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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습 과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교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Gagné 이후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온 대표적인 교수설계 관

점이다. 그중에서도 Reigeluth는 학습과제의 유형에 따라 교수 전

략과 방식을 다르게 처방하고, 교수설계를 위한 조직, 관리, 매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처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수설계를 할 수 있

도록 안내해주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특히 그의 교수설계 이론은

여러 아이디어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거시적 조직

전략인 정교화이론(Elaboration theory)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교화

이론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 정수(epitome)를

가르친 뒤 점차 더 상세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나가는 과제 분

석 및 계열화 방식이다.

단순화 조건법(Simplifying Conditions Method; SCM)은 이러

한 정교화이론의 하위 방법 중 하나로서, 원리 및 절차적 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

석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과제의 전체적인 모

습을 파악하면서 실제적인 과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

게 해주므로,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도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화 조

건법은 학습자 중심, 실제 맥락 중심으로 변해가는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학습자의 학습 목표 성취 및 정의적 태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제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화 조건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론적 탐색과 형성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학습 과제 분석에 적용한 뒤 그 효과를 분

석하는 실험적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

로 단순화 조건법을 구체적 학습 상황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토

대로 이론의 처방성을 강화해나가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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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

로가 학습 과제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

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자각하고

통제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교화이론에서는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관련이 깊은 일곱 가지 전

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어떻

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화 조건법의 이론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

석하여 계열화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시켜 교수를 설계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절차적 과

제의 하나인 작문 교과의 교수 설계에 적용하여 작문 능력과 작문

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를

학습 과제로 선정하고, 작문 교과 영역에서 일반적이고 폭넓게 활

용되고 있는 교수방법인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방법과

의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여자고등학교 1학년

5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실험 도구 개발, 실험

실시, 결과 분석 등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실험 도구 개발 단계에

서는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작문 과제 분석, 단순화 조건법과 메

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도출, 실험집단 교수설계안

개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작문 과제 분석, 비교집단 교수

설계안 개발, 작문 능력 및 작문에 대한 태도 평가 도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실험 실시 단계에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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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한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가진 두 집단으로 나누

고, 각각에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다시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공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

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단에서만 작문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F=6.781, p<.05). 작문 능력의 하위 요소별

로는 내용 요소(F=4.510, p<.05)와 조직 요소(F=5.267, p<.05)에서

실험집단의 작문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표현 요소에서

는 두 집단 모두 작문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

았다. 둘째, 작문에 대한 태도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

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과제 분석 및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은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

방법보다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순화 조건법의 원리에 의하여 학습자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수행 기회와 복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수업의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에 의

해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절차적 지식인

작문의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작문 교과 외에도 다양한 절차적 지식 및 이론적 지식에 단순

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에 의한 교수방법이 적용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 단순화 조건법, 정교화이론, 과제 분석, 메타인지 촉진 전략,

작문

학 번 : 2011-2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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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수설계 이론은 효과적인 학습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체계

적으로 종합하여 수업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서

(임철일, 1996), 학습과 교육에 대한 단편적 지식들을 모아 교수학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였다는 점에서

처방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임철일, 2012; Dick,

Carey, & Carey, 2009). 즉 교수설계 이론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

사, 학습자, 학습자료, 교수 활동, 교수 매체, 학습 및 수행 환경 등의 여

러 요소가 서로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처방해준다(Dick

et al, 2009).

처방적이고 체계적인 교수설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이론 중에서도 학습 과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교수 전략을 처방하는

관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Gagné(1970)가 학습 결과의 유형을 사실적 정보, 개념, 원리, 절차로 나

누고 각 유형을 학습하기 위한 하위 과정을 분석한 뒤로, 학습과제의 유

형에 따라 교수를 설계하려는 관점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임철일,

2012). 내용요소제시이론(Component Display Theory: CDT)을 제안한

Merrill(1983), 처방적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을 제안한 Reigeluth(1983;

1999), Gagné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Smith와 Ragan(1992)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중에서도 Reigeluth(Leshin, Pollock, & Reigeluth, 1992; Reigeluth,

1991)의 교수설계 이론은 학습 과제의 유형에 따라 교수 전략과 방식을

다르게 제시하여 처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설계를 위한 조직, 관리,

매개 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교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이론에서는 여러 아이디어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에 활용

할 수 있는 거시적 조직전략인 정교화 이론(Elaboration Theory)을 제시

하고 있다. 정교화 이론의 핵심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쉽고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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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 정수(精髓, epitome)를 가르친 뒤 점차 더 상세하고 어려운 내용

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다(변호승, 2001). 정교화 이론은 기존의 위계적

분석 방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즉 학습을 단편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

만들어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고(Reigeluth, 1983;

Case, 1968; Anderson, 1977), 범위가 크고 내용이 복잡한 과제에는 적용

하기 어려우며(Reigeluth & Kim, 1993; Leshin et al., 1992),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체 내용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09)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교화 이론에 따른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과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며, 실제

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과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직하면서 학습하게

되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증진될 수 있으므로(Reigeluth, 1999)

학습자 중심, 실제 맥락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학

습자의 학습 목표 성취 및 정의적 태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분

석 방법이다.

정교화 이론에서는 학습 과제의 유형을 개념, 원리, 절차로 나누고 각

과제의 유형에 맞는 과제 분석 및 계열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중

에서 원리 및 절차적 과제를 위해 제안된 단순화 조건법(Simplifying

Conditions Method; SCM)은 현실 세계의 가장 단순한 버전의 과제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버전으로 옮겨가는 단순-복잡 방식의 계열화를

활용한 과제 분석 방법이다(Reigeluth, 1999). Reigeluth와 Rogers(1980)

가 절차적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를 위해 제안한 후로 이론적 과제에 대

한 응용(Reigeluth, 1987)과 실험적 연구(Reigeluth & Kim, 1991, 1992,

1993; Reigeluth, 1992; Kim, 1993)를 통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러

나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 과제를 분석한 뒤 그 교수방법

의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적 연구는 김종희, 김상달, 정희경(2003)과 이종

윤(2007) 등에 의해 국내에서 소수 수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교

육공학의 중요한 학문적 특성이 처방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정교화

이론을 어떤 학습자, 어떠한 학습 상황에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인가를 밝히는 것은 단순화 조건법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므로(Reigeluth, 1999) 단순화 조건법을 구체적 학습 상황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뒤 이를 비교하여 처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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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순화 조건법에 의하여 단순한 과제로부터 복잡한 과제로 학습해

나갈 때,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과제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

을 통제하고 조직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자각하고 통제하는 메타인지 능력(Eggen & Kauchak,

2009)을 활용하면서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화 조건법이 뿌리를 두

고 있는 정교화 이론은 Gagné의 선수능력 및 학습위계 개념, Scandura

의 ‘최단거리 정보처리 방식’, Ausubel(1968)의 선행조직자, Bruner(1960)

의 나선형 교육과정, 스키마 이론, Norman(1973)의 망상구조학습 등 여러

인지적 학습 이론 및 원리들을 정교화 방식으로 통합시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신혜경, 황유리, 김미영, 형경화, 1994; 나일주, 정인성, 1996),

인지주의적 학습이론에서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장기 기억에 부호화하고 저장하며 회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 즉 메

타인지(metacognition)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교화 이론에서도 일곱 가지 교수전략인 정교적 계열화, 계열화의 처방,

요약자, 종합자, 비유, 인지전략 활성자, 학습자 통제를 활용하도록 설명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메타인지의 전략인 발췌, 정교화, 도식화, 조직

화, 인지적 감지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순화 조건

법에 따른 교수설계에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

적으로 어떤 교수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메타인

지를 촉진하는 전략을 도출하여 교수를 설계하는 것이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 방법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조건법의 이론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석

하여 계열화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시켜

교수를 설계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절차적 과제의 하나인 작문

교과의 교수 설계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작문 능력의 핵심은 ‘글

을 쓰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 및 경험으로부터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므로(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2006), 작문 교과를 학습하

는 학습자들은 작문의 성격과 과정, 가치를 이해하는 지식 측면과 작문

내용의 생성, 조직 및 전개, 표현에 이르는 기능 측면 모두를 학습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와 같은 특성은 작문 교과의 절차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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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의 작문 교과서는 절차적 지식인 작문 교과

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 분

량과 내용의 구체성 및 실제성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김동기,

2000; 한아름, 2008; 오택환, 2008a). 특히 실제 작문 수행 능력을 신장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작문 교과서

는 글쓰기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전략적 내용들이 교과서 전체에 편재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글쓰기의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황재웅, 2009). 단순화 조건법은 이러한

작문 과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주민재(2009)는

과정 중심의 작문 학습은 선형적 구조를 이루는 절차적 지식에 속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작문 단계부터 복잡한 단계로 학습 과정이 이행되는 정교

화 이론에 따라 작문 교과서를 재편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

용한 교수방법을 작문 교과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작문 교육의 주된 교수설계 모형으로 자리 잡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깊

게 반영되어 있는(정진아, 2012; 김형만, 2004)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받은 학습자와의 비교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작문 과제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취업이나 입시

등 공식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매우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설명, 논증, 서사, 묘사의 서술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가치

가 높은(김근호, 2010) 자기소개서를 선정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

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

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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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단순화 조건법: 단순화 조건법(Simplifying Conditions Method; SCM)

이란 절차적 과제 및 이론적 과제를 분석하고 계열화하여 수업을 설계하

기 위한 거시적 조직전략으로, 학습 과제의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과

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성을 증가시키면서 필요한 수준까지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인지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

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계획, 조절, 평가하는 행

동과 그러한 행동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인지적 능력이다.

메타인지는 ‘metacognition’을 번역한 용어로서, ‘meta’라는 접두사 대신

한자어 ‘초(超)’를 사용한 ‘초인지’, ‘상위(上位)’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상

위인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메타수학, 메타지식, 메타이해 등

메타를 접두사로 하는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김수미,

1996)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

다. ‘초인지’와 ‘상위인지’라는 용어는 인용 과정에서 모두 ‘메타인지’로

대체하였음을 밝힌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수행을 계획, 조절, 평가하는 행동 및 그러한 행동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학습 과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전략으로 정의한다.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단순화 조

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란 원리 및 절차적 과제

를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계열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메타

인지를 촉진하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부터 전개, 마무리에 이르는

교수학습의 각 단계별로 교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절차화하

여 제시한 것이다. 정교화 이론에서는 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교수를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교적 계열화, 계열화의 처방, 요약

자, 종합자, 비유, 인지전략 활성자, 학습자 통제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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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메타인지 전략인 구조도, 선행조직자, 개요 작

성, 자기점검 리스트, 자기 질문, 상호교수 등과 목적 및 방법 측면에서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교화 이론에 바탕

을 둔 단순화 조건법이 이미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하며 교수를 설계

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고,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 설계 방법을 더

욱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포함시킴으로써 하나의 교수 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작문: 본 연구에서는 작문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어 문자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며,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긍정

적 정서를 강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작문’, ‘쓰

기’, ‘글짓기’, ‘짓기’ 네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김길영, 2008),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 사용하는 과목명인 ‘작문’을 사용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용어는 인용 과정에서 모두 ‘작문’으로 대체하였음

을 밝힌다. 단,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은 그 자체가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고유명사이므로 ‘과정 중심 작문 모형’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작문 능력: 본 연구에서는 작문 능력을 작문에 대한 지식과 기능, 전

략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주어진 작문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으로 정의하고, 필자의 작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내용, 조

직, 표현의 세 가지로 정의한다.

작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작문에 대한 태도를 작문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성으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정서적 반응(오택환, 2008b)으로 정의하고, 필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

에 대한 반응, 작문 수행 과제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로 정의한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이란 작문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작문 교수 모형으로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위해 내용

을 생성, 조직, 표현, 수정하는 작문의 과정 각각에 필요한 기능이나 전

략을 습득하도록 강조하는 방법이다.



- 7 -

Ⅱ. 이론적 배경

1. 단순화 조건법

가. 학습과제 분석과 계열화

교수설계 이론의 정립에 대한 접근은 지금까지 학습과제 유형 접근,

정보통신기술 기반 접근, 그리고 학습환경 설계 접근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이루어져 왔다(임철일, 2012). 이중에서 학습과제 유형적 접근은 교수

설계의 이론 및 모형을 학습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상이한 교수 전략이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학습의 특성’이라

는 근본적인 차원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철일,

2012). 처음으로 학습과제 유형적 접근을 시도한 Gagné(1970)는 학습 과

제의 유형을 사실적 정보, 개념, 원리, 절차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학

습이 발생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Gagné 이후

학습과제의 상이한 성격이 교수 처방을 다르게 한다는 관점의 교수설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임철일, 1994; 임철일, 1998; Merril,

1983; Reigeluth, 1983; Leshin et al., 1992).

그중에서도 Reigeluth(1983)는 학습과제에 따른 교수설계 이론의 처방

성과 체계성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는 교수설계 전략을 정립하였다. 체

계적인 교수설계를 위해 Reigeluth는 교수전략을 조직 전략, 관리 전략,

매개 전략으로 나누고, 조직전략은 다시 미시전략과 거시전략으로 나누

었다. 수업 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기본 방법인 조직 전략에는 단일한 아

이디어에 관한 수업을 조직하는 미시적 조직 전략과, 여러 아이디어 간

의 순서와 계열성을 정하는 거시적 조직 전략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Reigeluth(1983)가 거시적 조직 전략에 포함시킨 ‘여러 아이디어 간의

순서와 계열성을 정하는’ 과제분석은 교수설계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교수체제설계의 대표적 모형인 딕과 케리의 모

형(Dick et al., 2009)에서도 요구분석을 통한 교수 목표 규명과 교수분석

을 통한 학습과제의 규명을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또한

Gagné와 Briggs(1979)는 학습자가 정신적 활동을 통해 인지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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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때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과제분석과 계열화라고 주장하며

학습목표에 따라 학습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하고 그 순서와 크기를 정하

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 과제의 분석을 정의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Reigeluth

(1983)는 학습과제 분석이란 가르쳐야할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교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Hoffman과 Medsker(1983)는 학습과제 분석을 기

대하는 최종적인 수행이나 직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분화하는 기법

이라고 정의하고, 학습과제 분석의 산출물로는 학습과제목록, 순서도, 능

력의 수행을 기술한 문서 등이 있다고 하였다. Kennedy, Esque,

Novak(1983)은 학습과제 분석이란 학습의 결과로 획득하게 되는 수행능

력의 다양한 유형들을 확인하고 구조화된 학습 내용의 요소들이나 단위

들을 계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성익(2003)은 학습과제 분석이

란 설정된 목표수준이나 선정된 과제를 숙지, 숙달하는 데 필요한 과정

이나 절차를 알아보는 방식, 또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과제분석에서 필

요한 사고는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의 두 가지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학습 과제의 계열화란 가르쳐야할 내용을 어떻게 묶고 순서를

정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다(Reigeluth, 1999; Reigeluth & Kim, 1992).

Gagné, Briggs, Wager(1988)는 효과적인 계열화의 문제는 과제의 구조

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 주

제가 다른 주제에 우선하여 제시될 수 있는 원리로는, 선행한 주제가 시

간적으로 우선하거나, 선행한 주제가 뒤에 제시되는 주제의 요소이거나,

또는 선행한 주제가 후발된 주제를 위해 유의미한 맥락을 제시할 수 있

을 때 등이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Reigeluth와 Kim(1992)은 계열화의

요소들로 각각의 그룹의 크기, 각각의 그룹들 간의 순서, 각각의 그룹을

이루는 요소들, 각각의 그룹을 이루는 요소들의 순서, 각각의 그룹 내의

요소들을 위한 수업 전략의 순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모두는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유인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학습과제의 분석과 계열화란 학습해야

할 모든 지식이나 기능을 세분화하고 이를 다시 그룹 짓고 순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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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Gibbons(1980)는 과제분석의

이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하는 지식이나 기능 등의 모든 성취목표를 확인할 수 있

다. 둘째, 훈련 요소나 목표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할 수 있다. 셋

째, 논리적으로 계열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수업에 의하여 학습과

파지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준다. 넷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

들이나 연구원들 간 의사소통을 개선시켜준다. 다섯째, 훈련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줄일 수 있다. 즉 적절한 과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지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없으며, 최적의 교수전략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학

습 과제의 계열화는 인지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 파지와 전

이(Ausubel, 1963), 회상(Clark, 1986; Yelon, 1992), 연계적인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위 수준의 처치(Tyler, 1949) 등에 영향을 준다.

기존에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방

법은 위계적 분석 방법으로(김영환, 1994; 박성익 외, 2009), 지적 기능이

나 운동 기능에 속하는 목표를 가장 낮은 단계의 하위 기능부터 상위 기

능까지 위계적으로 계열화하는 것이다(Dick et al., 2009). Gagné(1970)는

특정의 학습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학습해야 하는 내

용이 있다는 것을 학습의 내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위계적 과제분석

및 계열화 방법에서는 이 주장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학습을 통하여 이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할 것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학습내용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하위

기능까지를 밝혀낸다(Dick et al., 2009).

위계적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빈번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종종 학습을 단편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 만

들어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학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Reigeluth, 1983;

Case, 1968; Anderson, 1977) 범위가 크고 내용이 복잡한 과제에는 적용

하기 어렵다(Reigeluth & Kim, 1993; Leshin et al., 1992)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

체 내용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박성익 외, 2009) 교수자가 중

심이 되어 전달과 설명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은 수용자의

역할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교수설계에서 강조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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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내적인 인지과정을 촉진하기보다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

해 파지와 전이를 어렵게 하고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한 사람은 Bruner(1960)로, 그는 각 교과의 핵심

이 되는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이를 점점 복잡한 수준으로 폭을 넓혀가

며 가르쳐야 한다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정교화 이론은 앞서

언급한 위계적 분석 방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

였는데,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을 수업 상황에서 보다 구체화한 거시적

조직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박성익 외, 2009), 교과내용

을 선정(selection), 계열화(sequencing), 종합(synthesizing), 요약(summarizing)

하는 것에 관련한 답을 제시한다(Reigeluth, 1983). 정교화이론의 핵심은 가

장 일반적이면서도 쉽고 기본적인 정수를 가르친 뒤 점차 더 상세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나가는 것(변호승, 2001)으로, 교육심리학의 일반

적 용어인 ‘정교화’와 유사하게 개별적인 정보들 간의 연합의 수를 증가

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임규혁, 2000). 이때 가장 단순하면

서도 전체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과제인 ‘정수’는 정교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과정은 카메라 렌즈로 사물을 관

찰하는 것에 비유되곤 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모습과 각 부분들의 관계

를 관찰한 뒤 각 부분별로 확대해 들어가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과 유

사하다(Reigeluth & Stein, 1983). 이때 확대와 축소를 통해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정교화이론은 새로운 수업설계 전략들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와 이론을 정교화 방식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이론이다(신혜경

외, 1994; 나일주, 정인성, 1996). 정교화이론은 이론적으로 위계적 방식,

정보처리방식, 인지적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Gagné의 선수능력 및

학습위계 개념, Scandura의 최단거리 정보처리 방식, Ausubel(1963)의 선

행조직자, Bruner(1960)의 나선형 교육과정, 스키마 이론, Norman(1973)의

웹 학습 등 인지적 학습원리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하

여 학습목표를 최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론이다.

정교화 이론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의 초기 단계부

터 과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과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직하면서 학습하게 된다(Reigeluth,

1999). Mayer(1980)는 정교화 이론의 수업 설계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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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장기기억의 증진 및 학습자의 동기 향상과 학

습의 즐거움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교수자 측면에서는 학

습자의 수준이나 발달 정도, 요구나 필요에 따라 정교화 수준이 조정된

교수학습을 설계해 동기유발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주정례, 2006).

그러므로 정교화 이론은 학습자 중심, 실제 맥락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내용 조직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단순화 조건법의 개념과 절차

단순화 조건법이란 Reigeluth의 정교화 이론에 근거한 과제 분석 및

계열화의 방법이다(김영환, 1994). 정교화 이론에서는 과제의 유형을 개념

적 과제, 원리적 과제, 절차적 과제로 나누고 있는데, 단순화 조건법은 원

리적 과제와 절차적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교수체제

설계의 과정상으로는 요구 분석이 끝난 후 사용될 수 있다(김영환, 1994).

단순화 조건법은 전문가들이 특정 과제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나 인

과모형을 적용하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목하여, 현실 세계의 가장 단

순한 버전의 과제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버전으로 옮겨가는 단순-복잡

방식의 계열화를 활용한다(Reigeluth, 1999). 이때 과제의 각 버전이란 현

실 세계에서 수행하는 한 그룹의 과제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현재 능력에 맞아야 하고, Vygotsky(1978)가

제시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점차 복잡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김영환(1994)은 단순화 조건법에 의해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화가가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일

종의 알고리즘에 따르게 되는데, 먼저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결정하고, 전

체적인 구조를 스케치한 뒤,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부 묘사를 한다.

이후 방금 수행한 세부 묘사가 전체 그림과 어울리는지, 또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정과 세부묘사를 반복한다. 단순화 조건법에

서도 가르쳐야 할 과제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실제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과제를 찾아내어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복잡하면서

도 전체 과제가 가지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 의해 과제의 복잡성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학습자는 정교화 수준



- 12 -

의 중간에서 학습을 멈추더라도 제한적이나마 전체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단순화 조건법에서는 학습 과제가 절차적, 혹은 이론적 과제일 경우

전문가들이 언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춘

다. 이를 위해 교사나 교수설계자는 정수화와 정교화를 수행해야 한다.

정수화는 전체 과제를 대표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과제를 찾아내는 과정

으로, 단순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정교화는 정수

로부터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과제의 버전을 찾아내는 것이다.

김영환(1994)은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과제를 분석하고 조직하는 절

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과제를 분석하고 조직하

기 위해서는 각각 한 명 이상의 교수설계자와 내용 전문가가 함께 협의

해야 한다.

1. 준비단계

1.1. 과제 전문가와 래포를 형성한다.

1.2. 과제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1.3. 과제가 절차적인 것인지 원리적인 것인지를 알아보고 절차적인 것

이면 계속한다.

1.4. 학습자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1.5. 학습 전개상 예상되는 개괄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1.6. 단순화 조건법의 특징을 과제 전문가에게 대략적으로 알려준다.

2. 정수의 설계

2.1. 단순화 조건들을 파악하고 순서를 잡는다.

2.1.1. 전체 과제가 어떤 다양한 버전의 과제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한다.

2.1.2. 어떤 조건들이 그 다양한 버전의 과제들을 구분시켰는지 기술한다.

2.1.3. 조건들을 전체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순으로 순서를 잡는다.

2.2. 전체 과제에 대한 정수 과제를 파악한다.

2.2.1. 과제 전문가에게 지금까지 수행해본 과제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전

체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과제는 어떤 것인지 기억해보도록

한다.

2.2.2. 그 단순한 과제가 어떤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2.3. 정수 과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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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정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파악한다.

2.3.2. 각각의 단계를 출발점 수준까지 분석한다(위계적 분석).

2.3.3. 정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를 작성한다.

2.4. 도움 내용(supporting content)을 분석한다.

2.5. 정수 과제의 크기를 확인한다.

2.5.1. 혹시 수업 진행에 특별한 장애 요인은 없는지 확인한다.

2.5.2. 정수 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허용된 시간을 비교한다.

2.5.3. 만일 정수 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허용치보다 크면 정수 과

제의 크기를 줄인다.

2.5.4. 만일 정수 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허용치보다 많이 모자라면

정수 과제의 크기를 늘린다.

2.6. 정수 과제를 수업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운다.

3. 정교화의 준비

3.1. 단순화 조건들을 다듬는다.

3.1.1. 앞에서 발견된 것들 외에 더 필요한 단순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

한다.

3.1.2. 발견된 조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복된 것들이 있으면 조정한다.

3.1.3. 조정된 단순화 조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준다.

3.2. 각 단순화 조건들을 제거 시에 추가되는 학습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4. 정교화 계열의 구성

4.1. 정수 과제 바로 다음으로 단순한 버전의 과제를 파악한다.

4.1.1. 앞에서 세운 순서에 따라 완화되어야 할 단순화 조건을 파악한다.

4.1.2. 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있으면 단순화 조건 순서에 추가한다.

4.1.3. 새로운 단순화 조건에 맞는 버전의 과제를 파악한다.

4.2. 파악된 과제의 분석

4.2.1. 파악된 과제를 단순화 조건들 하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단계

를 분석한다.

4.2.2. 전에 구성한 수업 내용을 고려하면서 각 단계를 도입단계까지 분석

한다.

4.2.3. 과제의 수행을 위한 순서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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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제의 도움 내용을 분석한다.

4.4. 과제의 크기를 확인한다.

4.4.1. 주어진 시간과 과제의 크기를 비교한다.

4.4.2. 만일 과제의 크기가 주어진 시간보다 크면 과제의 크기를 줄인다.

4.4.3. 만일 과제의 크기가 주어진 시간보다 작으면 과제의 크기를 늘린다.

4.5. 과제에 대한 수업 계획을 작성한다.

4.6. 절차 4.1.부터 반복한다.

위의 절차에 따라 과제 분석 및 조직을 수행한 뒤 맨 마지막 단계에

서는 각 차시 단위별로 미시적 교수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단순화 조건

법의 이론적 뿌리인 정교화 이론은 Merrill의 구인전시이론을 거시적 교

수학습 과정에 확대적용하기 위해 Reigeluth와 Merrill이 공동으로 개발

한 것이므로(Reigeluth, 1987), Reigeluth(1983)는 구체적인 개별 차시의

미시적 교수설계는 구인전시이론을 따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 정

교화 이론에서 학습 내용의 특성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학습 내용을 조직

하거나 교수를 설계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곱 가지 기본 전략(나일주, 2007)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곱 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교적 계열화(elaborative sequencing)는 교수내용을 단순한 것

에서 출발해 복잡한 것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Ausubel(1963)의 선행조직

자, Norman(1973)의 웹 학습, Bruner(1960)의 나선형 교육과정도 모두

단순한 것에서 출발해 점점 복잡한 내용을 제시하는 단순-복잡 계열의

한 형태이지만, 정교적 계열화는 이들 이론들에서처럼 모든 학습 내용의

주요 부분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 내용을 대표할만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정수화하

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계열화의 처방(prescriptions for elaboration)은 정교적 계열화에

관한 법칙들로, 가장 익숙한 내용이나 개념을 조직화하면서 교수 시작하

기, 조직화 바로 뒤에 이를 설명하는 내용 배치하기, 새로운 내용 전에

선수학습 내용 배치하기, 관련 개념을 그룹화하기, 절차를 가르치기 전에

원칙 가르치기 등의 원리를 포함한다. 이때 선수학습 계열은 조직 내용

혹은 보조 내용에 대한 선수학습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요약자(summarizer)는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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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것을 말하며, 학습한 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간결한 설명, 참고할

만한 쉬운 예제, 자가진단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넷째, 종합자(synthesizer)는 학습한 개개의 내용을 의미 있게 통합하거

나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적 요소를 의미한다. 한 단위 수업에서 배운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적 종합자와, 일련의 단위수업들에서 학

습한 모든 내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트 내 종합자로 나뉜다.

다섯째, 비유(analogies)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지식에 새로운 학습 내

용을 연결함으로써 유의미한 맥락으로 연결시키는 전략 요소를 의미한다.

여섯째, 인지전략 활성자(cognitive-strategy activator)는 학습자가 학

습능력이나 사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으로, 학습자가 의

식하지 못하는 사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하게 하

거나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여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활성화 방

안이 있다.

일곱째, 학습자 통제(learner control)란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나 학

습 전략을 선택하게 하여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내용의 선정과 계열화, 인지전략의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단순화 조건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론 수정과 개선을

위한 형성적 연구들(Kim, 1994; Kim & Reigeluth, 1996; 김영환, 1994,

1998)과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김종희 외, 2003; 이종윤, 2007)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순화 조건

법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고 수정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

로는 김영환(1994)과 Kim & Reigeluth(1996)의 연구가 있다. 김영환

(1994)은 정교화 이론의 개발 과정에서 과제 분석과 계열화를 위한 실제

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단순화 조건법의 정의와 특징, 절차를

소개하였다. 그는 단순화 조건법을 스케치에 비유하면서 어떤 복잡한 과

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어 단순하면서 대표적인 유형의

정수를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그 조건들을 하나씩 계열화하면서 과제를

복잡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절차적 과제를 위한 단순화 조

건법의 절차로 준비 단계, 고갱이의 설계, 정교화의 준비, 정교적 계열화

의 구성 등 네 단계를 제안하였다.

Kim과 Reigeluth(1996)는 단순화 조건법에 대한 형성적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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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형성적 연구를 위해 교수설계와 교수실행

두 단계를 수행한 결과, 단순화 조건법이 약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

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수업에 매우 만족했기 때문에 심각한 취약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단계적 접근보다

는 전체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더 상세한 처방적 안내가 추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형성평가가 필요하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순화 조건법을 실제 교수학습에 적

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김종희 등(2003)은 단순화 조건법을 적용하여 지구과

학 교과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에서의 효과를 자기주도력과 과학성

취도로 나누어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의 ‘지

구역사’ 단원을 분석하여 다섯 단계로 정교화 되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하고 6주 간 실험하였다. 그 결과 단순화 조건법을 이용한 수업을 받

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으며,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종윤(2007)은 방송사에 입사하는 신입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 기초 교육과정의 과제를 단순화 조건법에 의하여 분석하

고 계열화한 뒤 개발된 교육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

해 연구자와 교육공학 전문가, 프로듀서, 그리고 작가가 과제분석을 실시

하고, 신입 프로듀서 2명과 경력 프로듀서 1명을 추가한 모든 참여자에

게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과제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짧

은 기간 동안에도 신입 프로듀서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8단계

의 학습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았

을 때, 단순화 조건법이 과제분석의 한 방법론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이

를 실제 과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후속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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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인지 촉진 전략

가. 메타인지의 정의와 구성요소

메타인지 개념의 기원은 1970년대 초반에 Flavell에 의해 처음 사용된

‘메타기억’에서 찾을 수 있다(박인숙, 2010). Flavell, Friendrichs, Hoyt

(1970)는 아동들의 암기 활동을 관찰한 결과 완전히 암기하지 못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암기 노력을 중단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아동들이 암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암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지식

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메타기억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이후 1975년을 전후하여 인지 현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 포괄

적인 용어인 ‘메타인지’가 등장하였고 이를 인지와 구별하여 정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수미, 1996). Flavell(1976)은 메타인지를 인지와 대

비하여, 인지가 인지적 과정을 위한 지적 활동인 반면 메타인지는 이러

한 인지적 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인지적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Garofalo와 Lester(1985)는 인지란 단순한 행위인 반면,

메타인지는 무엇이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계획 및 실행되

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Brown(1987)은 인지가

지식의 단순한 이해인 반면, 메타인지는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지식 상태를 자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Biehler와

Snowman(1993)은 인지란 정보가 주목, 인식, 해독되어 기억 속에 저장

되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 사용되는 정보 처리 방식이며,

메타인지는 이러한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식이자 학습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Anderson(2005)은 메타인지를 ‘사고에 대한 사고’로 정의하

였으며 Cao와 Nietfeld(2007)는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능력, 우리가 모

르는 것을 아는 능력,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Pintrich와 DeGroot(1990)는 메타인지란 학습자

가 스스로의 학습을 통제하고, 반사적으로 사고하고, 과제를 이해하고,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Eggen과 Kauchak(2004)은 자신의 인

지 과정에 대한 자각과 조절, 즉 자기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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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의 사고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차원과 메타

인지적 차원을 빈번하게 왕래하고, 또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므로

(김수미, 1996), 인지와 메타인지의 상호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

장이 있다. Flavell(1981)의 인지적 과정 모델에서도 메타인지적 지식, 메

타인지적 경험, 인지적 목표, 인지적 행동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적 관계에 놓여있다. 이상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볼 때,

메타인지란 공통적으로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를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최은희, 김민경, 2006). 즉 인지가 정보를 처리하고 회복

하는 인지적 과정이라면, 메타인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식과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메타인지의 구성요소를 나누는 관점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Paris, Lipson, Wixson(1983)은 메타인지를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메타인지적 지식은 선언적 지식과 절

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선언적 지식이란 학습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절차적 지식이란

그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이며, 조건적 지식이란 그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메타인지적 경험은 메타인지적 지식

을 통제하고 이것이 인지 목표에 부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인지적, 정의적 과정의 통제 및 조절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인지적

과정이란 학습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통제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며, 정의적 과정이란 학습자가 가치롭게 여기고

평가하는 신념과 판단 및 이에 따른 선택을 의미한다.

한편 Flavell(1979)은 메타인지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나 신념인 메타인지적

지식과,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의식적인 인지적 혹은

감정적 경험인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메타인지적 지식은 그

초점에 따라 개인에 대한 지식, 과업에 대한 지식, 전략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개인에 대한 지식은 나이, 적성, 동기 등과 같은 개인

의 선천적인 요인이나 자기효능감 등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자 자신의 개

인적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과업에 대한 지

식은 과업의 목적, 과업이 요구하는 것, 과업의 종류를 아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지식은 전략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하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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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Shoenfeld(1985)는 메타인지를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 제어와

자기 조절, 신념과 직관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이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자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어와 자기조절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

서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자신의 정신 상태 등을 관리하는 능력이며, 신

념과 직관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나 세계관이라고 하였다.

Brown(1987)은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조절로 분

류하여 메타인지에서의 행동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인지에 대한 지식은

Flavell(1976)이 제시한 메타인지적 지식과 그 뜻이 유사하며, 인지에 대한

조절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의 사용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적

절한 지식과 전략을 활성화하고 통합하는 자기조절 및 통제활동을 의미한

다고 보고 계획, 모니터링, 평가, 수정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Garofalo와 Lester(1985)는 메타인지적 조절에 초점을 두어 이를 인지

작용의 진행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조절’, 인지 작용의 결과를 메

타인지적 지식과 조합해 자신의 인지 활동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 평가

에 기초하여 자신의 인지 활동에 지시를 하고 그 후의 활동을 수행 및

수정하는 ‘제어’ 등 세 과정으로 나누었다.

박인숙(2010)은 메타인지의 분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를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조절로

나누고, 메타인지적 지식의 구성요소로 사람, 과제, 전략의 세 가지, 메타

인지적 조절의 구성요소로 계획, 점검, 평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메타인지 개념을 분류하는 현재의 가장 보편

화된 관점은 인지 전략 사용의 효과성과 중요성 및 전략의 적절한 사용

법과 사용 시기를 아는 메타인지적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과,

메타인지적 지식에 비추어 인지전략을 계획, 점검, 평가하는 메타인지적

기능(metacognitive fun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메타인지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그

러나 실제로 학습자들이 과제를 처리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나

타나지 않고 함께 작용하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송해덕,

1996)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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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지식 기능

Pais et

al.(1983)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선언적 절차적 조건적

Flavell(1979)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개인 과제 전략

Garofalo &

Lester(1985)
조절 평가 제어

Schoenfold

(1985)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

제어와

자기 조절

신념과

직관

Brown(1987) 인지에 관한 지식 인지에 대한 통제

박인숙(2010)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조절

개인 과제 전략 계획 점검 평가

<표 Ⅱ-1>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

나. 메타인지 촉진 전략

인지 과정에서의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는 학습 과정에서의 메타인지

활용 방안의 모색으로 발전하였다. 즉, 메타인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아닌 교실에서의 교육적 적용인 메타인지 전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Hacker, 1999).

학습 전략을 논의하는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을 크게 인지적 학습 전략

과 메타인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는데(노태희, 장신호, 임희준,

1998; McCrindle & Christensen, 1995), 이때 인지적 학습 전략이란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강조하는 훈련을 말

하며(황희숙, 1994), 메타인지 전략은 인지 전략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전략 사용의 장점과 효과, 적용 가능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명시

적으로 제공하여 인지 전략 및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

키고 인지 전략 사용에 대한 계획, 점검 및 평가 활동을 강조하는 훈련

을 의미한다(황희숙, 1994; 김현진, 2007; McCrindle & Christensen,

1995). 그리고 학습 전략을 강조하는 수업에서 인지 전략 훈련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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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 전략 훈련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관

점(Pressley, Borkowski, & O’Sullivan, 1984; 황희숙, 1994; 심재학,

1994; Montageue, 1992)에서 메타인지 전략의 교육적 적용이 연구되어

왔다. Osborne(1999)은 메타인지 전략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론적으로 학습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메타인지

전략을 학습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동일, 신을진, 황애경(2003)은 학습전략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인지적 학습 전략, 메타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 중 메타인지

전략의 효과 크기가 학업 성취, 인지능력, 학습전략 사용 등 여러 종속변

인에 큰 크기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밝혀내었다.

메타인지 전략을 구분하는 입장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Osman

과 Hannafin(1992)은 메타인지 전략을 내용과의 관련성과 접근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내용에 의존하면서 내용에 포함되는 전

략으로는 구조도, 선행조직자, 개요 작성 등이 있으며, 내용에 의존하면서

내용에서 분리되는 전략으로는 자기 질문이나 받아 적기, 밑줄 긋기 등이

있다. 한편 내용과 독립적이면서 학습 내용에 통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습 전략으로 자기점검 리스트가 있으며, 내용과 독립적이면서 학습 내

용에서도 분리되는 전략으로 말 바꾸기(paraphrasing)와 상호 교수가 있

다. 또한 Zimmerman과 Pons(1986)는 메타인지적 자기조절 전략을 자기

평가, 조직과 전이, 목표 설정과 계획, 정보 탐색, 기록과 점검, 환경의 구

조화, 자신의 행동 결과 파악, 재연과 기억, 사회적 조언 구하기, 기록물

검토, 기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정의와 측정 문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 전략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제시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고광병, 2005; 김

민경, 2003; 김민정, 1999; 김윤정, 2006; 노태희 외, 1998; 박영태, 1990;

박인숙, 2010; 박종원, 1992; 이은주, 2010; Cate, 1992; Hofer, Yu &

Pintrich, 1998; Njongwe, 1999; Tei, 1983). 고광병(2005)은 인지적 모니

터링 능력을 자신의 인지 활동을 의식적으로 관찰 및 검토하는 능력과

인지 활동에 대한 평가, 통제 및 조절 등의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능력

으로 정의하고, 인지적 모니터링 학습 전략을 예측 활동, 탐구활동, 평가

활동 등 세 가지 수업 단계에 따라 제시하였다. 그는 이 세 단계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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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니터링 활동인 자기 점검을 제시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

인지적 모니터링 자기 질문에 표시하고 응답한 결과를 기록하게 하였다.

최은희와 김민경(2006)은 수학 교과 수업에 문제 확인 및 탐색, 예언,

계획, 실행, 자기평가, 자기 감화 등 메타인지 전략을 포함시킨 수학과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수업에 6주 동안 적용하여 수학적

추론 능력과 수학적 표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메타인지를 활

용한 학습은 초등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

습 방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박종원(1992)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념을 재조직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지적 갈등에서 메타인지의 역할에 초점을 둔 물리 개념학습 모형을 제

안하였다. 그는 개념 변화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

되는 메타인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배치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인식, 인지적 갈등의 인식,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의 선

택과 사용 및 점검에 의해 물리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절차화하였다.

노태희 등(1998)은 메타인지 학습 전략이 계획, 점검, 조절 단계로 구

성된다고 보고 메타인지 학습 전략으로 자기 질문을 구성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

가?’, 점검 단계에서는 ‘잘 공부했는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절 단계에서는 ‘궁금한 것을 적어

보아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찾아보아라’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박영태(1990)는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수학 교과 교수 모형을 개발

하면서, 수학 문제 해결을 위한 수업의 단계를 문제 확인, 예언, 계획, 실

행, 자기 평가, 자기 강화의 여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때 각 단계마다

점검과 통제를 위한 학습자의 자기 질문들과, 학습자의 해결 과정을 돕

는 교수자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자기 질문 활동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확인에서는 문제를 그림이나 몸짓, 자기 말로 다

시 생각해보며, 예언에서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계획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을 생각해 선택하며, 실행에서는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평가에서는 도출한 답과 문제 해결 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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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과성을 평가하며, 자기강화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는지 확인한다.

오종열(1999)은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작문 지도 방안을 규명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문제해결 작문 과정을 문제 이해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반성하기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 이해하기 단계에

서는 과제 이해, 과제 친숙도 확인, 작문의 상황 분석을 위한 메타인지적

점검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 작성, 내용 생성,

내용 조직을 위한 메타인지적 점검을,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표현하기를

수행하기 위한 메타인지적 점검을, 반성하기 단계에서는 고쳐쓰기를 위

한 메타인지적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이은주(2010)는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탐구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에서 탐구 기능의 활용을 모니터하고 조절하여 탐구 기능

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인지 강화 수업 모형을 제시

하였다. 메타인지 강화 수업 모형은 도입, 전개, 적용, 정리의 일반적인

수업 단계에 맞추어 ‘학습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학습해 봅시다’, ‘학습

할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평가해 봅시다’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단계마다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기 질문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정(2006)은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수업 모형

을 개발한 뒤 수업 모형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규명하고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사전 메

타인지적 활동 준비, 메타인지적 전략 수립, 메타인지적 전략 실행 및 관

리․점검, 메타인지적 평가와 성찰로 구분하고 각 범주마다 상세 메타인

지 촉진 전략을 제시하여 총 19개의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민정(1999)은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

습을 해나갈 때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메타인지 버튼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는

교수, 학습, 하이퍼텍스트 등 세 가지 측면에 의해 메타인지 버튼을 개발

하였는데, 교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이전 것과 연

결시키기’, ‘학습 요령은?’, ‘옳게 하고 있나요?’, 학습 측면에서는 ‘잘 하

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이퍼텍스트 측면에서는 ‘전체

개요 및 경로는?’과 같은 일곱 가지 버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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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1983)는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를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조절로 분류하고 구성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 17가지를 제시하였다. 메타

인지적 지식에 해당하는 활동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알기,

자신의 이해 수준 알기, 학습을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기, 학습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인지 활동이 요구됨을 알기 등 네 가지 활동

이 포함된다. 한편 메타인지적 조절을 위해서는 과제 분석, 사용한 전략

의 효과성 모니터링, 사용한 전략의 평가 및 수정, 다음 학습에서 배울

활동 계획, 중요 내용 파악, 중요한 내용 선별, 아이디어 유목화를 위해

다시 읽기, 배운 내용 요약, 다른 내용과의 상호 관련성 찾기, 정보의 구

조 파악, 학습내용 이해도 평가, 선행 지식에 새로운 정보 연결, 교사의

질문 예상 등이 포함된다.

Cate(1992)는 상호적인 하이퍼미디어 교수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메

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내부적 메타

인지적 기술을 과제 분석, 목표 설정, 전략적 활동, 인지적 부담, 지속 및

책임감, 메타인지적 성장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마다 지시적 메타인지 촉

진 전략과 상호작용적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Njongwe(1999)는 하이퍼미디어 학습 환경에서 메타인지를 지원해주

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메

타인지 규제 활동을 과제 정의, 목표 설정, 계획, 점검, 평가, 성찰 등 일

곱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맞는 26가지 일반적인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Hofer 등(1998)은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하나로 메타인지 전략을 제시

하였다. 메타인지적 자기조절 전략은 크게 계획, 모니터링, 조절, 자원관

리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는 세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계

획 전략에는 자신의 학습 목표 세우기, 학습자료를 자세히 읽기 전에 질

문을 만들고 과제를 분석하기가 포함되며, 모니터링 전략에는 학습 중

자신의 관심 경로 추적하기, 이해 여부를 스스로 테스트하기가 포함된다.

조절 전략에는 이해 여부를 테스트해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기, 그리고 자원관리 전략에는 시간, 학습 환경, 동료학

습자나 교사를 관리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박인숙(2010)은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사고 기능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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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지 기능을 강화한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 수업 모형을 개

발하여 적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는 메타인지 강화 수업의 단계를 수

업 전에 수업 계획을 점검하는 단계(Plan Monitoring; PM), 수업 과정에

서의 탐구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는 단계(Activity Monitoring; AM), 그

리고 수업 후에 수업 활동의 평가를 점검하는 단계(Evaluation

Monitoring; EM)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메타인지 촉진을 위한 자기 질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제안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및

수업 방법의 특징은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절차에 따라 메타인지 촉진 전

략을 구성하였다는 것(고광병, 2005; 박영태, 1990; 오종열, 1999; 이은주,

2010)이다. 고광병(2005)은 예측, 탐구, 평가의 세 단계로, 박영태(1990)는

문제 확인, 예언, 계획, 실행, 자기 평가, 자기 강화 등 여섯 단계로, 오종

열(1999)은 문제 이해, 계획, 실행, 반성의 네 단계로, 이은주(2010)는 도

입, 전개, 적용, 정리의 네 단계로 학습의 단계를 구성하고 각 단계에 필

요한 메타인지 촉진 전략과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주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절차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 영역이나 교수학습 모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입, 전개, 마무리의 세 단계(고광병, 2005; 황희숙, 1997)로 메

타인지 촉진 전략의 범주를 규정한다.

다. 메타인지와 단순화 조건법

메타인지와 단순화 조건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연구

는 없으나, 관련성 있는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과

학습 과제 계열화의 정교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화 조건법

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 절차 및 전략에서 메타인지와의 관

련성을 찾을 수 있다. 단순화 조건법 이론의 모체인 정교화 이론에서는

학습 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조직 전략으로서 정

교적 계열화, 계열화의 처방, 요약자, 종합자, 비유, 인지전략 활성자, 그

리고 학습자 통제 등 일곱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요약자로서의 예제 및 자가진단 테스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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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내용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종합자, 학습자에게 이미

친숙한 지식에 새로운 학습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유의미한 맥락으로 연

결시키는 비유, 학습자가 학습내용과 상호작용하는 인지전략 활성자 등

은 메타인지 전략으로 언급되는 구조도, 선행조직자, 개요 작성, 자기점

검리스트, 자기질문, 상호 교수(Osman & Hannafin, 1992) 등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 통제의 원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내

용, 교수전략 요소 및 그 순서와 인지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메타인지 전략에 따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최적화하고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과제를 분석하고 계열화하는 절차 중 두

번째 국면에서는 조직적 내용을 규명한 뒤에 보조적 내용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학습자가 조직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 메타인지적 전략(metacognitive/higher order thinking skills), 학습

과제에 대한 정의적 내용 등을 나열하고 이를 과제 수준에 따라 배치하

라고 안내하고 있다(Reigeluth, 1999).

한편 단순화 조건법의 특징과 의의를 검토해보면 단순화 조건법에 의

한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Reigeluth(2005)는 현대 사회가 지식 사회로 접어들면

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절차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

므로, 학습자들은 깊은 이해, 복잡하고 우발적인 역동성, 고도로 조건화

된 발견학습, 그리고 강력한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이때 단순화 조건법은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과제로부터 학습을 시작

하고, 이 과제는 현실의 복잡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복

합적인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교화 이론이 학습 과

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직하면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음을 고려할 때(Reigeluth, 1999), 정교화 계

열에 의한 과제 계열화는 학습자의 통제에 따라 진행되는 비계열적이고

비순차적인 학습환경인 하이퍼미디어(hypermedia)적 학습환경의 특성을

갖는다(임정훈, 1997)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퍼미디어

적 학습환경에서 학습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 메타인지

(김회수, 1994; Balajthy, 1990; Hsu, Frederick, & Chung, 1994; 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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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on, 1994; Park, 1992)이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

하다는 연구 결과(Brown, Hedberg, & Harper, 1994; Hsu et al., 1994;

Lin, Newby, Glemnn, Foster, 1994)가 나오고 있다.

단순화 조건법의 핵심인 단순-복잡 계열이 학습자의 높은 메타인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실험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류재숙(2001)은 위계적 계열화와 정교화 계열에 의해 학습 과제를 분석

한 뒤 이를 메타인지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적용하여, 메타인

지가 높은 집단에는 정교화 계열이 위계적 계열에 비해 학업성취에 유의

한 효과를 내었고, 반면 메타인지가 낮은 집단에는 위계적 계열이 더 효

과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 전체

적 학습 과제 속에서 학습 요소의 변화가 가능한 정교화 계열은 학습 동

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메타인지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

은 학습 과제를 정교화,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선행지식을

탐색하고 활성화시켜 새로운 정보와 관련을 맺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요컨대, 단순화 조건법과 그 이론적 뿌리인 정교화 이론의 특성을 고

려하였을 때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메타인

지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따라서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교수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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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문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

가.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

작문은 문자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언어 사용

행위로서,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이고 창조적

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박영목, 2008).

작문의 학습 측면에서 작문 능력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데,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1997)은 작문 능력을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ereiter(1980)는 작문 능력을 작문

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의 체계를 통합해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문

자 생산의 유창성, 아이디어 생산의 유창성, 작문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과 관습의 숙달, 사회적 인지, 문자 언어의 이해와 식별, 그리고 반성적

사고 등 여섯 가지 기술 체계를 갖추고 점차 이를 통합해나가는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Francis와 McCutchen(1994)은 작문 능력이 높은 학생들

은 텍스트를 전체적, 부분적, 문장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작문 능력

이 낮은 학생들은 텍스트를 단락과 문장, 문단 수준에서 접근한다고 밝히

면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문 능력을 규정하였다. 원진숙

(1995)은 논술 텍스트가 단순히 문장의 연속체가 아니라 필자와 독자 간

에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의 연속체인 ‘문제-해결’ 구조라

고 주장하면서 작문 능력을 문제해결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이외

에도 많은 학자들이 작문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며 그 구성요소는 작문에

대한 지식, 기능, 전략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Scardamalia &

Bereiter, 1986; Flower, 1993; 박영목, 2002; 오택환, 2008b).

학교 교육에서는 작문 교과의 목표를 구성하는 요인을 지식, 기능, 태

도의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중에서 작

문에 관한 지식이란 작문의 본질을 이해하는 선언적 지식과 작문의 원리

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절차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또 작문에 관한 기능은

내용 창안, 내용 조직, 내용 표현 및 수정에 이르는 작문의 원리를 수행하

는 능력이며, 작문에 대한 태도는 작문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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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의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작문 능력의 구성요

소를 정의할 때는 글의 구성요소에 따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오택환, 2008a). 작문 평가의 범주로 Diederich(1974)는 내용, 형태, 문

체, 맞춤법, 어휘 등 다섯 가지를, 국제교육평가학회(IEA, 1988)는 아이디

어의 질과 범위, 내용의 조직과 전개, 문체 및 어조의 적절성, 어법 및 문

장 구조의 적절성, 글씨 등 다섯 가지를(박영목, 1999에서 재인용),

Purves(1986)는 내용 범주, 조직 범주, 문체 범주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

다. 또한 원진숙(1995)은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 세 가지를, 황경희

(1994)는 내용, 조직, 표현, 표기, 기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상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종합해 볼 때, 작문 능력은 내용, 조직, 표현의

기본적인 단계를 익혀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영목, 2008).

한편 작문 능력과 함께 필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박중휘, 2005). 먼저 ‘태도’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Allport(1935)는

“태도는 개인이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대상 및 사태에 대한 개인의 반응

에 지시적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라고 하였으며,

Thurstone(1931)은 “태도는 대상을 선호하는가 선호하지 않는가에 관한 잠

재된 행동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상에 대한 잠재된 행동을 기술한 것”이

라고 보았다. Katz(1960)는 “태도란 어떤 자극(대상 또는 사람)에 대해 좋

고 나쁨을 평가하는 개인의 선유경향(predisposition)”이라고 보았다. 이상

의 정의로 볼 때 태도에는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포

함됨을 알 수 있다(나영은, 2012; 오택환, 2008a; 송영민, 2009; Katz &

Stoland, 1959; Martin & Reigeluth, 1999).

작문에 대한 태도의 정의는 이러한 태도의 심리적 개념을 토대로 논

의되었다(나영은, 2012). Graham, Berninger, Fan(2007)은 “(작문에 대한

태도란) 작문 행위가 어떻게 필자를 행복에서 불행까지의 감정이 들게

만드는지를 포함하는 정서적 경향”으로 정의하였고, 가은아(2011)는 “필

자가 쓰기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특정 반응을 나타내는 학

습된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오택환(2008a)은 “작문에 대하여 일정

한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성으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윤준채(2009)는 “작문

과 관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일관되게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감정

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나영은(2012)은 “작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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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필자의 인식,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 행동 의도가 포함된 학습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작문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의 연장에서, 작문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들도 인지적, 정의적, 행동

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Emig과 King(1979)은 작문에 대한 인식, 작

문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작문 수행과정 태도로 범주화하였다. 작문에 대

한 인식이란 작문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작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작

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 정서적인 반응이고, 작문 수행과정 태도란 실

질적인 작문 과정 중에 나타나는 태도를 의미한다. Kredl과 Dodd(1987)

는 작문에 대한 태도를 작문에 대한 흥미, 작문에 대한 자신감, 작문에

대한 기계적 기능의 중요성으로 나누었으며, Ensio와 Boxech(2000)의 작

문 태도 검사지는 작문 목적에 대한 인식, 작문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

독자, 작품 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선희(2002)는 작문 태도의 구

성요소를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작문 수행 과정

태도로 범주화하였다. 박중휘(2005)는 작문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작문 태도의 구성요소를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에 대한 반응, 작

문 수행과정의 태도로 제시하였다. 오택환(2008a)도 작문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로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에 대한 반응, 작문 수행 과제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문에 대한 태도를 작문에

대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는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에 대한 반응, 작문 수행 과제에 대한 태

도 등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과정 중심 쓰기 모형

작문 교과에서 작문 지도를 위해 개발된 모형은 전략 중심 모형, 과정

중심 모형, 협동 중심 모형으로 나뉠 수 있다(박영목, 2008). 전략 중심

모형에는 자기규제적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일반 모형, 작문 전략 지도

를 위한 현시적 교수 모형이 포함된다. 과정 중심 모형으로는 작문 과정

지도를 위한 일반 모형, 사고 연습장을 활용한 작문 과정 지도 모형이 있

으며, 협동 중심 모형에는 협동적 전략적 작문 지도 모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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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제적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모형은 작문 과정에서의 자기 규

제 전략을 중시하는 관점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배경지식의 활성화, 토의

하기, 시범보이기, 기억하기, 뒷받침하기, 독립적 수행 등 여섯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문 과정에 요구되는 고등 수

준의 인지 전략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작문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

는 능력을 기르게 하며, 필자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작문 활동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Harris & Graham, 1996).

작문 전략 지도를 위한 현시적 모형은 교사의 치밀한 지도 계획 하에

과정 중심, 전략 중심,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교사의 시범 단계, 교사 안내 중심의 작문 활동 단계, 개별 학생 중

심의 독립적 작문 활동 단계, 실제 작문 상황에서의 작문 전략 적용 활

동 단계로 수행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적인 작문 전략을 습득하

게 하기 위해 학습 단계별로 교사 주도, 교사 주도의 소집단 작문 활동,

학생 주도의 소집단 작문 활동, 개별 학생 중심의 작문 활동으로 그 주

체를 달리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Soven, 1999).

한편 과정 중심 모형은 작문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작문의 결과물보다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수정의 과정을 강조

하는 방법이다. 이때 작문의 각 과정은 회귀성, 상호작용성, 병렬성을 가

지고 있으며, 작문의 목적은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이재승,

2002).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는 일반적 모형과 사고 연습장 활용 방법

등이 있는데(박영목, 2001), 일반적 모형은 작문 활동의 상황적 맥락을

결정짓는 준비과정, 주어진 작문 과제에 대하여 실제로 작문을 하는 활

동 과정, 자신이 쓴 글을 교사가 설명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원리를 바

탕으로 평가하고 고쳐 쓰는 정리활동으로 구성된다(박영목, 2001). 사고

력 신장을 위해 사고 연습장을 활용함으로써 작문 능력과 독서 능력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려는 작문 지도 모형도 이러한 과정 중심 모형의 일종

이라고 볼 수 있다(Tierney & Readence, 2000).

협동적 작문 지도 모형은 작문 교육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 주목

을 받으면서 제시되었으며, 협동 학습을 통해 글을 쓰도록 하는 교수학

습 모형이다.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고치기 단계에서 개인별로 글을

쓰거나, 대표 한 명이 쓰게 하거나, 여럿이 나누어 쓰게 하는 방법을 달

리하며 지도하게 한다(성숙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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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작문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과정 중심 쓰기 모형으로, 이는 1990년대 이후 작

문 교육의 주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깊게

반영되어 있는 모형이다(정진아, 2012; 김형만, 2004). 과정 중심 쓰기 모

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 조직,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쓰기 능력

을 기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유봉현, 2010), 과정 중심 접근법에 의

한 쓰기 모형으로 대표적인 것은 Flower와 Hayes(1981), 그리고 박영목

(1997)의 모형이 있다.

먼저 Flower와 Hayes(1981)는 쓰기를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실제 성인 필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분석하

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Flower와 Hayes(1981)의 문제해결 모형은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Flower & Hayes(1981)의 문제 해결 모형(김혜선,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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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와 Hayes(1981)의 모형은 크게 계획하기, 작성하기, 검토하기,

그리고 각 과정을 통제하는 점검하기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

획하기 과정은 집필하기 이전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쓰기의 목

적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떠해야 할지를 탐색하고 그에 따라 내용을 생

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조직하기, 목표 정하기가

포함된다(황미향, 2007). 또한 이 모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점검하기로

(김혜선, 2008), 쓰기의 과정이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회귀적으로 진행되

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필자는 자신의 쓰기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필

요한 경우 앞단계, 뒷단계로 이동하며 역동적으로 활동한다.

박영목(1997)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 절차는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

현하기, 고쳐쓰기, 그리고 조정하기의 여섯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Ⅱ-2]는 박영목(1997)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 절차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Ⅱ-2] 박영목(1997)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 절차

박영목(1997)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 절차 중 계획하기 단계

에서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작문 상황을 구성하는 필자, 예상 독자, 글

의 주제, 글의 목적 등을 탐색하여 글의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한다. 이후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단계는 작성된 구도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며,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작성한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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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글을 쓰는 목적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이 모형에서도 조정하기 과

정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문 과정에서 회귀적으

로 일어나게 되는데, 조정하기 과정에 의해 쓰기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이 되고 위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목적 지향성을 갖

게 된다. 또한 ‘글을 쓰는 상황’과 ‘글을 쓰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작

문의 과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및 개인적 성찰로서의

작문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상의 과정 중심 쓰기 모형들에서는 작문

기능의 신장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새로운 정보 기술의

이용 능력, 협동 작업 능력, 연결 짓기 능력 등의 신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영목, 2008).

한편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볼 수 있는데(박태호, 2003), 쓰기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쓰기 현상

을 설명하는 연구와 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과정 중심 쓰기 모

형과 전략을 구체화하여 현장 적용을 한 연구,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

및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과 연계시킨 연구이다. 이 중에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따라 작문 교수설계를 한 뒤 실험에 적용하려는 본 연

구의 연구 목적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 유형은 과정 중심 쓰기 모형과 전

략을 구체화하여 현장적용을 한 연구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과정

중심의 쓰기 이론을 연계시킨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박태호(2004)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과정 중심의 쓰기 절차와 전략

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과정중심의 쓰기 절차를 생각 꺼내기, 생각 묶기, 초고 쓰기, 다듬기, 평

가하기, 작품화하기 등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생각 꺼내기는 아이디어

를 생산하는 단계, 생각 묶기는 생각 꺼내기를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된

아이디어들을 고르고 조직하는 단계이며, 초고쓰기는 생각 꺼내기와 생

각 묶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다

듬기 단계에서는 초고를 보고 친구나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작품의 내용

과 형식을 고쳐 쓰게 되며, 평가하기에서는 총체적 평가나 분석적 평가

를 통해 쓴 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작품화하기 단계에서는 완성된

작품을 학교 신문이나 지역사회 신문에 투고하여 학습자가 작가와 독자

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김형만(2004)은 작문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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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중심 작문 수업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의 절차를 생각 꺼내기, 생각 묶기, 초고 쓰기, 다듬

기, 완성하기, 작품화하기로 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

로 18주 간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적용하였다.

박주득(2006)은 과정 중심 쓰기 원리를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

하여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의 전략적 반응, 텍스트적 반응, 정의적 반응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의 절차는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등 다

섯 단계이며, 각 단계마다 주제 정하기, 열거하기, 다발짓기, 내리쓰기,

훑어읽기 등의 전략과 활동을 제시하였다.

정진아(2012)는 과정 중심 쓰기 이론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국어

교과서가 학생들의 실제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기능을 ‘내용 생성, 내

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의 네 단계로,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는 ‘작문에 대한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과 전개, 내용의 표현, 작

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내용

생성 전에 계획하기 단계가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다섯 단계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의 하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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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단계

계획

하기

내용

생성

하기

내용

조직

하기

표현

하기

고쳐

쓰기

조정

하기

평가

하기

작품

화

하기

박영목

외,

(1997)

○ ○ ○ ○ ○ ○ ○ 　 　

박태호

(2004)
　 　 ○ ○ ○ ○ 　 ○ ○

김형만

(2004)
　 ○ ○ ○ ○ 　 　○ ○　

박주득

(2006)
　 ○ ○ ○ ○ ○ 　 　 　

정진아

(2012)
　 ○ ○ ○ ○ ○ 　 　 　

<표 Ⅱ-2>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의 하위 과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와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

준을 고려하여 과정 중심 쓰기의 절차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와 고쳐 쓰기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 작문과 단순화 조건법

작문에 관련된 능력으로는 지식, 기능,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앞서 언급

하였으나, 작문이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중에서 가장 중

요한 능력은 글을 쓰는 원리를 습득하고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문 교과서와 수업은 학습자가 작문에 대한 기능

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황재

웅(2009)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작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작문 교과서는 쓰기의 원리에 명시된 글쓰기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전략적

내용들이 교과서 전체에 편재해 있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서 중간 중간에 쓰기의 각 과정에 대한 안내와 연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나 곳곳에 떨어져있어 정작 한편의 완성된 글을 써보기 어려우

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의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글쓰기의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실제와 동떨어진 가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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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직된 맥락 상황을 던져주고 단순히 ‘어떠어떠한 글을 써보자’는 식

의 과제만 던져주고 있어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글을 쓰기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글을 쓰는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아름(2008)이 교실 현장에서 행해지는 작문 교육

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의 6명의 국어교사에게 작문 교과의 실제 수업 방법에 대해 설문한 결

과, 작문 교육은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과서를 편집하거나 신문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한 교재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절차적, 방법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작문 교과의 내용 특성은 무시한 채 작문 교과서의 내용이 개념적

지식 습득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그 결과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흥

미와 의욕을 떨어트리게 되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도영(2011)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작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을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문 교수학습의

방법이 ‘실제 다양한 유형의 언어활동을 통해 학습될 수 있도록 지도한

다’와 같이 현실성이 거의 없는 방법들이라고 지적하였다. 작문에서의 교

수학습 방법을 명시한 유일한 부분의 내용은 ‘교수․학습은 다양한 방안

및 모형을 적용하되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

식 지도법, 직접 교수법, 소집단 협동학습, 워크숍, 토의․토론 학습, 언

어 통합적 학습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인데, 이들 교수학습 방법은

작문 교육의 특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므

로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이 작문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모두 통합

한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등을 교육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교육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이도영, 2011). 이를 Reigeluth의 교수

설계 이론으로 해석하자면 학습 내용과 교수의 전달 전략, 그리고 교수

의 조직 전략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내용 선정, 조직, 표현, 고쳐 쓰기’ 등 작문의 단계는 학습 내용

이 되기도 하며,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므로 전달 전략이 되기도 하며, 그

자체에 절차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거시적 조직 전략 없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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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작문 교육의 현장에서 작문 교과의 특성을 살린 최적의 교수

학습 방법이 부재한다는 문제의식은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문 교

과는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여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를 교과서 곳곳에 분산시켜놓음

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학습 흥미를 잃는다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흥미롭게 학습하게 하는 단순화 조건법

은 작문 교과에 맞는 최적의 과제 분석 기법이자 교수설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작문과 메타인지

작문 교육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은 텍스트 자체를 중시하는 형식적

관점으로부터 글을 쓰는 이의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인지적 관점으로 이

동하였고, 최근에는 독자나 사회를 중시하는 사회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

는 추세이다(황재웅, 2009). 이중에서 작문의 결과물보다는 글쓴이가 텍

스트를 생산해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인지적 관점에서는 독자

와 필자가 단순히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선택하고, 정

보를 연결함으로써 정신적 구조 내에서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

기 때문에(Nystrand, Greene, & Wiernelt, 1993) 작문 교육과 메타인지

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지적 작문 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인 Hayes와 Flower(1980)의 모형

에서는 먼저 작문 과제 환경을 설정하고, 이 환경 내에서 학습자의 인지

적 처리과정과 장기기억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작문 과정을 설명한

다. 특히 학습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점검하기(monitoring)로, 학습자는 점검하기를 통해 아이디어의 생

성과 조직, 텍스트의 생성 및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Applebee(1984)는 작문 능력에 관련되는 지식의 범주를 언어에 대한

지식,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 독자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고 이중에서 언

어에 대한 지식을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의 지식, 텍스트 수준에서의 지

식, 메타인지 수준에서의 지식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박영목(2008)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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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현재 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강조되고 있는 지식은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의 언어 지식, 이미 잘 조직되어 있는 정보들을 단순히 외

워서 쓰는 데 필요한 주변세계 지식, 그리고 언어 지식 및 주변 세계 지

식을 특정 독자, 대부분의 경우 교사에 국한하여 관련시키는 방법에 관

한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작문 교육에서는 텍스트 생

산 과정에서의 조정과 통제에 필요한 메타인지적 전략에 관한 지식, 주

변 세계 지식을 주어진 작문 상황에 알맞게 선정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

요한 지식, 독자의 지식 정도를 예측하고 그 정도에 적합하게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Tierney와 Pierson(1983)은 학습자가 작문을 하는 동안 작문 과제를

어떻게 계획, 조정하고 수정하는가에 대한 정보나 작문 과정 중에 일어

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작문 결과에 영향을 주

므로, 학습자의 메타인지가 작문 과정의 폭넓은 사고와 작문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조경은, 김화수, 염시창, 1999).

문광진(2011)은 쓰기 과정에 필요한 메타인지를 메타인지적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고, 선행연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고려,

독자 고려, 목적 고려, 쓰기 과정에서의 계획, 쓰기 과정에서 지식 및 전

략 활용 및 점검, 쓰기 과정에서 글의 잘못된 부분 점검, 환경 및 시간

점검, 동기 및 의지 점검 등 여덟 개 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문 능력과 메타인지의 상관관계를 실

험적으로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Raphael, 1989; 김유미, 1996; 노

인석, 1997). Raphael(1989)은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작문 수행이 우

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유미(1996)도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작

문 수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석(1997)은 메타인지적 지식 수준

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전체 작문 점수가 더 높으며, 메타인

지적 접근 방식의 작문 수업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체

작문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작문 능력에서 메타인지는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으로 작문 행위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작문 교수학습 내에서의 자기조절 전략을 통해 메타인지 훈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문광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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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

교의 학생 55명에게 작문 능력 및 작문에 대한 태도를 사전 검증하기 위

한 자기소개서 쓰기 검사 및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

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

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및 이를 적용한 교수설계안을 개발하여

실험집단에 적용하고,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따른 교수설계안을 개발하

여 비교집단에 적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작문 능력

사후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검사 및 작문 태도 사후 검증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전 검증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단순화 조

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여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먼저 사전 공고문을 통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8차시의 자

기소개서 쓰기 수업이 개설됨을 알리고, 실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67

명에게 작문 능력과 작문 태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험이 방

학 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험 전 참가를 취소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

지 55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작문 Ⅰ과 작문 Ⅱ 교과의 학습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둘째, 연구대상 학교에서는 작문 교과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 모두 작문 교과를 학습한 경험이 없어 선행

학습에 의한 연구대상 간의 작문 능력 및 작문에 대한 태도 차이를 통제

할 수 있다. 셋째, 자기소개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실험

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 모두 높은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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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O1 X1 O2

G2 O1 X2 O2

집단 인원

실험

집단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적용 집단
28명

비교

집단

과정 중심 작문 모형에 의한

교수방법 적용 집단
27명

총합 55명

실험을 시작하기 전 집단 간 연구대상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한 집단 구성 결과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집단 구성 결과

2. 실험설계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기존의 과

정 중심 쓰기 모형을 적용한 교수방법과 비교하여 작문 능력, 작문에 대

한 태도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

험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교수방법의 유형이며 종속변

인은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이다. 이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작문 능력 및 작문에 대한 태도에서 동질성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 <표

Ⅲ-2>는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보여준다.

<표 Ⅲ-2> 실험 설계

G1: 실험집단(n=28)

G2: 비교집단(n=27)

O1: 사전검사(작문 능력, 작문에 대한 태도)

X1: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적용

X2: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방법 적용

O2: 사후검사(작문 능력, 작문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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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실험도구 개발, 실험 실시,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첫째, 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에 적용할 교수설계안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작문 교과의 과제를 분

석하고,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도출

하여 실험집단에 적용할 교수설계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해 작문 교과의 과

제를 분석하고 교수설계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 및 보

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문 능력 평가를 위한 사전 사후 검사 및 작문

에 대한 태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사전 검사를 통해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동질성이 확보된 두 집단에 각각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작문 교수설계안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작문 교수설계안을 적용하여 각각 8차시의 수업

을 실시하고, 수업이 끝난 뒤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전 검사 결과와 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

고, 실험집단의 연구대상 중 6명을 선정하여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효과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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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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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도구 개발

1)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작문 교과 과제 분석

실험집단에 적용할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

수설계안을 개발하기 위해 단순화 조건법에 의해 작문 교과의 과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의 이론적 근거

를 살피고 대상 교과 및 단원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과 및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Ⅰ’(이삼형 외, 2011a)의 제 3단원 ‘작문의 원리’와

‘화법과 작문 Ⅱ’(이삼형 외, 2011b)의 제 2단원인 ‘생활을 위한 화법과

작문’ 중 소단원 ‘2. 자기소개와 면접’이며,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김영환(1994)이 제시한 단순화 조건법

에 따른 과제분석 절차에 따라 작문 교과 과제를 분석하였다1).

가)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내용 전문가인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의 유형, 학

습자의 개괄적인 특성, 학습 전개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과제

분석의 전제 조건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내용 전문가로서 본 연

구에 참여한 교사는 고등학교 근무 포함 경력 17년의 현직 국어교사로 국

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먼저 과제 전문가와 만나 연구의 목적과

단순화 조건법의 특성을 설명하며 래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를 쓰기 위해서는 작문 주제를 확인하여 작문 계획을 세우고 표현한 뒤

이를 수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기 과제가

절차적인 과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글쓰기 수업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요

구에 맞는 글감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학습동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작문 교과 및 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1) 작문 교과의 특성 상 분명한 기준에 의한 과제 구분이 어려우나, 본 연구에

서는 교과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작문의 맥락 및 작문의 과정에 관계된 요소들

을 기준으로 다양한 과제를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작문 내용 전문가 및

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충분히 타당화를 받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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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제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학습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정수의 설계

정수의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다양한 내용의 자기소개서 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단순화 조건들을 파악하고 순서를 잡았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내용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우 관계, 새학기 시작, 단체 가입 등 친교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

는 자기소개서 쓰기

- 대학 입시, 취업 등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

- 친구, 선생님 등 가시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 교수, 면접관 등 비가시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 자기소개 항목이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

- 300자, 500자, 무제한 등 다양한 분량의 자기소개서 쓰기

- 열거하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 내용 생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선택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 메모하기, 개요 작성 등 내용 조직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 장르의 특성과 독자의 특성에 맞는 표현을 사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 개성있는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기법을 활용해 쓴 글을 평가하고 고쳐쓰기

어떤 조건들이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 쓰기 과제를 다양하게 만드는

지, 또 이 과제들을 단순화 시키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작문의 맥락과 과

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은 친교 관계 형성을 할 때, 단체에 가입

할 때, 입시나 취직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

→ 단순화 조건: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분석이 필

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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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특성: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읽는 독자는 친구나 선생님 등 글

쓴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일 때도 있고 글쓴이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비가시적 독자일 때도 있으므로 독자의 특성을 고려

해 이에 적절한 글을 써야 한다.

→ 단순화 조건: 독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분석 방법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작문의 상황: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글의 소재나 주제, 분량은 미리 주

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

→ 단순화 조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항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글의 분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 내용 생성 방식: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할 때는 열거하

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단순화 조건: 내용 생성 방식이 정해져 있다.

- 내용 조직 방식: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생성한 내용을 조직할 때는

메모하기, 개요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단순화 조건: 분량과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내용 조직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

- 표현 방식: 자기소개서를 읽을 대상을 고려해 장르의 특성과 독자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표현 기법을 활용해 쓸 수 있다.

→ 단순화 조건: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 원칙을 미리 제시한다.

- 평가 및 수정 방식: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작성한 뒤 초안을 평가할 때

는 총체적 또는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스스로 평가하거나 타

인의 글을 평가할 수 있다.

→ 단순화 조건: 평가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상의 조건들로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과제에 대해 가장 대표

성이 높으면서도 단순한 과제는 작문의 상황과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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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쓰고 싶은 2~3가지 주제로 가시적인 독자에게 친교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쓴다.

습자가 고려해야 하는 여러 변수들을 가장 단순한 조건으로 고정시킨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앞으로도 가장 빈

번하게 접할 목적과 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재나 주제, 분량, 내용 생성

및 조직 방식, 표현 방식, 평가 방식 등을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방식

으로 정해주는 것이 정수 과제가 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대표성이 높은 정수 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위의 정수 과제가 전제로 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은 친교 관계 형성이다.

- 독자: 독자는 그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친구,

교사 등)이다.

- 작문의 상황: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켜야 할 주제나 분량에 제한이 없다.

- 내용 생성: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메모로 내용을 생

성한다.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 표현: 표현 기법에 제한이 없다.

- 평가 및 고쳐쓰기: 평가하거나 고쳐쓰지 않는다.

정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 48 -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첫 시간이므로 옆 친구들 및 교사와 친

밀감을 쌓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주고 받는 상황)을 듣는다.

1.2.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친교 관계 형성)을 확인한다.

1.3. 자기소개서를 읽을 독자(친구, 교사)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제는?

1.4. 떠오르는 주제를 메모한다.

2. 어떤 분량으로 쓸지 계획한다.

3.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경험을 떠올린다.

3.1. 분량과 목적, 독자,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해 2~3가지 항목을

정한다.

3.2. 항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다.

3.2.1. 경험 떠올리기

3.2.2. 메모하기

4. 목적에 맞게 중심내용을 정하고 세부 내용을 생성한다.

4.1. 항목별로 중심내용을 정한다.

4.2. 열거한 내용 중 중심내용에 맞는 세부내용을 다발 짓는다.

4.3. 중심내용에 맞는 글의 제목을 정한다.

5.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표 Ⅲ-3> 정수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1차)



- 49 -

위의 정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는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정수 과제의 수행 순서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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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작문 수업을 들은 경험은 없으나 정수 과제의 구성 내용

이 일반적인 작문의 수행 단계를 단순화해놓은 것이므로 학습에 어려움

이 없다. 정수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약 50분으로 실험에서 허용

된 1차시 수업 시간에 적합한 수준이다.

다) 정교화의 준비

이상에서 정수 과제를 설계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단순화

조건들의 관계와 학습량을 고려하여 정교화 계열을 구성할 준비를 수행

하였다. 이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나머지 단순화 조건들

을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주는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작문 교과의

특성상 중요성 혹은 복잡성에 대해 완벽히 합의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 및 전략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각 조건에 순서를 부여하였다.

첫째, 제 1수준 정교화에서는 주제와 분량에 제한 조건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좀 더 복잡한 내용 조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작문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제와 분량, 목

적과 독자 등 작문의 상황이며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될 자기소개서 과제는 대부분 주제나 분량이 정해져 있을 것이기에 가장

먼저 완화하였다. 또한 주제와 분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순한 다발짓

기 방법으로는 내용을 조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좀 더 복잡

한 방법인 메모로 내용을 조직하게 하였다.

둘째, 제 2수준 정교화에서는 글의 목적과 독자가 각각 사회적 목적,

그리고 비가시적 독자일 경우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 교수나 면접관

등 비가시적인 독자를 고려해 사회적인 목적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제

는 가시적인 독자를 고려해 친교적인 목적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제와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등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활용

하는 작문 기법은 이전 수준 과제와 동일하게 하되 목적과 독자가 달라

졌을 때의 작문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제 3수준 정교화에서는 좀 더 복잡한 내용 생성, 조직, 퇴고 방

법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 즉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하던 것에서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생성하고 이를 체계적인 개요로 작성한 뒤 맞춤법이나 문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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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를 점검해 간단하게 고쳐 쓰는 과제를 수행한다.

넷째, 제 4수준 정교화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 중심

내용과 세부내용의 관계를 변형시켜 보다 장르적 특성에 맞는 글을 쓰게

된다. 자기소개서는 설명, 논증, 서사, 묘사 등 다양한 서술 방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글이므로(김근호, 2010) 글의 뼈대를 체계적으로 구상하는

기법을 학습한 뒤에는 장르적 특성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 5수준 정교화에서는 주제를 여러 개 제시하고 분량을 늘

림으로써 작문의 상황을 다시 한 단계 더 복잡하게 하였다. 또한 달라진

작문 상황에 맞게 더 풍부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마인드맵 기법, 더

길어진 내용을 효과적으로 고쳐쓰기 위한 통일성 및 응집성 평가 조건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제 6수준 정교화에서는 작문의 과정 중 작문 계획의 조정 방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글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고쳐 쓰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작문 계획을 조정하고 쓴 글을 고쳐쓰는

활동은 초보 학습자가 수행하기 쉽지 않은 활동이므로 충분히 많은 글을

쓴 다음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제 7수준 정교화에서는 효과적인 표현 기법을 학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 중에서 학습자가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표현(박승철, 2008)이므로 내용 생성과 조직 방법을 충분

히 학습하고 작문에 익숙해졌을 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 단계

에서 학습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Ⅲ-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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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목적 독자 상황 생성 조직 표현

평가 및

고쳐

쓰기

정수

과제 친교

관계

형성

가시적

독자

주제,

분량

제한

없음 기억

떠올리

기

다발

짓기

제한

없음

없음정교화

수준1

주제,

분량

제한(짧

은 글

쓰기)

메모로

조직하

기정교화

수준2

사회적

목적

비가시

적 독자

정교화

수준3 주변

정보

탐색

개요

작성 기본적

고쳐

쓰기정교화

수준4

중심내

용과

세부내

용의

다양한

관계

활용

정교화

수준5

주제

여러

개,

분량

길어짐

마인드

맵 활용

통일성

과

응집성

정교화

수준6 창의적

내용

생성

기법

활용

기존

글에

내용

추가
정교화

수준7

표현

기법

참고하

여

쓰기

<표 Ⅲ-4> 정교화 수준별 단순화 조건의 구성(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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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정수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첫 시간이므로

옆 친구들 및 교사와 친밀감을 쌓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주고받는 상황)을

듣는다.

1.2.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친교 관계 형성)

을 확인한다.

1.3. 자기소개서를 읽을 독자(친구, 교사)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

제는?

1.4. 떠오르는 주제를 메모한다.

2. 어떤 분량으로 쓸지 계획한다.

3.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경험을 떠올린다.

3.1. 분량과 목적, 독자, 자신의 관심사를 고

려해 2~3가지 항목을 정한다.

3.2. 항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다.

3.2.1. 경험 떠올리기

3.2.2. 메모하기

4. 목적에 맞게 중심내용을 정하고 세부 내용

을 생성한다.

4.1. 항목별로 중심내용을 정한다.

4.2. 열거한 내용 중 중심내용에 맞는 세부

내용을 다발 짓는다.

4.3. 중심내용에 맞는 글의 제목을 정한다.

5.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 목적: 자기를 소개

하는 목적은 친교

관계 형성이다.

- 독자: 독자는 그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친구,

교사 등)이다.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나

분량에 제한이 없

다.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메

모로 내용을 생성

한다.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 표현: 표현 기법에

제한이 없다.

- 평가 및 고쳐쓰기:

평가하거나 고쳐

쓰지 않는다.

(4) 정교화 계열의 구성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과제들로 정교화 계열을 구성한

결과는 다음 <표 Ⅲ-5>부터 <표 Ⅲ-12>와 같다.

<표 Ⅲ-5> 정수 과제(1차): 자기가 쓰고 싶은 2~3가지 주제로 가시적인

독자에게 친교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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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1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첫 시간이므로

옆 친구들 및 교사와 친밀감을 쌓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주고받는 상황)을

듣는다.

1.2.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친교 관계 형성)

을 확인한다.

1.3. 자기소개서를 읽을 독자(친구, 교사)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

제는?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2.1. 제시하는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적 내용을 확인한다.

2.2.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는 무엇

이 있는지 떠올린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3.1. 이전 시간에 자신이 쓴 글의 분량과 제

시되는 분량을 비교한다.

3.2.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더 길게 늘릴지

혹은 더 짧게 줄일지 계획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경험을 떠올린다.

5. 대략적인 메모를 통해 구상을 한다.

5.1. 대략적인 메모의 항목을 확인한다.

5.2. 항목에 따라 메모를 한다.

5.3. 생각이 나면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수정

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완화할 조건]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나

분량에 제한이 없

다.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완화에 대한 추가

조건]

1. 글의 주제와 분량

이 정해진다.

2. 대략적인 메모를

통해 구상을 한다.

<표 Ⅲ-6> 정교화수준 1(1차):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가시적 독자에게

대략적인 구상을 통해 친교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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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2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사회적인 자기소개의

상황을 듣는다.

1.2. 사회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을 확

인한다.

1.3. 사회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의 독자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제는?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2.1.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에 등장하는 일반

적인 항목을 확인한다.

2.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경험을 떠올린다.

5. 대략적인 메모를 통해 구상을 한다.

5.1.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에 어울리는 내용

구성의 요소를 확인한다(인물, 사건, 배

경 등)

5.2. 대략적인 메모를 작성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6.1.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의 속성을 이해한

다(설득적, 진정성, 창의성)

6.2.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에 어울리는 어휘

와 문장을 이해한다.

[완화할 조건]

- 독자: 독자는 그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친구,

교사 등)이다.

[완화에 대한 추가

조건]

1. 비가시적인 독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2. 사회적인 자기소개

서의 관습을 이해한

다.

<표 Ⅲ-7> 정교화수준 2(1차):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비가시적 독자에

게 대략적인 구상을 통해 사회적인 자기소개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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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3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주변에서 정보를

탐색한다.

4.1.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변인을 활용한다.

4.2. 다른 자기소개서를 읽는다.

4.3. 미니홈피나 SNS 등 나의 활동이 기록

된 매체를 활용한다.

4.4. 포트폴리오, 생활기록부, 앨범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5. 개요 작성을 통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개요 작성의 방법을 확인한다.

5.2. 개요를 작성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7. 기본적인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7.1. 기본적인 고쳐쓰기의 기준을 확인한다.

7.2. 기본적인 고쳐쓰기의 기준에 따라 글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완화할 조건]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메

모로 내용을 생성

한다.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 평가 및 고쳐쓰기:

평가하거나 고쳐

쓰지 않는다.

[완화에 대한 추가

조건]

1. 개요 작성을 통해

구상을 한다.

2. 주변에서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한다.

3. 기본적인 고쳐쓰기

를 수행한다.

<표 Ⅲ-8> 정교화수준 3(1차):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비가시적인 독자

에게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개요를 작성해 사회적인 자

기소개서를 쓰고 기본적인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 57 -

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4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주변에서 정보를

탐색한다.

5. 개요 작성을 통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의 관계 유형을 확

인한다.

5.2.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의 위치 유형을 확

인한다.

5.3. 개요를 작성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7. 기본적인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완화할 조건]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메

모로 내용을 생성

한다.

[완화에 대한 추가

조건]

1. 다른 글을 참고하

여 중심내용과 세부

내용의 다양한 관계

를 확인하고 변형시

킨다.

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5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주변에서 정보를

탐색한다.

5. 마인드맵을 활용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마인드맵 작성법을 확인한다.

5.2. 마인드맵을 활용해 항목별 중심내용과

세부내용 등을 구상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7. 통일성과 응집성을 평가하여 수정한다.

[완화할 조건]

- 조직: 다발짓기로

내용을 조직한다.

- 평가 및 고쳐쓰기:

평가하거나 고쳐

쓰지 않는다.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나

분량에 제한이 없

다.

<표 Ⅲ-9> 정교화수준 4(1차): 다른 자기소개서 예시를 참고하여 중심내

용과 세부내용의 관계를 변형시켜 쓴다.

<표 Ⅲ-10> 정교화수준 5(1차):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여러 항목으로 이

루어진 긴 글을 작성하고, 마인드맵을 참고해 통일성과 응집

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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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이해한다.

7.2. 마인드맵과 쓴 글을 비교한다.

7.3. 통일성과 응집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

[완화에 대한 추가

조건]

1. 마인드맵을 활용한

다.

2. 글의 통일성과 응

집성을 평가하여 고

쳐쓴다.

3. 여러 주제를 담아

더 긴 분량으로 쓴다.

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6

1. 지금까지 작성한 글을 모은다.

2. 내용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글을 선택한다.

3. 해당 글의 항목을 확인한다.

4. 창의적 내용 생성 기법을 활용해 수정할

내용을 생성한다.

4.1. 창의적 내용 생성 기법의 종류를 확인

한다.

4.2. 각 기법의 활용 방법을 확인한다.

4.3. 자신에게 적합한 기법을 선택한다.

4.4.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한다.

5. 기존 글에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

거나 대체할지 구상한다.

6. 기존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한다.

7. 통일성과 응집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

[완화할 조건]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메

모로 내용을 생성

한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창의적 내용 생성

기법을 활용하여 쓴

다.

2. 기존의 글에 내용

을 추가한다.

<표 Ⅲ-11> 정교화수준 6(1차): 브레인스토밍, 자유 연상, 자유롭게 쓰기,

마인드맵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새롭게 생성하고, 효과적인

자기소개서의 표현 원리에 따라 기존의 글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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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7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을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자기의 경험을 떠

올린다.

5.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주변에서 정보를

탐색한다.

6.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참고한다.

6.1. 다른 자기소개서 예시를 확인한다.

6.2. 개성 있는 글의 특징을 확인한다.

6.3. 다른 글로부터 차용할 표현상의 특징을

정한다.

7. 내용 생성 기법을 활용해 글 내용을 구상

한다.

8. 생성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

여 초고로 작성한다.

8.1. 다양한 문체와 표현기법의 종류를 확인

한다.

8.2. 문체와 표현기법에 따른 작문의 효과를

확인한다.

8.3. 글의 목적과 내용에 적절한 문체 및 표

현 기법을 확인한다.

8.4. 개성 있는 표현기법으로 글을 쓴다.

9. 통일성과 응집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

[완화할 조건]

- 표현: 표현 기법에

제한이 없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다른 글의 개성 있

는 표현 기법과 문체

를 참고해 쓴다.

<표 Ⅲ-12> 정교화수준 7(1차): 다른 자기소개서 예시를 참고하여 개성

있는 양식과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글

을 쓰고 서로의 글을 평가한다.

완성된 정교화 계열의 구성에 대해 국어교육 전문가와 교육공학 전문

가에게 두 차례의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먼저 1차 타당도 평가로 국어

교육 박사과정 1인(화법 전공), 국어교육 석사 1인(작문 전공, 현직 교

사), 국어교육 석사과정 1인(작문 전공, 현직 교사)이 정교화 계열로 구

성된 학습 과제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국어교육 전문가들의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과제 분

석의 타당도 평가 결과는 다음 <표 Ⅲ-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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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학습과제의

타당성
평균

자기가 쓰고 싶은 2~3가지 주제로 가시

적인 독자에게 친교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쓴다.

높음(1명)

보통(2명)
3.33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가시적 독자에

게 대략적인 구상을 통해 친교 관계 형

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쓴다.

높음(2명)

보통(1명)
3.67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비가시적 독자

에게 대략적인 구상을 통해 사회적인 자

기소개서를 쓴다.

높음(1명)

보통(2명)
3.33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비가시적인 독

자에게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개요

를 작성해 사회적인 자기소개서를 쓰고

기본적인 고쳐쓰기를 수행한다.

높음(2명)

보통(1명)
3.67

다른 자기소개서 예시를 참고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내용의 관계를 변형시켜 쓴

다.

높음(1명)

낮음(2명)
2.67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여러 항목으로 이

루어진 긴 글을 작성하고, 마인드맵을 참

고해 통일성과 응집성을 평가하여 고쳐

쓴다.

높음(1명)

보통(1명)

낮음(1명)

3.00

브레인스토밍, 자유 연상, 자유롭게 쓰기,

마인드맵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새롭게

생성하고, 효과적인 자기소개서의 표현

원리에 따라 기존의 글을 수정한다.

높음(1명)

보통(1명)

낮음(1명)

3.00

다른 자기소개서 예시를 참고하여 개성

있는 양식과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활

용하여 개성 있는 글을 쓰고 서로의 글

을 평가한다.

높음(2명)

낮음(1명)
3.00

<표 Ⅲ-13> 정교화 계열에 대한 1차 타당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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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평가 결과, 전체 학습 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1차 평가자들의

평균 점수는 3.2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작문 교과에서의 위계 설정 자

체가 아직 합의된 기준이 없는 난제이므로 명확한 기준에 의한 과제 분

석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정교화 방식에 의한 과제 분석이 작문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체적인 의견을 주었다. 정교화 수준별 학습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세부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수준의

학습 과제가 제한하는 조건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수 과제에도 분량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어 이후

학습 과제와 구별점을 분명히 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야 한다. 둘째,

수업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교화 수준 4 과제에서 ‘중심내

용과 세부내용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는 학습해야할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정교화수준 5 과제의 ‘마인드맵’은 고등학교 1학년 학

습자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므로 다른 수준의 과제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교화수준 4부터 정교화수준 7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

가되면서 학습과제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별점이 다소 불분명하고, 매 시

간 글을 써야 하는 학습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작문의 원리를

고려하여 정교화 계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전문가 타당도 결과를 토대로 정교화 계열을 1차 수정하였다.

첫째, 각 수준의 학습 과제에 분량, 독자, 목적, 주제, 활용 기법 등 제한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둘째, 작문 기법 중심으로 조건을

추가해나가던 것에서 작문 상황 중심으로 조건을 추가해 나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작문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작문

의 하위 단계들은 거의 동시적이며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작문의

모든 단계는 목표 지향적이므로(박영목 외, 2006), 작문 전략의 난이도로

정교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의 복잡성,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관

점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견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작문 과제의 복잡성

을 위주로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정교화 수준을 8개에서 5

개로 낮추어 단순화 조건들을 간결하게 압축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1차 수정된 정교화 계열은 다음 <표 Ⅲ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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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수준 과제

정수과제
가시적인 독자에게 친교를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

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정교화수준1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정교화수준2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2차

시 분량)

정교화수준3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

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2차시 분량)

정교화수준4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두 항목 이상에 대한 자신의 경

험과 생각을 설명하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

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고쳐쓴

다.(2차시 분량)

<표 Ⅲ-14> 1차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교화 계열

위와 같이 국어교육 전문가의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수정

된 정교화 계열을 교육공학 박사과정 3인에게 2차 평가받았다. 평가자들

은 1차 수정된 정교화 계열의 구성이 단순화 조건법의 방법론에 맞게 타

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표 Ⅲ-15>는 교육공학

전문가의 타당도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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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학습과제의

타당성
평균

가시적인 독자에게 친교를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높음(1명)

보통(2명)
3.33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

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

자 분량의 글을 쓴다.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

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300

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

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

현으로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

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

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높음(2명)

보통(1명)
3.67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두 항목 이상에 대

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고쳐쓴다.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표 Ⅲ-15> 정교화 계열에 대한 2차 타당도 평가 결과

타당도 평가 결과, 전체 정교화 계열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

균 점수는 3.80으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세부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 과제를 제외한 다른 과제들의 목적은 모두 사회적 목적

이므로 정수 과제도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고쳐쓰기는 모든 작문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이

므로 모든 수준의 과제에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결과를 토대로 정교화 계열을 2차 수정하여 최종

정교화계열을 도출하였다.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 과제에

서부터 작문의 목적을 사회적 목적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모든 수준의 과

제에서 쓴 글을 평가하고 고쳐쓰게 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교화 수준별로 단순화 조건을 조정한 결과는 다음 <표 Ⅲ-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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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목적 및

독자
분량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내용표현 평가하기

정수

과제

사회적

목적,

가시적

독자 200자 열거법

메모하기

(중심내용,

세부내용)

초고쓰기

단순 검토

(맞춤법,

어법)
정교화

수준1

사회적

목적,

비가시적

독자

정교화

수준2

300자

브레인

스토밍

개요작성

(처음-중

간-끝)

초고쓰기

후

고쳐쓰기

총체적

평가

(내용)

정교화

수준3

브레인

스토밍,

마인드맵

장르

특성을

고려해

초고쓰기

후

고쳐쓰기

총체적

평가

(조직,

표현)

정교화

수준4
500자

브레인

스토밍,

롤링페이퍼,

마인드맵

분석적

평가

(내용,

조직, 표현)

<표 Ⅲ-16> 정교화 수준별 단순화 조건의 구성(최종)

위 단순화 조건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도출된 정교화 계열과 수행 단계

는 다음 <표 Ⅲ-17>부터 <표 Ⅲ-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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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정수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친구들 및 교사

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상황)을

듣는다.

1.2.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사회적 목적)을

확인한다.

1.3. 자기소개서를 읽을 독자(친구, 교사)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

제는?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자신의 꿈 설명하기)

을 확인한다.

2.1. 제시하는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적 내용을 확인한다.

2.2.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는 무엇

이 있는지 떠올린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경험을 떠올리고

열거한다.

5. 대략적인 메모를 통해 구상을 한다.

5.1. 대략적인 메모의 항목을 확인한다.

5.2. 항목에 따라 메모를 한다.

5.3. 생각이 나면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수정

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7. 작성한 초고의 맞춤법이나 어법상의 오류

를 검토하여 수정한다.

- 목적: 자기를 소개

하는 목적은 사회

적 목적이다.

- 독자: 독자는 그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친구,

교사 등)이다.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가

한 가지이고 분량

이 짧다.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열

거하여 내용을 생

성한다.

- 조직: 간단한 메모

로 내용을 조직한

다.

- 표현: 표현 기법에

제한이 없다.

- 평가 및 고쳐쓰기:

기본적인 고쳐쓰

기를 수행한다.

<표 Ⅲ-17> 정수과제(최종): 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

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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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1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1.1. 교사가 제시하는 사회적인 목적의 자기

소개의 상황을 듣는다.

1.2. 사회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을 확

인한다.

1.3. 사회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의 독자를

확인한다.

1.3.1. 예상 독자의 연령은?

1.3.2. 예상독자와 나의 관계는?

1.3.3. 예상 독자가 관심 있을만한 주제는?

1.4. 사회적인 목적으로 비가시적인 독자에

게 자기를 소개할 때 달라지는 글의 특

성을 확인한다.

2. 정수 과제에서 작성한 글에서 수정할 부분

을 확인한다.

2.1. 달라진 글의 목적과 독자의 특성을 고

려했을 때 부적절한 내용을 찾는다.

2.2. 삭제하거나 새로 생성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2.3.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여 쓴 글을 수정한다.

3.1.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시 열거

한다.

3.2.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4.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5. 작성한 초고의 맞춤법이나 어법상의 오류

를 검토하여 수정한다.

[완화할 조건]

- 독자: 독자는 그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적 독자(친구,

교사 등)이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비가시적인 독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표 Ⅲ-18> 정교화수준 1(최종):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

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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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2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지원 동기)을 확인한

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300자)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브레인스토밍 기

법을 활용해 떠올린다.

4.1.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를 확인한다.

4.2. ‘내가 OO대학 OO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브레인스토

밍을 수행한다.

5. 개요 작성을 통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개요 작성의 방법을 확인한다.

5.2.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을 보며 개요를

작성한다.

5.3. 개요 작성 중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면

새롭게 떠올려 추가한다.

6. 생성한 내용을 초고로 작성한다.

7. 쓴 글의 내용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를 수

행한다.

7.1. 총체적인 평가의 절차를 확인한다.

7.2. 쓴 글의 내용이 주제, 목적, 독자에 적

합한지 평가한다.

7.3. 짝과 글을 서로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짝의 글을 평가한다.

8.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쓴 글을 고쳐쓴다.

8.1.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한다.

8.2. 고쳐 쓸 부분을 확인하고 계획한다.

8.3. 계획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쓴다.

[완화할 조건]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가

한 가지이고 분량

이 짧다.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열

거하여 내용을 생

성한다.

- 조직: 간단한 메모

로 내용을 조직한

다.

- 평가 및 고쳐쓰기:

기본적인 고쳐쓰

기를 수행한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분량이 300자로 늘

어난다.

2. 브레인스토밍 기법

을 활용해 내용을

생성한다.

3. 개요를 활용해 내

용을 조직한다.

4. 총체적 평가 기법

으로 내용의 적절

성을 평가한 후

고쳐쓴다.

<표 Ⅲ-19> 정교화수준 2(최종):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

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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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3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교사가 제시하는 항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300자)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해 떠올린다.

4.1.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교사가 제

시하는 브레인스토밍 질문을 확인한다.

4.2. 질문에 떠오르는 답을 적으며 브레인스

토밍을 수행한다.

4.3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 중 마인

드맵의 중심에 올 내용을 선택한다.

4.4.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 중 마인

드맵의 세부 가지에 올 내용을 선택하

여 배치한다.

4.5. 마인드맵 작성 중 부족한 내용은 새로

떠올린다.

5. 개요 작성을 통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성(설명, 설득,

자기표현)을 확인한다.

5.2. 각 장르별로 처음-중간-끝에 올 수 있

는 대표적인 내용 요소를 확인한다.

5.3.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처음-중간-끝에

넣을 내용 요소를 정한다.

5.4.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을 보며 개요를

작성한다.

5.5. 개요 작성 중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면

새롭게 떠올려 추가한다.

6. 생성한 내용을 격식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

여 초고로 작성한다.

6.1. 교사가 제시하는 격식에 맞는 표현 원

[완화할 조건]

- 표현: 표현 기법에

제한이 없다.

- 평가 및 고쳐쓰기:

기본적인 고쳐쓰

기를 수행한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장르의 특성과 관

습을 고려하여 표

현한다.

2. 쓴 글의 조직과 표

현의 적절성을 총

체적으로 평가하

여 고쳐 쓴다.

<표 Ⅲ-20> 정교화수준 3(최종):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300

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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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네 가지를 확인한다.

6.2. 표현원리에 주의하며 초고를 작성한다.

7. 쓴 글의 조직과 표현에 대해 총체적인 평

가를 수행한다.

7.1. 총체적인 평가의 절차를 확인한다.

7.2. 쓴 글이 주제와 의도가 잘 부각되도록

작성되었는지 평가한다.

7.3. 쓴 글이 격식에 맞는 표현으로 작성되

었는지 평가한다.

7.3. 짝과 글을 서로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짝의 글을 평가한다.

8.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쓴 글을 고쳐쓴다.

8.1.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한다.

8.2. 고쳐 쓸 부분을 확인하고 계획한다.

8.3. 계획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쓴다.

정교화

수준
주구성내용(절차) 단순화 조건

4

1.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과 독자를 확인한다.

2. 지난 시간에 쓴 주제와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 두 가지를 확인한다.

3. 교사가 제시하는 분량(500자)을 확인한다.

4.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롤링페이퍼 기법을 활용해 떠올

린다.

4.1.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교사가 제

시하는 브레인스토밍 질문을 확인한다.

4.2. 질문에 떠오르는 답을 적으며 브레인스

토밍을 수행한다.

4.3.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 중 마인

드맵의 중심에 올 내용을 선택한다.

[완화할 조건]

- 작문의 상황: 자기

소개서에 포함시

켜야 할 주제가

한 가지이고 분량

이 짧다.

- 내용 생성: 머릿속

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을 활용해 열

거하여 내용을 생

성한다.

- 평가 및 고쳐쓰기:

기본적인 고쳐쓰

기를 수행한다.

<표 Ⅲ-21> 정교화수준 4(최종):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두 항목 이상에 대

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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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 중 마인

드맵의 세부 가지에 올 내용을 선택하

여 배치한다.

4.5. 롤링페이퍼의 절차를 확인한다.

4.6. 주변 친구들에게서 나의 주제에 대한

답을 받아온다.

4.7. 롤링페이퍼 결과를 마인드맵에 추가한

다.

5. 개요 작성을 통해 글 내용을 구상한다.

5.1. 마인드맵을 보며 두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내용을 정한다.

5.2.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처음-중간- 끝에

넣을 내용 요소를 정한다.

5.3.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을 보며 개요를

작성한다.

5.4. 개요 작성 중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면

새롭게 떠올려 추가한다.

6. 생성한 내용을 격식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

여 초고로 작성한다.

7. 쓴 글의 내용과 조직, 표현에 대해 분석적

인 평가를 수행한다.

7.1. 분석적인 평가의 절차를 확인한다.

7.2. 조별로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며 분석

적 평가를 수행한다.

8.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쓴 글을 고쳐쓴다.

8.1.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한다.

8.2. 고쳐 쓸 부분을 확인하고 계획한다.

8.3. 계획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쓴다.

[완화에 따른 추가

조건]

1. 두 개 이상의 주제

로 더 긴 분량의

글을 쓴다.

2. 롤링페이퍼를 활용

해 주변에서 정보

를 얻어 내용을

생성한다.

3. 쓴 글의 내용, 조

직, 표현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수

행하고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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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는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정수 과제의 수행 순서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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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메타인지 촉진 전략 활동 예시

도입

1. 학습할 과제의 조건과 주구성내용, 정교

화수준을 확인하게 하라.
구조도

2. 학습할 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아는 것

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게 하라.

자기점검리스트

자기질문

3.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

울 수 있게 하라.
자기질문

전개

4.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

하고 그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라.

받아적기, 밑줄 긋기,

말 바꾸기, 자문하기,

구조도, 요약

5.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라.
자기질문

6. 동료 학습자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상호교수

마무리

7. 학습 결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더 궁금

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하라.
자기 질문

8. 이전에 학습한 것과 새롭게 학습한 것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라.
구조도

9. 전체 학습 과제 중에 현재 학습 진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라.
구조도

2)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 도출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과제를 분석하고 계열화한 뒤 수업을 설계하여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가 학습 과제의 복잡성과 계열을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

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인

지 촉진 전략을 종합한 후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 가운데 단순

화 조건법의 특성에 시사점을 갖는 전략들을 검토하여 도입-전개-마무

리의 학습 순서에 따라 종합하였다. 도출된 1차 메타인지 촉진 전략 아

홉 가지는 다음 <표 Ⅲ-22>과 같다.

<표 Ⅲ-22>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수업의 메타인지 촉진 전략(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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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

1. 학습할 과제의 조건과 주구성내용, 정교화수준을 확인하게 하라.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매 시간 지난 시간에 학

습한 과제에 비해 단순화 조건들이 하나씩 완화되면서 주구성내용도 점

차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학습한 과제

에 비해 이번 시간에 학습할 과제는 어떠한 조건이 달라졌는지, 주구성내

용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체 정교화 계열 중 어느 수준의 과제인지

를 확인하게 하여 미리 학습 목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Njongwe(1999)는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 과제의 명확

화를 촉구하고 계열/구조화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과정을 계획할 수 있

게 하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윤정(2006)은 온라인 토론 수업을

위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개발하면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전체 수업

과정의 큰 틀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을 인지하게 하였다.

Cate(1992) 역시 학습자가 학습 시작 전에 과제의 크기와 범위를 인지하

도록 하여 메타인지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정교화이

론에서 제시하는 일곱 가지 조직 전략 중 학습 내용을 의미 있게 통합하

거나 연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합자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위 수업들에서 학습할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트 내 종합자를 미리

제시하여 학습 과제를 파악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학습할 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

게 하라.

오종열(1999)은 학습 과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과제에 대해 아는 것

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메타인지적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박인숙(2010)과 노태희 등(1998) 역시 수업

계획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더 알아

야하는 것을 자기질문 형태로 확인하여 학습 계획을 점검할 수 있게 하

라고 제시하였다. 박종원(1992)은 학습의 첫 단계에서 학습자 자신의 인

지 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과 모르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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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라.

정교화 이론에서는 학습자 통제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나 학

습 전략을 선택하게 하여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메타인지

를 촉진할 수 있다. Cate(1992)는 학습자가 적절한 목표와 하위목표를

설정한 뒤 필요시 스스로 이를 수정하게 하여 메타인지를 촉진하라고 제

안하였으며, Zimmerman과 Pons(1986)는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목표와

하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시간을 계획하며 메타

인지적 자기 조절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윤정(2006) 역시

학습 과정 중 사전 메타인지적 활동 준비 단계에서 학습자가 기대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하

였다.

<전개 단계>

4.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적절성을 점검

할 수 있게 하라.

학습의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할 과제의 조건과 정교화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웠다면, 학습의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예측하고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

다. Cate(1992)는 학습자의 전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가 적절

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학습 전략이나 전략 설정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필요 시 이를 수정하도록 안내하라고 설명하였다. 오종열(1999)은 메타

인지를 활용한 문제해결 작문 수업을 위해 자신이 사용할 작문 전략이

효율적인지 확인하고 선택한 전략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받아 적기, 밑줄 긋기, 말

바꾸기, 자문하기, 구조도 그리기, 요약하기 등 여러 가지 학습 전략 중

에서 스스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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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게 하라.

Hoffer 등(1998)은 학습 중 자신의 이해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학습

중에 나왔던 질문을 사용하여 스스로 테스트하는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Tei(1983)는 메타인지적 조절 전략으로 자신이 학

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잠시 공부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태희 등(1998)은 학습 단계에서 자신이 잘 학습하였는지를

자기 질문을 통해 점검하게 하라고 설명하였다.

6. 동료 학습자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학습자가 동료 학

습자나 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설명하고 있

다. Zimmerman과 Pons(1986)는 학습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교사, 어른

들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사회적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김윤정(2006)은 교수학습 활동 과정 관리 및

점검 단계에서 동료교수(peer-tutoring)를 촉진하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2001)은 학습자에게 다른 사람의 학습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협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는 생각하기, 계획 세우

기, 실제 해보기, 비교해보기를 제시하였다.

<마무리 단계>

7. 학습 결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

하게 하라.

정교화 이론에서는 요약자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도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자가 메타인지적 평가 및 성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학습 결과 새롭게 알

게 된 것과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은 학습 목표의 성취 여

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오종열(1999)은 반성하기 단계에

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떠한 전략이 효율

적인지 확인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박종원(1992)은 학습자가 자신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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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인지 상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원래 내 생각 중에서 바뀐 것이 뭐

지?’, ‘전에는 몰랐었는데 새로 알게 된 것이 뭐지?’ 등을 스스로 질문하게

안내하라고 하였다. 노태희 등(1998)은 학습자 스스로 ‘잘 공부했는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 결과를 점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8. 이전에 학습한 것과 새롭게 학습한 것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라.

정교화이론에서는 종합자를 통해 학습한 개개의 내용을 의미 있게 통

합하거나 연결시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의

유형은 한 단위 수업에서 배운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적 종

합자, 그리고 일련의 단위 수업들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트 내 종합자로 나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8은 내적 종합

자를 구체화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메타인지 촉진 전략 중 하

나의 학습 결과를 다른 것으로 일반화하거나(Cate, 1992), 다른 내용과

관계를 지어 상호 관련성을 찾아보거나(Tei, 1983), 학습한 내용을 어떤

새로운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은주, 2010)과 관련이 있다.

9. 전체 학습 과제 중에 현재 학습 진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라.

학습의 도입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과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

도록 정교화 계열 구조도를 제시하였다면,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단

위수업들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세트 내

종합자로서 정교화 계열 구조도를 다시 한 번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들

은 전체 정교화 계열 중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상태

를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수업

에서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교육공학

전문가 3인(박사수료자 2인, 박사과정 1인)에게 5점 척도로 평가받은 뒤

이를 토대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수정하였다. 전문가들의 타당도 평가

결과는 다음 <표 Ⅲ-2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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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 촉진 전략
메타인지 촉진

전략의 타당성
평균

1. 학습할 과제의 조건과 주구성내용, 정

교화수준을 확인하게 하라.

매우 높음(1명)

높음(2명)
4.33

2. 학습할 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게 하라.

매우 높음(1명)

높음(2명)
4.33

3.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라.

높음(2명)

보통(1명)
3.67

4.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

택하고 그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

라.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5.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

라.

높음(3명) 4.00

6. 동료 학습자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매우 높음(1명)

높음(2명)
4.33

7. 학습 결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더 궁

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하라.
높음(3명) 4.00

8. 이전에 학습한 것과 새롭게 학습한 것

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라.

매우 높음(1명)

높음(2명)
4.33

9. 전체 학습 과제 중에 현재 학습 진행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라.

매우 높음(1명)

높음(2명)
4.00

<표 Ⅲ-23> 메타인지 촉진 전략 타당도 평가 결과

타당도 평가 결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균 점수는 4.1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교수설계자의 입장에서 진술되도록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 수준에 따라 효과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

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활동 예시

에 퀴즈, 사후평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입, 전개, 마무리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있으므로 구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수와 조언은 다르므로 메타인지 촉진 전

략 6의 ‘조언’을 도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인지 촉진 전략 및 활동 예시를 수

정하여 최종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인하게 하라’ 등

주체가 불분명한 표현을 교수설계자가 주체가 되도록 ‘제시하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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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메타인지 촉진 전략 활동 예시

도입

1. 학습자에게 학습할 과제의 조건과 주구

성내용, 정교화수준을 제시하라.
구조도

2. 학습할 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나 테스트를 제공하라.

자기점검리스트

자기질문

사전평가

3. 학습자가 이전에 학습한 것과 새롭게

학습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습내

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라.

구조도

전개

4.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

택하고 그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라.

받아적기

밑줄 긋기

말 바꾸기

자문하기

구조도

요약

5.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

고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질문이나 테스트를 제공하라.

자기질문

퀴즈

6. 학습자에게 동료 학습자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상호교수

마무리

7. 학습자에게 학습 결과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자기 질문

사후평가

8. 학습자가 전체 학습 과제 중에 현재 학

습 진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라.

구조도

라’ 등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메타인지 촉진 전략 8은 마무리 단계에서

도입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하였다. 셋째, 메타인지 촉진 전략 6의 ‘조언’

을 ‘도움’으로 수정하였다. 넷째, 메타인지 촉진 전략 2, 5, 7의 활동 예시

에 퀴즈와 사후평가를 추가하였다. 최종 수정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은

다음 <표 Ⅲ-24>과 같다.

<표 Ⅲ-24>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수업의 메타인지 촉진 전략(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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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차시 교수설계의 타당성 평균

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

량의 글을 쓴다.

1
높음(2명)

보통(1명)
3.67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

량의 글을 쓴다.

2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300자 분

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 쓴다.

3
높음(2명)

보통(1명)
3.67

4
높음(2명)

보통(1명)
3.67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300자 분

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5
높음(2명)

보통(1명)
3.67

6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두 항목 이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

을 설명하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

하고 고쳐쓴다.

7
높음(2명)

보통(1명)
3.67

8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00

3)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설

계안 개발

단순화 조건법에 의해 작문 교과를 분석한 결과와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수업에서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설계 원리를 도출한 결

과를 토대로 총 8차시의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설계안 및 학습자료를 개

발하였다. 교수설계안 개발을 위한 미시적 교수설계 모형은 임철일

(2012)의 절차의 적용을 위한 교수설계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개

발된 교수설계안이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과제 분석의 구현과 메타인지

촉진을 위한 교수설계 원리의 활용,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활

동의 설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교육공

학 전문가 3인에게 평가 받았다. 평가 결과는 다음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설계안

타당도 평가 결과



- 80 -

타당도 평가 결과, 교수설계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균 점

수는 4.1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설계안에 학습자료 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사전 지식을

점검할 때 자기점검리스트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나 사후평가도 함께 실

시할 수 있다. 셋째, 학습목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넷

째, 쓴 글을 평가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메타인지 활동을 줄이

고 평가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교

수설계안을 개발하였다(부록 1 참고).

4)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작문 과제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서 비교집단에 적용할 교

수모형은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이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은 1990년대 이

후 작문 교육의 주된 교수설계 모형으로 자리 잡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깊게 반영되어 있으며(정진아, 2012; 김형만, 2004), 본 연구에서 채택한

화법과 작문 Ⅰ, Ⅱ 교과서 역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바탕을 두고 개

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집단에 적용할 대표적인 작문 교수 모형

으로서 선정하였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작문 과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

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과정 중심 쓰기 모

형의 쓰기 과정 요소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

하기, 표현하기, 평가 및 고쳐쓰기 등 다섯 가지 단계로 종합해볼 수 있

었다. 둘째,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과정 중심 쓰기 모형

의 각 과정에 교과서 내용을 대응시켰다. 셋째, 수업 시간과 각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총 8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를 도출하였다. 도

출된 학습목표는 다음 <표 Ⅲ-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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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쓰기 과정 학습 목표

1차시
(기초

다지기)
자기소개서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을 이해한다.

2차시
(기초

다지기)

자기소개서를 쓰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소개서의 관습을 파악한다.(주제, 독자, 조건, 형

태)

3차시 계획하기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하

고, 주제를 정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계획한다.

4차시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을 위해 배경지식과 주변 정보를 탐색하

여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생성하고 보완한다.(브

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대화하기, 정보 수집, 배경

지식 활성화)

5차시
내용

조직하기

생성한 내용을 다양한 전략에 따라 조직하여 개요

를 작성하고 검토, 수정한다.(개요짜기, 다발짓기,

마인드맵, 메모하기, 글의 조직 원리)

6차시 표현하기

자기소개서의 관습과 독자에 맞는 어휘와 표현 기

법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쓴다.(얼른 쓰기, 설

득적/진정성/독창성 담아 쓰기, 격식 있는 표현)

7차시 고쳐쓰기
글의 목적, 통일성과 응집성, 적절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개인적 고쳐쓰기, 총체적 평가)

8차시 고쳐쓰기
글의 목적, 통일성과 응집성, 적절성을 평가하여

고쳐쓴다.(돌려읽기, 분석적 평가)

<표 Ⅲ-26>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학습목표(1차)2)

2) Flower & Hayes(1981), 박영목 외(1997) 등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과정 중심

모형은 작문 과정을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회귀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선형적인 과정으로 학습목표를 구성한 것은 엄밀히 말하여

본래의 과정 중심 쓰기 모형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쓰기 모

형을 활용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김희경, 2009; 김형만, 2004; 박주득, 2006; 오

정옥, 2005; 유봉현, 2010)과 실제 교과서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선형

적인 글쓰기 과정으로 학습하게 하되 글쓰기의 회귀적인 성격을 안내하는 것으

로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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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차

시

학습목표의

타당성
평균

자기소개서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을 이해

한다.
1

높음(2명)

낮음(1명)
3.33

자기소개서를 쓰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

고 자기소개서의 관습을 파악한다.(주제,

독자, 조건, 형태)

2
높음(2명)

보통(1명)
3.67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주제를 정하며, 글을 쓰는 과정

을 계획한다.

3
높음(1명)

보통(2명)
3.33

내용 생성을 위해 배경지식과 주변 정보

를 탐색하여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생성

하고 보완한다.(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대화하기, 정보 수집, 배경지식 활성화)

4

매우 높음(1명)

높음(1명)

보통(1명)

4

생성한 내용을 다양한 전략에 따라 조직

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검토, 수정한다.(개

요짜기, 다발짓기, 마인드맵, 메모하기, 글

의 조직 원리)

5 높음(3명) 4

자기소개서의 관습과 독자에 맞는 어휘와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쓴

다.(얼른 쓰기, 설득적/진정성/독창성 담아

쓰기, 격식 있는 표현)

6 높음(3명) 4

글의 목적, 통일성과 응집성, 적절성을 평

가하여 고쳐쓴다.(개인적 고쳐쓰기, 총체

적 평가)

7
높음(2명)

보통(1명)
3.67

글의 목적, 통일성과 응집성, 적절성을 평

가하여 고쳐쓴다.(돌려읽기, 분석적 평가)
8 높음(3명) 4

둘째, 도출된 학습목표가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따라 자기소개서 쓰

기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국어교

육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평가 받았다. 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는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과제 분석을 평가한 전문가 3인과 동일하다. 과

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학습목표 타당도 평가 결과는 다음 <표 Ⅲ

-27>과 같다.

<표 Ⅲ-27>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학습 목표 타당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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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국어교육 전문가 3인의 타당도 평균은 3.75로 나타났다. 평

가자들의 주요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량을 조절하여

각 차시에서 다룰 학습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론적 설명

및 내용 창안과 조직이 주된 목표인 초반부에서는 1차시와 2차시, 2차시

와 3차시, 혹은 3차시와 4차시를 통합하여 한 차시에서 다루고, 표현이

주된 목표인 6차시는 두 차시에 나누어 학습하는 등 학습해야 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작문 과정의 원리를 고려하여 생성과 조직을 한

시간에 수행하거나 표현하기 활동을 얼른 쓰기, 초고 쓰기 등으로 세분

화하여 더 늘릴 수 있다. 둘째,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론적 안내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수설계 시 평가 지표의 예시를 보여주거나 시범

을 보이는 등 풍부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7차시와 8차

시에서는 평가와 고쳐쓰기를 두 번 반복하기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

를 한꺼번에 수행하고 고쳐쓰기도 한 차례만 수행하는 것으로 조절해야

한다. 다섯째, 글이 완성된 뒤 동료 학습자와 함께 돌려 읽기 활동을 더

길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분석 결과를 수정하여 최종 학습

목표를 도출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첫째, 각 학습목표를 여러 항목으로

쪼개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1차시와 2차시를 한 시간 분량으로

통합한 뒤 3차시부터 5차시를 한 차시씩 앞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본격

적인 글쓰기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추가하였다. 넷째, 표현하기 활동을 두 차시로 나누었다. 다섯째, 평가와

고쳐쓰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한 번에 몰아서 한 뒤

고쳐쓰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해 도출

된 최종 학습목표는 다음 <표 Ⅲ-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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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목표

1차시

자기소개서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 자기소개서를 쓰는 다양한

상황(목적, 상황, 독자), 자기소개서의 관습(형식, 구성 요소,

표현)을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1)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한 뒤 주제

를 정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3차시

1) 내용 생성을 위해 배경 지식과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중심

내용과 세부내용을 생성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4차시

생성한 내용을 메모하기와 개요 작성하기 등 조직 전략을 활

용하여 구성하고, 개요별로 한 문장 수준까지 작성하여 얼른

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5차시
1) 자기소개서의 관습과 독자에 맞는 어휘를 설명할 수 있다.

2) 얼른 쓰기로 초안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6차시

1) 얼른 쓰기를 바탕으로 500자 분량의 초고를 작성할 수 있다.

2) 자신이 작성한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700자 분량

의 초고를 작성할 수 있다.

7차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방법에 따라 나의 글과 친구들

의 글을 평가할 수 있다.

8차시
평가 결과에 따라 나의 글을 고쳐 쓰고 최종본을 완성할 수

있다.

<표 Ⅲ-28>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학습목표(최종)

최종 도출된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총 8차시의 교수설계안과 학습자료

를 개발하였다.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설계안 역시 미시적 교

수설계 모형은 임철일(2012)의 ‘절차의 적용을 위한 교수설계 모형’을 기

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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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이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험 전과 후에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

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평가

도구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작문 능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검사와 사

후 검사에서 사용할 작문 과제 두 문항과 평가 지표 한 가지를 개발하였

다. 먼저 작문 과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실제 대학 입시용

자기소개서 문항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최지은과 전은주(2009)는 7차

교육과정, 대학 입시 요강,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 요소를 지원 동기, 적·인성 적합성, 향후 계획 등 세 가지로 구분하

였다. ‘지원 동기’는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 ‘적·인성 적합성’은

지원자의 취미나 관심분야, 특기를 통해 지원자의 적성을 드러내는 부분

으로 이 두 내용요소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다. 또한 ‘향후 계

획’은 입학이나 입사 후 미래 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적·인

성 적합성 중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하였다. 인성 적합성에

해당하는 제재는 본인의 취미나 관심 분야, 특기, 독특한 경험과 그것을

통해 얻은 가치관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 입시에서 사용

되었던 자기소개서 문항을 참고하여 다음 <표 Ⅲ-29>와 같은 두 가지

검사 과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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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사전

검사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교수에게 자기소개서를 쓴다

고 가정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술하시오(500자 내외, 시간제한

없음)

사후

검사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교수에게 자기소개서를 쓴다

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

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했는지를 기술하시오.(500자 내외, 시간제한 없음)

<표 Ⅲ-29> 작문 능력 검사 과제

위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과제에 대해 국어교육 전문가 3인에게 5

점 척도로 타당성을 평가 받은 결과 3인 모두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해

‘타당성 높음(4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은 사전 사후 검사 과제가

전형적인 질문 방식이므로 무리가 없으며, 분량이 다소 늘어나도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전 검사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사후검사의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했는지’가 겹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히려 비슷한 소재

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쓴 글을 비교하는 것이 실험의 효과를 보

여주는 데 적합할 수 있어 그대로 활용하였다.

또한 작문 능력 검사의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표는 박영민(2000), 박

중휘(2005), Yarrow & Topping(2001), Scardamalia & Bereiter(1986) 등

선행 연구의 준거를 바탕으로 오택환(2008b)이 재구성한 준거표를 자기

소개서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다. 개발된 최종 평가 도구는 다음 <표

Ⅲ-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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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배점)
평가 내용

상

(배점)

중

(배점)

하

(배점)

내용

(40)

내용의 적합성(문항에 적합한 내용을 제

시한다)
10 8 6

내용의 풍부성(구체적이고 자세한 경험

을 표현한다)
10 8 6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글을 쓰는 목적

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0 8 6

내용의 참신성과 창의성(내용 창안에 있

어 개성과 특성이 드러난다)
10 8 6

조직

(40)

구성의 통일성(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

하게 연결된다)
10 8 6

구성의 응집성(문장 간, 문단 간 연결이

긴밀하다)
10 8 6

구성의 강조성(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을

목적에 맞게 부각하였다)
10 8 6

구성의 체계성(처음-중간-끝 글의 흐름

이 자연스럽다)
10 8 6

표현

(20)

독자를 고려한 표현(독자와의 관계를 고

려한 격식 있는 표현을 쓴다)
5 4 3

장르(자기를 표현하는 글)에 맞는 표현

(독자에게 솔직함이 전달되도록 쓴다)
5 4 3

개성적 표현(상투적이거나 고정된 어구

를 사용하지 않는다)
5 4 3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법(문장, 문법에

오류가 없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정

확하다)

5 4 3

<표 Ⅲ-30> 작문 능력 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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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태도의 영역 하위 요소 검사 문항

작문에 대한 인식

작문의 필요성 1, 2, 3

작문의 가치 4, 5

작문 기능의 중요성 6, 7

작문에 대한 반응
작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 8, 10, 11, 15, 16

작문에 대한 자신감 9, 12, 13, 14

작문 수행과제에

대한 태도

내용 생성에 대한 태도 17, 18, 24

내용 조직 및 표현에 대한 태도 19, 20

쓰기 습관에 대한 태도 21, 22, 23

글 다듬기에 관한 태도 25

나)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실험 전과 후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

하기 위해 박중휘(2005), McKenna와 Kear(1990), Kear, Coffman,

McKenna, Ambrosio(2000)가 개발한 검사지를 오택환(2008b)이 재구성

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발

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문항 내적 합치도

는 Cronbach α계수 .804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의 구성 내용은 아래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의 구성 내용(오택환,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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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실시

1) 사전검사 실시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7월 2일부터 5일 간 교내 공고문을 통해 실험

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모집된 6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이틀 간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

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미리 개발된 사전검사 문항과 답

안지를 나누어주고 자습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해 연구대상들

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전검사를 정해

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하는 형태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제한을 없앰으로써 연구대상이 자신의 쓰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험 참가자가 작성한 작문 능력 사전검사 결과는 평가자 3명이 약

일주일 간 평가하였다. 평가자 3인은 각각 중등학교 근무경력 23년, 17

년, 3년의 현직 교사이며, 55명의 연구대상이 작성한 사전검사를 각자 평

가지에 평가한 뒤 연구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공정한 평가

를 위해 Herman, Aschbacher, & Winters(1992)가 제안한 절차, 즉 과제

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점수 준거 체제의 명료화 및 상세화, 채점 연습,

채점 규칙의 수정 및 보완, 점수의 기록, 평정자 신뢰도의 기록 등 여섯

단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평가자 개인에게 연구

목적 및 사전 검사 과제의 선정 의도를 설명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개발된 작문 능력 평가표를 통해 점수 준거 체제를 설명하였다. 이후 평

가자 각자가 임의 선정된 연구대상의 사전 검사 결과를 시범채점한 결과

를 다른 평가자에게 알려주고, 상세화 및 명료화될 필요가 있는 채점 항

목을 확인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후 평가자 3인의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급내 상관계수(ICC)를 통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사전 검사에 대한 평가자 간의 급내 상관계수는 단일측도에서 .718로 상

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substantial)이었다(Landis & Koch,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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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

차
자유도 t값 유의도

작

문

능

력

총

점

실험집단 28 79.17 7.29
53 -.120 .905

비교집단 27 79.38 6.00

내

용

실험집단 28 31.45 3.53
53 .447 .657

비교집단 27 31.06 2.91

조

직

실험집단 28 30.98 3.79
53 -.568 .573

비교집단 27 31.51 3.09

표

현

실험집단 28 16.74 1.04
53 -.284 .778

비교집단 27 16.81 .97

작문에

대한

태도

실험집단 28 84.46 11.60
53 -1.390 .170

비교집단 27 88.63 10.57

2) 집단 배치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동

질성을 갖도록 연구대상을 두 집단으로 분할하였다. 이때 작문 능력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내용, 조직, 표현 하위 점수와 총점 모두를 고려하

여 두 집단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1학년 8개 각 학급에서 적게

는 4명부터 많게는 12명까지 지원하였기 때문에 학급별 연구대상이 고루

섞이도록 배치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사전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

먼저 작문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79.17, 표준편차는 7.29였으며 비교집단의 평균은 79.38, 표준편차는 6.00

이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

과 두 집단의 작문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20, p>.05). 또

한 작문에 대한 태도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은 84.46,

표준편차는 11.60이었으며 비교집단의 평균은 88.63, 표준편차는 10.57이

었다.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작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39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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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설계안 적용

실험집단에는 타당성을 검증받아 개발이 완료된 교수설계안을 바탕으

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작문 교수설계 원리를 적용

한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에는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적용한 수업

을 실시하였다. 각 수업은 1시간 단위로 총 8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비교

집단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 실험집단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간 매일 2차시씩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인 학교의 사정 상 방학 중

현직 교사에 의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의 작문 수업 실시가 불가능하

였기 때문에 중등 국어교사 자격이 있는 연구자가 수업을 실시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험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철저히 타당화를 받은 단

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작문 교수설계안, 과정 중

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작문 교수설계안을 연구자가 철저히 숙지하였으

며 수업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하여 기록하였다.

4) 사후검사 실시

수업 적용이 끝난 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

한 태도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식

으로 연구대상에게 문항과 답안지를 나누어주고 비교집단은 7월 27일부

터 이틀 간, 실험집단은 8월 9일부터 이틀 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

다. 수집된 작문 능력 사후검사 결과 역시 평가자 3명이 사전검사와 동

일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약 일주일 간 평가하였다. 사후 검사에 대한

평가자 간의 급내 상관계수는 단일측도에서 .753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substantial)이었다(Landis & Koch, 1977).

또한 실험집단의 학습자 중 여섯 명을 선정하여 단순화 조건법과 메

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작문 수업의 효과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함

으로써 개발된 교수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 결과 분석

실험이 종료된 후 연구대상의 사전 및 사후 작문 능력 평가 결과와

작문에 대한 태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SPSS 1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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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도구

가.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작문

교수설계안

본 연구에서는 Reigeluth(1999)가 제안하는 단순화 조건법의 세 가지

국면과 세부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작문 교과 중 ‘화법과 작문 Ⅰ’

교과의 제 3단원 ‘작문의 원리’ 및 ‘화법과 작문 Ⅱ’ 교과의 제 2단원 ‘생

활을 위한 화법과 작문’의 학습 과제를 분석하고 계열화한 뒤 각 수업에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포함시켜 총 8차시의 교수설계안을 개발하였다.(부

록 1 참고) 또한 개발된 교수설계안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학습지를 개발하였다.(부록 2 참고) [그림 Ⅲ-4]와

[그림 Ⅲ-5]는 실험집단의 수업을 위해 개발한 수업 자료의 예시이다.

[그림 Ⅲ-4] 실험집단 수업 자료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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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실험집단 수업 자료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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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작문 교수설계안

비교집단에 적용할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따른 교수설계안을 개발하

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과정 중심 쓰

기 모형에 따라 작문 교과를 분석하고 총 8차시의 교수설계안 및 학습자

료를 개발하였다.(부록 3, 4 참고) [그림 Ⅲ-6]과 [그림 Ⅲ-7]은 비교집단

의 수업을 위해 개발한 수업 자료의 예시이다

[그림 Ⅲ-6] 비교집단 수업 자료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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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비교집단 수업 자료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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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문 능력 사전, 사후검사 및 평가 척도

작문능력 사전, 사후 검사를 위한 평가 과제 2개와 평가 지표 1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과제 문제지와 답안지는 연구대상

에게 각 한 장씩 출력하여 주고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평

가 지표 역시 연구대상 수에 맞게 출력하여 평가자 3인에게 각각 전달한

뒤 수기로 작성하여 수합하였다.

라. 작문에 대한 태도 사전, 사후검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검사하기 위해 박중휘

(2005)의 작문 태도 검사지와 McKenna와 Kear(1990)의 읽기 태도 검사

지, Kear 등(2000)이 개발한 작문 태도 검사지를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

용하기 위해 오택환(2008b)이 재구성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작문에 대

한 태도 검사지는 연구대상에게 각 한 장씩 출력하여 나누어 주고 수기

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마.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에 대한 심층면담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를 통해 알

수 없는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

해 실험집단 중 일부 학습자를 선정하여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작문 능력 검사와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문 능력 및 작문에 대한 태도가 상․중․하인 학습자로 구성되며, 면

담 내용은 작문 수업 중 활동의 효과에 대한 평가, 작문 수업의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작문 수업 이후 작문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부 등

으로 구성된다.(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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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

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

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연구대상을 나누어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방법을 적용

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실험을 실시하기 전 학습자의 작문 능력

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

을 확보하였다. 실험 후 사전 평가 결과와 사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

수방법이 작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작문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로 측정한 실험 전 작문

능력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 동등성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오

차 변량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은 .445

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의 변량은 같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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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79.17 79.38

표준편차 7.29 6.00

사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83.56 80.74

표준편차 6.58 6.07

종속 변수: 사후 작문능력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303.378a 2 651.689 36.407 .000

절편 251.440 1 251.440 14.047 .000

사전작문능
력 1194.163 1 1194.163 66.712 .000

교수방법 121.385 1 121.385 6.781 .012

오차 930.812 52 17.900 　 　

합계 373641.222 55 　 　 　

수정 합계 2234.190 54 　 　 　

<표 Ⅳ-1> 작문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표 Ⅳ-1>은 실험집단의 작문 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실험

집단의 작문 능력은 실험 전 평균 79.17점, 표준편차 7.29, 실험 후 평균

83.56, 표준편차 6.58이었으며, 비교집단의 작문 능력은 실험 전 평균

79.38, 표준편차 6.00, 실험 후 80.74, 표준편차 6.07으로 나타났다. 사전검

사의 차이를 배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사후 작문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작문 능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먼저 사전검사에서의 작문 능력의 F통계값은 66.712, 유의확률은 .000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작문능력이 사후 작문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변량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사전 작문능력이 사후 작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작

문능력의 F통계값은 6.781, 유의확률은 .012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단

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2은 .583, 수정된 R2은 .5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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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31.45 31.06

표준편차 3.53 2.90

사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33.05 31.33

표준편차 3.37 2.98

종속 변수: 사후 내용 능력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27.264a 2 113.632 16.906 .000

절편 111.423 1 111.423 16.577 .000

사전 내용
능력 186.869 1 186.869 27.802 .000

교수방법 30.311 1 30.311 4.510 .038

오차 349.512 52 6.721 　 　

합계 57624.444 55 　 　 　

수정 합계 576.776 54 　 　 　

본 연구에서 작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 도구는 내용,

조직, 표현 등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화 조건

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작문의 세 가지 하위 요

소, 즉 내용, 조직, 표현 능력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요소별 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용 요

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내용 요소 기술통계

실험집단의 사전 내용 점수는 평균 31.45, 표준편차 3.53이었고, 비교

집단은 평균 31.06, 표준편차 2.90이었으며, 실험 후 내용 점수는 실험집

단이 평균 33.05, 표준편차 3.37, 비교집단이 평균 31.33, 표준편차가 2.98

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의 차이를 배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사후 내

용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내용 요소 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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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30.98 31.51

표준편차 3.79 3.09

사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32.76 31.80

표준편차 3.26 2.95

먼저 사전검사에서의 내용 점수의 F통계값은 27.802, 유의확률은 .000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내용 능력이 사후 내용 능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변량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내용 능력이 사후 내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내용 능력의 F통계값은 4.510, 유의확률은 .038이므로 유의수준 .05

에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과 과정 중

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R2은 .394, 수정된 R2은 .37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조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

직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조직 요소 기술통계

실험집단의 사전 조직 점수는 평균 30.98, 표준편차 3.79였고, 비교집

단은 평균 31.51, 표준편차 3.09였으며, 실험 후 조직 점수는 실험집단이

평균 32.76, 표준편차 3.26, 비교집단이 평균 31.80, 표준편차가 2.95로 나

타났다. 사전검사에서의 차이를 배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사후 조직 점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 능

력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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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16.74 16.81

표준편차 1.04 0.97

사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17.75 17.60

표준편차 .75 .62

종속 변수: 사후 조직 능력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93.051a 2 146.525 32.832 .000

절편 85.264 1 85.264 19.105 .000

사전 조직
능력 280.398 1 280.398 62.828 .000

교수방법 23.506 1 23.506 5.267 .026

오차 232.072 52 4.463 　 　

합계 57873.778 55 　 　 　

수정 합계 525.123 54 　 　 　

<표 Ⅳ-6> 조직 요소 공변량분석 결과

먼저 사전검사에서의 조직 능력의 F통계값은 62.828, 유의확률은 .000

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조직 능력이 사후 조직 능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변량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조직 능력이 사후 조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조직 능력의 F통계값은 5.267, 유의확률은 .026이므로 유의수준 .05

에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과 과정 중

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R2은 .558, 수정된 R2은 .54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현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표현 요소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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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사후 표현 능력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831a 2 1.416 3.272 .046

절편 37.033 1 37.033 85.609 .000

사전 표현
능력 2.542 1 2.542 5.876 .019

교수방법 .359 1 .359 .831 .366

오차 22.494 52 .433 　 　

합계 17215.000 55 　 　 　

수정 합계 25.325 54 　 　 　

실험집단의 사전 표현 점수는 평균 16.74, 표준편차 1.04였고, 비교집

단은 평균 16.81, 표준편차 0.97였으며, 실험 후 내용 점수는 실험집단이

평균 17.75, 표준편차 .75, 비교집단이 평균 17.60, 표준편차 .62로 나타났

다. 사전검사에서의 차이를 배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사후 표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8> 표현 요소 공변량분석 결과

<표 Ⅳ-8>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검사에서의 표현 능력의 F통계값

은 5.876, 유의확률은 .019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표현 능력이 사후

표현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변량분석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표현 능력이 사후 표현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표현 능력의 F통계값은 .831, 유의확률은

.366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

용한 교수방법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2은 .112, 수정된 R2은 .07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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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84.46 88.63

표준편차 11.60 10.57

사후검사

사례수 28 27

평균 93.50 93.89

표준편차 8.15 12.72

2.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

수방법이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로 측

정한 실험 전 작문에 대한 태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변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 동등성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오차 변량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은 .701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결과의 변량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Ⅳ-9>는 작

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표 Ⅳ-9> 작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실험집단의 작문에 대한 태도 점수는 실험 전 평균 84.46점, 표준편차

11.60, 실험 후 평균 93.50, 표준편차 8.15이었으며, 비교집단의 작문에 대

한 태도 점수는 실험 전 평균 88.63, 표준편차 10.57, 실험 후 93.89, 표준

편차 12.72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의 차이를 배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사

후검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10>은 작문에 대한 태도의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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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사후 작문에 대한 태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405.944a 2 1202.972 17.387 .000

절편 1461.210 1 1461.210 21.119 .000

사전 작문에

대한 태도
2403.865 1 2403.865 34.744 .000

교수방법 60.518 1 60.518 .875 .354

오차 3597.801 52 69.188 　 　

합계 488793.000 55 　 　 　

수정 합계 6003.745 54 　 　 　

<표 Ⅳ-10> 작문에 대한 태도 공변량분석 결과

먼저 사전검사에서의 작문에 대한 태도의 F통계값은 34.744, 유의확률

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작문에 대한 태도가 사후 작문에 대

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변량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작문에 대한 태도가 사후 작문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 작문에 대한 태도의 F통계값

은 .875, 유의확률은 .354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

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

수방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2은 .401, 수정된

R2은 .3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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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

수방법과 작문 능력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작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총점과 세 가지 하위 요소, 즉 내용, 조직,

표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점과 내용, 조직 요소에서는 단순

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실험집

단의 작문 능력 변화와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

습한 비교집단의 작문 능력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표현 요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순화 조건법을 이용한 수업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보다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김종희 외,

2003)의 결과와도 합치되는 것이다. 절차적 과제인 작문을 단순화 조건

법에 따라 분석하고 학습자의 정교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함께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했을 때 학습자의 과제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절차적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에 대한 단순화 조건법의 접근법

은 학습자의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과제분석과 계열화를 위해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온 위계적

접근법은 학습을 단편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 만들어 통합적이고 직관적

으로 학습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의

분석과 계열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화 조건

법을 제안한 Reigeluth(1999)는 단순화 조건법이 현실 세계의 가장 단순



- 106 -

한 버전의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버전으로 옮겨가므로, 학습

자가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추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단순화 조건법의 가정대로 절차적

지식인 작문을 학습할 때 정교화 계열에 따라 학습 과제를 학습하는 것

은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

게 학습자의 작문 수행 능력이 상승된 이유는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

수방법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수행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과제로부터 점차 복잡한 과제로 나아가는 단순화 조건

법에 따라 학습할 경우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앞서 배운 과제를 추가적으

로 수행함으로써 정기적인 복습을 하게 되며, 여러 과제의 유사점을 근

접한 시기에 배울 수 있다. 단순화 조건법의 이러한 장점은 많은 선행연

구가 지적하였던 실제 작문 교육 현장의 문제,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을 모두 마쳐야만 글쓰기의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고(황재웅,

2009), 한편의 완결된 쓰기 활동의 부족 및 학습 분량의 과다(오택환,

2008a)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실제 작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험 후 보조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실시했던 실험집단 학습자들의 심층면담에서,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교

수방법으로 학습했던 학습자들은 ‘전 시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하고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때는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실제로 여러 번

써보는 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서 학습자의 학

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함시킨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학습자의 과

제 이해를 도왔다고 볼 수 있다. 김영환(1998)은 단순화 조건법이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기 때문에 한 단위 수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는 열려있

다고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탐구하고 발견해나가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인지 촉진 전략들에 대

해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수업 시작 전에 제시되는 구조도를 통해 그날

배울 것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수업 중 친구들의 글을 보거나 도

움을 받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을 때 아예 학습자료를 덮어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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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었다. 따라서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과제 분석과 교수 설계 시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작문 능력의 하위 요소별로 연구 대상의 변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내용과 조직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표현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작문 능력의 하위 요소별 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작문 능력을 내용, 조직, 표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내용 요소에서는 내용의 적합성, 풍부성,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 내

용의 참신성과 창의성을, 조직 요소에서는 구성의 통일성, 응집성, 강조

성, 체계성을, 표현에서는 독자를 고려한 표현, 장르에 맞는 표현, 개성적

표현,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어법을 평가하였다. 이에 관하여 작문 능력

의 하위 요소별로 학습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구성요소

에 비해 표현 요소의 학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밝

히고 있다. 박승철(2008)은 제 7차 교육과정 작문 교과서의 ‘내용’ 요소와

‘표현’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내용 생성하기’

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작문 능력 신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표현하기’에 대한 학습은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학습자의 작문 능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쓰기 교육의 기초적 내용은 ‘표현’ 요소가 아닌 ‘내용’ 요소라고 주장하였

다. 즉 실제 작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표현’의 방법을 배우기 이전

에 쓸 내용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나흘 간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표현 능력이 개성적 표현, 어법 등 단시간에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

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8차시라는 기간은 학습자의 변화를 관찰

하기 짧은 기간일 수 있다. 반면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

여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구성하는 능력은 짧은 기간에도 효과적으로 학

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들도 ‘브레인스토밍으

로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 ‘개요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로 해본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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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

수방법과 작문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기존의 작문 교육이 지식 교육이나 이론적 용어에 치우쳐

있으며(이하나, 2003), 작문의 과정이 교과서 전체에 편재해있어 교과서

전체를 학습해야만 작문 과정을 한 번 경험해볼 수 있고(황재웅, 2009),

지나치게 많은 학습 분량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오

택환, 2008a) 문제점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단순화 조건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방법이 갖는 장점으로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을 더 의미 있게 하고(Reigeluth, 1999),

첫 수업부터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과제를 학습하므로 동기

를 부여할 것(김영환, 1998) 등이 논의되었던 것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

습 과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

단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으로 학습한 집단 모두 작문에 대한 태도에 유

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작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차시의 수업이 학습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

구 대상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한 요소는 작문에 대

한 인식, 작문에 대한 반응, 작문 수행과제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이다.

각 요소에 대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작

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적으로 획득하고, 작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작문의 각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야 한

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

(Gardner, 2005; 김성국, 1997; 정수진, 김양호, 2005; 양용주, 2006)과, 작

문에 대한 태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발달한다(가은아, 2011;

Knudson, 1993; Kear et al., 2000; 윤준채, 2009)는 것을 고려할 때, 작문

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학습자에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처치함으로써 작문에 대한 태도

의 변화를 관찰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실험 처치 기간이 14차시(심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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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5차시(오택환, 2008b; 홍성란, 2006), 16차시(이효정, 2010) 등으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따라서 작문의 절차를 학습하는 동시

에 작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의 실험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은 이러한 실험 기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을

때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본 연구의 교수방법이 작문에 대한 태도를 향

상시켰던 선행연구의 내용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

변인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계획하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등의 전략

을 직접 가르치는 전략교수법을 사용할 것(Graham, 2006; Perin, 2007)과

소집단 협력학습의 방법을 활용할 것(Yarrow & Topping, 2001; 이재기,

1997)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제 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작문 전략을 직접 가르칠 수 있게

하였고, 메타인지 전략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언제나 동료의 도움을 받

으며 협력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실험집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

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글

쓰기를 생각하면 지루하고 늘 머리가 아팠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글쓰

기가 쉬워졌다고 느낀다’, ‘글을 더 빨리 쓰게 된 것 같아 흥미가 생겼다’

와 같이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따라서 보다 긴 기

간 동안 수업을 실시한 뒤 태도 변화를 평가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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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단순화 조건법은 단순-복잡 계열에 의해 학습 과제를 분석하고 계열

화하는 거시적 조직 전략인 정교화 이론의 하위 방법론으로서, 원리 및

절차적 과제를 가르칠 때 현실 세계의 가장 단순한 버전의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버전의 과제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과제를 계열화

한다(Reigeluth, 1999; 김영환, 1994).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과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면서 실제적인 과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게 해주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도 증진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Reigeluth,

1999) 학습자의 학습 목표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태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화 조건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론적 정립과 형성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교수설계에 적용했을

때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단순화 조건법

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과제의 계열을 파악

하고,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직하여야 하기에(Reigeluth, 1999) 효과적

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규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조건법의 이론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석

하여 계열화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시켜

교수를 설계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절차적 과제의 하나인 작

문 교과의 교수설계에 적용하여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를 학습과제로 선정하고, 작문 교

과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정진아, 2012; 김형

만, 2004)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한 교수방법과의 비교 실험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문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

인가? 둘째, 작문 교수에 적용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작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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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1학년 5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 연구대상

에게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실시하

고, 사전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 간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가

동질성을 갖도록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연구

대상의 작문 능력을 평가할 때는 현직 교사 3인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점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단순화 조건법에 따라 작문 과제를 분

석한 뒤 국어교육 전문가 3인과 교육공학 전문가 3인에게 두 차례에 걸

쳐 타당도 평가를 받아 수정하였으며, 메타인지 촉진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수업의 도입, 전개, 마무리 단

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도출하고 교육공학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평가 받아 수정하였다.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과제 분

석 결과와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하여 총 8차시의 교수설계안을 개

발한 뒤 교육공학 전문가 3인의 타당도 평가를 거쳐 최종 교수설계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과정 중심 쓰기 모형에 의해 작문 과제를 분석한 뒤

국어교육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평가받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 8

차시의 교수설계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는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비교집단에는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을 각각 8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실험 종료 후

연구대상에게 작문 능력과 작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사후검사를 실

시하여 사전검사와의 차이를 공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단순화 조건

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의

견을 수집하고자 실험집단 중 여섯 명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

단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단의 작문

능력의 변화를 공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F=6.781, p<.05). 또한 작문 능력의 하위 요소별로 각

집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작문 능력의 내용 요소(F=4.510, p<.05)와

조직 요소(F=5.267, p<.05)에서는 두 집단 중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한 집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표현 요소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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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둘째,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으로 학습한 집단과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으로 학습

한 집단의 작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공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화

조건법의 과제 분석 및 계열화 방법은 학습자가 절차적 과제인 작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작문 능력을 향상시켰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었던 원인으로는 단순화 조건법의 특성상 학습자에게 더 많은 수행 기회

와 복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단계의 과제들을 근접한 시기에

배움으로써 그 유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화 조건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메타인지 촉진 전략은 교수학습의 미시적 수

준에서 학습의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에 따라 학습에 도움을 주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은 작문 능력의 하위 요소 중 내용과 조직 능력의 향상에는 유

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문 능력의 요소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내용이나 조직 요소에 비해 표현 요소는 단시간에

학습하기 어려우므로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두 집단 모두 작문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서 실험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작문에 대한 태도가 향

상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교수방법이 작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

켰던 선행연구들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실험집단 학습자들

의 심층면담 결과 작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므

로, 보다 긴 기간 동안 실험을 실시한 뒤 태도 변화를 분석한다면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조건법이 형성적 연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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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실험적 연구로 적용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교과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제 교육 현장에

서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화 조건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적 지식

으로서 고등학교 작문 교과를 분석하고 계열화하였다. 또한 여러 장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유용성이 높은 과제인

자기소개서를 소재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작문 능력에 유의미

한 효과가 있으며, 작문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작문 교과 외에도 단순화 조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원

리 및 절차적 지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고등학생 외에도 초등학생이나 대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과를 분석하여 이러닝 등 다양한 형태

로 학교나 기업에서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

져 단순화 조건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화 조건법은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을 더 의미 있게 하고

(Reigeluth, 1999), 첫 수업부터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과제

를 학습하므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김영환, 1998)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인식과 반응, 수행과제에

대한 태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이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실험을 실시하여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교수방법이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 등 정의적 측면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의 과제 파악과 학습 과정 통제에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반드시 활용되

어야 한다고 보고, 학습의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자의 메타인

지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교사가 활

용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은 거시적 수준의 과제 분석 이론인 단순화 조

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미시적 수준의 교수 설계 원리로서 포함되었으므

로,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하나의 교수방법으로 규정된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단순화 조건법에 의한 교수방법에서

메타인지 촉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화 조건법을 활용한 교수방법에 메타인지 촉

진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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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설

계안

부록 2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

법의 교수학습 자료 예시

부록 3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설계안

부록 4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교수학습 자

료 예시

부록 5 작문 능력 사전 검사지

부록 6 작문 능력 사후 검사지

부록 7 작문 능력 평가표

부록 8 사전 작문 능력 검사 결과 예시

부록 9 사후 작문 능력 검사 결과 예시

부록 10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지

부록 11 실험집단 면담용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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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주의획득,

전형적 예

교사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 묻는다. 학

생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한지, 관심 있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묻는다.

5분

학습목표

제시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묻는다. 학생들에

게 잘 대답했다고 피드백을 주고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 교사나 친구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설명하는 200자 분

량의 글을 쓴다.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상황 중 가장 자주 접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상황에서의 글을 쓰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2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2] 학습지의 사전평가를 보고 이번 시간 학

습 내용 중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하게 한다.

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정의와 목적

②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다양한 상황

③ 상황별로 달라지는 자기소개서의 특성

④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

3분

전개 개념 제시 (1) PPT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정의를 “자신을 잘 알지 못하

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글”이라고 제시한다.

(2) PPT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목적을 “자신의 성장 과정, 성

격과 가치관, 성실성, 대인관계 능력, 재능, 특기 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독자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 확장하기 위한 글이며, 상황에 따라 친교가 아닌

설득을 위한 글이 되기도 한다”고 제시한다.

(3) 교과서의 만화(친구, 학급 친구들 및 교사에게 자기를 소개하

는 그림)를 보여주고 누구와의 상황인지 묻는다.

첫 번째 그림: 누구와의 상황인가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친

구) 어떤 정보들을 전달했나요?(학교, 학년, 잘 지내자는 인사말)

어떤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친하게 지내고 싶은 관계 형

성)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친밀하게 평어체로)

두 번째 그림: 누구와의 상황인가요? (선생님, 반 친구들) 어떤

정보들을 전달했나요?(이름, 성적, 취미, 각오) 어떤 목적에서 이

5분

부록 1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설계안

<1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1/8

과제: 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정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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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것일까요?(친하게 지내고 싶은 관계 형성)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경어체를 쓰지만 친밀한 말투)

원리 제시 친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신에 대해 알

려주고 싶은 정보들을 주제로, 친밀한 어투와 표현을 사용해 글

을 쓴다고 제시한다.

2분

일반적

절차 제시,

메타인지

촉진

(1) 글을 쓸 때는 작문의 일반적인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작문의 일반적 여섯 가지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로 예시를 보여준다.

(2) 계획하기: 글을 쓰는 목적, 쓸 내용, 절차, 정보 출처, 갈래,

문체, 조직 등에 관한 큰 그림 그리기

내용 생성하기: 글감 모으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의 위계, 구조, 비중, 순서 계획

표현하기: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 문장, 어법으로 쓰기

수정하기: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고쳐쓰기

조정하기: 작문 과정에서 언제든 이전, 이후 단계로 이동해 계획

을 조정할 수 있음

[메타인지 촉진 전략 4, 5] 작문의 절차를 구조도나 순서도, 요약

으로 스스로 정리해보면서 이해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5분

연습: 과제

제시

학생들에게 “친구나 교사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에

따라 연습해볼 것이라고 안내한다.

2분

연습: 내용

생성 및

조직

중심내용:

세부내용:

(1) 나의 꿈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2)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어떤 내용과 문

체로 쓰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3) 내용 생성을 위해 학습지에 생각한 내용을 열거하게 한다.

(4) 내용 조직을 위해 학습지에 메모하기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메모하기란 내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 내용인 중심내용과

이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내용을 계획하는 활동이

라고 안내한다.

11분

연습: 표현 (1) 작성된 메모를 보고 독자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어휘

와 문장으로 200자 분량의 초안을 써보도록 안내한다.

(2) 초안을 쓰는 도중이나 후에 문장이나 중심내용 및 세부내용

의 관계를 보면서 스스로 수정을 하도록 안내한다.

(3) 초고를 작성하고 나면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맞춤법이나 어법

이 틀린 문장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게 한다.

15분



- 132 -

마무

리

피드백,

과정 정리

(1)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계를 묻고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학

습 방법, 연습 방법을 안내한다.

(2) 오늘 학습한 자기소개서의 정의, 목적, 친교 상황에서의 자기

소개의 특성,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5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7] 학습지의 사후평가를 풀면서 수업 전에 비

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체크하게 한다. 평가에 없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는지 적게 한다.

5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주의획득 (1) PPT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영상은 연필과 흑연으로 눈만 스케치

하는 영상, 두 번째 영상은 태블릿을 이용해 인물의 상반신을 스

케치하고 채색까지 하는 영상이다.

(2) 첫 번째 동영상과 두 번째 동영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했을 사항은 무엇이 있을

지 묻는다. (어떤 도구, 어떤 구도, 어떤 종이, 필요한 자료 등등)

(3) 작가는 그림을 왜 그리는지, 누가 볼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

지 등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계획을 다르게 세

웠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4) 글을 쓸 때도 독자와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 구성, 표현, 절차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분

전형적 예

제시

교과서의 그림(면접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누

구와의 어떤 상황인지 묻는다.

누구와의 상황인가요?(면접관, 교수님) 어떤 정보를 전달했나요?

(취미) 어떤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입학하려고, 나의 적합

성을 설득하려고) 어떤 과에 지원한 것 같나요?(음대 등 추측) 두

번째 그림과 비교해서 말투는 어떤가요? (경어체이지만 두 번째보

다는 딱딱한 말투) 전시간에 봤던 두 그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5분

학습목표

제시

면접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설명하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2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1] (1)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2) 총 8차시 학습목표의 구조도를 제시하며 단순한 과제부터 살

5분

<2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2/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

는 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정교화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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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여 나가는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현 위치를 알려준다. 이번

시간에 연습할 과제는 지난 시간과 절차는 같지만 ‘비가시적인

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2]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하게 한다.

- 나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면접관의 특성

전개 개념 및

원리 제시,

메타인지

촉진

(1) 독자의 유형을 친밀한 독자(친구나 교사, 부모님처럼 쉽게 인

식, 파악할 수 있는 독자), 친밀하지 않은 비가시적 독자(어떤 특

성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불특정 독자)로 나누고, 독

자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나이, 지식 수준, 관심사,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문성, 나와의 관계를 제시한다.

(2) 교과서의 만화를 상기시키면서 사적인 상황과 달리 입학이나

취직이라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주제에 맞는 적절한 내

용, 격식 있는 표현, 체계적이고 긴밀한 구성을 통해 글을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4] 학습지에 친밀한 독자와 친밀하지 않은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쓸 때의 차이점을 글이나 벤다이어그램, 표

로 정리해보게 한다.

8분

실례 교사를 대상으로 썼던 글과 이를 면접관을 대상으로 바꿔 쓴 글

을 제시한다.

3분

연습: 과제

제시

1차시에서 썼던 자기의 꿈을 설명하는 글을 바탕으로 하되, 달라

진 목적과 독자를 고려해 적절한 내용과 구성, 표현으로 다시 써

보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안내한다.

2분

연습 (1) 1차시에서 쓴 글을 보면서 글의 목적과 독자의 특성을 고려

했을 때 부적절한 내용을 찾아 표시하고 이유를 쓰게 한다.

(2)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생성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학습지에 다시 열거하도록 한다.

(3)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게 한다.

(4) 수정해서 새로운 200자 글을 쓰도록 한다.

(5) 초고를 작성하고 나면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맞춤법이나 어법

이 틀린 문장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게 한다.

15분

마무

리

피드백,

과정 정리

(1)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계를 묻고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학

습 방법, 연습 방법을 안내한다.

(2) 오늘 학습한 독자의 특성 파악하는 방법, 사회적인 목적의 자

기소개서의 특성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5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7] 학습지의 자기점검리스트를 보면서 수업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체크하게 한다.

자기점검리스트에 없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는지 적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8, 9] 학습과정 구조도를 보면서 이번 시간

에 배운 내용의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 지난 시간의 학습내용과

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보게 한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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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전형적 예

제시,

주의획득

(1) 같은 주제이지만 중심내용-세부내용의 2단 구성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를 보여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묻는다.

(2) 같은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해도 구성이 더 세분화되거나 내용

이 풍부해지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분

학습목표

제시

(1)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원동기를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2)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

2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1]

(1)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고,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묻는다.

(2) 총 8차시 학습목표의 구조도를 제시하고, 현 위치를 알려준

다. 이번 시간에 연습할 과제는 지난 시간과 목적, 독자는 같지만

주제와 분량,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2]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하게 한다.

① 2단 구성과 3단 구성의 차이

② 브레인스토밍의 뜻과 원칙

③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④ 총체적 평가의 뜻과 방법

3분

전개 연습: 과제

제시

면접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원동기를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

을 쓴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꿈과 어떻게 다른 내용을 써

야 하는지 차이점을 설명한다.

3분

개념 및

원리 제시,

실례

(1) 풍부한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내용 생성 방법을 활

용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그중 한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설명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

이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떠올리는 자유로운 방법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이때 질보다는 양, 그리고 어떤 내용도 상관없다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2) “빨대로 할 수 있는 일은?”이라는 질문에 3분 간 다함께 아

이디어를 내면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의 연습을 해

본다.

7분

절차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에 떠오르는 대답을 3분 간 학습지에 빠르 3분

<3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3/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

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

하고 고쳐 쓴다.(정교화수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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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어 내려가면 된다고 설명한다. 더 떠오르지 않으면 짝이나

뒷사람의 답변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도 좋다고 설명한다.

연습 “내가 OO대학 OO과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주

고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게 한다.

5분

개념 및

원리 제시

(1) 생성한 내용을 3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요를 활용할 것이라

고 설명하고, 개요란 내가 쓸 글의 목차를 쓰는 것처럼 처음, 중

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단어나 구, 혹은 문장으로 적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 처음-중간-끝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준다.

처음: 설명하려는 일반적 특성이나 핵심 내용

중간: 설명하려는 구체적 내용의 나열이나 예시, 논거

끝: 요약 및 강조

5분

절차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을 보면서 처음-중간-끝에 적절한

내용을 배치하고, 부족한 내용은 새로 떠올려 보완한다고 설명한

다.

2분

연습 개요를 작성한다. 10분

연습 (1) 작성된 개요를 보고 독자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어휘

와 문장으로 300자 분량의 초안을 써보도록 안내한다.

(2) 초안을 쓰는 도중이나 후에 문장이나 중심내용 및 세부내용

의 관계를 보면서 스스로 수정을 하도록 안내한다.

15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선수학습 (1) 지난 시간에 학습한 3단 구성, 브레인스토밍, 개요에 대한 내

용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2) 지금까지 배운 글쓰기의 과정(독자 파악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를 요약하여 설명한다.

5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1]

(1) 글쓰기의 여섯 단계 중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단계가 무엇인

지 묻고, 수정하기라고 안내한다.

(2) 총 8차시 학습목표의 구조도를 제시하고, 현 위치를 알려준

다. 이번 시간에 연습할 과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글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고쳐쓰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5분

<4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4/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

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을 작문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

하고 고쳐 쓴다.(정교화수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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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획득,

전형적 예

(1) 김소월의 ‘먼 훗날’이 발표 초기와 후기에 형태가 달라진 사

례를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결과 어떤 느낌

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다.

(2) 학생들의 대답에 잘 대답했다는 칭찬을 하고, 뛰어난 작가들

은 반드시 쓴 글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더 좋은 글로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5분

전개 개념 및

원리 제시,

실례

쓰기 과제 평가 기준 의견

자신이 경험

한 일 중에

서 가장 기

억에 남는

일 한 가지

쓰기

- 표현적인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었

는가?

- 일반적인

쓰기 기능이

뛰어난가?

상황이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왜 그 사

건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었다. 그리고 당시의 상

황이나 장면, 사람들을 독자들

이 잘 알도록 서술하고 있으

며, 어법의 실수가 거의 없다.

(1) 총체적 평가란 작품을 요소별로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적인 인상에 근거해서 하나의 평가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며, 평가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많이 좌우되는 단점이 있지만 시

간상의 효율이 있고 분석적 평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2) 총체적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는 평가 기준을 확인한 뒤 평가

할 글을 통독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글의 장단점, 인상 등을 서

술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3) 실례로 총체적 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시](박태호, 2004)

5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1) 총체적 평가의 기준으로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원 동기를 설

명한다’는 주제 및 목적, 독자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2) 자신의 글을 자기가 면접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읽고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평가를 적게 한다.

(3) 짝과 글을 바꾸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짝의 글을 평가하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짝이 평가할 때는 평가 외에 어떻게 고

쳐쓰면 좋겠는지를 함께 적게 한다.

18분

절차 (1) 자신의 평가 결과와 짝의 평가 결과를 보고 내 글에서 잘된

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학습지에 적게 한다.

(2) 고쳐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

(3) 내용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

답하는 방식으로 고쳐쓰기를 계획하게 한다.

① ‘지원동기’에 적합한 내용을 썼는가?

② 애매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썼는가?

③ 글의 목적과 의도가 한 눈에 보이는가?

④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가?

5분

연습 보완해야할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 쓰게 한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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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

리

피드백 (1) 작문의 목적에 맞게 글을 쓰는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서툰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방법을 알려준다.

3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7] 학습지의 자기점검리스트를 보면서 수업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체크하게 한다.

자기점검리스트에 없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는지 적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8, 9] 학습과정 구조도를 보면서 이번 시간

에 배운 내용의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 지난 시간의 학습내용과

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보게 한다.

4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전형적 예

제시,

주의획득

(1) 여행지를 다녀온 경험으로 쓴 수필, 답사보고서, 여행지 추천

글 등 세 가지 글을 제시하고 글의 구성이나 형태, 문체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묻는다.

(2) 같은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해도 장르의 특성에 따라 장르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관습을 지켜야 효과적인 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지켜야하는 일종의 관습이 있다고 안내한다.

5분

학습목표

제시

(1) 자기소개서의 일반적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접관에게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장르의 관습

에 맞게 쓴다.

(2)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

쓴다.

2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1]

(1)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고,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묻는다.

(2) 총 8차시 학습목표의 구조도를 제시하고, 현 위치를 알려준

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 지난 시간과 목적, 독자, 분량은 같지만

주제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2]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하게 한다.

① 글의 장르

②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장르와 장르적 특성

3분

<5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5/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

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정교화수

준 3)



- 138 -

③ 마인드맵의 개념과 방법

④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

⑤ 자기소개서의 일반적 항목

전개 개념 및

원리 제시,

메타인지

촉진

설명 설득 자기표현/서사

처

음

설명하려는 일반적

특성, 설명하려는

사건의 배경 등

제기하려는 문제,

핵심 근거에 대한

배경 등

일상의 경험에

대한 도입(배경

설명 등)

중

간

설명하려는 구체적

내용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등)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

(귀납, 연역, 유추,

인용, 전제-결론 등)

생활 경험의

묘사(서사적 전개.

순행식, 역행식,

장면적 전개 등)

끝 요약과 강조 결론 의미의 발견

(1) 글의 장르, 혹은 갈래란 글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글의 종류

를 나눈 것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설득

을 위한 논설문, 비평문, 광고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식사문,

서간문, 자기소개문, 자기성찰을 위한 일기, 감상문, 수필, 회고문,

학습을 위한 논술문, 논문, 요약문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4] 작문의 갈래를 가지 그림이나 벤다이어

그램으로 학습지에 정리하게 한다.

(2) 자기소개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갈래에 속하지만 설명, 설득, 서

사의 목적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도표를

제시한다.

(3) 설명적 자기소개문, 설득적 자기소개문, 서사적 자기소개문의

예시를 보여준다.

(4) 자기소개문의 글의 목적에 따라 다른 구성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도표를 제시한다.

(5) 자기소개문은 편지나 보고서처럼 엄격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있어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

를 충족시키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자기소개서의

일반적 항목과 항목별 예시를 제시한다(출처 대학교육협의회).

① 자신의 가족환경

② 자신의 지원동기

③ 입학 후 학업계획

④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외 활동

15분

연습: 과제

제시

(1) 일반적 항목 중 지난 시간에 연습한 ②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항목 중 각자 하나씩을 선택하게 한다.

(2) 같은 항목을 선택한 학생끼리 모여 앉도록 자리를 이동한다.

(3) 항목 선택이 끝나면 이를 장르의 관습에 따라 300자로 쓰는

과제를 안내한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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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장르의 특성과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유형의 메시지(설득,

설명, 서사)로 쓸지 결정한 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으로 내

용을 생성하고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여 초고를 작

성한다고 절차를 안내한다.

2분

연습 각자 선택한 항목에 따라 교사가 제시하는 키워드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해 이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브

레인스토밍을 수행한다.

① 자신의 가족 환경: 우리 부모님의 성격과 특징, 우리 형제자매

들의 성격과 특징, 우리 가족의 특징

③ 입학 후 학업계획: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 나의 꿈

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공부해야 하는 것

④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외 활동: 수상 경력, 대회 참여,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취미, 대외 활동

5분

절차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고 설명

한다. 가장 중심에 와야 할 단어, 혹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중심에 적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로

뻗어 정리하게 한다. 정리 과정에서 더 떠오르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을 보면서 중심과 세부 가지에 적절한

내용을 배치하고, 부족한 내용은 새로 떠올려 보완한다고 설명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같은 항목을

선택한 주변 친구들의 작성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분

절차 작성한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인드맵에 있는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개요를 작성하되, 전달하려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처음-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2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마인드맵을 보면서 개요를 작성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개요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같은 항목을 선택한 친구들의 작성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분

개념 및

원리 제시

자기소개서는 다양한 장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법

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친근하지 않은 독자를 상

대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격식을 지키는 표현이 필

수적이라고 설명하고 다음의 네 가지 원칙과 그 사례를 제시한다.

① 적절한 어휘: 독자를 고려한 격식 있는 어휘(구어체를 쓰지

않는다), 한자나 외래어, 유행어 등을 남발하지 않음

② 적절한 문장: 경어체 사용하는 것이 좋음, 어법과 맞춤법에 맞

아야 함, 번역투 쓰지 않기, 간결하고 분명하게 쓰기

③ 진솔하고 구체적인 느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지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사례, 칭찬 일색의 글이 아닌 단점도 드러내

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

④ 입증 가능한 내용만 쓰기: 기사, 인터넷 자료, 명언 등 참고할

때는 반드시 출처가 분명해야 함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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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전개 연습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표현원리 네 가지를 지키면서 초고를 작

성하도록 한다.

15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5] 지난 시간에 수행했던 총체적 평가의 방

법을 각자 말로 설명해보게 한다.

(1) 학생들에게 잘 기억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의도가 부각되도록 글을 작성하였는가?”

“격식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2) 자신의 글을 자기가 면접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읽고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평가를 적게 한다.

(3) 조별로 서로의 글을 차례대로 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

람의 글을 평가하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할 때는 평가 외

에도 어떻게 고쳐쓰면 좋겠는지를 함께 적게 한다.

15분

절차 (1) 자신의 평가 결과와 친구들의 평가 결과를 보고 내 글에서

잘된 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학습지에 적게 한다.

(2) 고쳐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

(3) 조직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

답하는 방식으로 고쳐쓰기를 계획하게 한다.

① 메시지(목적) 유형에 맞는 조직을 계획하였는가?

② 계획한 개요대로 표현이 되었는가?

③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더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④ 표현 원리 중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5분

연습 보완해야할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 쓰게 한다. 15분

마무

리

피드백 및

정리

(1) 장르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쓰는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서툰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방법을 알려준다.

(2)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성,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자기소개

서에서 지켜야할 표현원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5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7] 자기점검리스트를 보면서 수업 전에 비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자기점검리스트에 없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는지 적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8, 9] 학습과정 구조도를 보면서 이번 시간

에 배운 내용의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 지난 시간의 학습내용과

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보게 한다.

10분

<6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6/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 및 생각을

장르의 특성에 맞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3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조직과 표현을 장르의 관습에 비추어 평가하고 고쳐쓴다.(정교화수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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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전형적 예

제시,

주의획득

(1) 두 가지 항목을 한 글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한 자기소개서와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보여주고 어떤 느

낌이 드는지 묻는다.

(2) 자기소개서는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항목이 연결되는 내용일 때가 많으므로 한 글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7분

학습목표

제시

(1) 자신이 선택한 항목에 한 항목을 추가하여 두 가지 항목을

설명하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쓴다.

(2) 쓴 글을 내용, 조직, 표현 면에서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고쳐쓴다.

3분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1]

(1)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고,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묻는다.

(2) 총 8차시 학습목표의 구조도를 제시하고, 현 위치를 알려준

다. 이번 시간에 연습할 과제는 지난 시간과 목적, 독자는 같지만

주제와 절차, 분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3] 이번 시간에 내가 새롭게 알고 싶은 것

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적게 한다.

5분

전개 사례 제시 (1)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실제 자기소개서

문항을 제시한다.

예) ①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1000자 이내)(서울대)

② 지원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

지 기술하세요(500자 이내)(고려대)

③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술

하시오(500자 이내)(성균관대)

(2)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문항은 ‘지원동기’와 ‘진로

계획’, ‘지원동기’와 ‘노력 및 준비’, ‘자기주도적 학습경험’과 ‘교내

외 활동’ 등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한 글에 쓰기를 요구하고 있

으며, 분량은 제한이 없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자 이내,

긴 곳은 1000자 이내라고 설명한다.

5분

연습: 과제

제시

(1) 지난 시간에 각자가 선택한 항목에, 이번 시간에 추가될 두

번째 항목을 안내한다.

5분

<7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7/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두 항목 이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

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

하고 고쳐쓴다.(정교화수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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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가족 환경→ 자신의 가족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

환경이 자신의 성장과정과 성격에 준 영향을 서술하세요.

② 입학 후 학업계획→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을 서

술하세요.

③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외 활동→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

적 학습 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술하세요.

(2) 추가된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및 기존 항목과의 차이

를 예시로 보여준다.

절차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으로 내용을 생성

하고, 친구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개요를 작성한 뒤 초

고를 쓴다고 절차를 안내한다.

2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각자 선택한 문항에 따라 교사가 제시하는 키워드 중 하나나 여

러 개를 선택해 이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브레

인스토밍을 수행한다.

① 가족환경이 성장과정 및 성격에 준 영향: 어렸을 적 에피소드,

우리 가족 에피소드,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내가 닮은 사람은?

②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대학 졸업 후 나의 모습은?

10년 뒤 나의 모습은? 나의 전기문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③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및 교내외활동: 나만의 공부 노하우, 스

스로 알고 싶어서 공부했던 것,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같은 항목을

선택한 주변 친구들의 작성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분

절차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고 설명

한다. 가장 중심에 와야 할 단어, 혹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중심에 적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로

뻗어 정리하게 한다. 정리 과정에서 더 떠오르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분

연습,

메타인지

촉진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을 보면서 중심과 세부 가지에 적

절한 내용을 배치하고, 부족한 내용은 새로 떠올려 보완한다고

설명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같은 항목을

선택한 주변 친구들의 작성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분

개념 및

원리 제시

(1) 지금까지 내용 생성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인데, 이 두 가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최대

한 끌어내는 방법이며,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으로 글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 주변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2)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정보로는 친구, 부모, 교사, 전문가들을

이용하거나 글 읽기, 인터넷, SNS, 휴대전화 등이 있고, 이번 시

간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롤링페이퍼를 받아보는 활동

을 하겠다고 설명한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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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롤링페이퍼란 한 장의 종이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

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한다. 각

자 친구들에게서 “너희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위에 적고, 친한 친구들 3명에게 롤링페이퍼를 받도록 안내한다.

연습,

메타인지

촉진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롤링페이퍼를 받을 때 자신이 선택한 주

제를 설명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

도록 안내한다.

9분

절차 및

연습

(1) 두 항목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내용의 예시를 문항별로 알려

준다.

예) ① 가족환경이 성장과정 및 성격에 준 영향: 우리 가족은 마

치 합체로봇처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와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②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저의 꿈은 스티븐잡스 같이

예술과 기술을 겸비한 IT CEO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에서는 교양을 쌓고, 사회에 나가서는 실무 능력을 다지겠습니다.

③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및 교내외활동: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던 저는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부족한 과목의 공

부에 흥미가 생겼고, 말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동아리나 대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롤링페이퍼를 보면서 두 항목을 아

우를 수 있는 중심내용을 정하게 한다.

(3)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유형을 정하고, 이에 맞게 처음-중

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배치하게 한다.

10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전개 연습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표현원리 네 가지를 지키면서 초고를 작

성하도록 한다.

20분

개념 및

원리 제시

(1) 분석적 평가란 글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총체적 평가보다는 평가자의 주관

에 의한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가 평가

기준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2) 예시글을 PPT로 보여주고, 분석적 평가의 시범을 보인다.

[예시글] 저는 OO고등학교 3학년 7반 14번 OOO라고 합니다. 서

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교수님들이 모여있고 뛰어난

5분

<8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8/8

과제: 비가시적인 독자에게 두 항목 이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설명하

는 500자 분량의 글을 쓰고, 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을 분석적으로 평가

하고 고쳐쓴다.(정교화수준 4)



- 144 -

평가 기준 상 중 하

내

용

① 문항에 적합한 내용

② 구체적인 내용

③ 글을 쓰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

3개

충

족

2개

충

족

1개

이

하

구

성

①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됨

② 문장간, 문단간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자

연스러움

③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부각됨

3개

충

족

2개

충

족

1개

이

하

표

현

① 독자와 장르에 맞는 표현 원리를 준수함

② 어법에 맞는 표현
2개 1개 0개

[의견]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저는 김빛내리 교수님 같이 세계

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수분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런 교수님 밑

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외국 유명 학회지

에 실렸다는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

도 꼭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습,

메타인지

촉진

조별로 서로의 글을 한사람씩 보면서 분석적 평가를 수행하게 한다.

[메타인지 촉진 전략 6] 의견을 서술할 때는 어떻게 고쳐쓰면 좋

을지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쓰도록 안내한다.

10분

연습

평가 기준
상

란

지

회

성

애

합계/

평균

내

용

문항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

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8 8 8 24

구

성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문장 간, 문단 간 연

결이 자연스럽고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부각된다.

8 10 10 28

표

현

독자와 장르에 맞는 표현 원리

를 준수하고 어법에 맞는 표현

을 쓴다.

6 8 6 20

합계/평균 22 26 24 24

총체적 평가 결과 취합

-표현에 있어서 맞춤법이 틀렸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용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1) 자신에 대한 평가지를 모아 결과를 합산하게 안내한다. 상에

는 10점, 중에는 8점, 하에는 6점을 주고 요소별 합계, 평가자별

합계, 평균 점수를 계산해보게 한다. 의견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도록 안내한다.

[예]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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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쳐쓰기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어떻게 고쳐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고, 쓴 글을 고쳐쓰게 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계

획 작성까지만)

[설계원리 4, 5] 자기 질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질문, 조직을 수정하기 위한 질문을 떠올려보고

이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계획하게 한다.

마무

리

피드백 및

정리,

메타인지

촉진

[설계원리 7] 학습지의 자기점검리스트를 보면서 이번 수업 시간

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세운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게 한다.

[설계원리 8] 학습과정 구조도를 보면서 교사와 함께 각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고,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1) 8차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짚어주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피드백해준다.

10분



- 146 -

부록 2
단순화 조건법과 메타인지 촉진 전략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교수학습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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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설계안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전형적 예 교사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 묻는다. 학

생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한지, 관심 있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묻는다.

5분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 자기를 소

개하는 글을 쓰는 다양한 상황,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관습을 설

명할 수 있다.

2분

전개 제시(정의

와 목적)

자기소개서의 정의를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글”이라고 제시한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성장 과정, 성격과 가치관, 성실성, 대인관

계 능력, 재능, 특기 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글에 속한다고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친교가 아닌 공적인 목적을 위한 글도 된다고 설명한다.

3분

제시(다양

한 상황)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묻는다. 학생들이

대답하면 잘 대답했다고 피드백을 주고, 교과서의 만화를 보여주

며 다양한 상황이 있음을 알려준다.

첫 번째 그림: 누구와의 상황인가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친

구) 어떤 정보들을 전달했나요?(학교, 학년, 잘 지내자는 인사말)

어떤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친하게 지내고 싶은 관계 형

성)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친밀하게 평어체로)

두 번째 그림: 누구와의 상황인가요? (선생님, 반 친구들) 어떤

정보들을 전달했나요?(이름, 성적, 취미, 각오) 어떤 목적에서 이

야기한 것일까요?(친하게 지내고 싶은 관계 형성)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나요?(경어체를 쓰지만 친밀한 말투)

세 번째 그림: 누구와의 상황인가요?(면접관, 교수님) 어떤 정보

를 전달했나요?(취미) 어떤 목적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입학하

려고, 나의 적절성을 설득하려고) 어떤 과에 지원한 것 같나요?

(음대 등 추측) 두 번째 그림과 비교해서 말투는 어떤가요? (경

어체이지만 두 번째보다는 딱딱한 말투)

5분

<1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1/8

수업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다양한 상황(목적, 상황, 독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관습(형

식, 구성 요소, 표현)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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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잘 대답했다고 피드백을 주고, 작문에서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작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나 모니터에 글

을 쓰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왜, 누

구에게 어떤 내용의 글을 쓰는지에 따라 형식과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각각에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설명한다. 자기를 소개하는 사적인 상

황, 공적인 상황에서의 목적과 독자, 주제, 관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5분

제시

상황 사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

대상 친구 선생님 면접관

목적 친교
정보 전달, 설득,

상호작용, 표현

독자의

특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음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려움

주제
스스로

선택

스스로

선택,

제시됨

제시됨

형식
엄격하지

않음

엄격하지

않거나

기본적

구성

처음-중간-끝,

서론-본론-결론 등

명확하고 분명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음

문체

친밀하고

부드러운

문체

친밀하지

만 존경이

드러나는

문체

공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격식 있는 문체. 하지만

셋 다 공통적으로

진솔해야 함

정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각 칸마다 PPT로 예시 글을

보여 주고 보기를 주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떠올려서 쓸

내용으로 바꾸어야 함. 경험 떠올리기, 연상하기, 대화하기 등

-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친구, 부모, 교사, 전문가들을 이

용하거나 글 읽기, 인터넷, SNS, 휴대전화 등

10분

마무

리

연습 (1) 예시 글을 제시한 뒤 대상, 목적, 독자, 주제, 형식, 문체, 정

보 등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주어진 대상이 아닌 저자가 직

접 친구와 면접관에게 자기를 소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적도록 한다.

(2) 한 명씩 발표하게 하고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을 피드백해준다.

(3) 학습 내용 요약 및 정리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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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지난 시간

요약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개념과 목표, 중요성, 다양한 상황과 관습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한다.

2분

주의 집중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과정에 대한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준다.

① 스케치만 하는 영상 ② 채색까지 하는 영상

첫 번째 동영상과 두 번째 동영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다.

(연필로만 그려요, 색칠까지 해요,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려요,

전체적인 인물을 다 그려요 등)

작가는 그림을 왜 그리는지, 누가 볼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등

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린다고

제시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했을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묻는다. (도구, 구도, 종이, 필요한 자료 등)

15분

학습목표

제시

그림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밑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준비하여 작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

하고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 목표: 1)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주제를 정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계획한다.

3분

전개 제시:

계획하기 1

- 주제

정하기

각자 가고 싶은 대학을 떠올리게 하고, 그 대학의 교수님에게 자

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상상하게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계획하기라고 제시한다. 계획하기는 실제로 글의 내용을 작

성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큰 그

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교수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을지 묻는

다. (대답을 듣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가 제시한 자기소개

서 항목을 하나씩 제시한다.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에 대해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2) 지원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

지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3)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1000

자 이내)

4)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

술하세요.(1000자 이내)

10분

<2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2/8

수업 목표: 1)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한 뒤 주

제를 정하며, 글을 쓰는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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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의 미래 목표를 위하여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목표를 세웠던 동기 등에 대해 서술하세요.(1000자 이내)

대학마다 이것을 참고해 자신들에게 맞는 문항을 새로 개발하기

도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내용을, 어떤 분량으로 써야하는지 정해져있는 경우

가 많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활

용해서, 어떤 순서로 써서, 어떻게 분량을 맞추어 독자를 감동시

킬 것인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모자라게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수업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주

제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에 대해 기술하세요.(500자 이내)

2) 자신이 지원한 분야를 위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

술하세요.(500자 이내)

3)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500

자 이내)

4)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

술하세요.(500자 이내)

제시:

계획하기 2

– 절차와

방법

내용과 구성, 분량을 정했다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지, 어느 정

도의 시간을 들일지, 어떤 절차에 따라 써야할지 계획하는 절차

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보를 찾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

는 기억만 쥐어짜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책, 봤던 TV 프로

그램, 취미나 특기와 관련된 기록, SNS 활동, 주변 사람들의 의

견 등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보통 자기소개서

는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에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으며, 작문의 절차는 작문의 일반적인 과정을 참고하여 쓰

는 것이 좋다고 알려준다. 내게 도움이 될 내용은 어디에서, 누구

에게 찾을 수 있을지 학습지에 적게 한다.

글을 쓰는 과정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다.

여섯 가지 단계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

하기, 수정하기, 조정하기이며, 각 단계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하고 조정하기란 위의 다섯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앞의 단계나 뒤의 단계로 이동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은 수업 시간동안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앞 시간 내용들을 조정하며 쓰도록 안내한

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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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계획하기 3

– 형식과

표현

다음 단계는 어떤 문체, 어휘, 문장, 문단으로 구성할 것인지 계

획하는 것이며, 앞에서 본 글을 떠올리게 하여 사적인 상황의 자

기소개서와 공식적인 상황의 자기소개서는 형식과 표현에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시 글을 보고, 글의 상황과 목적을

생각했을 때 문체, 어휘, 문장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게 한다.

예시글) 엄격하실 때는 무척 엄하시지만 또 한없이 자상하신 아

버지와 저와는 친구처럼 지내는 어머니, 잔소리가 심하지만 항상

저를 아껴주는 오빠가 있는 따뜻하고 문안한 가정에서 자란 저

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꼭 뽑

아주세요!

5분

마무

리

정리 및

다음 시간

예고

작문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 작문을 계획하는 것의 내용 및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작문의 과정을 요약하면서 다음 시

간에는 내용 생성 단계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5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주의 집중 (구슬 이미지 제시)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모으고 구성하는 일은

구슬 서 말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일과도 같아서, 보배를 만든

다는 목적은 달라도 얼마나 좋은 구슬을 얼마나 많이 모아 디자

인 하느냐가 완성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 좋은 글이 되려면 좋은

글감을 많이 모아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3분

학습목표

제시

1) 내용 생성을 위해 배경 지식과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중심내

용과 세부내용을 생성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3분

전개 제시:

내용

생성의

뜻과 방법

중심내용은 글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하

고, 내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세부내용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중심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중심내용에 속하는 하위 내용들로 분석하

거나, 중심내용에 대한 이유 등이 올 수 있다고 도표로 제시한다.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내용을 창의적

으로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끌어내

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6분

<3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3/8

수업 목표: 1) 내용 생성을 위해 배경 지식과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생성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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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활동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자유연상, 자유롭게 쓰기 등

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 보겠다고 설명

하고,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요, 가능한 많은 내용을 떠올리는 자유로운 방법이며, 이때 적용

되는 두 가지 규칙은 질보다는 양, 그리고 어떤 내용도 상관없다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범 학생들과 함께 “빨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라는 질문으로 브레

인스토밍 활동을 3분 간 수행한다.

3분

연습 지난 시간에 선택한 각자의 주제에 따라 브레인스토밍 활동 문제

를 제시해 각자 선택한 뒤 3분간 적게 한다(두 개 이상 선택 가능)

1) 문항 선택한 학습자: 나의 초등학생 시절, 나의 중학생 시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나 자매, 우리 가족

2) 문항 선택한 학습자: (지원 분야에 관한) 내 경험, (지원 분야

에 관한) 내 노력, 현재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3) 문항 선택한 학습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나의 꿈, 10년

뒤 나의 모습

4) 문항 선택한 학습자: 나만의 학습 노하우, 교내활동, 교외활동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다가 생각이 안날 경우 주위 친구들과 바

꾸어 보고 가능한 내용을 추가해주게 한다.

8분

제시 논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에는 마인드맵이 있다

고 설명한다. 마인드맵은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

이므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사고를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시 자료를 보여준다.

3분

연습 각자 브레인스토밍으로 생성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한

다. 가장 중심에 와야 할 단어는? 어떤 내용이 나를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을까? 세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을까? 주제를

보았을 때 더 필요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떠오르

는 대로 내용을 추가하라고 안내한다. 마인드맵의 가운데에 오는

내용이 앞으로 내가 쓸 글의 중심내용이라고 설명한다.

6분

제시:

정보수집

지금까지 연습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

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이지만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으로 글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

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정보는 친구, 부모,

교사, 전문가 들을 이용하거나 글 읽기, 인터넷, 텔레비전, 휴대전

화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3분

활동 주변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롤링페이퍼를 받아보는 활동을 수행

한다. 롤링페이퍼는 한 장의 종이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지에 “너

희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위에 적고, 소집단

별로 종이를 돌려가며 5분 간 적게 한다.

5분 뒤 각자 롤링페이퍼를 돌려받고, 롤링페이퍼에 적힌 내용 중

세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골라 마인드맵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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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펜으로 추가하게 한다. 마인드맵을 보고 학습지에 중심내

용과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적게 한다. 작성한 내용 중 지난 시간

에 작성했던 작문 계획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검

토해보고,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수정하게 한다.

마무

리

학습내용

정리

내용을 다양하게 생성해보는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5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주의 집중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처음]

- 대가족인 우리 가족

- 우리 가족들의 직업

- 어려웠던 가정 형편

[중간]

- 환경미화원인 아버지

-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림

- 쓰레기로 더러운 동네를 목격

- 환경과 봉사의 소중함 깨달음

- 교내 환경 동아리를 만듦

[끝]

- 환경과 봉사의 소중함

[처음]

- 교내 환경 동아리를 만들

어 활동 중

-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데

에는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의

영향이 큼

[중간]

- 환경미화원인 아버지

-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림

- 쓰레기로 더러운 동네를 목격

- 환경과 봉사의 소중함 깨달음

[끝]

- 환경과 봉사를 위한 앞으

로의 계획

두 개의 자기소개서 개요를 제시한다.

주제, 생성한 내용, 처음-중간-끝으로 구성한 방식도 같지만 세

부분에 어떤 내용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글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

다고 설명하고, 각 글에 대한 느낌을 묻는다.

5분

학습목표

제시

생성한 내용을 메모하기와 개요 작성하기 등 조직 전략을 활용하

여 구성하고, 개요별로 한 문장 수준까지 작성하여 얼른 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3분

<4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4/8

수업 목표: 생성한 내용을 메모하기와 개요 작성하기 등 조직 전략을 활용하여

구성하고, 개요별로 한 문장 수준까지 작성하여 얼른 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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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제시

설명 설득 자기표현

처

음

설명하려는 일반적

특성, 설명하려는

사건의 배경 등

제기하려는 문제,

핵심 근거에 대한

배경 등

일상의 경험에 대

한 도입(배경 설

명 등)

중

간

설명하려는 구체

적 내용(정의, 예

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등)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귀

납, 연역, 유추, 인

용, 전제-결론 등)

생활 경험의 묘사

(서사적 전개. 순

행식, 역행식, 장

면적 전개 등)

끝 요약과 강조 결론 요약과 강조

글을 조직하는 것은 내용들의 위계, 비중, 순서를 고려하여 구성

하는 것을 뜻하며, 내용 조직의 방법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

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들어갈

내용은 원래 글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자기소개서는 설명,

설득, 자기 표현 등 다양한 특성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를 모두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7분

예시 유형별 자기소개서의 예시3)를 제시하고 처음-중간-끝에 어떤 내

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다.

1) 설명적 자기소개서: 제가 OO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된다

면 무엇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충실할 것입니

다. 이를 위해 먼저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와 함께 영어와 컴퓨

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급변하는 선진 의학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는 활발한

봉사 활동으로 의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키우고, 어학연수를 통

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 의학의 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2) 설득적 자기소개서: 저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연필

을 깎다가 손을 베면 피부는 재생되어 깨끗하게 치료되지만 연필

은 깎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법과 같은 재생을 실현

할 수 있는 학문이 환경공학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이 강물

처럼 자정작용을 한다면 인류는 환경공학에 의한 재생을 합니다.

환경공학을 배움으로써 저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지구

의 청소부이자 지구의 주치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자기표현적 자기소개서: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농구부를 창

단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창단 과정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이 무슨 농구부냐고 하시는 선생님

을 설득했습니다. 겨우 창단이 되었지만 제게는 심장병이 있어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농구

연습을 하며 팀워크를 쌓았고 결국 전국 대회 4위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평소 느릿느릿한 제게 열정

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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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주제:

중심내용:

세부내용:

메시지의 유형:

나의 전략(구성과 관련해서):

개요를 짜기에 앞서,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적게 한다. 이 메모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전략을 그야말로 간단하게 메모만 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8분

연습 2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내가 쓸 글의 목차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어나 구

형태로도 쓸 수 있고 보다 자세하게 문장까지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먼저 메모를 보고 처음-중간-끝에 들어갈 내용을 단어나 구

로 간단하게 적게 한다.

(2) 단어나 구를 문장 수준으로 구체화하면서 다시 검토하게 한

다. 각 문장을 바탕으로 글이 완성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가 빠트리지 않고 포함되는가? 또 개요에 있는 내용 중에 중심내

용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전략

대로 글이 잘 구성되었는가?

20분

마무

리

내용 정리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조직하는 방법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3분

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동기 유발 부적절한 어휘와 표현 방법으로 작성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시) 저는 OO고등학교 3학년 7반 14번 OOO라고 합니다. 서울

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교수님들이 모여 있고 뛰어난 학

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저는 김빛내리 교수님 같이 세계

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수분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런 교수님 밑

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외국 유명 학회지

5분

<5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5/8

수업 목표: 1)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관습과 독자에 맞는 어휘를 설명할 수 있다.

2) 얼른 쓰기로 초안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3) 권현, 김두산, 김연진, 최의상(2011). (합격생이 전하는) 입학사정관제 합격비법: 자기

소개서. 서울: 지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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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렸다는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꼭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독자와 메시지가 분

명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습목표 1) 자기를 소개하는 글의 관습과 독자에 맞는 어휘를 설명할 수

있다.

2) 얼른 쓰기로 미리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500자 분량의 초고를

완성할 수 있다.

2분

전개 제시 효과적인 표현 원칙과 사례 및 비사례를 학습자료로 제시한다.

① 적절한 어휘: 독자를 고려한 격식 있는 어휘(구어체를 쓰지

않는다), 한자나 외래어, 유행어 등을 남발하지 않음.

② 적절한 문장: 경어체 사용하는 것이 좋음, 어법과 맞춤법에 맞

아야 함, 번역투 쓰지 않기, 간결하고 분명하게 쓰기

③ 진솔하고 구체적인 느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지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사례, 칭찬 일색의 글이 아닌 단점도 드러내

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

④ 입증 가능한 내용만 쓰기: 기사, 인터넷 자료, 명언 등 참고할

때는 반드시 출처가 분명해야 함

15분

시범 본격적으로 작성해보기 전에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내용

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기 위해 얼른 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한

다. 얼른 쓰기란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속

도로 써보는 것이고, 어제 작성했던 개요를 바탕으로 먼저 살을

붙여보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설명한다. 완성될 글의 형태

를 미리 보면서 어떤 내용을 덧붙여야 할지, 단락 구분은 어디에

서 할지, 각 문단의 연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한다.

5분

활동 15분 간 200자 내외로 얼른 쓰기를 수행하게 한다. 얼른쓰기를

수행하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15분

마무

리

교사의

피드백

직접 써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분량에 대해 잘 계획되

어 있는지, 독자의 입장에서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글의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학생 각자에게 제시했던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체 학생에게

공유해준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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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지난 시간

요약

지난 시간에 수행했던 얼른쓰기의 뜻과 방법, 주의사항을 요약하

여 설명한다.

2분

전개 제시 얼른 쓰기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500자 분량의 초고를 쓴다

고 제시한다. 많은 대학이 500자 분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므로 500자로 연습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초고를 쓸

때는 조정과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되, 지금까지 세운 계획과 내용 조직, 표현 원리를 기억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5분

연습 20분 간 500자 내외로 초고 쓰기를 수행하게 한다. 학생들이 초

고쓰기를 수행하는 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20분

제시:

더 길게

쓰기

같은 내용으로 더 길고 구체적인 글을 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흥미가 유발되는 첫문장, 문단별 제목 추가하기

(2) 새로운 사례 추가하기

(3)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쓰기

5분

연습 (1) 작성한 계획, 개요, 초고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화를

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분량을 늘릴지 계획하게 한다.

(2) 20분 간 쓴 글을 700자 내외로 구체화하여 쓰게 한다. 학생들

이 연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과정을 확인

하고 피드백을 준다.

25분

마무

리

학습 정리 초고 쓰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학생 각자에게

제시했던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체 학생에게 공유해준다.

3분

<6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6/8

수업 목표: 1) 얼른 쓰기를 바탕으로 500자 분량의 초고를 작성할 수 있다.

2) 자신이 작성한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700자 분량의 초

고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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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동기 유발

고쳐쓰기 전 고쳐쓰기 후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맘으로 당신이 나무라 하시면

그때에 내 말이 “무척 그리다

가 잊었노라”

당신이 그래도 나무라 하시면

그때에 이 말이 “믿기지 않아

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못 잊는 당신을

먼 훗날 그때에는 “잊었노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엔 “잊었노라”

김소월의 ‘먼 훗날’이 고쳐쓰기 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묻는다.

3분

학습 목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방법에 따라 나의 글과 친구들의

글을 평가할 수 있다.

2분

전개 제시

쓰기 과제 평가 기준 의견

자신이 경

험한 일 중

에서 가장

기억에 남

는 일 한

가지 쓰기

- 표현적인 글

의 특성을 잘

나타내었는가?

- 일반적인 쓰

기 기능이 뛰

어난가?

상황이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왜 그 사

건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었다. 그리고 당시의 상

황이나 장면, 사람들을 독자들

이 잘 알도록 서술하고 있으

며, 어법의 실수가 거의 없다.

총체적 평가란 작품을 요소별로 뜯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에 근거해서 하나의 평가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평

가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많이 좌우되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 상의

효율이 있고 분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 뒤 총체적 평가의 예시를 보여준다.

[예시](박태호, 2004)

5분

연습 각자 자신의 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학습지에 적게 한다.

평가 기준: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는가? 독자와 장르에 맞는 어휘와 문장을 구사하였는가?

5분

<7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7/8

수업 목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방법에 따라 나의 글과 친구들의 글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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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및

시범

평가 기준 상 중 하

내

용

문항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

게 드러내었다.

구

성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문장간, 문단간 연결이 자연스럽고 드러

내고자 하는 내용이 부각된다.

표

현

독자와 장르에 맞는 표현 원리를 준수하

고 어법에 맞는 표현을 쓴다.

총점

분석적 평가란 글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 총체적 평가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에 의

한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가 평가 기준

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분석적 평가를 시행

하는 시범을 보인다.

[예시] 저는 OO고등학교 3학년 7반 14번 OOO라고 합니다. 서울

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레벨의 교수님들이 모여있고 뛰어난 학

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저는 김빛내리 교수님 같이 세계

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수분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런 교수님 밑

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외국 유명 학회지

에 실렸다는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가슴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꼭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0분

활동 각자에게 평가표 3개를 나누어 준 뒤 소집단을 네 명씩 구성하여

서로의 글을 차례로 분석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분석적 평가를

실시할 때는 항목에 체크하는 것 외에도 총평을 남기게 한다.

20분

마무

리

학습 정리 평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총체적 평가와 분석

적 평가의 차이점 및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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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실행 시간

도입 지난 시간

요약

지난 시간에 수행했던 총체적 평가 및 분석적 평가의 뜻과 방법,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3분

전개 활동 각자 자신의 평가표를 돌려받고 학습지에 점수를 계산하게 한다.

전체 총점과 항목별 총점, 평가자별 총점, 전체 평균을 계산해보

게 하고,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낮은 영역, 총평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나의 글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도록 안내한다.

10분

제시:

고쳐쓰기

계획

작성하기

내용, 구성, 표현 중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결정하게

하고, 각 요소별로 보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하게 한다.

(1) 내용:

- 문항에 적합한 내용인가?

- 구체적이고 자세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는가? 수치나 사례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글의 목적과 의도가 한 눈에 보이는가?

-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가?

(2) 조직

-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가? 상관없는 내용

은 없는가?

- 처음-중간-끝에 맞는 내용이 각각 들어가 있는가?

- 글의 내용이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가? 긴밀한 접속

사, 논리로 이어져 있는가?

- 중심내용에 맞는 세부내용이 들어갔는가? 부적절하거나 부족

한 것은 없는가?

(3) 표현

- 격식 있는 표현을 위해 표현 원리를 지켰는가?

- 독자에게 진솔함이 느껴지도록 솔직한 이야기를 썼는가?

- 상투적이고 뻔한 표현은 없는가?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지켰는가?

10분

연습 학습지에 각자 고쳐쓸 부분과 계획을 적게 한 뒤 고쳐쓰기를 수

행하게 한다. 학생들이 고쳐쓸 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며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20분

마무

리

과정 정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활동을 상기시키며 작문의 과정을 정리한다. 7분

<8차시 교수설계안>

과정 목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차시: 8/8

수업 목표: 평가 결과에 따라 나의 글을 고쳐 쓰고 최종본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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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과정 중심 쓰기 모형을 활용한 교수방법의 교수학습 자료

예시



- 175 -



- 176 -



- 177 -



- 178 -

부록 5 작문 능력 사전검사지

[글쓰기 능력 검사지]

본 과제는 작문 보충수업 실시를 위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미리 점

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과제는

시험이 아니므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과제]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교수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

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를 기술하시오.

[주의사항]

- 답안 상단에 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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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작문 능력 사후검사지

[글쓰기 능력 검사지]

본 과제는 작문 보충수업 실시를 위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미리 점

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과제는

시험이 아니므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과제]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교수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

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 혹은 좌절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

[주의사항]

- 답안 상단에 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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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작문 능력 평가표

구분 평가 내용 상 중 하

내용

(40

점)

내용의 적합성

(문항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한다)

내용의 풍부성

(구체적이고 자세한 경험을 표현한다)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

(글을 쓰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용의 참신성과 창의성

(내용 창안에 있어 개성과 특성이 드러난다)

조직

(40

점)

구성의 통일성

(글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구성의 응집성

(문장간, 문단간 연결이 긴밀하다)

구성의 강조성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을 목적에 맞게 부각하였다)

구성의 체계성

(처음-중간-끝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표현

(20

점)

독자를 고려한 표현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격식 있는 표현을 쓴다)

장르(자기를 표현하는 글)에 맞는 표현

(독자에게 솔직함이 전달되도록 쓴다)

개성적 표현

(상투적이거나 고정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법

(문장, 문법에 오류가 없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정확하다)

총점

총평

자기소개서 쓰기 평가표

평가 일시: 평가자:

* 점수 계산 방식: 내용, 조직: 상(10), 중(8), 하(6) 표현: 상(5), 중(4), 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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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사전 작문 능력 검사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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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사후 작문 능력 검사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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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5 4 3 2 1

1 글쓰기는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2 글쓰기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

3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을 쓴다.

4 글쓰기는 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나타내게 한다.

5
글쓰기는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6
쓴 글에 대해 친구들이나 선생님 등과 토의하는 것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꼭 필요하다.

7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중요

한 요소이다.

8 쓰기 시간은 재미있으며, 쓰기 시간이 기다려진다.

9 나는 글쓰기를 즐거워하며 좋아한다.

10 나는 글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11
글쓰기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즐거

운 일이다.

12
나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등에 대하여 무엇

이든 글로 쓸 수 있다.

13 내가 쓴 글을 읽으면 마음에 든다.

14
내가 쓴 글을 여러 사람들(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등)

이 읽어봐주는 것이 좋다.

15 학교에서 글쓰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

16 나는 글을 더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17 글쓰기 주제가 주어지면 생각을 정리한 후에 쓴다.

18 글을 쓸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쓸 때가 어렵다.

19 쓰고 싶은 내용을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20 쓰고 싶은 내용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21 평소에 글을 쓰면서 예상 독자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22
글을 잘 쓰기 위해 평소에 신문이나 추천 도서, 권장

도서 등을 즐겨 읽는다.

23
글을 잘 쓰기 위해 겪은 일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

면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4 글을 쓰기 위해 집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25 내가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쓰려는 태도를 가진다.

부록 10 작문에 대한 태도 검사지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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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실험집단 면담용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1.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

까?(박인숙, 2010)

2.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

니까?(박인숙, 2010)

<단순화 조건법에 대해서>

※ 다음은 새로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의 계열화 방식입니다.

1.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

업의 계열화와 관련이 있습니까?(Kim & Reigeluth, 1992)

2. 이 과정에 대한 동기나 흥미를 강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

업의 계열화와 관련이 있습니까?(Kim & Reigeluth, 1992)

3. 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업

의 계열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Kim & Reigeluth, 1992)

4. 학습 중에 수업의 계열화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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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가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것은 과제의 계열화 때문입니까? (Kim &

Reigeluth, 1992)

6. 이 과정의 학습자로서, 이 과정이 좀 더 효과적이려면 과제의 계열이 어

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Kim & Reigeluth, 1992)

7. 만약 이 수업의 계열화가 비교집단처럼 이루어졌다면 학습에 대한 느낌

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메타인지 촉진 전략에 대해서>

1. 수업 시작 전에 이번 시간에 학습할 과제의 조건, 주구성내용, 정교화수

준을 구조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

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수업 시작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퀴즈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

는 무엇입니까?

3.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의 차이점

을 언급하며 구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

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학습 중에 제시한 내용을 표나 그래프, 도식 등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

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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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중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떠올리며 퀴즈를 풀거나 적어

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6. 수업 중에 친구들이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

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수업이 끝난 후 이번 시간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

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수업이 끝난 후 전체 과정 중에 현재 학습 진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

도록 구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과제가 계열화되는 이 수

업의 특성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1. 이번 작문 과정은 나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특히 도

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것은 수업의 계열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업 중에 실시했던 여

러 가지 활동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글쓰기 태도에 대해서>

1. 이번 작문 과정은 글쓰기에 대한 나의 관심, 흥미, 자신감에 도움을 주었

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업의 계열화와 관

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업 중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2. 이번 작문 과정은 글쓰기의 필요성과 가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업의 계열화

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업 중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과 관

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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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implifying Conditions Method

and Strategies for facilitating metacognition

applied to writing instruction

Choi, In Hyeong

It is a representative instruction design approach that find and apply

different teaching strategy depending on types of learning task. Among

them, Reighluth founded a theory to notice how to apply teaching

strategy and method depending on types of learning task and to design

instruction systematically by suggesting organization, management, and

mediation strategy. His theory, especially, includes Elaboration Theory,

which is macroscopic organization strategy about how to teach various

ideas in what order. The Elaboration Theory is a method to analyze and

systematize tasks by teaching epitome, the generalist and easiest idea,

first and then gradually more specific and difficult idea.

Simplifying Conditions Method(SCM) is one of the subordinate

methods of Elaborate Theory. It is a method to analyze principles and

procedural tasks. Analyzing learning tasks depending on SCM helps

learners to understand overall task at the first stage of learning and

to control and organize practical task by themselves, so it can make

the learning objective achieved effectively and improve interest and

motivation for learning. Accordingly, SCM is an effective method for

analyzing task to improve learners' achievement of the learning

objective and affective attitude under education paradigm which is

moving to learner- and real context-centered. However, experimental

research to apply it to actual analysis of learning task and to analyze

the effects is not performed actively yet. Therefore, a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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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 apply SCM to specific learning situation and to reinforce the

effect of the theory based on the results is needed.

Also, during the learning process based on SCM, learners ne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learning task and to control and

organize their learning process by themselves, so they should use

their meta-cognitive ability. Considering these points, Elaboration

Theory suggests seven strategies related to learners' metacognition.

However, it does not suggest specific strategies to facilitate learners'

metacognition during the learn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eded to

study how to design learners' meta-cognition facilitating strategy i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based on SCM, and its effec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esigning instruction which was

analyzing and systematizing learning task depending on the theory of

SCM and included learners' metacognition facilitating strategy by

applying it to designing instruction of writing, which is one of the

procedural tasks, and analyzed it in terms of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 writing. For doing this, writing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was selected as a learning task, and experiment contrasting it with

process-based writing method was conducted. The research problem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ffect of SCM and

meta-cognition facilitating strategy applied to writing instruction on

learners' writing ability? Second, what is the effect of SCM and

meta-cognition facilitating strategy applied to writing instruction on

learners' attitude to writ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 experiment on A girls’ high

school first grade 55 students was conducted. The experiment went

through three stages – developing experiment tools, performing the

experiment, and analyzing the result. In developing experiment tools

stage, analyzing writing tasks based on SCM, drawing teaching-learning

method using SCM and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 developing

instructional design for experiment group, analyzing writing tasks based

on process-based writing method, developing instructional desig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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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group, and developing evaluating tool for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 writing. In performing the experiment stage, through a

pre-evaluation,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have similar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 writing. Then, classes were given 8 times,

applying teaching method based on SCM and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 and the method based on process-based writing method to each

group respectively. After classes, post-evaluation for writing ability and

attitude to writing were conducted again. In analyzing the result stage,

the result was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writing

ability was improved meaningfully in only the group which used the

teaching method based on SCM and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F=6.781, p<.05). Among subelements of writing ability,

writing ability of experiment group was improved significantly in

content and organization element, but writing ability of both group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in expression element. Second, both

group’s attitude to writing w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As a result, teaching method using SCM and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 is more effective to improve learner’s writing

ability than teaching method using process-based writing method.

Learners can have more performing and reviewing opportunities in

the same time thanks to the principles of SCM. Also, they can

improve their performing ability of writing as a procedural knowledge

effectively because they can control their learning process effectively

thanks to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 This result suggests a

possibility to apply teaching method based on SCM and facilitating

meta-cognition strategy in other various procedural knowledge.

keywords : Simplifying Conditions Method, Elaboration Theory,

Task analysis, Metacognition facilitating strateg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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