두 경우가 있다. 하나는 학
습자들이 읽기 전략들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 읽기 전략 사용이 어렵지 않
지만 습관이나 모국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읽기 전략 몇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들에 대해 전혀 모르
거나 그 읽기 전략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읽기 전략을 사용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읽기 전략에 대
해서도 알고 있고 자신이 읽을 텍스트의 종류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는
어떠한가에 대한 실험을 한 번 더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수행된
실험의 결과로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효과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3.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효과 검증
1) 예비 실험
예비 실험의 목적은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읽기 전략을 소개했을 경우에
따라 읽기 전략을 사용할 정도를 추출하여 적합한 지도를 구안하고 실험연
구의 결과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수정·보완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선정된 읽기 텍스트의 타당성, 난이도, 적절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연구자
가 조사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실험 대상은 ‘베트남인’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 8 명으
로 한정하였다. 이 중 4 급 학습자인 4 명과 6 급 학습자인 4 명의 학습자
를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예비 실험 방법은 먼저, 학습자들을 두 집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모두 학습자에게 사전 검사지를 나누어 주어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에 두 집단에게 읽기 자료와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를 분
배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읽기 전 읽기 전략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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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 뒤 읽기에 사용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음에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
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에 사용한 읽기 전략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
다. 동시 읽기 전략 소개에 관한 설문지는 학습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예비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향식 전략을 소개하는 실험 1
차에서 두 집단의 읽기 속도와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읽기 속도가 통제집단보다 더 빠르고 이해도도 더 높았다. 그렇지만 SPSS
통계로 처리하면 읽기 속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읽기 전
략 사용에 있어 4 급 학습자와 6 급 학습자를 포함한 두 집단은 상향식 전
략들만 사용했지만 실험집단은 하향식 전략들 중에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4 급 학습자의 경우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전략, 6 급 학습자의 경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전략 사용을 들 수 있다. 한편, 읽기 전략 소개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습자는 ‘담화 표지 파악’과 ‘구조 파악’의 소개는 큰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가 이 전략에 대해 알더라도 이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초인지 전략을 소개하는 2 치 실험에서는 1 차의 결과로 인해
하향식 전략 사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초인지 전략 사용도 알
수 있었다. 실험집단의 4 급과 6 급 학습자들은 ‘중요도 판단’과 ‘점검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 전략이 학습자에게 더 익숙하고 간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 4 가지 초인지 전략에 대해 학습자들은
전략에 대한 소개만으로는 그 전략을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의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본 실험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차이 검정
사전 한국어 읽기 능력에 대해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 69 -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13> 사전 검사에 대한 차이 검정
4급
6급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10
10
10
10

평균
56
53
77
74

표준편차
6.99
4.83
8.23
8.43

t값

p값

1.12

0.28

0.81

0.43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은 일단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동질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후에 읽기 전략 소개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읽기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1차 하향식 전략
과 2차 초인지 전략에 따라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인 2절의 결과로서 대
부분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이용하여 텍스트
를 이해하는 데에 미흡한 반면에 상향식 전략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위한 읽기 전략 교육에서 하향
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지도하는 것은 통념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읽기 전략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읽기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시키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 결과를 밝히기
위해 두 집단의 읽기 전략 사용의 변화, 속도와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 읽기 전략 사용의 변화는 질적 결과, 속도와 성취도는 양적
결과를 나타낸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변인은 텍스트 종류와 급수이므로 이
변인대로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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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
가. 설명적 텍스트
㉮ 읽기 전략 사용 차이 검증
읽기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시키는 실험을 통해 한국어 읽기 전략 사
용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읽기 전략별 읽기 전략 사용 차이를 분석했
다. 구체적인 읽기 전략은 하향식 전략에 대한 1 차 실험에 대해 13 개, 초
인지 전략에 대한 2 차 실험에 대해 17 개로 나눌 수 있고 다음 <그림
III-2>와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2>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먼저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이다. <그림 III-2>를
보면 설명적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전략 사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실험집
단의 읽기 전략 사용이 통제집단보다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으로 하향식 전략에 대해 소개받은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모든 전략들을
사용하지만 평소대로 읽은 통제집단은 상향식 전략인 ‘단어 분석’, ‘문장
분석’, ‘소리 내어 읽기’ ‘사전이용’, 그리고 ‘번역하기’ 외에 하향식 전략인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와 ‘요지 파악’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향식 전략 사용 비율에는 ‘번역하기’ 외에 큰 차
이가 없지만 하향식 전략 사용 비율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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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실험집단에 비해 두 배로 많다. 그리고 하향식
전략들 중에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담화 표지 파악’, 그리고
‘구조 파악’ 전략은 통제집단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소개를 받아서
읽기 텍스트에 사용시킨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중에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 사용 비율은 35%로 가장 높고
다른 전략의 비율은 15%부터 25%까지 편차를 보인다. 이를 통해 ‘예측하
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담화 표지 파악’, 그리고 ‘구조 파악’ 전략은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낯설지 않지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의
지도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요지 파악’ 전략은 두 집단 모
두에서 사용되지만 실험집단의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다. 두 집단의 사용
비율 차이는 ‘정보 종합’과 ‘요지 파악’에서 30%, ‘배경지식 이용하기’에
45%로 나타난다. 이는 이 전략의 사용이 어렵지는 않으나 학습자가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3>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

다음은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이다. <그림 III-3>
에서 볼 수 있듯이 상향식 전략 사용 비율은 ‘사전이용’과 ‘번역하기’ 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실험집단의 하향식 전략 사용 비율은 비교적으로 높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에서 상향식 전략인 ‘사전이용’과 ‘번역하기’ 전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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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율은 통제집단의 사용 비율인 40%에 비해 25%만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하향식 전략을 사용하여 상향식 전략에 덜 의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향식 전략들 중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과 ‘중요도 판단’, 그리고 ‘점검하
기’ 전략은 두 집단 간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크다. 이는 그 전에 학습자가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중요도 판단’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기에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
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점검하기’ 전략의 경우 사용 비율은
높지 않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배경지식 이용하기’와 ‘요지차악’ 전략을 사
용하며 이 전략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향식 전략을 사용하도록
시킨 실험을 통해 실험집단은 그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정
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과 ‘점검하기’
전략 사용 비율이 통제집단의 15%~25%에서 40%~50%로 상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예측하기’, ‘구조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은 두 집단 간
사용 비율의 차이가 높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도 과정에서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
악’, ‘중요도 판다’, 그리고 ‘점검하기’ 전략에 대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
력을 향상하고 ‘예측하기’, ‘구조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에 대해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본 대로 베트남
인 학습자는 상향식 전략 사용하기를 조절하고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
의 사용을 시작하였다. 또한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들 중에 학습자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과 ‘중요도 판다’, 그리고 ‘점검하기’ 전략에는 심한 어려움
을 겪지 않지만 ‘예측하기’, ‘구조 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에는 더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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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와 성취도 차이 검증
여기에서는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 결과를 밝히기 위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속도와 성취도를 통
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급수에 따른 결과 분석과 같이 먼저 설
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설명적 텍스트
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는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결과이다.
<표 III-14>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 차이 검증
구분
1차
2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20

4.91

0.25

통제집단

20

6.27

0.22

실험집단

20

5.55

0.11

통제집단

20

6.08

0.11

t값

p값

-4.11

0.00

-3.39

0.00

위의 <표 III-14>를 보면, 1 차와 2 차도 마찬가지로 설명적 텍스트에 따
른 읽기 속도가 0.00 로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모두
1 차와 2 차 실험에서의 두 집단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지만 p 값이 0.39 와
0.4 로 유의수준 상에서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설명적 텍스트에 따
른 성취도 차이 결과는 아래의 <표 III-15>에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5>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사례수
20

평균
68.4

표준편차
3.21

통제집단

20

64.9

2.49

실험집단

20

71.5

3.35

통제집단

20

67.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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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p값

0.86

0.39

0.84

0.4

나. 논증적 텍스트
㉮ 읽기 전략 사용 차이 검증
설명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
략 사용을 하향식 전략에 대한 1 차 실험과 초인지 전략에 대한 2 차 실험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은 <그림 III-4>,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은 <그림
III-5>에서 볼 수 있다.
<그림 III-4>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먼저 <그림 III-4>와 같이 증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비율을 보면 읽기 전략 소개로 인해 학습자가 읽기 전략을 의식적으로 다
양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설명적 텍스트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향식 전략의 사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하향식 전략 사용
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개된 하향식 전략 7 가지 중에 모든 전략은 사용되었다.
통제집단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
략을 이미 알고 사용하지만 사용 비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하향식 전략에
대해 학습한 후 전략 사용을 요청받은 실험집단의 이 전략 사용 비율은 통
제집단보다 25~35%가 더 높다. 또한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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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구조파악’ 전략 중에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 사용에만 큰 변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에게는
하향식 전략 중 다른 전략에 비해 ‘예측하기’, ‘구조파악’ 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보다 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전략들 지도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5>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

다음은 논증적 텍스트를 사용한 2 차 읽기 전략 사용의 차이다. <그림
III-5>를 보면 읽기 전략 사용은 앞에 제시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초인지 전략 사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상향식 전략인 ‘사전이용’과 ‘번역하기’ 전
략을 덜 사용하였고 하향식 전략인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을 높은 비율로 사용
했다. 또한 초인지 전략인 ‘중요도 판단’과 ‘점검하기’ 전략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두 집단의 이 전략들 사용 비율의 차이는 25%~35%이다.
한편, ‘예측하기’, ‘구조파악’, ‘계획하기’와 ‘평가하기’ 전략의 사용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실험집단의 ‘구조파악’ 전략 사용 비율만이 5%인 통제
집단의 사용 비율에 비해 25%로 높고 ‘예측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통제
집단은 15%, 실험집단은 25%로 나타나며

‘계획하기’와 ‘평가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여전히 0%를 유지한다. 따라서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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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용을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베트남인 학습자는 다른 전략에 비해
‘예측하기’, ‘구조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
㉯ 속도와 성취도 차이 검증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속도와 성취도를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III-16>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6.13
7.32
5.93
6.18

표준편차
0.14
0.13
0.07
0.05

t값

p값

-6.05

0.00

-2.79

0.01

위의 <표 III-16>을 보면,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1 차 읽기 속도 차
이 검증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는 0.19 고 3 차의
이 평균값의 차이는 0.25 이다. 이를 통해 논증적 텍스트를 읽을 때 베트
남인 학습자의 읽기 속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의 확률
인 유의수준 0.05 하에서 논증적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전략 소개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70.4
66.7
76.45
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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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2.37
2.44
3.06
2.94

t값

p값

1.04

0.3

0.42

0.67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읽기 전략을 소개하고 사용시킨 실
험집단과 일반과 같이 읽은 통제집단 간의 성취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 차 성취도 차이 검증에 있어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는 3.7 로, 2 차 실험의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도 0.25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 차와 2 차 실험의 모두 유의수준 이
상에서 성취도 차이 검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즉,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성취도에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종류에 따른 강제적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를 다시 정리
해 보면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은 동일하
다. 구체적으로 두 텍스트 종류 읽기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는 상향식 전략
사용하기를 조철하고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기가 시작하였
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과 ‘중요도 판다’, 그리고 ‘점검하
기’ 전략에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예측하
기’, ‘구조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은 아직 낯설고 사용할 줄 모르
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두 집단 간의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지만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
②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
가. 4 급 학습자
㉮ 읽기 전략 사용 차이 검증
읽기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시키는 실험을 통해 한국어 읽기 전략 사
용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급수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한다. 구체적인 읽기 전략은 하향식 전략에 대한 1 차 실험에 대해
13 개, 초인지 전략에 대한 2 차 실험에 대해 17 개로 나눌 수 있고 4 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은 다음 <그 림 III-6>과 <그림 III-7>과 같이
제시된다.

- 78 -

<그림 III-6> 4 급 학습자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그림 III-6>과 같이 4 급 학습자의 1 차 읽기 전략 사용 차이는 상향
식 전략인 ‘번역하기’와 하향식 전략인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파악’, ‘담화 표지 파악’에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향식 전략 사용에 있어 실험집단의 사용 비율은 통제집단
과 차이가 없지만 실험집단의 ‘번역하기’ 전략 사용 비율은 통제집단보다
35%로 더 낮다. 그리고 하향식 전략 사용에 있어 실험집단이 비교적으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정보 종합’, ‘예측하기’, ‘구조파악’ 전략 사
용 비율에 차이가 15%를 넘지 않다. 반면에 통제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요지파악’, ‘담화 표지 파악’과 통제집단이 적게 사용하는 ‘배경지식 이용
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은 실험집단에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
이것은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파악’, ‘담화 표
지 파악’ 전략 사용 비율이 30%~55%에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4 급 학습자가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정
보 종합’, ‘예측하기’, ‘구조파악’ 사용하기에는 더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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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4 급 학습자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

<그림 III-7>을 보시다시피 2 차 실험에도 두 집단의 상향식 전략 사
용에 큰 차이가 없고 4 급 학습자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그 중에 실험집단이 더 띄어나게 많이 사용
하는 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의 사용 비율 차이는 25%이상이다.
한편, 하향식 전략의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담화 표지 파악’,
‘구조 파악’과 모든 초인지 전략인 ‘구조파악’, ‘중요도 판다’,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전략 사용 차이가 크지 않다. 이 전략들 사용 비율
의 차이는 순서로 15%, 0%, 20%, 15%, 20%, 0%, 15%, 0%이기 때문이
다.
1 차 실험과 2 차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하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
소개는 4 급 학습자에게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
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더 쉽게 인식하고 사용한
다. 모두 1 차 실험과 2 차 실험에서 실험집단이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훑
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요지 파악’ 외에 ‘정보 종합’ 전략은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1 차 실험에서 아직 미숙하지만 2 차 실험에서 더 익숙하여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지식 이용하기’와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1 차 실험부터 학습자가 쉽게 사용하였는데 2 차 실험에서 초인지 전략에
주목을 분리하여 사용 비율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4 급 학습자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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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하향식 전략의 ‘예측하기’, ‘구조파악’과 초인지
전략들은 읽기 전략 지도 때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하다.
㉯ 속도와 성취도 차이 검증
여기에서는 실험연구 결과를 밝히기 위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
한 속도와 성취도를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4 급 학습
자의 읽기 속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4 급 학습자의 성취도의 차이
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읽기 속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4 급 학습자에 따른 읽기 속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6.17
7.24
6.01
6.32

표준편차
0.16
0.22
0.05
0.08

t값

p값

-3.91

0.00

-3.27

0.02

위의 <표 III-18>을 보면, 4 급 학습자의 1 차 읽기 속도 차이 검증
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은 순서대로 6.17 과 7.24 이고 두
집단 평균값의 차이가 1.07 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 확률(p 값)은 0.00
로서 유의수준 0.05 에서 4 급 학습자들의 1 차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집단 평균값의 차이가 0.31, 유의 확률은 0.02 로
나타나므로 2 차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4 급 학습자의 성취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도 실시
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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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9> 4 급 학습자에 따른 성취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61.8
58.5
67.7
65.55

표준편차
2.3
1.65
3.37
3.27

t값

p값

1.17

0.25

0.46

0.65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향식 전략과 조인식 전략을 소개
하고 사용시킨 실험집단과 일반적으로 읽은 통제집단 간의 성취도 결과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급 학습자의 1 차 성취도 차이 검증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은 실험집단 평균 61.8, 통제집단 평균 58.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평균값의 차이가 3.3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 급 학습자의 2 차 성취도
차이 검증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은 실험집단 평균 67.7,
통제집단 평균 65.5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2.05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모두 1 차와 2 차의 성취도 차이 검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을 실시한 4 급 학습자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6 급 학습자
㉮ 읽기 전략 사용 차이 검증
다음은 6 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차이다. 1 차 읽기 전략 사용은
<그림 III-8>, 2 차 읽기 전략 사용은 <그림 III-9>에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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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 6 급 학습자에 따른 1 차 읽기 전략 사용

<그림 III-8>을 보면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 사용은 앞에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다. 즉, 상향식 전략 사용에 큰 차이가 없고 상향식 전략
은 실험집단에게 더 다양하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높은 비율로 사용한 하향식 전략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요지 파악’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은 통제집단이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데 실험
집단의 사용 비율이 35%이상이고 가장 높은 사용 비율 차이는 40%이다.
한편, 남은 하향식 전략인 ‘담화 표지 파악’과 ‘구조 파악’은 통제집단에게
사용되지 않고 실험집단의 15% 정도에게만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하향식
전략의 6 가지 중에 ‘담화 표지 파악’과 ‘구조 파악’ 전략은 더 어렵고 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 83 -

<그림 III-9> 6 급 학습자에 따른 2 차 읽기 전략 사용

그렇지만 2 차 실험에는 하향식 전략 지식과 초인지 전략 지식을 동시
활용해야 하니까 실험집단의 6 급 학습자가 상향식 전략 사용을 줄였다.
실험집단의 ‘사전이용’과 ‘번역하기’ 사용 비율은 40%인 통제집단의 반에
만 차지한다. 그리고 1 차 실험에서 적게 사용된 두 가지 전략 중에 2 차
실험에 ‘담화 요지 파악’ 전략 사용만 개선되고 사용 비율이 50%를 달성
하였다. ‘구조 파악’ 전략 사용 비율이 높지만 20%를 넘지 않다. 또한 초
인지 전략들 중에 전혀 사용하진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30%
가 사용한 ‘중요도 판단’ 외에 ‘계획하기’와 ‘평가하기’는 모두 집단이 사용
하지 않고 ‘점검하기’ 전략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35%와 55%인 높은
비율로 사용하지만 두 집단의 차이가 아직 작다. 이것을 통하고 1 차 실험
의 결과를 대조하여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것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
악’, ‘중요도 판다’ 전략에 대해 인식하여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구
조 파악’, ‘계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 전략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
㉯ 속도와 성취도 차이 검증
여기에서는 6 급 학습자의 속도와 성취도 차이 검증하기 위해 베트남인
6 급 학습자의 속도와 성취도를 통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6 급 학습자의 읽기 속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6 급 학습자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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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6 급 학습자의 읽기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6 급 학습자에 따른 1 차 읽기 속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4.87
6.35
5.47
5.94

표준편차
0.23
0.16
0.11
0.07

t값

p값

-5.25

0.00

-3.7

0.00

위의 <표 III-20>을 보면, 6 급 학습자의 1 차 읽기 속도 차이 검증
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는 1.48 로 나타나고 2 차
읽기 속도 차이 검증에 있어서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는 0.47 이다. 그
리고 유의미한 확률은 0.00 로 6 급 학습자에 따른 1 차와 2 차의 읽기 속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6 급 학습자에 따른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결과이다.
<표 III-21> 6 급 학습자에 따른 1 차 성취도 차이 검증
1차
2차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20
20
20
20

평균
77
63.6
80.5
76.9

표준편차
2.38
2.63
2.4
1.97

t값

p값

3.78

0.00

1.08

0.29

<표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전략을 소개
하고 사용시킨 실험집단과 일반과 같이 읽은 통제집단 간의 1 차 성취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2 차 성취도 결과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1 차와 2 차 성취도 차이 검증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13.4 와 3.6 으로 나타났지만 유의 확률은
0.00 과 0.29 로 모두 1 차 성취도 차이 검증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러므로 4 급 학습자와 달라 6 급 학습자가 하향식 전략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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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읽을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고 초인지 전략을 같이 사용할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급수에 따른 강제적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는 4급의 실험집단이 다양한 하향식 전
략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 특히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
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더 쉽게 인식하고
사용한다. 그리고 4급 학습자가 아직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하향식 전
략의 ‘예측하기’, ‘구조파악’과 초인지 전략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읽기 속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성취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밝혔다.
둘째, 4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6급의 실험집단도 읽기 전략을 더 다양
하게 사용하였지만 주로 하향식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6급 학습자들이 ‘정
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중요도 판다’ 전략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지만 ‘구조 파악’, ‘계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 전략에 대해 아
직 낯설고 어렵다. 그리고 6급 학습자의 읽기 속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
다. 그러나 성취도에는 1차 실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2차 실험에 유의한 차이가지 없었다.
(3)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효과
앞에 분석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읽
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이 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읽기 속도에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
났지만 성취도에는 변함이 있어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는 질적인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와 양적인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 관계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효과를 심하게 알
아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 간에 언어 능력의 차이
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효과를 살펴서는 유의미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변인 중 급수만을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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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① 4 급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효과
가.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
먼저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읽기 전
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에서는 읽은
텍스트에 대해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를 사용하였
다. 텍스트 4편과 대응하여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도 4편을 작성하였다. 속
도와 성취도 검사지에서 이해도를 평가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2 문항과
구조에 대한 2 문항으로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학습자는 읽기전략 사용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읽기 전
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학습자가 실험에서 사
용했던 읽기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살펴
보았다. 1차 실험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평가 부분은 <부록 4>
의 검사지 1과 같이 4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나타난 텍스트의 설명
방법을 알려면 학습자가 텍스트의 요지들의 구조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요지 파악’과 ‘구조 파악’ 전략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내용에 대한
문제이며 답안은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
습자가 문단에 나타난 정보와 표지어를 통해 진정한 국제어로 영어, 프랑
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든 이유를 예측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는 ‘정보 종합’, ‘담화 표지 파악’, 그리고 ‘예측하기’ 전략이 필요
하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 학습자는 맞은 내용을 선택하여 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는 텍
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는 빈 칸을 채우고 내용
을 완성하기 위해 텍스트를 훑어 읽고 뛰어 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 텍
스트의 요지와 구조에도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필요한 전략은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구조 파악’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1차 실험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평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정
보 종합’,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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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표지 파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실험의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평가 부분은 <부록
4>의 검사지 2와 같은 4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텍스트의 주장에 대
한 질문이며 학습자가 텍스트의 요지들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요지 파
악’ 전략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학습자가 설명과 주장의 문단
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구조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구조 파악’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학습자
는 문단에 있는 정보를 통해 요지를 추론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종합’
과 ‘요지 파악’의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두 번째 문제와 비슷한 구조
에 관한 질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학습자가 주장을 내는 문단 중에 주장이
가장 강한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 문단도 제시해야 한
다. 이 때문에 ‘구조 파악’ 외에 ‘요지 파악’ 전략도 필수적이다. 요약하면,
1차 실험의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평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종합’, ‘요지 파악’과 ‘구조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이 필요하다.
위의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통해 4 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
도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 차 실험 단계에서 4 급 학
습자들이 사용한 읽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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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2> 1차 실험에서의 4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
일반 전략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총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총

필수적인 전략
통제집단

x

설명적 텍스트
50 50 50 50 57 59 59 59 60 60 50 5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사용된 전략

논증적 텍스트
60 60 60 60 63 63 75 7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

4

x
x

1

1

1

1

2

3

3

3

3

4
2
2
실험집단

3

3

3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50 50 50 50 57 59 60 67 67 70 50 50 60 60 63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

2

2

2

4

4

4

x
x
x

x
x
x

6

6

x
x
x
x
8

3

3

2

텍스트
63 75 75 80 8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

2

3

3

4

4

4

4

x
x

x
x
x

6

7

<표 III-22>에서 읽기 전략들을 전략 1부터 전략 13까지 표시되고44)
전략 1부터 전략 6까지는 상향식 전략이며 전략 7부터 전략 13까지는 하
향식 전략이다. 그 중에 1차 실험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필요한 전략 7,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은 ‘정보 종합’, ‘예측하기’,
44) 전략 1: ‘단어 분서’, 전략 2: ‘문장 분석’, 전략 3: ‘소리 내어 읽기’, 전략 4: ‘사전 이
용’, 전략 5: ‘번역하기’, 전략 6: ‘환언하기’, 전략 7: ‘정보 종합’, 전략 8: ‘배경지식 이
용하기’, 전략 9: ‘예측하기’, 전략 10: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 11: ‘요지 파악’,
전략 12: ‘담화 표지 파악’, 전략 13: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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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구조
파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읽기 전략 시용을 설명적 텍스트와 논
증적 텍스트로 나뇐다. 위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4급 학습자의 사용 읽
기 전략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에서는 2명만 ‘정보 종합’인 전략 7을 사용하
고 대부분 학습자가 필수적인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단어 분석’,
‘사전이용’, ‘번역하기’ 등 상향식 전략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에서 2명은 ‘정보 종합’인 전략 7, 3명은 전략 10과 전략
12, 5명은 전략 11, 그리고 1명은 전략 13을 사용하였다. 이 학습자들의
성취도는 필수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보다 더 높다. 특히 필수
읽기 전략 6가지 중에 5 가지를 사용한 학습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다. 따라서 익숙한 읽기 전략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읽기 목적을 달기 위해 텍
스트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거의 모두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였더
라도 점수는 70점에 불과했다. 이것의 원인은 읽기 전략을 바르게 사용하
지 않은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자기 습관에 따라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읽기 전략의 효과를 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
사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 분석에 있는 ‘훑어 읽기와 넘어 뛰기’와 ‘담화표
지 파악’ 전략의 사용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구조에
주의하였기 때문에 ‘정보 종합’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여기 설명적 텍스트
에 따른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면 필수적인 전략 중에 ‘정
보 종합’, ‘예측하기’, 그리고 ‘구조 파악’ 전략은 4급 학습자에게 더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1차 실험의 논증 텍스트에 따른 필요한 전략 7, 전략 11, 전략 13은
‘정보 종합’, ‘요지 파악’, ‘구조 파악’에 해당한다.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학습자는 필수적인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단어 분석’, ‘소리 내어 읽기’, ‘사전이용’, ‘번역하기’ 등 상향식 전략을 사
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들
은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까지 함께 사용하였다. 한편 실험집단에서
는 상향식 전략 외에 하향식 전략 또한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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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세 명은 필수적인 읽기 전략 3가지 증에 ‘정보 종합’과 ‘요지 파악’
전략을 사용하였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
기와 넘어 읽기’, ‘담화표지 파악’ 전략이 보다 많이 사용되었지만 필수적
인 읽기 전략이 빠져버린 것은 학습자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면
필수적인 전략 중에 ‘구조 파악’ 전략은 4급 학습자에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초인지 전략을 소개하는 2차 실험에서 사용된 설명적 텍스트의
성취도 평가 부분이다. 여기도 <부록 4>의 검사지 3과 같이 4문제가 있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므로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전략이 도
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정보들을 정리하
여 이육사와 윤동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야 한다. 이 과정은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담화 표지 파악’과 ‘구조 파악’을 통해 할 수 있다. 마
지막 문제는 텍스트의 표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요지 파악’과 ‘구조 파
악’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2차 실험의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평가 부분은 <부록
4>의 검사지 4와 같이 4문제가 있다. 첫 번째에서는 학습자가 공정 무역
이란 개념을 제시해야 하는데 텍스트에서는 직접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나
오지 않으므로 텍스트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훑어 읽고 공정 무역이
란 개념에 관한 정보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 종합’과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그리고 ‘구조 파악’이 필수적인 전략으로 요구된다. 두
번째 문제는 텍스트를 훑어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때에는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에서
는 학습자들이 공정 무역에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훑어 읽
기와 넘어 읽기’, ‘구조 파약’, ‘정보 종합’과 함께 표지어에 의존하는 ‘담화
표지 파악’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 문제는 구조에 관한 질문이며, 주장을
내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구조 파악’ 외에
‘요지 파악’ 전략도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2차 실험의 논증적 텍스트에
필수적인 읽기 전략은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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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표지 파악’, ‘구조 파악’의 5가지이다.
2차 실험에서의 4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은 다음이다.
<표 III-23> 2차 실험에서의 4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
일반 전략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전략 14
전략 15
전략 16
전략 17
총
점수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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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인 전략

x

통제집단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50 50 50 50 59 59 59 75 75 75 50 50 50 50 63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사용된 전략
텍스트
63 63 75 75 7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

1

2

2

2

3

x
3

3

3

4
2 2
실험집단

2

2

2

설명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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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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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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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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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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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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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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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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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총

2

2

3

2

3

3

4

5

6

7

3

3

3

4

4

4

5

4

5

8

2차 실험의 설명적 텍스트에 대한 필수적인 전략은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와 전략 13에 해당한다. 이 전략을 사용한 4급 학습자는 1명이 있
다. 이 결과를 통해 하향식 전략, 특히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기가
더 높은 성취도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실험집단의 사용 읽기 전략을 보면 상향식 전략 외에 하향식 전
략과 초인지 전략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필수
적인 읽기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전
략은 3명이 사용하였고, ‘요지 파악’과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4명이 사용
하였으며, ‘구조 파악’ 전략은 2명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필수
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였다. 2차 실험에
도 마찬가지로 설명적 텍스트를 읽기에는 4급 학습자들이 ‘구조 파악’ 전
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2차 실험의 논증 텍스트에 대한 필수적인 전략은 전략 7, 전략 10, 전
략 11, 전략 12와 전략 13에 해당한다. 위 <표 III-23>에서 4급 학습자
의 통제집단에서는 상향식 전략 외에 다른 전략이 크게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취도는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통제집단에서는 75점을 받은
학습자들 가운데 1명은 1가지, 1명은 2가지, 또 다른 1명은 3가지의 전략
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언어능력이 동일하게 측정된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필수적 읽기 전략 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분명 실험집단에서도 동일한 수의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가 있을
것임에도 성취도 결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필수적
인 전략들 가운데 ‘정보 종합’, ‘담화표지 파악’과 ‘요지 파악’ 전략을 사용
했지만, ‘구조 파악’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차 실험과 마
찬가지로 2차 실험에도 4급 학습자들이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4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이 1차와 2차 실험에 나온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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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에서는 다양한 읽기 전략뿐만 아니라 읽기 전략을 요구에 맞게 사
용하였다. 또한 4급 학습자들이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는 설명
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읽기 전략을
요구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필수적인 읽기 전략들 중에 4
급 학습자는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 ‘정보 종합’, ‘예측하기’, ‘구조 파악’
전략에 어려움을 겪었고, 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 ‘구조 파악’ 전략에 어려
움을 겪었다.
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관계
먼저 1차 실험에서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10>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1차 실험

위 <그림 III-10>과 같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하면 의미가 없
지만 집단마다 안에 사용한 전략 수의 변화에 따라 성취도와 속도에는 변
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도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전략 수가 증가
할수록 읽기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즉, 더 많이 읽기 전략을 사용
한 학습자들이 더 신속하게 읽었다.
두 집단의 성취도도 점점 증가하였다. 이 경향은 모두 두 가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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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통제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50점이다. 이 학습자들이 보통 1 가지 읽기 전략만 사용하지
만 59이나 60점을 받은 학습자는 대부분 3 가지 이상의 읽기 전략을 사용
하였다. 사용한 읽기 전략이 1가지에서 4 가지까지 증가한 것에 따라 읽기
시간도 8.23분에서 5.43분으로 줄어들었다.
실험집단에서도 50점처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들의 사용 전략 수는
2 가지뿐이지만 60점 이상을 받은 학습자들의 사용 전략 수는 4 가지 이
상이다. 가장 많이 읽기 전략을 8가지로 사용한 학습자는 가장 높은 점수
를 70로 받았다. 이러한 사용한 읽기 전략 수의 증가에 따라 읽기 시간도
6.5분에서 4.8분으로 줄어들었다.
논증적 텍스트에서도 분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제집단에서는
2가지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50점만 받은 것에 비해 읽기 전략을 3가
지 이상 사용한 학습자들은 더 높은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받았다. 읽기
시간은 8.1분에서 7.1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험집단에서 최고로 다
양한 7가지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는 가장 높은 점수인 80점을 받았다. 읽
기 시간도 7.2분에서 5.31분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초인지 전략에 대한 2차 실험에서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
용과 읽기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II-11>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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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1>에서 보이듯이,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사용된 전략 수의
변화에 따라 속도와 성취도도 변화하였다. 먼저 읽기 속도는 사용한 전략
수의 증가에 따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더 많은 읽기 전략을 사용
한 학습자들이 더 신속하게 읽었다. 이것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이 1가지에서 3가
지까지 증가한 것에 따라 읽기 시간도 6.9분에서 5.6분으로 줄어들었고 성
취도도 50점에서 75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실험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
수인 50점을 받은 학습자들의 사용 전략 수가 낮았다(2~3가지). 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들의 사용 전략 수는 대부분 4가지 이상이다. 따
라서 이 학습자의 읽기 시간도 6.12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들었고 즉 읽기
속도가 더 신속해 졌다.
그리고 논증적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다. 두 집단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이 많을수록 읽기 속도가 빨라진다. 한편, 두 집단의 성취도도
사용한 전략 수에 따라 증가하였다. 2~3 가지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50 점만 받은 반면 4~7 가지까지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75 점 이상 받
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위 도표 분석을 통해 4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이 다양
할수록 성취도는 더 높으며 읽기속도도 증가한다.
② 6 급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효과
가.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
다음에는 6 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1 차 실험에서의 6 급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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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4> 1 차 실험에서의 6 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
일반 전략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총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총

필수적인 전략

x

사용된 전략

통제집단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67 67 67 75 75 75 75 75 84 84 60 60 60 60 75 75 75 80 85 88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

1

1

1

1

1

2

x

x

2

2

x

2
1
1
실험집단

1

1

1

1

x

x

x

2

2

2

2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57 67 75 75 75 83 84 85 92 95 60 60 70 75 75 75 77 85 85 9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

2

2

2

2

3

x
x
x

3

x
x
x
x

4

x
x
x
x
x
x
6

x
x
x
x
x
x
x
7

x
x

x
x
x

x
x
x

x
x
1

x
x

x
x
x

x

x

4

5

x

x

x
2

2

2

2

3

4

x
5

앞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필수적인
전략은 전략 7,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에 해당한다.
통제집단에서는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만 2 명의 학습자는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인 전략 10 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사용된 읽기 전략은 ‘단어 분석’, ‘문장 분석’, ‘번역하기’ 등이 있다.
한편, 실험집단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
와 넘어 읽기’, ‘요지 파악’ 등을 더 많이 사용했고 이 전략은 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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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학습자들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필수적인 읽기 전략은
학습자가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6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은 읽기 전략을 비교적 적게 사용했고 그마저도 ‘문장
분석’, ‘사전이용’, ‘번역하기’, ‘배경 지식 이용’ 등에 한정되어 있다. 단 한
명의 학습자만이 ‘정보 종합’을 필수적인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실험
집단에서는 필수적인 전략인 ‘정보 종합’과 ‘요지 파악’ 외에도 ‘문장 분석’,
‘사전이용’, ‘예측하기’와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표 III-24>에 나온 것처럼, 실험집단에서는 다양한 읽기 전략뿐만 아니
라 읽기 전략을 요구에 맞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성취도가 높아졌음을 의
미한다.
다음은 2차 실험에서의 6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이다.
<표 III-25> 2차 실험에서의 6급 학습자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
일반 전략
점수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전략 14
전략 15
전략 16
전략 17
총

필수적인 전략

사용된 전략

통제집단
설명적 텍스트
59 59 75 75 75 75 75 84 84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84
x

논증적
75 75 75 75 7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

3

x
3

3

3

3

3

x

x

4

5

텍스트
75 75 84 84 100
x
x
x
x
x
x
x

x
x

x
x
x

점수
전략

x

2

2

3

3

3

x

x

x

4

4

3

실험집단
설명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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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x
x
x

4

6

x

x
x

5

x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
전략 10
전략 11
전략 12
전략 13
전략 14
전략 15
전략 16
전략 17
총

50 75 75 75 7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

4

5

5

75 75 84 84 84 84 100
x x
x
x x
x
x

x

84 84 84 92 100 75 75 75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6

5

x
6

6

x
7

x
9

4

4

4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5

x
x
x
x
x
x

x
x
x

4

x
x
x
x

6

x
x

6

7

x
7

9

앞서 살펴본 사용 읽기 전략과 비교해봤을 때, 2차 실험의 설명적 텍스
트에서 6급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의 종류가 보다 이전보다 더 많았
다. 그 중에서도 상향식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통제집단에서 학
습자들은 주로 ‘단어 분석’, ‘문장 분석’, ‘사전이용’, ‘번역하기’ 전략을 사용
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였다. 동시에 초인지 전략인 ‘점검하기’ 전략
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하향식 전략인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
하기’, ‘담화 표지 파악’이나 ‘구조 파악’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는 2명이
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84점의 학습자는 필수적인 읽기 전략
4가지 중의 2가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서 많이 사용된 읽기 전략은
‘단어 분석’, ‘문장 분석’,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중요도 판단’과
‘점검하기’, 그리고 필수적인 전략인 ‘훑어 읽기와 넘어 읽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이다. 실험집단은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
취도가 통제집단보다 더 높지만 그 외에도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한
것이 이들의 높은 성취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75
점이나 84점을 받은 학습자는 다른 읽기 전략과 필수적인 전략을 1~2가
지만 사용하였지만 92점이나 100점을 받은 학습자는 필수적인 전략을
3~4가지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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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급 학습자에 비해 6급 학습자가 사용하는 읽기 전략이 실험의
성취도 평가의 요구에 더 맞다. 모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필수적인
읽기 전략 사용의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즉 6급 학습자들 전부 필
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가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였다.
위에 분석한 6급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사용을 살펴보면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들일 수록 필수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 종합’,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구조 파악’, ‘담화 표지 파악’을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은 점수가 더 낮은 학습자들이 주로 ‘단어 분석’,
‘문장 분석’이나 ‘사전이용’, ‘번역하기’ 등과 같은 습관적인 읽기 전략을 사
용하였다. 필수적인 읽기 전략들 중에 6급 학습자는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
서 ‘담화 표지’와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 ‘요지 파악’, ‘구조 파악’ 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관계
다음은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관계이다.
<그림 III-12>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1차 실험

1차 실험에서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 관계를 살펴보면 사용한 전략 수에 따라 속도와 성취도의 변화
를 알 수 있다. 통제집단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전략 수는 1가지에서 2가지
까지 증가한 것에 따라 읽기 시간은 6.44분에서 4.9분으로 줄어 들었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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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도 67점에서 84점가지로 증가하였지만 도표에는 이 변화가 명시적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험집단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전략 수는 2가
지에서 7가지까지 증가한 것에 따라 읽기 시간은 4.89분에서 3.12분으로
줄어들었고 성취도도 57점에서 95점가지로 명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위 도
표 분석을 통해 1차 실험에서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읽기 전
략 사용이 다양할수록 성취도는 더 높고 읽기속도도 더 증가한다.
4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관계는 논증
텍스트에 따른 6급 학습자의 1차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읽기 속도에 관하여 학습자의 읽기 시간은 사용한 전략 수의 증가에 따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향은 모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읽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는 통제집단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다. 가장 낮은 점수가 있는
학습자는 1가지 전략만 사용하였지만 더 높은 점수가 있는 학습자들이
3~5가지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설명적 텍스트를 이용한 6급 학습자의 2차 실험 결과도 읽
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자의 사용한
전략 수가 증가할수록 읽기 속도와 성취도도 증가하였다. 더 많은 읽기 전
략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동시에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2차 실험에서의 논증 텍스트를 이용한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읽기 전략 수에 따라 속도와 성취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이 2
가지에서 6가지까지 증가함에 따라 읽기 시간은 6.3분에서 5.8분으로 줄어
들었고 성취도도 75점에서 100점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이 4가지에서 9가지까지로 증가함에 따라 읽기
시간은 6.12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었고 성취도도 75점에서 100점으로 명
시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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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3>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에 따른 읽기 효과: 2차
실험

다시 정리해 보면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속도, 그리고
성취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학습자가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할수록 성
취도는 더 높아지고 읽기 속도도 더 신속해진다. 이 관계는 모두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 그리고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위에서 급수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을 질적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모두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속도,
그리고 성취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먼저 질적 효과에 의하면 필수적인
읽기 전략 사용이 성취도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텍스
트를 읽더라도 텍스트의 요구에 맞게 전략을 사용하면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 4급 학습자는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
‘정보 종합’, ‘예측하기’,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6급 학습자는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 ‘담화 표지’와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 ‘구조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
다. 또한 양적 관계로서 학습자가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할수록 성취도는 더
높아지고 읽기 속도도 더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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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적 시사
점
위에서 분석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과
를 토대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의 조사에 의하면
모국어 읽기에 비해 한국어 읽기에서 학습자들이 상향식 전략을 많이 사용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인 4 급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한 읽기 전략은 ‘소
리 내어 읽기’, ‘사전이용’과 ‘번역하기’의 3 가지이다. 6 급 학습자들은 4 급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 외에도 ‘단어 분석’,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담화 표지 파악’ 그리고 ‘점검하기’도 빈번하게 사용했다. 반면, 대
조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에
미흡한 읽기 전략 사용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전략은 4 급 학습자에게 ‘정
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6 급 학습자에게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그리고 초인지 전략은 ‘계획하기’, ‘중요도 판단’, ‘평가하
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의 원인은 언어 장애 때문일 수 있
다. 즉, 외국어 읽기에서는 언어 능력 부족 때문에 읽기 전략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모국어 읽기에는 읽기
전략들이 자동적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어 읽기에서 학습자가 읽기 전략을
주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읽기를 수행
하면서 언어 처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강박을 받는다. 이것이 모국어
읽기에서 한국어 읽기로 읽기 전략 사용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읽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목표어 텍스트가 주는 중압감이나
외국어 문장과 어휘를 마주했을 때 야기되는 불안정한 감정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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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읽기 활동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한 읽기 전략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에서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담화표지 파악’, 그리고 ‘점검하기’ 전략이 바르게 호명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베트남인 학습자가 자신이 ‘정보 종합’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
면, 연구자는 그 학습자가 구조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판단
해 버릴 수 있다.

실제 분석해 본 결과, 텍스트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

지 읽는 ‘정보 종합’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 베트남인 학습자가 내용 이해를 수행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들이 ‘정보 종합 전략’이라고 명명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전략이 호명된 것이다. 학습자가 이 전략에서 설명
하는 방식의 읽기를 수행한 이유는 주로 그가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단서를 뒤 부분에서 찾아보
기 위해서 우선 끝까지 읽어버리는 것이다.
학습자가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을 사용하는 원인도 이와 비슷했
다. 그들은 중요도 판단을 위해서 이 전략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 때문에 의미 구도를 형성하지 못 했거나, 중요한 단어라 여겨지는 것
을 찾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하여서 훑어 읽거나 뛰어 넘고 있었다.
유사하게, ‘담화표지 파악’ 전략 사용이라고 했을 때 발생한 의미 소통의
문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주목하는 표지어란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명징하게 포착되는 단어들뿐이었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와 같이 명징
한 표지어들 외에 다른 표지어들에 주의하지 못 하고 다만 어절 단위로 분
석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덧붙여, ‘점검하기’ 전략에 있어서 문제점
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텍스트 분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
서도 고치지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읽기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놓
여 있는 학습자들은 교육적 처치를 필요로 한다. 이 실험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준 면모, 전략의 사용에서 보이는 한계 지점은 실제 학습 자료로 활용
도가 높을 것이다. 일반 읽기 전략 지식을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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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교육 내용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겠다.
셋째, 학습자가 읽기 전략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읽기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시키는 실험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로 이 실험의 결과, 연구자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과 읽기 전략 사용 능력이 향상된 면모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종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인 학습자는 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였
다. 설명적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랬고 논증적 텍스트를 읽을 때도 마찬가
지였다. 다른 전략에 비해 ‘예측하기’, ‘구조파악’,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
략을 아직 낯설고 사용할 줄 모르니까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
여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 성취도 검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통제집단보다 실험
집단의 성취도가 더 높았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급수에 따른 강제적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결과에 따라 4 급의
실험집단이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
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은 더 쉽게 인식하고 사용하지만 ‘예측하
기’, ‘구조파악’과 초인지 전략들을 아직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4 급 학습자의 읽기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성취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을 밝혔다. 4 급 학습자와 달리 6 급 학습자들이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
화 표지 파악’, ‘중요도 판다’ 전략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는데
‘구조 파악’, ‘계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 전략에 대해 아직 낯설고
어렵다. 그리고 6 급 학습자의 읽기 속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취도에는 1 차 실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2 차 실험
에 유의한 차이가지 없었다.
따라서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읽기 전략 사용에 도움
이 된 셈이지만 모두 읽기 전략에 대한 효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식
습득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
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들과 같이 간단하거나 익숙한 읽기 전략에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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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 때문이다. ‘구조파악’과 초인지 전략들과 같이 더 복잡하고 모국어
읽기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 지식 습득을 통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 지식 제공이 읽기 실력 향상의 시작점으로 활용될 필
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심화된 연습은 복잡한 읽기 전략의 사용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텍스트 종류와 급수인 두 변인에 따라 확인한 것처럼 모두 실험
의 두 단계에서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효과의 변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실험은 학습자
들이 더 많은 읽기 전략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읽기 속도는 더 증
가하였으며 성취도도 더 높아졌다. 속도와 성취도의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
적인 읽기를 위해 능동적으로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읽기 전략 교육의 목표는 익숙한 읽기 전략만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읽기
과정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급수에 따른 사용된 읽기 전략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필수적인 읽기 전략 사용이 성취도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텍
스트 읽기의 요구에 따른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면 더 높은 성취도
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 학습 과정에서는 텍스트를 읽
을 때 주로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
지 파악’, ‘구조 파악’이나 ‘담화 표지 파악’ 등과 같은 하향식 전략이 필수
적이다. 그렇지만 모든 텍스트의 필수적인 읽기 전략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읽기 텍스트에 따른 필수적인 읽기 전략은 어떤 전략인
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면 읽기 전략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
는지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초인
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필수적인 읽기 전략들 중에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는 대부분
학습자가 ‘정보 종합’, ‘담화 표지’, ‘구조 파악’ 전략에 어려움을 겪었고, 논
증적 텍스트 읽기에서는 ‘요지 파악’, ‘구조 파악’ 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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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 텍스트는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종합’과
‘담화 표지’ 전략에 미흡한 것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있는 어려움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는 학습자들
이 ‘요지 파악’ 전략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텍스트에서 주장과 주장의
배경이나 근거를 분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또한, 모두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를 읽기에는 학습자가 ‘구조
파악’ 전략에 미흡한 것은 텍스트 종류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라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지만 텍
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명시적으로 다르기 때문
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
다. 그렇지만 설명적 텍스트나 논증적 텍스트를 읽을 때 베트남인 학습자
의 읽기 전략 사용에 차이가 없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와 내용을 처리하는
데에 주의하여 텍스트 종류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텍스트 종류의 특성을 주의하면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설정하여 텍스트의
요구에 읽기 전략을 맞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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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본장에서는 III 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한 후, 베트남인 학습자가 사용하지 않은 읽기 전
략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읽기 전략 교수·학습 활동을 제안하겠다.

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목표
읽기는 듣기, 쓰기, 말하기와 같이 한국어 능력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한국어 읽기 교육의 목적은 바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 읽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실천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어 읽기교육의 목표 또한 한국어 학
습자가 텍스트를 독립적으로 유창하게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된다. 국어교육과정에서 읽기교육 목표는 숙달도에 따라
마련되는데, 초·중·고급 수준별 목표는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IV-1>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읽기교육 목표45)
- 기본적인 표지나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 소재, 주제, 기능을 다룬 간단한 글을 읽고
초급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생활문과 광고나 안내문 등의 실용문을 읽고, 정보
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생활 문화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추론할 수도 있다.

중급

-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추론할 수도
있다.
- 광고나 안내문, 신문기사, 건의문 등의 시사성 있는 글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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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계약서, 사용설명서 등의 실용문을 읽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수필이나 동화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추론할 수도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급

- 신문기사, 건의문 등의 시사성 있는 글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추론할 수도 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IV-1>로 미루어 보건데, 한국어 읽기교육의 목표는 텍스트 주제
의 범위, 텍스트의 종류 그리고 수행 기능인 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학습자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텍스트 주제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
제의 범위는 생활, 문화 등의 일상적인 주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의 학문적인 주제로 확장된다. 둘째, 학습자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텍
스트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텍스트의 종류는 간단하고 짧은 생활문과 실용
문에서 비교적 길고 복잡한 논설문과 설명문, 신문기사나 문학작품으로 확
장된다. 셋째, 학습자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요구된 수행 기능은 까다로
워진다. 읽기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텍스트를 읽고 언어
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더 높은 단계인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추
론하고 글쓴이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위의 일반 한국어 읽기교육을 기초로 하여, 본고에서도 텍스트 주제의
범위, 텍스트의 종류 그리고 수행 기능인 세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로 고려한 바는 대학 수학을 위한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접해야
하는 텍스트는 주로 교양과목이나 전공에 관련된 텍스트여야 한다는 것이
다. 학문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텍스트들을 비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
므로 모르는 단어가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수학을 위
한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의 텍스트 종류는 교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
의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텍스트 종류는 내용 및 형
식상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셋째, 대학 수준의 읽기에서라면, 한
국어 통합 교육 과정에서 읽기 수행을 할 때 익혔던 기능 이외에도, 학습

45)

이 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읽기 능력 평가 기준과 강승혜
(2006:225-27)의 한국어 읽기 평가의 숙달도에 따른 목표로부터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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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자가 자기 읽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대학에서 접할 글을 학문적 담론장에서 형성되는 것들이기 때문이
다. 대학의 학습자라면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학습 및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될 다른 내용들을 추론하고 확장된 읽기 활동을 하는 등, 학문 활동에 있
어서 자신의 읽기 방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 목적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란, 독립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텍
스트를 처리하고 그 텍스트가 처한 담론적 구조를 추적하고 탐색하여 자기
화하는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고의 읽기교육 목표는 <표 IV-1>에 제시된 고급 한국어
읽기교육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목표를 포함한다. 요컨
대 본고의 읽기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첫째, 정치, 경
제, 사회, 과학 등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신문기사, 건의문, 교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의
정보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읽기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위의 한국어 읽기교육의 목표 형식과 맞추어서, 본고의 한국어 읽기 전
략 교육의 목표도 지식, 수행, 그리고 태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는 개념과 사용법을 포함한 읽기 전략들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 둘째
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과 관련된 텍스트 및 신문기사, 건의문, 교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를 읽고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전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는 자기 읽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수정하며 읽은 후 자기 평가하는 것이
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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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 목표
한국어 읽기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읽기 전략에 관한 지식을 습득
총괄목표

하여 읽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읽기 과정을 통제할 수 있
다.
- 읽기 전략의 개념을 안다.
- 읽기 전략의 사용법을 안다.
-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읽기 전략

세부목표

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의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전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자기 읽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중점
내용
이 절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제안된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중점
내용을 구성한다. 읽기 전략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읽기 전략
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학습자에게 교재에서
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전략 사용을 교수·학습하고 읽기 단계별로
읽기 전략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앞선 실험 및 분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정도로는 학습자가 자기의 읽기 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힘들다. 이런 과정에서라면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와
과제에 의존하여 자기화로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하여 각 전략별 특징을
상세화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과 예시, 충분한 연습 활동, 그리고 자
신의 읽기 전략 사용에 대한 평가의 단계가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학
습자가 읽기 전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교
육 내용을 고민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교육틀에 따라 구성해 보기도 하였
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중점 내용은 급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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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중점 내용
III장에서 살펴본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
과에 따르면 4급 학습자와 6급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에는 분명한 차이
가 있었다. 예컨대 각 급수의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이 달랐으
며 각각의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 효과 역시 달랐다. 그래서 이 절의 한국
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은 급수에 따라 분류하고 급수마다 미숙하게 활용
하는 읽기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III장에서 제안된 교육적 시사점에 따라,
다양한 읽기 전략뿐만 아니라 적절한 읽기 전략도 사용하도록 교육할 필요
가 있음도 주의하였다. 즉,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으로 각 읽기 전략
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읽기 전략들을 읽기 과정에 역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장의 내용들은 급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 중점 내용을 기점으로 읽기 전략
교육 목표와 상응하는 지식, 수행, 태도로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4급 학습자 대상
모국어 읽기에는 사용하더라도 언어 장애 때문에 한국어 읽기에는 사용
하지 않는 읽기 전략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그 읽기 전략을 활용하
도록 하려면 읽기 전략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시작점으로 볼 수 있
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모국어 읽기처럼 한국어 읽기에 읽기 전략을 활용
하는 것과 익숙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I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4급 학습자들이 미숙하게 사용하는 한국어 읽기 전략은 상향식 전략인 하
향식 전략인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
지파악’, ‘담화표지 파악’, ‘구조파악’, 그리고 초인지 전략인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읽기 전
략 지식으로 이 전략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읽기
전략의 개념과 사용법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읽기 전략 수행의 내용에는 지식을 습득한 읽기 전략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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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것과 심화 교육을 포함한다. 읽기 전략 지식은 학습자가 한국어 읽
기에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나, 읽기 전략을 활발하게 사
용하는 데에 부족하다. 때문에 읽기 전략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훈련 과
정이 필요하다. 실험연구 결과에 의하여 ‘구조 파악’과 초인지 전략보다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파악’, ‘담
화표지 파악’ 전략은 학습자들이 더 익숙하여 유리하게 습득할 수 있다.
때문에 ‘구조 파악’과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전
략의 지도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피드백에 더 주목하여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교육적 시사점에 의하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략에
대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심화 교육의 내용은 ‘정보 종합’, ‘훑어 읽
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점검하기’ 전략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복잡한 읽기 과정에 다양한 읽기 전
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국어 읽기에 비해 한국어 읽기에는 베
트남인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을 수동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태도의 교육
내용은 읽기 목적에 적절한 읽기 전략을 확정하고 읽기 전략 사용을 점검·
평가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상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을 활용하는 초인
지 전략인 ‘계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에 해당된다.
(2) 6급 학습자 대상
4급 학습자에 비하면 6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읽기 전략 교육 내용
은 그 범위가 더 좁다. 6급 학습자들이 더 많이 읽기 전략을 풍부하게 사
용하고 미숙하게 사용하는 읽기 전략도 더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6급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읽기 전략 지식의 내용은 하향식 전략인 ‘배경지식
이용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그리고 초인지 전략인 ‘중요도 판단’, ‘계
획하기’, ‘평가하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읽기 전략 수행의 내용에는 지식을
습득한 읽기 전략을 수행하는 것과 심화 교육을 포함한다.
이들에게도 심화 교육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점검하기’이다. 한편, 6급 학습자들이 다른 전
략보다 ‘구조 파악’, ‘계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 전략에 대해 낯설
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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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 내용인 태도는 4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 내용과 같
다.
아래에 제시된 <표 IV-3>은 급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
기 전략 교육 중점 내용이다.
<표 IV-3> 급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의
중점 내용
교육 내용
개념

4급 학습자
- 하향식 전략: 정보 종합, 배경지
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

지식

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사용법

사용
훈련

수행

심화
교육

- 초인지 전략: 중요도 판단, 계획
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
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파악, 구
조파악

6급 학습자
- 하향식 전략: 배경지식 이용
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 초인지 전략: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평가하기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점검하기
- 필수적인 읽기 전략 확정(계획하기 전략)

태도

- 요구에 맞게 읽기 전략 적용(점검하기 전략)
- 읽기 전략 사용 평가(평가하기 전략)

2)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
III장에서 분석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읽기 과정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텍스트를 똑같
은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는 종류마다 분명히
다른 특성과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텍스트 종류에 맞는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을 제시해볼 것이다.
텍스트의 종류는 기술적 텍스트(descriptive text), 서사적 텍스트
(narrative

text),

설명적

텍스트(expository

text)와

논증적

텍스트

(argumentative text)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학문목적 읽기에서는 설
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가 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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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교육 내용으로 설명적 텍스트와 논증적 텍스트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
고자 한다.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도 지식, 수행, 태도로 구성된다. 먼저,
지식의 교육 내용은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과 같이 대부
분 학습자가 미숙한 전략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하향
식 전략인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과 초인지 전략인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읽기 전략들의 개념과 사용법을 포함한
다.
수행의 교육 내용은 텍스트 종류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가장 주의한 점은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에서는 텍스트의 특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적 텍스트나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수행
교육 내용은 먼저 텍스트의 특성과 구조를 바탕으로 읽기 텍스트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실험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수적인 읽기 전략들 중에 설명적 텍스
트 읽기에서는 대부분 학습자가 ‘정보 종합’, ‘담화 표지’, ‘구조 파악’ 전략
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논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종류를
인식한 후에 텍스트의 정보를 처리하고 텍스트의 구조를 간파하는 것을 필
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사용된 방식은 텍스트의 내용
에 점철된 ‘중요도 판단’, 그리고 ‘단어 분석’, ‘문장 분석’이다.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학문 텍스트의 단어와
표현을 탐구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의 설
명 방식을 맥락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정
보 종합’을 통해 앞뒤 맥락을 이용하여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사는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요지 파악’과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
련된 읽기 전략들을 지도할 수 있다.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
악’ 등 전략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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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텍스트 읽기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요지 파악’, ‘구조 파
악’ 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논증적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논제
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논제를 바탕으로 주장과 주장의 배경이나 근거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논증적 텍스트를 읽기 위해 학습
자들이 수행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배경지식 이용하기’를 제시하였다. 배
경지식은 학습자들이 논제를 예측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논증적 텍스트도 그 내용이 표지어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학
습자들은 텍스트를 읽는 동안에 ‘요지파악’, ‘담화표지 파악’과 ‘구조파악’
전략을 통해 주장과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논증적
텍스트의 주장과 주장의 배경, 제시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도 판
단’, ‘단어 분석’, ‘문장 분석’과 ‘정보 종합’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한편, III장에서 분석한 결과로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 표지’와 ‘점검하기’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심화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교육내용으로서의 태도이다. 읽기 전략 교육
의 목표는 익숙한 읽기 전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과정에 다양하
고 활발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태도의 교육 내용에는 ‘계
획하기’, ‘점검하기’와 ‘평가하기’ 전략 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은 읽기 목적
에 적절한 읽기 전략을 확정하고 스스로 교사의 역할을 하여 자기 읽기 과
정에서 사용한 읽기 전략으로 읽기 목표를 얻었는지 평가한다.
<표 IV-4>는 텍스트 종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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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텍스트 종류에 따른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교육 내용
개념
지식

사용법

설명적
사 텍스트
용
수행

훈
련

논증적
텍스트

심화 교육
태도

교육 내용
- 하향식 전략: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 초인지 전략: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텍스트 종류 인식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중요도 판단’, ‘단어 분석’, ‘문장 분
석’과 ‘정보 종합’등 전략 지도
체계적으로 요약하도록 ‘요지파악’과 ‘구조파악’ 전략 지도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
화표지 파악’ 등 전략 지도
논제를 판단하도록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전략 지도
주장과 구조를 찾아내도록 ‘요지파악’, ‘담화표지 파악’과 ‘구조파
악’ 전략 지도
주장, 주장의 배경이나 제시된 근거를 이해하도록 ‘중요도 판단’,
‘단어 분석’, ‘문장 분석’과 ‘정보 종합’등 전략 지도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점검하기
- 필수적인 읽기 전략 확정(계획하기 전략)
- 요구에 맞게 읽기 전략 적용(점검하기 전략)
- 읽기 전략 사용 평가(평가하기 전략)

3.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법
코헨(Cohen, 2009)은 전략 중심 지도법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
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준비(Strategy Preparation): 이 단계에서는 목표는 학습자들이 이
미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전략에 대해 완전히 낯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러 전략을 개발했겠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체계적
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략 자가 인식 함양(Strategy Awareness-Raising): 이 단계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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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전략들의 양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략 중심 지도법에서 제공되는 과업들
은 다음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사용된다. 1) 학습
과정의 구성, 2) 학습자의 학습 유형이나 학습 접근방법, 3) 전략들의 종
류, 4)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 5) 학습자의 전략 사용을 평가하는 방
법들이다.
전략 훈련(Strategy Training): 이 단계에서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왜 특정 전략들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전략들과 함께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것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도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전략
훈련 상황에서는 교수자가 잠재적으로 유용한 대해 설명하고, 시범하고,
예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자신 학습 경험을 바탕으
로 학습자들로부터 추가 예를 이끌고, 전략들에 대해 토론을 이끌며(예를
들어, 전략 사용의 근거, 특정 활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계획하기, 선택된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기),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실험해 보도록 권
장할 수 있다.
전략 연습(Strategy Practice): 이 단계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
략들을 사용해보게 격려되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전략에 대해 아는 것을
뿐만 아니라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여
러 과업을 통해 전략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이
미 배운 전략들을 강화하고, 수업 내용을 배우며 동시에 전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친화적인 활동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특정 활
동에 사용될 전략들을 계획하고, 전략 사용 과정 중에 특정 전략 사용에
주목하거나 활동들이 완료된 후에 전략 사용과 효과에 대해 점검·평가해야
한다.
전략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Strategies):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
이 전략들에 대해 배운 것을 개인화하고, 전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평가하며, 다른 상황에 이러한 전략 사용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생
각해 본다.
연구자는 위의 요소들에 의거,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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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단계화하였다. 따라서 전략 준비를 위해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략 자가 인식 함
양 단계에서는 코헨은 학습자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생각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전략을 알려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미흡한 전략에 초점을 둔다. 다만 본고의 목표인 읽기 전략 교육
초점을 맞추어, 읽기 전략 교육 방법으로 초점을 두려는 전략들로 시작하
여 그 전략에 관한 활동들로 확장되고, 학습자의 자기화로 수렴될 수 있도
록 설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 훈련, 전략 연습, 전략의 개인
화 단계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4 절에서 적용되므로, 관련 논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텍스트 종류의 특성과 구조 때문에 교육 내용은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
기 전략 교육과 차이가 각 단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읽기 전략 교육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절에서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은 급수에 따른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읽기 과정 통제 내용으로 여
겨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위에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은 읽기 전략 지식, 읽기 전략 수행,
읽기 태도 3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III 장의 교육적 시사점에 따라 초인지
전략 교육은 상향식 전략이나 하향식 전략과 같이 진행하지 않고 모두 상
향식 전략과 하향식 전략들을 습득한 후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은 하향식 전략 교육과 초인지 전
략 교육으로 총 두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첫 단계에서는 읽기 전략 준비
로써 하향식 전략 지식을 제공하고,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으로써 하향식
읽기 전략을 수행하고 심화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읽기 전략 준비로써 초인지 전략 지식을 제공하고,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으로써 텍스트 종류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도 포함한 읽기 과정 통
제 내용과 심화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
1) 하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은 절이나 문장보다 큰 의미 단위로 텍스트의 유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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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단서, 표지 등인 텍스트 요인을 처리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하향식 전략은 텍스트 구조와 텍스트 내용과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예측하기’,
‘담화표지 파악’, ‘요지파악’,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구조 파악’ 전략을 포
함한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해당되는 전략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
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이다.
(1) 읽기 전략 준비
먼저 읽기 전략 준비를 하기 위해 학습자가 읽기 전략 지식을 습득하기
도록 읽기 전략들의 개념과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읽기 전략 지식
인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개별 전략의 개념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사용법의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이때에는 학습자들이 각 읽기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게 된 후에 교사가 전략을 사용한 한 예시
를 제시하여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읽기 전략들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도 있다.
(2)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
읽기 전략 지식을 습득한 후에 다음 내용과 목표는 읽기 전략 수행이
다. 이 내용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교사의 안내에 의해 과업을
통해 훈련 및 연습의 활동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읽기 전
략 교육은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므로 교사가
안내 활동을 감소하며 학습자들에게 독립적인 연습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자주 잘못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심화 교육으로 전략의 사용 방법을 바
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문제점 인식을 통해 지도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
어넘기’, ‘요지파악’, ‘구조파악’ 전략에 해당되고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전략은 심화 교육으로 추가한다. 그 중에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파악’ 전략은 글
의 작은 부분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묶어서
지도하고 ‘구조파악’을 따로 지도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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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일반 전략 훈련 및 연습이다.
첫째는 ‘배경지식 이용하기’ 전략이다. ‘배경지식 이용하기’로 글과 독자
의 경험 연결하기, 글과 다른 글을 연결하기 등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연결하는 활동은 교사가 질문을 통해 학습자
가 글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지 진단하고 인출하도록
도와준다. 여기도 학습자가 자기 배경지식을 도표로 구상화할 수 있다. 이
를 도표로 구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배경지식 도표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제시된 각 정보에 대해 자기 알고 있는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빈칸에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의 내용이 공정 무역이라
면, 학습자가 공정 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알고 있는 협동조합46)
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배경지식 중에 텍스트의 내용
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내용이 석가탑과 다보탑일 경우, 석가탑과 다보
탑을 본 적이 없으면 사진을 찾아보는 것으로 경험과 배경지식을 보충할
수 있다.
또 다른 활동은 글과 다른 글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주로 대조·
비교로 진행된다. 글과 다른 글을 연결하기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지금 읽
고 있는 글과 읽었던 글을 대조·비교하여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 내용이 석가탑과 다
보탑의 특별한 건축이라면 학습자에게 그 전에 학습된 다른 유산물의 건축
과 대조·비교하도록 할 수 있다.
46) 협동조합은 공정 무역의 보편적인 경제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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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글 대조·비교

둘째는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이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
의 연습 활동은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를 포함한다. 훑어 읽기 활동에는
전체 텍스트를 한번 보고 텍스트 제목, 소제목, 도표 등을 통해 정보를 잡
아보게 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중요 어휘, 표지어 등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것은 정보를 쉽게 추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뛰어 넘기 활동에
는 먼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그 후에 훑어 읽기 활동
에서는 표시된 단서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셋째는 ‘정보 종합’ 전략의 훈련 및 연습이다. 제시·설명을 통해 습득한
읽기 전략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 종합’ 전략을 훈련할 수 있다. ‘정보 종
합’ 전략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문단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는 활동을 지
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 이행하면서 지도할 수 있다. ‘정보 종합’ 전략
을 연습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마인드맵 활용, 연결 찾기, 개인적 사고하기
등이 있다.
먼저 마인드맵은 쉽게 말하면 정보와 정보의 연결을 그림으로 구상화하
는 방법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학습자는 문단이나 글의 핵심어에서 시
작하여 주변 가지에 하위 정보를 써 나가게 된다. 이때 텍스트의 정보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단의 내용이 어떤 문제
의 원인이라면 마인드맵은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마인드맵은 규정
적인 구조가 없고 문단과 글의 연결망대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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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정보 종합 도표

연결 찾기 활동은 ‘정보 종합’ 전략과 대응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다. ‘정보 종합’ 전략은 앞뒤에 제시된 내용인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
분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전략이므로, 앞의 내용을 다음에 제시된 정보로
밝히고 앞에 제시된 정보로 뒤의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과제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종합’ 전략은 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뿐만 아니
라 이루어진 사고를 발전시키기도 하는 전략(박영목, 2006)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이루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문단에서 시작하여 점차 글 전체
로 확대시켜 생각해 나간다.
넷째는 ‘요지 파악’ 전략의 훈련 및 연습이다. ‘요지 파악’ 전략 연습 활
동에는 요지문장 찾기, 주제와 주장과 근거 구별하기 등이 있다. 먼저 요
지 문장 찾기 활동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텍스트에서 표현되는 요지의
2 가지 경우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인식시킬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지 문장이 문단의 첫 문장이나 끝 문장인데 직접적으로 진
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중심 내용이 끝 문장에 나타나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자에게 요지 문장의 위치만 강조하면
된다. 두 번째는 중심 생각이 요지 문장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요지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중심 내용을 찾아보게 한 후에, 교사가 요지 문장 만들기를 안내할
수 있다. 먼저, 문단의 핵심어를 찾아보고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여 중요
내용만 모은다. 그 후에 핵심어와 남아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그 문단의
내용을 자기의 표현으로 진술하여 요지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 뒤 실제적
으로 연습한 후에 학습자에게 전략에 대해 인식시킨다.
주제와 주장과 근거 구별하기 활동은 논증적 텍스트에 적합하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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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 활동을 위해 학습자가 글의 주제에서 시작하여 주변 가지에 주장
을 써서 하위 가지에 근거를 쓸 수 있다. 주제와 주장과 근거 구별하기 활
동은 다음의 도표로 구상화할 수 있다.
<그림 IV–4> 구조 도표

다섯째는 구조파악 전략이다. ‘구조 파악’ 전략의 연습 활동은 문단 나
누기, 문단 기능 찾기, 텍스트의 구조 구성하기 등이 있다. 먼저, 텍스트는
문단으로 구성된다. 정기철(2000)에서는 문단을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형식 문단이란 ‘글쓴이에 의해 그 구분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단’이고, 내용 문단은 ‘읽는 이에 의해 내용의 관련성에 따라 구
분된 문단’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문단 나누기 활동에서는 텍
스트를 내용 문단으로 나눠야 할 것이다.
먼저 텍스트에서 내용이 바뀌는 곳을 찾아서 텍스트를 내용 문단으로
나누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텍스트의 문단은 주요 문단과 보조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 문단이란 중심 생각을 기술한 문단이고 보조 문단이
란 주요 문단의 내용을 도와 글을 완결 짓는 문단이다. 문단 기능 찾기 활
동에는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에 각 내용 문단은 어떤 기능을 역하는지
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 구성하기 활동에는 내용 문단
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를 파악하도록 한다.
한편,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와 ‘담화표지 파악’ 전략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심화 교육으로 ‘정보 종합’ 전략의
사용 방법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문제점 인
식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 학습자가 ‘정보 종합’, ‘훑어 읽기
와 뛰어 넘기’와 ‘담화표지 파악’ 전략 사용에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를 선

- 124 -

정하고 제시한 뒤 학습자가 잘못을 찾아서 수정해 낼 수 있도록 한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 사용의 오류는 중요도를 판단하지 않고
전략을 사용하는 것, 훑어 읽지만 얻은 정보가 별로 없는 것, 다른 원인
때문에 뛰어 넘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보 종합’ 전략 사용의 오류
는 정보를 빼 버리는 것, 정보를 연결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담화
표지 파악’ 전략 사용의 오류는 표지어를 빠지는 것에 있지만 ‘훑어 읽기와
넘어 뛰기’와 ‘중요도 판단’ 전략들을 같이 결합하여 문제점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담화표지 파악’ 전략에 대해 문제점 인식 활동 외에 지식
보충도 통해 심화 교육으로 지도할 수 있다.
지식 보충 활동에서는 먼저 학습자에게 담화표지를 드러내 주는 표현들
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표지어를 항목별로 설명한다. 담화표지를 핵술
(핵심-상술)관계, 나열(원소-원소)관계, 대응(대응점-대응점)관계, 인과
(원인-결과)관계, 그리고 문해(문제-해결)관계 별로 나누었고 항목마다
또 개념어와 연결어로 구별할 수 있다. 개념어는 특정 개념을 지시하는 어
휘 또는 구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면서 표지로 기능하는 것을 지칭
하고 연결어는 접속부사를 비롯한 문장 부사 또는 부사구, 연결어미, 조사
등과 같이 본래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지칭하기 보다는 연결성을 가지는 기
능들을 지칭한다(김봉순, 2002).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언어학습 과정에서
새로 습득한 표지어를 언어 기능과 연관시켜 다시 인식할 수 있다.
2) 초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은 읽기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기 위한 ‘계획하기’, ‘점검하
기’, ‘중요도 판단’ 그리고 ‘평가하기’ 전략을 포함한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시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성장된 학습
자라 할지라도 언어 학습 과정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기에 텍스트를 처음
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초인지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에 대한 읽기 전략
준비를 하고 모둔 초인지 전략에 대한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을 지도하고
자 한다. 그 중에 ‘점검하기’ 전략은 심화 교육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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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전략 준비
여기도 하향식 전략 지도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에게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의 개념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중요도 판단’ 전
략은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
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고 계속 읽는 전략이다. 그리
고 ‘계획하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서는 읽기 목적을 인식하여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특정한 읽기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정하거나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읽기 전략에 대한 지
식을 알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그 읽기 전략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정 하는지 알아야 읽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한편, ‘평가하기’ 전략은 읽은 후에 전체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계획
하기 전략에서 제시한 읽기 목적과 읽기 전략을 달성했는지, 읽기 과정 동
안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읽기 전략 사요의 효과가 어떤지, 읽은 후에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는 전략이다. 이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각 ‘중요도 판단’, ‘계획하기’, ‘평가하기’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게 된 후에 교사가 전략을 사용한 한 예시를 제시하
여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읽기 전략들에 대해 개
괄적인 이해를 할 수도 있다.
(2)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
먼저 ‘중요도 판단’ 전략이다. ‘중요도 판단’ 전략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와 장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
소에만 초점을 두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모르는 단어나 이
해가 어려운 문장을 만나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그 부분이 얼
마나 기여하는 지 그 역할을 통해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
다. 문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큰 단위인 텍스트의 내용으로 읽기 전략 사용
을 확대할 수 있다.
문장 단위에서는 학습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밑줄을 긋게 한
다. 문단이나 텍스트 단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밑줄을 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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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후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건너뛰고 문장, 문단이나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다른 읽기 전략도 함께 사용할 수 있
다. 다음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건너뛰고 읽을 때 내용 이해 여부를 통해
자기 중요도 판단은 맞는지 알 수 있겠다.
초인지 전략을 연습하고 읽기 과정 통제를 적용하기 위해 ‘계획 평가’와
‘계획하기’, ‘텍스트 종류’에 따라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계획
평가 활동에서는 교사가 사용 상황으로써 읽기 목적과 사용할 읽기 전략이
동시에 제시된다. 학습자는 제시된 읽기 전략이 읽기 목적에 적합한지 평
가해야 한다. 그 뒤 습득한 읽기 전략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는 실제 읽기
에 이를 적용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읽기 과정과 읽기 전략
사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IV-5> 계획 평가 활동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텍스트를 제시한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의 읽기 목적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상황과 그 대
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 한 학습자가 다음과 같이 읽기 전략 사용을 계획하였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을 통해 온난화의 상황과 대책의 위치를 찾고 ‘담화표
지 파악’과 ‘요지파악’ 전략을 통해 상황과 대책을 빠르게 찾는다.
Ÿ

이 읽기 전략은 읽기 목적에 적합한가?

Ÿ

이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읽어 보십시오.

Ÿ

이 읽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Ÿ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

Ÿ

읽기 목적은 달성했는가?

계획하기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읽기 목적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학습
자가 스스로 사용하려는 읽기 전략을 확정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읽은 후
에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습득한 읽기 전략 지식을 바
탕으로 읽기 목적에 맞추어 읽기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하도록 지도해야 한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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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계획하기 활동
- “성공을 위한 경제 원리” 텍스트를 제시한다.
- 이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달성하려는 읽기 목적을 자유롭게 정해 보십시오.
Ÿ

이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달성하려는 읽기 목적은 무엇인가?

Ÿ

이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읽어 보십시오.

Ÿ

이 읽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Ÿ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

Ÿ

읽기 목적은 달성했는가?

그밖에도 텍스트 종류에 따라 읽기 전략 사용 활동에 ‘텍스트의 종류를
인식하기’, ‘구조 파악’, ‘내용 이해’, ‘설명적 텍스트에 대한 정보 찾기’와
‘논증적 텍스트에 대한 논제 예측’ 등의 하위 활동도 있다. 먼저, 텍스트의
종류 인식하기는 읽기 텍스트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설명적 텍스트인지 논
증적 텍스트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텍스
트의 개념, 구성 형식과 텍스트의 틀 등의 텍스트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내용 이해, 구조 파악, 정보 찾기나 논제 예측
활동에서는 습득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내용 이해, 구조 파악, 정보 찾
기나 논제 예측을 하도록 한다.
다음은 ‘점검하기’ 전략의 심화 교육 내용이다. ‘점검하기’ 전략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읽기 방법이다. 점검하기 전략은 점검과 수정을 포함하며 읽
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된다. 이런 개념과 예시를 같이 읽기 전략 지
식인 내용의 시작점으로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III장에 살펴본 양상에 의하면 ‘점검하기’ 전략 사용의 오류는 학습자가
내용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수정 방법을 낼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 다. 이것은 학습자가 주로 단어나 문장 등의 작은 단위에만 의
존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검하기’ 전략을
심화 교육하기 위해는 문제점 인식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점검하기’
전략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제시하여 잘못을 찾아서 교육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점검하기’ 전략을 적용하는 대상은 내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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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읽기 전략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4.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실제
1)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수업 적용 시도
코헨의 전략 중심 지도법을 응용하고 변용하여 한국어 읽기 전략의 수
업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그림 IV-5> 한국어 읽기 전략의 수업 과정

위에서 보듯이, 읽기 전략 지도를 위한 수업 과정은 크게 전략 설명 단
계와 전략 적용 단계, 전략 활용 단계, 그리고 전략 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략 설명 단계에서는 교사는 전략의 개념으로 전략을
설명한 후 전략 활용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전략 적용 단계에서는
교사의 안내에 의한 과제물을 완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전략을 활용해 본
다. 그리고 전략 적용 결과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피드백이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전략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과
시범, 그리고 연습을 통해 제시문에서 학습된 전략을 독립적으로 활용해
본다. 심화 교육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심화 교육은 추가적으로 보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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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와 교사가 같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
다.
위의 교수·학습 모형을 토대로 과정 중심 단계별 활동, 혹은 수업의 진
행에 이를 적용하여 읽기 전략 지도의 수업을 구안해보기로 한다. 여기에
서는 『대학 한국어 II』교재를 읽기 자료로 사용하여 하향식 전략의 수업
은 120 분, 초인지 전략의 수업은 60 분을 기준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본
고의 읽기 전략 교육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어휘나 문장보다 문단이나 전
제 텍스트 등과 같은 더 큰 언어 단위에 주목하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업에서 대부분 문단과 텍스트를 읽기 자료로 사용한다. 수업 예시는 다
음과 같다.
(1) 하향식 전략의 수업 예시
단원
학습 목표
학습 대상
단 시 학습
계 간 내용

정보 종합 전략
‘정보 종합’, ‘배경지식 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넘
기’, ‘요지 파악’, ‘구조파악’ ‘담화표지 파악’ 전략을 사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급 베트남인 학습자
유의
교수·학습 활동
점
* 전략
* 전략을 소개한다.
개념
1. ‘배경지식 이용하기’ 전략
‘배경지식 이용하기’는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
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이해해 보는 전략이다.

2.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전
전략
략 15
개념
설 분
명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는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
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나가는 전략이다.

3. ‘정보 종합’ 전략
정보 종합은 앞뒤에 제시된 내용인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
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보는 전략이다.

4. ‘요지 파악’ 전략
요지 파악은 핵심적인 요소,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
하여 읽는 전략이다.

사용

* 전략 사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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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란 말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 미국 등
거대 자본 국가가 자본과 힘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서 공정
한 가격이 아닌 싼 값에 물건을 사들여 독점적으로 판매하
는 것에 반대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더 싼 값에 물건을 사
들이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에게 하루 10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여성 임금을 착취해서 생산한 생산물에 엄청난 폭
리를 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다.
공정 무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과 교육의 기회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어린이가 노예 노
동을 하지 않는다. 정직한 무역 거래를 한다. 생산자에게
최소 가격을 보장한다. 세계 주변부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
께 일한다. 여러 기술을 나누고 개발한다. 더 좋은 품질과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등등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한다. 공정 무역을 희망 무역, 착한 무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배경지식 이용하기’ 전략
- 글과 독자의 경험 연결하기:

예시
- 공정 무역과 전통 무역

ð 글을 읽기 전에 학습자에게 글의 주제는 공정
무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습자들이 공정 무역
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예기해 본다. 그리고 글
을 읽은 후에 학습자가 전통 무역에 관한 읽은
글을 공정 무역에 대한 문단과 비교하게 한다.
2.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 훑어 읽기:
첫 문단은 ‘공정 무역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공
정 무역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는 ‘성차별이 없다’, ‘어린이를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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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를 통
해 시
범-설
명

다’ 등등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정 무역의 특
질이다.
- 뛰어넘기:
훑어 읽고 나서 첫 문단의 내용은 공정 무역의
개념이라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정보에 집중하면
된다. 정확한 개념이 나오지 않고 공정 무역은 일
반 무역의 반대 개념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마찬
가지 다음 문단에도 공정 무역의 특질을 찾기에
집중하면 문단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처음 8 개 문장에 찾아볼
수 있다.
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 사용 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목, 소제목, 도표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 중요
한 어휘, 표지어 등이다.
3. ‘정보 종합’ 전략
- 문단의 정보:

‘구
조파
악’
전략

4. ‘요지 파악’ 전략
모두 두 가지 문단은 요지 문장이 없으니까 요지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을 통해 첫 문단의 내용은 공정 무역의 개념
이고 다음 문단은 공정 무역의 특질이다. 그리고
‘정보 종합’ 전략을 통해 공정 무역이란 생산자에
게 공평하는 거래다. 그리고 공정의 특질은 노동
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사회 발전의 목적에 조
점을 둔다.
* ‘구조파악’ 전략을 소개한다.
구조파악은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
는 전략이다.

* ‘구조파악’ 전략 사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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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텍스트 제시
- 문단 나누기
: 1) 문단 1,2,3,4; 2) 문단 5,6,7; 3) 문단
8,9,10; ４）문단 11,12
- 문단 기능 찾기
: 1) 개론, 2, 3) 내용, 4) 결론
- 텍스트의 구조 구성하기
1) 지구 온난화 현상 소개, 2) 지구 온난화의 영
향, 3）지구 온난화의 대책, 4) 결론

‘배
전
경지
략 55 식
적 분 이용
용
하기
’
전략

ð 문단은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으로 나뉜다. 형
식 문단이 ‘글쓴이에 의해 그 구분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단’이라면, 내용 문단은 ‘읽는 이에 의해
내용의 관련성에 따라 구분된 문단’이다. 텍스트
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형식 문단보다 내용
문단으로 나누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내용 문단
을 알기 위해서는 내용이 바뀌는 곳을 찾아야 한
다. 문단과 문단 기능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구조
를 구성할 수 있다.
* 글과 독자의 경험 연결하기
*
제
다음 내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을
활
한
습
의
기
략
* 다음 문단을 읽고 내용 파악해보기
습

과
물
용
학
자
읽
전
연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첫째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

가를 들 수 있다. 집안에서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던 여성들
이 자신의 일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
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화가 남녀 차별이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남성 지배 사회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특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젊은 부부
들은 출산을 꺼린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이 한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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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의
자
개
작
습
상

각
동
철
:
인
성
학
자
호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데 최소한 2억이 든다고 한다. 유치
원,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게
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아
이가 두 명일 때는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이러한 현실 때
문에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꺼리게 되고 더 낳겠다는 결심
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 글과 다른 글을 연결하기
1. 한국 출산율과 베트남 출산율의 공통점 찾기
:
2. 한국 출산율과 베트남 출산율의 차이점 찾기
:
3. 도표로 정리해보기

* 훑어 읽기
‘훑

1. 소제목,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어휘, 표지어
등에 표시하기

어
읽기
와

:
2. 표시한 것에서 정보를 추론해 보기

뛰어

:

넘기

* 뛰어넘기

’
전략

1.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
2. 그 원인의 영향은 무엇인가?

:
‘ 정 * 연결 찾기
1. 서로 관련 내용들을 연결해 보기
보
종

남성 지배 사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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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의
피 드
백 점
검 교 사
의 피
드 백
점검

육아 책임

저출산

육아비

2. 그 내용 간의 연결
:
* 마인드맵 활용
1. 문단의 핵심어 찾기
합 ’ :
2. 문단의 정보 찾기
전략
:
3.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기
:
* 개인적 사고하기
저출산에 대한 생각
:
* 요지문장 찾기
1. 앞의 글의 요지문장 찾기
:
ð 학습자가 스스로 중심 내용을 찾아보게 한 후,
그 다음 요지 문장은 문단의 첫 문장이나 끝 문
장이라고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심
‘요
지
파악
’
전략

내용이 끝 문장에 나타나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 다음 문단을 읽고 요지문장 찾기
노키아의 경우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정답은 아주 간단할지도 모른다. 비용보다 이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을 생각할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
한 것이다. 이때의 비용은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고 금액으
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일 때도 있다.

- 요지문장:
-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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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내용:
- 핵심어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그 문단의
내용을 자기의 표현으로 진술해 보기
:
ð 학습자 스스로 중심 내용을 찾아보게 한 후에,
요지 문장은 보통 문단의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있으며 직접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독자가
스스로 요지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 주제와 주장과 근거 구별하기
한국 현대시 중에서 소월의 시만큼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
고 사랑받는 시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는 것이 꼭 문학적인 수준이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많
은 사람들에게 소월의 시가 감동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식민지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에게 소월의 시는 슬픔을 노
래하고 그 슬픔을 정화해 주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전
통적인 운율을 민족어에 실어 고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
들을 위로했던 것이다. 소월의 시가 식민지 시기에만 사랑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의 시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위안
이 되고 있으며 ‘진달래꽃’, ‘초혼’, ‘금잔디’ 등의 시들은 현
재까지 애송되고 있다.
소월의 시가 식민지 시기를 넘어 현재에도 사랑받는 이유
는 첫째,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담았고 둘째, 민요적 율
격과 민중의 서정성을 표현했고, 셋째는 전통과 민족의식을
드러냈으며, 넷째는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민족적 보편
성과 유려한 민족어의 사용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시는 민
족시, 전통시, 민요시, 민중시로 불린다.

1. 주제 찾기
:
2. 주장 찾기
:
3. 근거 찾기
:
4. 도표로 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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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세기의 기업 경영” 텍스트를 읽고 구조 파
악해 보기
* 문단 나누기
:
* 문단 기능 찾기
‘구
조파
악’
전략

:
* 텍스트의 구조 구성하기
: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해본다.
* 담화표지를 드러내 주는 표현들을 제공

* 표지

: - 핵술(핵심-상술)관계, 나열(원소-원소)관 어 를
‘담
화표
지
파악
’
전략
–
지식
보충

계, 대응(대응점-대응점)관계, 인과(원인-결과)
관계, 그리고 문해(문제-해결)관계 표지

표지어
의

기

능

과

- 항목마다 또 개념어와 연결어로 구별할 수 있 체계적
다. 개념어는 특정 개념을 지시하는 어휘 또는 구 으 로
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면서 표지로 기능
하는 것을 지칭하고 연결어는 접속부사를 비롯한

습득하
기

문장 부사 또는 부사구, 연결어미, 조사 등과 같
이 본래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지칭하기 보다는

전
읽기
40
략
전략
붖
활
연습

연결성을 가지는 기능들을 지칭한다.
* 교재 54 쪽의 본문 “현대인의 조급증”을 읽고 * 문제
내용 이해하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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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읽 기

전 략
1. 배경지식 이용하기
- 배경지식으로써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는 무엇 활용

인가?
- “현대인의 조급증”은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본인과 연결하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글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

* 학습
자 의
상 황
점검으
로 교
수자의
피드백

을 어느 정도 아는지 인출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
* 문제

하고, 더 나아가 대조·비교 활동을 통해 글의 내 점 인
식 을
용과 정보를 다방면으로 살펴본다.
2.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 훑어 읽고 정보를 추론해보기
-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뛰어넘어
찾아보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훑어 읽기는 글에 어떤 내용
용

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아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
것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뛰어넘어 찾아본다.
3. 정보 종합
- ‘정보 종합’ 전략을 통해 글의 정보를 정리하
기
- 물건의 가격 형성 원리를 이해하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해본다.
4. 요지 파악
- 요지를 제시하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을

- 138 -

통 한
심 화
교육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해본다.
5. 담화표지 파악
-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
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해본다.
* 교재 85 쪽의 본문 “예술과 사회”를 읽고 구조
파악하기 점검
‘구
조파
악’
전략

- 텍스트의 구조를 제시하기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해본다.
1.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사화,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가족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를 공동으
로 책임지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의 인식도 변화되어야겠지만, 기업도 육아 휴직,

문제

출산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
도 여성을 충분히 배려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면 출산율

점

을 안정된 상태로 이끌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인식

는 막대한 예산을 출산, 육아 정책에 지원하여 탁아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 출산율을 높이
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직장이나 지
역 내 부족한 탁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외에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방과후 교실 운영은 교육비

- 139 -

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맞벌이 가정에는 탁아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개인
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국민적 홍보를 통해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전략 사용의 예시를
평가하기
훑어 읽으면 이 글은 저출산 현상의 대책을 언급하였고 3
문단으로 나뉜 3 가지가 있다. 첫 문단에서 출산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여성만 아니라 가족, 사화, 국가 전체가 책임
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기업도 육아 휴직, 출산 휴가를 장려해야 한
다. 국가도 여성을 충분히 배려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된다. 성평등과 기업에 대한 규정에 관한 정책일 테니까 남
부분을 뛰어넘을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의 대책이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방과후 교실’은 무슨 뜻인가?
그 것을 교육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모르는데 뛰어
날 거야. 마지막 대책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홍보이다.

:
2. 정보 종합
다음 ‘정보 종합’ 전략 사용의 예시를 평가하기
‘다중 지능(Multiple Intelligende ∙ MI)’이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교수가 세운 이
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지능 평가 방식인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estion)’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간의 지능
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지능 지수’는 언어와 논리적인 능력만을 측정할
따름이었지만, 실제 인간의 지능은 언어∙논리∙수학∙음악∙공
간∙운동∙인간 관계∙자기 성찰∙자연 친화, 모두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능은 두뇌의 각각 다
른 영역을 차지하며 동등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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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용을 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본다.

:
3. 담화표지 파악
다음 ‘담화표지 파악’ 전략 사용의 예시를 평가하
기
1)
아담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연구자
들이 무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한다는 경제이론
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전 세계의
부는 최대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한 국가도 자국 시장을 완전히
게방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단과 정도의 차이
는 있어도 대외무역에 대해서 관세, 수량제한 등 여러 수단
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최선이라 하더라도 각국마다 경제발전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자유무역을 주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이다.
“경제이론에서 무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해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 수단
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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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나 푸딩의 원료에 불과했던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종
이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어 제2의 종이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바다밑에 사는 우뭇가사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
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긴 나무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한 나무로 만드는 종이 제조 과정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
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와 달리 우뭇가사
리 종이는 우뭇가사리를 물에 끓여 뽑아낸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해롭지도 않다. 우뭇가사리가
나무 대신 종이 원료로 사용되면 그만큼 숲을 훼손하는 일
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우뭇가사리 종이는 경쟁력이 있
어서 실용화가 되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뭇가사리는 제 2 의 종이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우뭇가사
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긴 나무
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즉, 짧은 성장 기간으로 나무보
다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한 나무로 만드는 종이 제조 과정
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온
다. 즉 또 다른 요소는 유해한 물질이다. 이와 달리 우뭇가
사리 종이는 ... 인체에 해롭지도 않다. 나무 종이는 인체에
해롭지만 우뭇가사리 종이는 그렇지 않다.

:
ð 표지어를 파악하기가 ‘정보 종합’, ‘훑어 읽기
와 뛰어넘기’, ‘요지 파악’, ‘구조 파악’ 전략 등과
같이 신속하게 글의 내용과 구조를 제출하는데
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든 표지어가 중요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표지
어의 중요도도 판단해야 하고 글의 내용이나 구
조를 구성하기에 기여하는 표지어만 활용하며 남
배운
정 10
내용
리 분
정리

은 표지어를 뛰어넘을 수 있다.
* 자기
* 하향식 전략에 관한 습득한 내용 정리하기
* 위 전략을 습득한 후에 글을 읽으면 내용을 더 점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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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인지 전략의 수업 예시
단원
학습 목표

읽기 과정 통제
초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읽고 자기의 읽기 과정을 통제
할 수 있다.

학습 대상
단 시 학습

4급 베트남인 학습자
교수·학습 활동

계 간 내용

* ‘중요도 판단’ 전략을 소개한다.
중요도 판단은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
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고 계속 읽는 전략이다.

유의
점
* 전
략
개념

* ‘중요도 판단’ 전략 사용의 예시
‘중요
도
판단’
전략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텍스트 제시
- 중요도 판단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의 앞부분은 온
난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읽기 목적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상황과 그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기 때문에 온난화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전

중요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

략 10
설 분

ð ‘중요도 판단’ 전략은 다른 전략과 결합하여

명

사용할 수 있다.
* 전략을 소개한다.
계획하기는 읽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보는 전략이다.

‘계획

평가하기는 읽는 동안 사용했던 전략과 읽기 목적을 달성

하기’

했는지 필요한 정보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는

와

전략이다.

‘평가

* 전략 사용의 예시

하기’

- 계횟: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을 읽는

전략

목적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상황과 그 대책을 알
아보는 것이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을
통해 온난화의 상황과 대책의 위치를 찾고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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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를
통 해
시 범
- 설
명

표지 파악’과 ‘요지파악’ 전략을 통해 상황과 대
책을 빠르게 찾으려고 하였다.
- 평가: 글을 읽고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
략을 사용해봐서 정보를 빠르게 찾았다. 따라서
읽기 목표는 달성하였다.
* 다음 문단을 읽고 내용 파악해보기

*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21세기는 정

제 물

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이다.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는 정

을 활

보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나라, 다른 기

용 한

업보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학 습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자 의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읽 기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건

전 략

만이 상품이 아니다. 서비스도 상품이고 기술과 정보도 상

연습

과

품이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내

전
략 25

는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라

*

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

활 동

국 망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의 철

‘중요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높은 부

자: 개

도

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 가치란 쉽게

인 작

말해 생산 과정에서 더해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자.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수출하면

학 습

자동차 몇 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자 상

얻을 수 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

호 간

들지만 오히려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를 크다는 것이

의 피

다.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시대는

드 백

지나가고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점검-

만들어 내는 시대가 왔다.

교 사

적 분 판단’
용

전략

* 단어의 중요도 판다
1.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밑줄을 긋기
:
2.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로 문장의 내용을 구
성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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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

의 피
드 백
점검

3. 그 단어의 중요도 평가
:
ð 모든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
한 단어에만 집중하여 남은 단어, 특히 모르는
단어를 건너뛰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문장의
내용을 구성한 후 단어의 중요도를 다시 평가하
면 문장의 중요한 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 내용 부분의 중요도 판다
1.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밑줄을 긋기
:
2.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으로 문단ㅗ의 내용을
구성해 보기
:
* 계획 평가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텍스트를 제시한다.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의 읽기 목적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상황과 그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 한 학습자가 다음과 같이 읽기 전략 사용을 계획하였
다.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전략을 통해 온난화의 상황과
대책의 위치를 찾고 ‘담화표지 파악’과 ‘요지파악’ 전략을

읽기

통해 상황과 대책을 빠르게 찾는다.

전략

- 이 읽기 전략은 읽기 목적에 적합한가?

통제

:
- 이 읽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읽은 후)
:
-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
:
- 읽기 목적은 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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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ð 계획 평가 활동에서는 교사가 사용 상황으로
써 읽기 목적과 사용할 읽기 전략이 동시에 제시
된다. 학습자는 제시된 읽기 전략이 읽기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그 뒤 습득한 읽기 전
략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는 실제 읽기에 이를 적
용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읽기 과
정과 읽기 전략 사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
다.
* 계획하기
- “성공을 위한 경제 원리” 텍스트를 제시한다.
- 이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달성하려는 읽기 목적을 자유롭
게 정해 보십시오.

- 이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달성하려는 읽기 목적
:
-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읽기 전략
:
- 이 읽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읽은 후)
:
-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
:
- 읽기 목적은 달성했는가?
:
ð 계획하기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읽기 목적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사용하려
는 읽기 전략을 확정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읽은
후에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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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읽기 전략 지식을 바탕으로 읽기 목적에
맞추어 읽기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하도록 지도해
야 한다.
* 텍스트 종류에 따라 읽기
1. 텍스트 종류 인식
“재미없는 영화, 제값 다 주고 봐야 하나”(37
쪽),

“현대인의

조급증”(54 쪽),

“예술과

사

회”(85 쪽), “변화하는 미래의 직장”(148 쪽)등
읽었던 텍스트 중에 어느 텍스트는 설명적 텍스
트이고 어느 텍스트는 논증적 텍스트인가? 이유
는 무엇인가?
:
ð 설명적 텍스트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
에 대해 알리고 이해시키는 글이다. 설명문의 구
조는 일반적으로 먼저 설명하려는 어떤 사실이나
문제를 제시하고 다음에 내용을 종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끝맺는다. 논증적 텍스트는 어떤 주제
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서 쓴 글이다. 본래 논증적 텍스트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대부분 '주
장'과 함께 '주장의 배경' 또는 '주장에 대한 구체
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서론은 글을 쓰는 동
기나 이유를 밝히고 주장하려는 내용과 방법을
드러낸다. 본론은 주장을 차례로 밝혀 쓰고 주장
의 이유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결론은 주
장을 강조하여 글의 끝맺음을 하고 본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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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하여 결론을 짓는다.
2. 설명적 텍스트 읽기: 54 쪽의 본문 “현대인의
조급증”을 읽고 이해하기
- 내용 이해
:
- 요약하기
:
- 조급증의 원인에 대한 정보 찾기
:
ð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기 ‘중요도 판단’을 통해
‘단어 분석’, ‘문장 분석’을 사용하여 문장에서 나
오는 새로운 단어와 고정 표현을 인식한다. 더불
어 ‘정보 종합’을 통해 앞뒤 맥락을 이용하여 의
미를 추측할 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요약하도록
‘요지파악’과 ‘구조파악’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
다. 또한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담화표지 파악’
등 전략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다.
3. 논증적 텍스트 읽기: 148 쪽의 본문 ‘변화하는
미래의 직장’
- 논제 판단
:
- 주장과 구조 찾기
:
- 주장의 근거 찾기
:
ð ‘배경지식 이용하기’를 통해 논제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의 내용이 표지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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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지므로 읽기 과정에 ‘요지파악’, ‘담화표
지 파악’과 ‘구조파악’ 전략을 통해 주장과 구조
를 찾아낼 수 있다. 주장, 주장의 배경이나 제시
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도 판단’, ‘단어 분
석’, ‘문장 분석’과 ‘정보 종합’등의 전략도 사용한
다.
* 문제점 인식
다음 ‘점검하기’ 전략 사용의 예시를 평가하기
한국은 지금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
다. 한국은 신생아 출생수가 1970년에 101만 명에서,
2005년에는 4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균
적으로 낳는 신생아의 수도 4.53명에서 1.08명으로 떨어졌

*
제
인
을
한
화
육

문
점
식
통
심
교

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보다 낮
은 것으로, 이 추세로 계속된다면 2024년부터 한국의 인구
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전

‘점검

“신생아 출생수가 1970년에 101만 명, 2005년에는 44만

하기’

명이다. Tỉ lệ sinh bình quân<평균 출산율> Tỉ lệ con gái

전략

sinh ra<여아 출산율>… cứ 4.53 người thì có 1 người 떨
어졌다?<4.53명중에 1명은 떨어졌다>... Sao lại có 1
người rơi?<왜 1명 떨어졌어?> Cái này là cái gì?<이게

략 20

무슨 뜻이야?> 넘어간다...]

활 분

- 문제:

용

- 해결법:
ð 읽기 과정에는 이해한 내용을 내내 점검해야
하고 점검하기 위해 다른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중요
도

있다.
* 교재 76 쪽의 본문 “초인적인 사실성 - 송하맹 *
호도”를 읽고 내용 이해하기 점검

문

제 해
결 의

판단’

- 중요도 판단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신속하게

전략

제출하기
전 략
* 교재 154 쪽의 본문 “종교와 정지 관계”를 읽 활용
고 내용 이해하기 점검
* 학

읽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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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 기

- 텍스트 종류 인식하여 읽기

습 자

- 읽기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기

의 상
황 점

통제

ð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 검 으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짝 활동 로 교
을 통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게 하여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본다.

정 10
리 분

배운
내용
정리

* 초인지 전략에 관한 습득한 내용 정리하기

수 자
의 피
드백
* 자

* 초인지 전략을 습득한 후에 글을 읽으면 내용 기 점
을 더 잘 이해하고 읽기 과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검

지 이야기 해본다.

2)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검증 결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전략 사용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업 지도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어 읽기 전략 교육은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
안을 하였다.
검증 실험은 재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증 실험
방법은

III장에서 실행한 실험연구와 똑같았다. 즉 실험 대상은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게는 한국어 읽기 전략 수업을 지도하
고 통제집단에게 한국어 읽기 전략 수업을 지도하지 않았다. 그 후에 두
집단의 읽기 속도와 성취도 측정, 읽기 전략 사용을 측정하였다. 검증 실
험의 절차는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그림 IV-6> 검증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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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의 효과 검증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
지 총 5시간동안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한국어 읽기 전략 수업은 3시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효과 검증을 위한 읽기 텍스트, 그리고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와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읽기 전략 수업의 검증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12명이며 모
두는 여학생이다. 한국어능력 급수로 나누면 4급은 6명과 6급은 6명이다.
이들을 다시 실험집단(6명)과 통제집단(6명)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
였다. 집단마다 4급 학습자 3명과 6급 학습자 3명을 포함한다. 이들 연구
대상의 구성은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검증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의 신상 정보
구분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급수
4급
3
3

6급
3
3

총
6
6

검증 실험을 실행하기 전에 TOPIK의 고급 읽기 문제들 중에 문단 4개
와 문항 10개로 통일시키고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는 사전 검사를 하였
다. 사전 검사의 목적은 사전 한국어 읽기 능력에 대해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는 것이다. 사전 검사를 통
해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
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8> 사전 검사에 대한 차이 검정
구분
4급
6급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３

63.33

3.33

통제집단

３

66.67

3.33

실험집단

3

83.33

3.33

통제집단

3

80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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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p값

-0.71

0.52

0.5

0.64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은 일단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
주할 수 있다. 동질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후에 실험집단에게
읽기 전략을 지도하여 읽기 전략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1) 읽기 전략 사용 차이
실험집단에게 한국어 읽기 전략 수업을 총 3 시간동안에 실시한 후에
두 집단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읽기 전략 사용
차이는 다음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읽기 전략 사용 차이

위에서 보듯이, 실험집단의 읽기 전략 사용은 통제집단에 비하면 큰 차
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는 사용된 읽기 전략이 주로 상향식 전략과
초인지 전략의 ‘점검하기’이다. 그렇지만 읽기 전략에 대해 습득된 실험집
단의 학습자가 상향식 전략, 하향식 전략, 그리고 초인지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사전이용’이나 ‘번역
하기’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 명만 ‘소리 내어 읽기’ 전략을 사용하
였다. 반면 모두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정보 종합’,
‘훑어 읽기와 뛰어넘기’, ‘요지 파악’, ‘구조 파악’ 전략으로 텍스트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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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학습자들도 읽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읽
기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 ‘담화표지 파악’과 ‘중요도 판단’
전략도 사용되었지만 더 적다.
(2) 속도와 성취도 차이
읽기 전략 사용 차이와 같이 두 집단의 속도와 성취도도 살펴보았다.
먼저는 읽기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결과이다.
<표 IV-9>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속도 차이 검증

4급
6급

구분
실험집단

사례수
３

평균
5.33

표준편차
0.15

통제집단

３

8.46

0.16

실험집단

3

4.68

0.09

통제집단

3

7.42

0.04

t값

p값

-13.81

0.00

-26.75

0.00

위의 <표 IV-9>를 보면, 4 급과 6 급도 마찬가지로 읽기 속도가 0.00
로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성취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모두 4 급과 6 급 학습자의 두
집단의 p 값이 0.03 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아래의 <표 IV-10>에 확인할 수 있다.
<표 IV-10>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성취도 차이 검증

4급
6급

구분
실험집단

사례수
３

평균
90.83

표준편차
5.83

통제집단

３

70

2.5

실험집단

3

97.5

2.5

통제집단

3

77

5.68

t값

p값

3.28

0.03

3.3

0.03

읽기 전략 수업의 효과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읽기 전략 수업은 베트남
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학습자들이 상향식
전략에 조점을 줄이고 다양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읽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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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취도도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읽기 전략 교수·
학습 방안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정리한 읽기 전략이 총 17 가지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17 가지 전략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읽기 과정에서 서로 결합하기
위해 학습자가 장시간 동안 연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는
단기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육 내용은 전략별로 나누어 장기간동
안 진행하면 학습자의 습득에 더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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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내 외국인 학습자가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
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한국어 읽기 교육에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연구
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읽기
전략 사용 양상과 읽기 전략의 효과에만 집중되어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
율적인 읽기 지도 측면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베트
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현황과 효과를 살펴보고, 그 현황을 개선하고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읽기
전략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동안 읽기 전략을 활용한 효율적인 읽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연구들은 주로 교재, 과제 텍스트 유형이
나 교육과정 등을 분석 검토하여 보니 교육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을 제시하
며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간과하였다. 설문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점을 살
펴보는 데 그친 연구도 상당수 있었다. 둘째, 읽기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국소적인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시적인 전략과 관련된 연구였거나
읽기 단계나 과제에 맞는 읽기 전략을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가 중심이 된
다. 셋째, 큰 범주로 묶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았
다. 일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해는 되는 바
이지만 특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을 위한 독립적 읽기
를 지향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읽기와 읽기 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설
문지와 실험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현황과 효과를 모두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첫째,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읽기 전략 사용에 도움이 된 셈이지만 모두 읽기 전
략에 대한 효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식 습득은 ‘정보 종합’,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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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훑어 읽기와 뛰어 넘기’, ‘요지 파악’, ‘담화 표지 파악’ 전략들
과 같이 간단하거나 익숙한 읽기 전략에만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베트
남인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구조파악’이나 초인지 전략들과 같은 고차원적
전략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모국어 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략인 바, 지식적인 차원에서부터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 지식 제공이 읽기 실력 향상의 시작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
째, 모두 실험의 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읽기 전략을 사용시키는 실험은
학습자들이 더 많은 읽기 전략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읽기 속도는
더 증가하였다. 성취도의 경우에는 숫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
였으나 질적 검토를 통해서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읽기 전략의 적극적
인 사용이 속도와 성취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검증 실험
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텍스트 읽기의 요구에
따른 필수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하면 더 높은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언어와 내용을 처리하는 데에 몰두하여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추
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결과에서 제안되는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전략 교육 내용은 미숙하게 활용하는
읽기 전략에 초점을 두고 읽기 전략 교육 목표와 상응하는 지식, 수행, 태
도로 구성한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에서는 읽기
전략 준비로써 하향식 전략 지식을 제공하고,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으로
써 하향식 읽기 전략을 수행하고 심화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읽기 전략 준비로써 초인지 전략 지식을 제공하고, 읽기
전략 훈련 및 연습으로써 텍스트 종류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도 포함한 읽
기 과정 통제 내용과 심화 교육 내용을 지도한다. 검증 실험의 결과를 통
해 제안된 읽기 전략 수업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읽기 전략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읽기 전략 지도 전에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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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읽기 전략 교육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겠다. 이는 교사뿐
만 아니라 학습자도 읽기 전략 사용에 있어 자기의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
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학습자가 대학(대학원) 수학 과정에 유리하게
적응하기 위해 읽기 전략 교육은 일찍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학습자
들이 언어 학습 과정을 완료한 후에 대학(대학원)에 입학한다. 그렇지만
주로 언어적 요인을 처리하는 언어 학습 과정의 읽기와 달리 대학(대학원)
수학 과정의 읽기는 논리적 요인과 초인지 요인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읽기 전략 교육은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전 한국어 특강반이나
정규반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예비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혹은 대학 혹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수나 선택 과목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대학(대학원) 수학 과정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한 베트남인 학
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읽기 전략 교육에서 성과가 있는 것이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 과정 중인 학습자로 한정했다는 것은 아쉬운데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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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부록

<부록 1>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문적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베트남인 유학생들의 읽기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보기]를 참조하시고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지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빈선

1. 이름:

2. 성별:

3. 학교:

4. 학기: 대학/ 대학원 _____학기____

5. 전공:

6. TOPIK 수준:

[보기]를 참조하시고 읽을 때의 행동과 잘 맞는 답번을 정확하게 표기
하여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한 다.
⑤ 매번 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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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때의 행동
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
사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2.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을 분
석하면서 읽는다.
3.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거나 겉으

답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5.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다.
6. 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이해를 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 모국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7.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8.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
험과 연관시켜 이해해 본다.
9.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
를 예측해 본다.
10.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① ② ③ ④ ⑤
냥 뛰어넘고 읽어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12.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서 내용
① ② ③ ④ ⑤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본다.
14.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 ① ② ③ ④ ⑤
고 계속 읽는다.
15. 읽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본다.
16.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용한 전략
이 알맞은지 확인하고 수정해 본다.
17. 읽는 동안 사용했던 전략과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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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베트남어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PHIẾU KHẢO SÁT VIỆC SỬ DỤNG CHIẾN LƯỢC ĐỌC TIẾNG VIỆT

Xin chào, cảm ơn các bạn đã dành thời gian quý báu để thực hiện
phiếu khảo sát này.
Đây là phiếu khảo sát nhằm điều tra các hành động mà sinh viên Việt
Nam thực hiện để hiểu nội dung các văn bản học thuật bằng tiếng Việt
như giáo trình, luận văn, tài liệu chuyên ngành... Các bạn vui lòng tham
khảo thang [Mức độ] và chọn mức tương ứng cho mỗi hành động.
Tôi cam đoan, kết quả điều tra chỉ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chứ không phục vụ bất kì hoạt động nào khác. Xin chân thành cảm ơn.
Nguyễn Thị Bình Sơn,
Chuyên ngành Giảng dạy tiếng Hàn, Đại học Quốc gia Seoul.
1. Tên:

2. Giới tính:

3. Trường:

4. Học kì: Đại học/Cao học, Kì _____

5. Chuyên ngành:

6. TOPIK:

Bạn vui lòng chọn mức độ sử dụng các hoạt động dưới đây khi đọc các
văn bản học thuật tiếng Việt như giáo trình, luận văn, tài liệu chuyên ngành...
[Mức độ]
① Không bao giờ
② Hiếm khi
③ Thỉnh thoảng
④ Thông thường
⑤ Luôn lu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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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ành động khi đọc
1. Khi gặp các từ không biết thì sẽ phân tích từ (hình vị, từ
loại…) và đoán nghĩa.
2. Phân tích các thành phần câu (chủ ngữ, tân ngữ, bổ ngữ,
vị ngữ…) rồi đọc.
3. Nghĩ thầm hoặc đọc thành tiếng những từ không biết

Mức đ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nghĩa.
① ② ③ ④ ⑤
4. Khi gặp từ không rõ nghĩa thì tra từ điển.
5. Xem xét ý nghĩa từng từ rồi phân tích ý nghĩa của cả
① ② ③ ④ ⑤

câu.
6. Tìm các biểu đạt các thuật ngữ chuyên ngành, từ khó

① ② ③ ④ ⑤

hiểu sang cách biểu hiện thông thường.
① ② ③ ④ ⑤
7. Liên kết các phần nội dung với nhau để hiểu nghĩa.
8. Sử dụng những kiến thức hoặc kinh nghiệm vốn có của
bản thân về nội dung hoặc hình thức (chủ đề, loại văn bả ① ② ③ ④ ⑤
n…) của bài đọc để hiểu.
① ② ③ ④ ⑤
9. Đọc và đoán nội dung tiếp sau là gì.
10. Đọc lướt nhanh để biết ý chính và cấu trúc toàn bài,
nếu có từ nào không biết hoặc phần nào không hiểu thì bỏ ① ② ③ ④ ⑤
qua và tiếp tục đọc.
① ② ③ ④ ⑤
11. Đọc và rút ra ý chính của đoạn, bài.
12. Xem xét các từ khóa như “tuy nhiên, đầu tiên…” để
① ② ③ ④ ⑤

hiểu mối quan hệ giữa các phần, mạch văn bản.
① ② ③ ④ ⑤
13. Chú trọng vào cấu trúc toàn bài khi đọc.
14. Đánh giá mức độ quan trọng của các phần nội dung
① ② ③ ④ ⑤

hoặc câu, đoạn để đọc hoặc bỏ qua.
15. Xác định mục đích đọc là gì, có thể sử dụng chiến lược
đọc nào.
16. Tự mình kiểm tra xem đã hiểu đúng nội dung bài đọc
chưa.
17. Đánh giá xem đã đạt được chiến lược đọc và mục đích
đọc đã đề ra không, suy nghĩ về nội dung đã đọc.
-Xin chân thành cảm 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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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구두보고 조사에 사용된 읽기 자료
텍스트 1
저출산 현상
한국은 지금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은 신생아 출생수가
1970년에 101만 명에서, 2005년에는 4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균적
으로 낳는 신생아의 수도 4.53명에서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이 추세로 계속된다면 2024년부터 한국의 인구
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
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살
펴보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첫째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를 들 수 있다. 집안에
서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던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화가 남녀 차별이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남성 지배
사회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특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꺼린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이 한 명
을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데 최소한 2억이 든다고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게 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아이가 두 명일 때는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꺼리게 되고 더 낳겠다는 결심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양육 시설 부족을 들 수 있다.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직장 내 탁아 시설이나 집
근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사시면 아이를 부모님에게 부탁한다. 또는 탁아모에게 맡기는데 믿을 만한 탁아
모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구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
이를 장기적으로 맡기기는 힘들다.
넷째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아이 때문
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기보다는 아이를 낳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이를 키우기 위
해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양육보다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개인 생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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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출산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곧 고령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
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일한 사림이 줄어들고
노령화됨에 따라 일의 효율이 떨어져 경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침체된다. 한국은 2005
년에 생산 가능 인구 여덟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를 점차 줄어들게 하고 소비를 통한 기업의 발전에도 영향
을 준다. 즉 생산 주체인 동시에 소비 주체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이 줄
고 소비도 감소되므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저출산 현상의 대책은 무엇인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사화, 국
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족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의 인식도
변화되어야겠지만, 기업도 육아 휴직, 출산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도 여성을 충분히 배려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면 출산율을 안정된 상태로
이끌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출산, 육아 정책에 지원하여
탁아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
였다. 한국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직장이나 지역 내 부족한 탁아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외에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방과후 교실 운영은 교육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맞벌이 가정에는 탁아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사
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국민적 홍보를 통해 가
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_『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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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2
다중 지능 이론
다중 지능 이론이란
‘다중 지능(Multiple Intelligende ∙ MI)’이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Howard Gardner) 교수가 세운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지능 평가 방식인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estion)’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간의 지능이 한두 가지가 아
닌 여러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지능 지수’는 언어와 논리적인 능력만을 측정할 따름이었지만, 실제 인간의
지능은 언어∙논리∙수학∙음악∙공간∙운동∙인간 관계∙자기 성찰∙자연 친화, 모두 여덟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능은 두뇌의 각각 다른 영역을 차지하며 동
등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것
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여덟 가지의 분야는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떤 면에서 인간의 사
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여덟 가지 지능
언어: 언어 분야가 우수한 사람은 토론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말 잇기 게
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 그리고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많
으며, 같은 글을 써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논리 및 수학: 논리 및 수학 분야가 우수한 사람은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
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문제 파악을 할 때 주먹
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숫자에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
화 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한다.
음악: 음악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음, 리듬, 진동과 같은 소리의 세계의 민감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언어적인 형태의 소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리에도 예민하다.
예를 들어,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 잘 알아낸다. 악기 연주를 좋아하고
작곡하는 것도 좋아한다.
공간: 공간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
가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또 색, 선, 모양, 공간 등을 도표, 지도, 그림 등으
로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한다.
운동: 운동 분야가 우수한 사람은 생각이나 느낌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
어나다. 율동을 쉽게 따라하거나 무용, 연극 등을 잘한다. 또, 손으로 무언가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자동차 운전은 물론 스케이트나 자
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배운다.
인간관계: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교류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 감정, 생각 등을 잘 느끼고 얼굴 표정, 음
성, 몸짓 등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며,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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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잘 구별해 낸다. 유능한 정치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들 둥에는 인간 관계 분야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지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등
과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성찰은 화를 내거나 기쁨을 표현
함으로써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이 있는가 하면 시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시
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자기 성찰 지능
은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가 힘들다.
다중 지능 이론의 교육적 의의
이처럼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발표는 잘 못하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는 척척 푸는 아이도 있고, 축구나
야구 등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잘하지만 노래나 악기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다. 다중 지능 이론을 통해 보면 수학 문제를 잘 풀지만 발표를 못하는 아이
는 논리 및 수학 분야가 뛰어나 반면 언어 분야는 약한 것이며, 노래는 잘 못하지만 축
구나 야구를 잘하는 아이는 음악 분야는 떨어지는 반면 운동 분야가 뛰어난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한 가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강점
과 약점을 인정해 장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심리를 파악하는 인간 관
계, 공의 각도와 세기 등을 생각하는 논리 및 수학 분야 등도 아울러 계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중 지능 이론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소질과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뛰어난 영역은 더욱 계발하고 복잡한 영역은 신장시킬 수 있
도록 한다는 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_『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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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3
21세기의 기업 경영

인류의 역사는 변화와 경제의 연속이었다. 역사와 함께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더
욱 융성해진 나라도 있지만 아예 망해 버린 나라도 많다. 이는 바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대를 앞서거나 이겨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경쟁력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도 사라지는데 기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살아
남고 발전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고객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
어 내면 그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익이 발생해서 기업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가와 인류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런데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기술력이 바로 기업 경쟁력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이
다.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나라, 다른
기업보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상품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
이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상품이 아니다. 서
비스도 상품이고 기술과 정보도 상품이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
어내는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이제 눈에 보이
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높은 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 가치란 쉽게 말해 생산 과정에서 더해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영화 산업을 생각해 보자.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수출하면 자동차 몇만 대를 수출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는 훨씬 더 적은 비
용이 들지만 오히려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를 크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단
순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 다른 곳에는 없
는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던 시대에는 무조건 많이 만들면 팔렸고 좋은 기업이라는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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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진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그저 많이 만들고,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
적인 생각이다. 품질은 기본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
고 있느냐, 다른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빨리 모으고 분석해서 동
착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세상은 정보화혁명
의 한가운데 있다. 이 정보화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정보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개인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
다. 정보 산업은 하나 더하기 하나로 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 십만, 백만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야 말로 높은 부가 가치를 지닌 미래 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술에 능숙한 인력도 양성하여야 한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그리고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이 곧 부의 상징이자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을 지닌 우수한 인력
이 곧 그 사회의 부의 크기와 경쟁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은 이미 국제화 시대가 되었다. 기업에 있어서 이
제 개방화∙국제화는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국제화라는
것은 기업 경영의 활동 무대를 국내가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넓혀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이런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장 하나를
개발함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수백여 개의 새로운 시장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로
도약하면 평소의 노력으로도 이익이 열 배, 백배로 커진다. 독창적인 생각을 키우고 정
부 기술을 갖추어 세계 무대로 나간다면 그 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에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젠가는 정보화 시대라는 21세기도
지나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을 것
이다.

_『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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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4
석굴암과 불국사 이야기
경주의

토함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시대

(B.C.57~A.D.935) 불교 건축물로서 예술과 과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
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답게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
러져 왔고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건축과 같은 공공의 예술은 강력한 권력과 안정된 정
치 속에서 꽃필 수 있다. 신라의 예술도 역시 삼국통일 이후에 크게 발전했다. 676년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삼국통일을 이루었고, 그로부터 100년 후, 신라 예술
이 최고조에 이른 8세기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창건되었다.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
하기 위한 불국사와 석굴암의 건립은 큰 국가적 사업이었다. 아무리 옛날이라지만 거대
한 그 규모로 짐작해 보건대 당시 건축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만하다.
최첨단 건축물, 석굴암
석굴암은 화강암을 재료로 하여 토함산 중턱에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다. 석굴암에
들어가면 앞에 정사각형의 방이 있고 그 방을 지나면 불상이 있는 원형의 방이 있다.
사실 석굴암은 엄밀한 의미에서 석굴이 아니라 석실
이다. 석굴은 자연 암벽을 파고 들어가 단수하게 인공
공간을 만드는 것인 데 반해 석실은 집을 짓듯이 돌
을 쌓아서 벽과 천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내부 공간
을 구성하는 것이다. 석굴은 당시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쉽게 만들었지만 석실을 만든 것은 신라가
유일하다.
<석굴의 무거운 천장을 지탱하는 돌들>
특히 360여 개의 남작한 돌로 원형 방의 천장을 둥글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석실의 둥근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건축 기법이 필요했다. 천장
사이사이에 튀어나온 긴 돌들을 끼워 넣는 방식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라가 개발한

독창적 기법이었다. 이 기법을 통해 무거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석굴의 천장을 무너지
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석굴 내부 천장에 튀어나와 있는 돌들은 무거운 천장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면서 동시에 모양 자체로도 아름다운 입체적 장식품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석굴암은 구조와 공간과 장식이 하나를 이룬 완벽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의 입구를 자나서 우주를 상징하는 둥근 원형 방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높이
3.5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불상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 당시 신라의
왕은 석굴암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고 한다. 석굴암
은 왕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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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석굴암의 불상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신라인들이 태양 숭배 사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석굴암은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으되 한편으로는 소망
달성을 기원하는 미신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교한 기술
과 사상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건축 유산이다.
<석굴암 단면도>
불국사의 탑
불국사에 대해 말할 때는 앞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언뜻 보기에는 석가탑은 멋없고 단순하며 다보탑은 복잡하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사실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는 다보탑은 만
들기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으며 그 양식은 당시 인도 등에서의 국
제적인 흐름이었다. 반면 석가탑은 신라 통일 후, 오랫동안 석탑
양식을 연구한 끝에 완성해 낸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
석가탑이 고전적이라면 다보탑은 낭만적이다. 사실 두 탑은 다
른 시대의 양식인데 같이 서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형태와 정신이 서로 다른 두 탑을 하나의 마당에 세
운 것일까?
<다보탑>
통일 직후 신라의 절 건축 양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절 마당 중심에 탑
이 하나 있는 단탑 양식에서 두 개의 탑이 한 쌍을 이루는 쌍탑 양식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불국사 마당에 서 있는 남성적인 역동성의 석가탑과 여성적인 부드러움의 다보
탑의 건축은 고전과 낭만, 규범과 개성, 형식과 자유, 추상과 구상과 같은 대립되는 예
술적 개념들을 하나의 장소에 모아서 통일을 이루려는 다단한 자심감에서 나온 것이었
다. 즉,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 통일 후 신라의 예술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독창적인 작품이다. 석굴암의 과학적 시공은 물론이고 불국사의
쌍탑 양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은 당시 건축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두 건축물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건축과 과학의 일체화뿐 아니라 건축과 종교의 일체
화라는 거대한 소망의 달성을 엿볼 수 있다.
<석가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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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5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 대책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대홍수나 집중
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높아
지고 가뭄이 이어져 식수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도심에 갑자기 모기나 벌 떼가 나타나기도 하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따뜻
한 겨울 날씨로 한겨울에도 활동을 하고, 또 봄에 피어야 할 꽃이 겨울에 피는 등 자연
의 질서들이 깨지면서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날씨의
변화는 지구가 더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구를 에워싸고 보
호하는 대기 덕분이다. 대기는 질소(N), 산소(O),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오존
(O3),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 중 어떤 기체들은 태양열이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체들을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프레온가스(CFCS),

아산화질소

(N2O), 수증기 등이 이에 속한다. 온실 기체는 막을 형성하여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구가 마치 온실 안에 들
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온실 효과’라고 한다. 만약 온실 기체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
는 현재의 평균 기온인 섭씨 15도보다 32도쯤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너무 추워져서 현재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8
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석탄과 석유 같은 오래 전 죽은 동물과 식물이 땅 속에
묻혀 만들어진 ‘화석 연류’를 마구 캐내 공장을 돌리고 산업과 생활에서 에너지로 사용
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기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기능을 하는 숲이 파괴된 것도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 헥타르(ha), 즉 100m2의 숲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지는 산소
의 양은 약 12톤이고,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6톤이다. 이는 45명이 1년 동안
숨 쉴 수 있는 산소의 양이다. 따라서 숲의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온실 기체가 늘어나자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야 할 열이 되돌아와 지구
는 점점 더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극지방과 높은 산맥들의 빙하가 녹아 내려서 바닷물이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해수면이 1m만 높
아져도 인도양의 많은 섬들이 바닷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해수면이 높아
지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지대가 낮은 지역이 물에 잠기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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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해일이나 가문과 홍수와 같은 자연 지해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둘째, 지구 온난화는 식물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
한 타격을 준다. 식물이 자기 몸에 맞는 기후에서 살
아가기 위해서는 기온이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북
쪽으로 약 64km올라가거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지표면의 높이를 나타내는 고도를 55m쯤 옮겨 가야
한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100년에 겨우 몇 미터밖에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기온이 올라
가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병원균과 기생충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기온
이 섭씨2도 올라갈 때마다 모가가 살 수 있는 곳이 40~60%쯤 늘어난다고 한다. 그와
같은 확산 속도라면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된대도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모기
로 인해 옮겨지는 말라리아는 예전에는 아주 무더운 열대 지방에서만 발생했는데, 이제
는 지구의 45% 이상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면 온실 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산화탄소의 발생량
을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석유와 석탄, 천연 가스 등 주로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연료, 가정 난방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지열, 태양열, 풍력,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
다.
또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도록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지금은 이산화탄
소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숲과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바다는 더 이상 이산
화탄소가 녹을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숲의 훼손을 중단하고 산의
나무를 늘려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즉 전기
와 물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냉∙난방을 자제하는 것 등이다. 또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것도 온실 기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무려 섭씨 0.5도나 올랐다. 그리고 이 상
태로 계속 간다면 2100년 지금보다 섭씨 2도쯤 더 오를 것이다. 지난 만년 동안 지구
의 평균 기온은 무려 섭씨 5도쯤 올랐고, 생태계는 이런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왔다.
그런데 100년 안에 섭씨 2도가 올라간다면 생태계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어느 학자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를 멈출 방도
는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 속도를 얼마나 늦추어 가느냐에 따라 지구와 인류의 앞날
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구 온난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당
면 과제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가 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상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
리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_『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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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 실험 자료
I. 사전검사
여러분의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
음 4개 문단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1~2]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선
호하는 정보만 선택하거나 특정 미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듯이 같은 정보 편식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눈길이 많다. 이는 매일 자신이 습관적으로 접하는 매체만 볼 경우 그 매체가
(
)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취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자신이 선
택한 매체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
이다.

1.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②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③ 정보 편식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④ 정보 편식 현상은 우리의 시각을 한쪽으로 기울게 할 우려가 있다.
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담고 있는 갖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② 전달하는 대중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③ 보여 주고자 하는 그들만의 특정한 시각으로
④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3~4]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젤리나 푸딩의 원료에 불과했던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
어 제2의 종이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바다밑에 사는 우뭇 가사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긴 나무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한 나무로 만드는 종
이 제조 과정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와 달리 우
뭇가사리 종이는 우뭇가사리를 물에 끓여 뽑아낸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인
체에 해롭지도 않다. 우뭇가사리가 나무 대신 종이 원료로 사용되면 그만큼 숲을 훼손하
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우뭇가사리 종이는 경쟁력이 있어서 실용화가 되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이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우뭇가사리 종이의 제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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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뭇가사리 종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③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종이 혁명이 곧 일어날 것이다.
④ 종이 재료의 발견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4.이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종이 생산의 경제성은 원료의 생산 속도와 관계가 있다.
② 종이의 제작 과정 자체는 환경 훼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우뭇가사리 종이는 이미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④ 우뭇가사리는 유해 물질을 감소시켜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5~7]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식 양도 소득세가 딱 그런 사례이다. 이것은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과 똑같이 주식
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런데 현재 일반인이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주식 양도 소득
세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주식 양도세의
면제가 주식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단번에 그 혜택이 사라지면 (
) 때문
이다. 또한 여건이 취약한 국내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반대도 심하
다. 반면에 국내 주식 시장은 세금을 부과해도 될 정도로 성숙한 단계이며 오히려 세금
부과가 무분별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현상을 억제해 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경제협
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제도라는 점을 찬성
의 근거로 들고 있다.

5.
①
②
③
④

이 글의 앞에 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국가 예산에 부담이 가는 무리한 국가 정책
정부와 정치권 간의 의견 차가 심한 국가 정책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도입을 유보한 국가 정책
시행이 결정됐으나 재검토가 필요한 국가 정책

6.
①
②
③
④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낮추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주식 양도세가 이미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가 주식 시장의 혼란을 줄여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7.
①
②
③
④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
정부의 수익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
투자 위험이 감소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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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래 사회에는 무인 소형 비행기 ‘드론’이 물류 운송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소형 비행기는 원래 전쟁 도구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크기가 작아지고 값이 저렴해
지면서 혁신적인 미래 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는 물류 운송에
가장 적합한 무인 소형 비행기가 개발 단계에 있다.
앞으로 물류 운송에 최적화된 무인 소형 비행기가 개발되면 물자가 풍부한 도시에서
깊은 산골 오지까지 다양하게 비행 항로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 항로의
연결망이 점차 확대되면 무인 소형 비행기는 전세계 어디든지 각종 물품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배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 지역
에도 물자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비행’과 관련된 민감한 법적 문제가 해
결되면 무인 소형 비행기는 현재의 자동차만큼 흔한 운송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8.
①
②
③
④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항로 연결망, 무인 소형 비행기 상용화의 열쇠
무인 소형 비행기, 물류 수송의 새로운 시대 예고
무인 소형 비행기, 운송 방식의 법적 해결 급선무
기존 운송 수단, 무인 소형 비행기와 각축전 전개

9.
①
②
③
④

이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무인 소형 비행기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
무인 소형 비행기는 이전보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무인 소형 비행기의 운송 시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다.
무인 소형 비행기는 현재 법적인 문제로 국경을 넘어 운행될 수 없

다.
10.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자의 품귀 현상을 빚는
② 물류 운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③ 소비자의 구매량이 급격히 증대된
④ 별도의 승인 없이 수입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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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읽기 자료
1. 1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
언어와 문화
(가) 현재 세계의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이 어떤 특
정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여
기에서 나는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상당히 새로운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사람들
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당황스러운 결과를 접하게 될 것이다.
(나) 다음은 2002년의 주요 모국어들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베
이징어를 중국에서 배우고 있으며, 3억 5,000만 명이 영어를,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명이 힌디어나 우르두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3억 1,500만 명이 스페인어, 1억 7,000
만 명이 벵골어, 1억 6,500만 명이 러시아어, 역시 1억 6,500만 명이 아랍어를 배운다.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사람은 1억 6,000만 명, 일본어는 1억 2,500만 명, 독일어는
9,000만 명, 프랑스어는 7,500만 명이 배운다.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전 세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국어로 배우는 언어는 고작 11개어 불과하다.
(다) 다음은 2002년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의 주요 언어들이다. 10억 명 이상의 사
람들이 중국어를 사용한다. 사용자 대부분이 중국 한 나라에 모여 있다. 5억 5,000만
명이 힌디어나 우르두어를 사용하는데 사용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인도와 파키
스탄 두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2억 명의 사람들은 4개국에, 1억
8,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포르투갈어는 5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
제어는 다음의 언어들이다. 바로 1억 3,000만 명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1억 8,000만
명 사용하는 아랍어, 2억 9,000만 명이 사용하는 러시아어, 4억 5,000만 명이 사용하
는 스페인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정확한 통
계를 알기 어려운데, 거의 7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18억 명의 사
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Ÿ

앤드류 달비, 오영나 옮김, 『언어의 종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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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
민족 정신과 민족 문학
시인은 민족의 언어로 시를 쓰고, 민족의 정서를 노래한다. 그런 이유로 시인을 예
언자의 후예라고도 부른다. 역사 이후 많은 시인들은 한국어로 민족의 정신과 감성을
노래해 왔다. 이러한 점은 현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개화 이후 식민지 시기를 거쳐 해
방과 전쟁, 산업화를 거치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시인들은 시를 통해 모국어를 지키
고 가꾸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현대시 중에서 소월의 시만큼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시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꼭 문학적인 수준이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소
월의 시가 감동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에게 소월의 시는 슬픔을 노래하고 그 슬픔을 정화해
주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전통적인 운율을 민족어에 실어 고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이다. 소월의 시가 식민지 시기에만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
의 시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위안이 되고 있으며 ‘진달래꽃’, ‘초혼’, ‘금잔디’ 등의 시
들은 현재까지 애송되고 있다.
소월의 시가 식민지 시기를 넘어 현재에도 사랑받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담았고 둘째, 민요적 율격과 민중의 서정성을 표현했고, 셋째는 전통과 민족의
식을 드러냈으며, 넷째는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민족적 보편성과 유려한 민족어의
사용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시는 민족시, 전통시, 민요시, 민중시로 불린다.
1920년대 소월이 있었다면 1940년대 암흑기에 민족어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켜낸
시인으로 윤동주와 이육사가 있었다. 소월이 한국이 특유의 서정성을 모국어가 지닌 토
착적이고 향토적인 면을 통해 드려냈다면, 이육사는 식민지의 절망을 남성적인 어조로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의 목소리를 드려내었고, 윤동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극도
의 자기 절제와 영혼의 순결성을 통해 민족 정신을 형상화했다. 이육사의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시적 경향과 달리 윤동주는 맑고 섬세한 정서를 노래했다. 그런데 이 두 시인
은 일제 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켜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맞
고, 해방 이후 비로소 그들의 시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시인으로서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는 각기 개성적인 시 세계를 지니고 있으나 민족
어를 통해 민족 정신을 드러내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표출해 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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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가) 지식 기반 경제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식 자체가 노
동과 자본과 같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구성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 산업과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은 한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 가치성을 지
닌 산업이기 때문에 각국은 많은 투자와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중에서도 영화·애니메이션·음반·게임 등이 중요한 콘텐
츠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이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3,956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6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국내 시장의 규모는 아직 세계 시장의 1% 안
팎에 불과하지만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러한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부상하는 친디아47)를 우선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철저한 사전 기획, 창조
성과 독창성에 바탕을 둔 제작, 그리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기업형
생산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화되고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독특한
아이디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상호 활동의 접목을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문
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콘텐츠 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콘텐츠의 특성과 수입국
의 시장 상황 및 문화적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해
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때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
미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48) 및 현지 배급 업체 등과의 긴
밀한 제휴를 통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콘텐츠 산업의 기획·창작 분야와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창의
력과 전문 지식을 지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고급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 콘텐
츠 산업에서의 고급 인력 양성과 글로벌 마케팅은 서로 맞물리면서 평행하게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부상하는 친디아 시장은 한국의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하여금 문화적 잠재
성과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장을 선점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중앙 및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사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Ÿ

황해두·표옥연, 「한국 콘텐츠 산업의 친디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중에서

47) 친디아: Chindia 중국과 인도
48) 브리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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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
소비자와 ‘착한 무역’
5월 9일은 세계 공정 무역의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 공정 무역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멜라네시아의 쿡제도를 시작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
에서 끝나는 48시간여의 대장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9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덕수궁 돌담길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보다 공정한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을 국내에 보급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동반자적 미래 관계를 위해 대안으로서의 공정 무역을 알리고 그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
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공정 무역이란 말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 미국 등 거대 자본 국가가 자본과
힘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서 공정한 가격이 아닌 싼 값에 물건을 사들여 독점적으로 판매
하는 것에 반대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더 싼 값에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
에게 하루 10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여성 임금을 착취해서 생산한 생산물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다.
공정 무역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과 교육의 기회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 어린이가 노예 노동을 하지 않는다. 정직한 무역 거래를 한다. 생산자에게
취소 가격을 보장한다. 세계 주변부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여러 기술을 나누고
개발한다. 더 좋은 품질과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등등의 가치를 가지
고 활동한다. 공정 무역을 희망 무역, 착한 무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세계 공정 무역의 전체 매출액은 약 2조원으로 2005년에 비해 41%나 증가
했으며 그 물품도 커피, 바나나, 수공예품에서 사과, 쌀, 코코아, 설탕, 초콜릿, 와인, 면
제품,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중 커피, 설탕이 가장 많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공정 무역
초콜릿이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공정 무역 제품의 판매율은 저
조하다. 주로 생협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 일부러 찾아야 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 아는
사람들 위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동네 슈퍼에서도 손쉽게 공정 무역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
을 생산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 가격을 취소화해 제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대안 무역인 공정 무역이 좀 더 힘을 발휘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Ÿ

김미영, 『구로타임즈』, 2009년 5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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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
1. 1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의 검사지
텍스트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윗글에서 설명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① 열거와 묘사 ② 열거와 분류

③ 열거와 예시

④ 열거와 정의

2. 진정한 국제어로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

3.글의 내용에 맞게 표를 채우시오.
언어

학습자

중국어
영어
힌디어/우르드어
스페인어
벵골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8억 명

4. 윗글을 읽고 (

매스커뮤니케이션 이용 화자

국제어로서의 중요
도
주로 중국에 짐중

7억 명 이상
중요함

)를 채우고 내용을 완성하십시오.

전 세계 언어 사용자들의 절반은 11개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용 화자의 수가
많은 언어는 (
①
) 등이다. 그러나 이들 언어 중 몇몇 언어는 지역 분포
의 한계로 인해 (
②
)로서의 기능이 약하다.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화자
에 의해 국제어로 활용되는 언어는 (
③
) 등이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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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의 검사지
텍스트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글쓴이의 주장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① 지식이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한다.
② 이미 국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었다.
③ 문화 콘텐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이 접목되어야 한다.
④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2. (가)~(마) 중에서 설명하는 글쓰기는 ____________이고 주장하는
글쓰기는 ___________이다.
3.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나 명제를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가)
(나)
(다)
(라)
(마)

4. (가)~(마) 중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가장 강한 것은 ①___________
이고, 그것을 위한 근거로 제시된 문단은 ②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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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의 검사지
텍스트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부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민족어로는 민족의 정서만 표현해야 한다.
② 시는 언어를 통해 민족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③ 언어와 민족은 깊은 연관이 있어서 문학 작품 속에는 민족 정신이
담겨 있다.
④ 한국인에게 한국어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시는 그것을 예술로 표출
해 낸 것이 다.
2. 소월이나 소월의 시와 관계 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식민지 시절 민족적 슬픔과 그것의 초월을 형상화했다.
②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로 시를 창작했다.
③ 극도의 자기 절제와 순결한 영혼을 시를 통해 드러냈다.
④ 소월의 시는 단지 식민지 시기에 많이 읽혔을 뿐이다.
3. 이육사와 윤동주에 대해 표의 내용을 채워보시오.
공통점

차이점

4. 조건-비교, 대조, 서사, 열거, 예시의 표현 방법 중에 윗글의 ①, ②,
③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된가?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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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의 검사지
텍스트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공정 무역이란 무엇인가?

2. 공정 무역과 관계없는 것을 찾으시어.
① 유럽에서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② 저개발국가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
③ 공정 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은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④ 어린이 노예 노동과 여성의 노동 착취에 대해 반대한다.
3. 공정 무역에 반대되는 개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4. 이 글의 주장이 강하게 그러난 부분과 주장의 근거를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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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1. 1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1. 이름:

2. TOPIK 수준:

위 텍스트를 읽을 때의 행동과 잘 맞는 답번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읽을 때의 행동
사용
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사를 이
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2.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3.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4.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5.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
6. 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모국
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7.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8.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
관시켜 이해해 본다.
9.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
해 본다.
10.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
나간다.
11.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12.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13.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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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1. 이름:

2. TOPIK 수준:

위 텍스트를 읽을 때의 행동과 잘 맞는 답번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읽을 때의 행동
사용
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사를 이
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2.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3.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4.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5.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
6. 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모국
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7.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8.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
관시켜 이해해 본다.
9.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
해 본다.
10.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
나간다.
11.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12.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13.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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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실험 설명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1. 이름:

2. TOPIK 수준:

위 텍스트를 읽을 때의 행동과 잘 맞는 답번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읽을 때의 행동
사용
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사를 이
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2.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3.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4.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5.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
6. 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모국
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7.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8.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
관시켜 이해해 본다.
9.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
해 본다.
10.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
나간다.
11.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12.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13.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본다.
14.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고 계속 읽는
다.
15. 읽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본다.
16.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용한 전략이 알맞
은지 확인하고 수정해 본다.
17. 읽는 동안 사용했던 전략과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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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실험 논증적 텍스트에 따른 읽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지
1. 이름:

2. TOPIK 수준:

위 텍스트를 읽을 때의 행동과 잘 맞는 답번을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읽을 때의 행동
사용
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어의 형태소나 단어의 품사를 이
용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 본다.
2. 텍스트의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술어 등)을 분석하면서
읽는다.
3. 각각의 음절의 소리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거나 겉으로 소리
내면서 읽는다.
4.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본다.
5. 단어를 하나씩 모국어로 번역한 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
다.
6. 단어나 구절을 모국어로 번역한 후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모국
어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7. 텍스트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8.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
관시켜 이해해 본다.
9. 텍스트의 단서를 근거하여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를 예측
해 본다.
10. 텍스트의 요지와 전개구조를 알기 위해 빠르게 쪽 훑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뛰어넘고 읽어
나간다.
11. 중요한 부분이나 요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12. 담화 표지어(그러나, 왜냐하면 등)를 살피면서 내용 간 관계
및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한다.
13.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본다.
14.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고 계속 읽는
다.
15. 읽기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해
본다.
16.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용한 전략이 알맞
은지 확인하고 수정해 본다.
17. 읽는 동안 사용했던 전략과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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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검증 실험 자료
I. 사전 검사지
여러분의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
음 4개 문단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1~2]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방언은 지역성을 드러내는 토속적인 어휘가 많아서 우리말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
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한 예는 문학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서는 전라도 방언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윤
영감의 괴팍한 성격과 무뚝뚝한 어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방언을 사용하여 표준
어로는 나타내기 힘든 인물의 성격과 미묘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 작품에서 방언이 사용되면 생생한 현장감을 살릴 수 있고 ( ) 도움을 주
어 독자의 흥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1.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르십시오.
① 방언을 통해 어휘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② 방언을 사용한 문학 작품의 종류를 소개하기 위해서
③ 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의 기능을 알려 주기 위해서
④ 소설 속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소설 속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② 소설의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③ 독자에게 다양한 방언을 전파하는 데
④ 작가의 고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3~4]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도로의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뭔가 좀 비딱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단지 ( ) 그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바라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이 잘 부합하고 비율도 맞아떨어진 정상
적인 그림이기 때문이다. 도로 위의 그림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처럼 세상 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와 다른 각도를 가진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꼭 진실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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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도로 위의 그림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려져야 한다.
② 서로의 시각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매사에 자신과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④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해진 위치에서 바라봐야 한다.
4.
①
②
③
④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일 뿐
여러 관점들을 배려한 것일 뿐
눈에 띄도록 크게 그려져 있을 뿐
보행자의 입장에서만 이상해 보일 뿐

[5~7]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물은 물론 꽃의 세계에서도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냄새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꽃은 번식을 위한 유인 수단으로 냄새를 풍긴
다는 것이 다르다. 움직일 수 없는 꽃은 벌과 나비, 벌레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 )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꽃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냄새를 내뿜는
다. 예를 들어 벌이나 나비를 유인해야 하는 꽃은 달콤한 향을 내고 벌레를 유인하려는
꽃은 과일향이나 곰팡이 냄새를 풍긴다.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겨
서 그들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유인하려는 대상의 습성에 따라서 냄새를 풍기는 방
법을 달리하기도 한다. 밤에 활동하는 나방은 시각 정보로는 위치를 찾을 수 없다. 그래
서 나방을 유혹해야 하는 꽃은 다른 꽃들보다 냄새가 더 멀리까지 가도록 발산하게 된
다.

5. 이 글의 앞에 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냄새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물의 습성
② 냄새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의 심리
③ 냄새를 맡으면서 먹이를 찾는 동물의 특징
④ 냄새를 이용해 자연 변화를 예측하는 동물의 능력
6.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꽃은 과일향과 곰팡이 냄새로 나방을 유인한다.
② 나비와 벌은 같은 냄새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③ 나방은 시각적 감각을 이용하여 꽃의 위치를 파악한다.
④ 꽃이 달콤한 향을 내는 것은 벌레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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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② 자신과 비슷한 냄새를 가진 생물들을
③ 번식하는 것을 도와줄 다른 생물들을
④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내는 생물들을
[8~10]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형 유리 건물은 이러한 최근 경향을 반영해 주는 단적인 예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주지만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유리 건물은 단열 효과가 매우 떨어지며
건물 내부 중앙에는 자연 채광과 환기가 잘되지 않아 일반 대형 건물보다 에너지 손실이
크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 주는 장치가 하나 있다. 건물의 ( ) 일명 ‘친환경 수직
통로’이다. 이것은 건물의 한가운데를 지하에서 옥상까지 수직으로 뚫어 만든 터널로서,
건물 내에 햇빛이 잘 들게 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반사경이 터널을 통해 햇빛을 지하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리 건물보다 채광 효
과가 뛰어나다. 또 ‘친환경 수직 통로’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이 글의 앞에 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에너지 절감 장치를 활용하는 고효율 건축 경향
② 디자인보다 공간의 활용도를 고려하는 건축 경향
③ 친환경 특수 자재를 사용해 가치를 높이는 건축 경향
④ 사용자들의 쾌적한 생활보다 외관에 치중하는 건축 경향
9.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유리 건물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점이 있다.
② 반사경은 건물 외벽의 유리에 비친 빛을 실내로 반사시켜 준다.
③ 친환경 수직 통로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전력을 아낄 수 있
다.
④ 친환경 수직 통로는 공기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준
다.
10.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외장재 비용을 절감해 주는
② 구석구석에 햇빛이 비치게 하는
③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④ 내부 온도를 날씨에 따라 조절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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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읽기 자료

FTA의 의의
무역은 국가 간의 상거래인데 역사적으로 세계무역을 상징했던 것은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산 비단은 고래 로마에서는 금의 무게와 똑같이 거래될 수 있
었기 때문에 대상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실크로드를 따라간 것이다. 상거래는 상거
래 자체로서 이익을 만들어 내고, 교역량이 많아질수록 이익도 많다는 것을 상인들은
일찍이 깨달았다.
이후 아담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연구자들이 무역은 그 자체만
으로도 이익을 창출한다는 경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전 세계의 부는 최대한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한 국가도 자국 시장을 완전히 게방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
의 국가는 수단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외무역에 대해서 관세, 수량제한 등 여러 수
단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최선이라 하더라도 각국마
다 경제발전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자유무역을 주창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제여건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몇몇 나라들만이라도 서로
협력하여 교역을 자유화해 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지역, 공동시
장 등과 같은 지역졍제통합이고 대표적인 것이 유렵의 28개(2013년 7월 현재) 국가가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다. 다양한 형태의 통합이 있
지만 이들 지역통합이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가맹국 간의 무역자유화이다.
이런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이는 특정지역 내의 국가들이 상호 간에 관세 등의 장벽을 철폐
하여 상품,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이런 협정이 체
결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_『FTA 무역실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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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속도와 성취도 검사지
1. 자유무역협정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자유무역 이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자유무역과 관계있는 것을 찾으시어.
① 이웃 나라들이 간의 상거래이다.
② 자유무역은 여러 기술을 나누고 개발하는 것을 향한다.
③ 만들 이익은 교역량에 의존한다.
④ 자유무역은 유럽연합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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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Reading
Strategies Education for Vietnamese
Students
NGUYEN THI BINH S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cent world history has observ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dramatic rise in the
quantitative

of

Korean

learners,

notably

Academic

students,

including

Vietnames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ince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text is used to serve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activities,
Reading plays the most crucial role. However, in Vietnam, Korean Reading is
currently taught by using Grammar-translation method. This method restricts
Vietnamese students’ reading skills as well as their abilities in pursuing higher
education and post-graduate.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s, it is short of studies for Vietnames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tudies in Korean reading
strategies has been given more and more attention. However, most of the
studies focused on aspects and effects of reading strategies using but passed
over reading strategies. Therefore, this thesis aims at situation and the
tendency to reading strategies using of Vietnamese students in Korean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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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Reading strategies Education for
Vietnamese students.
By conducting a survey and experiment on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in
universities in Korea, the study found interesting results. Firstly, Vietnamese
Level 4 students are inexperienced in using a bottom-up strategies such as
“contextual clues”, “using background knowledge”, “skimming and skipping”,
“summarizing”, “text features”, “understanding structur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Level 6 students are inexperienced in using bottom-up strategies
such as “contextual clues”, “summarizing”, “understanding structur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except for “checking”. Secondly, most of Vietnamese
students make mistakes in using “contextual clues”, “skimming and skipping”,
“text features”, “checking”. Thirdly, the knowledge of reading strategies and
forcibly reading strategies using is effective in influencing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and improving reading skill. Fourthly,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effects. More reading strategies that
Vietnamese students used, more faster reading speed is and higher score they
get. Fifthly, the use of reading strategies that suit with reading purposes brings
higher achievement. Sixthly, Vietnamese students overlook characteristics of
text.
Thus, Reading strategies Education for Vietnamese students focuses on
inexperienced reading strategies and education content is proposed according to
students

level

and

text

types.

Educational

content

contains

knowledge,

performance, and attitute. Training methods are presented into two steps. In the
first step, bottom-up strategies knowledge is provided as strategy preparation,
bottom-up strategies exercises and
educated

the contents of deepening education is

as strategy training and practice. In the second step, likely,

metacognitive strategies knowledge, exercises and the contents of deepening
education is provided. As a result of the test, the suggested Korean reading
strategies lesson influences the Vietnamese learners' Korean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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