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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피험자로 하여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 구조로 된 설명적 교재의 
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검증한 것이다. 요약하기 훈련을 교재구조를 활용하여 요약하기, 지도작성을 활용
하여 요약하기 및 단순히 반복하여 읽고서 요약하기의 세 조건으로 처치하였다. 요약하기 훈련 프로그램은 
직접교수방략에 근거하여 지식습득단계(1일), 연습단계(3일), 및 검사단계(직후 2일, 1주후 2일)로 구성되었
다. 본 실험은 피험자간, 피험자내 혼합설계로서 피험자간 요인은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 수준(상․하)
이고, 피험자내 요인은 교재길이(짧은․긴)와 검사시기(직후․1주 지연)이었다. 준거변인은 자유회상, 중심내용파
악, 교재이해 및 요약문작성의 점수들이었다. 이상의 독립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었다. 그 
결과 교재구조를 활용하여 요약하거나 지도작성을 활용하여 요약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여 읽고 요약하는 
것보다 비교/대조구조로 된 설명적 교재의 길이가 짧든 길든 글 전체의 중심내용파악, 상위․하위․전체정보의 
이해, 요약문작성 그리고 짧은 글의 자유회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특히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는 독해능력 
상위수준의 학생에게 그리고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는 독해능력 하위수준의 학생에게 요약문작성을 더 촉
진시켰다. 요약하기 훈련은 검사시기에 관계없이 교재처리를 촉진시켰다. 

￭ 주요어 : 요약하기 훈련, 설명  교재 처리, 비교/ 조 교재구조 

 * 경상 학교

** 통 교육청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6, Vol. 7, No. 4, pp. 301-336.



302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학습자는 교재학습시에 부분 설명  교재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고 있으며, 지식 획득의 

효과 인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요약하기 기술

(summarization skill)은 읽은 교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심내용을 추출하

고 하 정보를 상 정보에 통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고차원 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 인 독해방략 의 하나이다(O'Mallan, Foley, & Lewis, 1993; Stein & Kirby, 1992). 

따라서 요약하기는 아마도 학습자가 효과 으로 학습하고 이해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모든 독해방략을 포 할 수 있는 방략일 것이다. 교재의 내용을 기억하고 

조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요약하기는 주요 아이디어를 아는 것, 세부사항들

로부터 주요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것, 교재의 조직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 사건들의 과정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주요 인지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지활동들은 효과 인 교재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컨 , 서 , 1991; Cordero Ponce, 1993; Johnson, 

1983; Taylor, 1982a). 

설명  교재 처리에 어려움을 갖는 학습자들을 돕기 해서 교재학습에 한 연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설명  교재처리  요약하기와 련된 연구의 

근방법과 연구변인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 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설명  교재처리와 련된 연구의 근방법은 두 가지 에서 이루어져 왔다( 유진, 

1999; Robinson, 1993). 하나는 교재구조(text structure)의 인식능력을 길러 학습자의 교재처

리를 돕기 한 연구로서 교재구조의 인식능력을 높이기 한 교재구조 훈련이다. 교재구조 

훈련은 교재구조의 인식능력을 길러 교재의 이해와 회상을 진시킨다고 한다( 컨 , 문선

모, 1988; Barnett, 1984; Hiebert, Englert, & Brennan, 1983; Meyer, Young, & Bartlett, 1989; 

Meyer, 1999). 그와 련된 Armbruster, Anderson  Ostertay(1987)의 연구에서는 교재구조

와 요약하기 훈련을 받은 집단이 통 인 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거시구조의 형성을 진시

켜 단답형 검사보다 논술형 검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한 것으로 밝 졌다. 한 교재구

조 수업은 학생들의 요약문 쓰기의 질과 계획하고 조직하는 주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컨 , Hammann, 2000).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설명  교재 처리를 돕는 학습방략의 연구이다. 학습방략들 에서 

구체 인 학습기술과 련된 연구로는 심상생성, 의역하기, 기억조성법, 질문하기,  기, 

노트하기, 지도 작성하기, 개요작성, 계  요약하기 방략 등이 있으며, 그 효과는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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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문선모, 1994). 그 에서 요약하기는 조직화 방략과 정교화 방략을 모두 사용

하는 통합  학습방략으로 가장 강력한 학습방략임이 입증되고 있다( 컨 , Armbruster, 

Anderson, & Ostertag, 1987; Day, 1980; Hare & Borchardt, 1984).

한편, 설명  교재의 요약하기와 련된 연구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  독립변인으로는 교재구조 훈련( 컨 , Meyer & Poon, 2001), 요약하

기 훈련( 컨 , 김정훈, 1996; Brown & Day, 1983; Cordero Ponce, 1993; Selinger, 1992), 

정교화 질문하기 훈련( 컨 , Singer & Donlan, 1982) 등의 훈련조건변인이 있고, 교재구조 

수 ( 컨 , Cordero Ponce, 1993), 교재구조 유형( 컨 , 배한권, 1994; Cheuvront, 2002) 

등을 달리한 교재변인이 있으며, 연령( 컨 , Brown & Day, 1983; Hahn & Garner, 1985), 

독해능력( 컨 , 홍 표, 2000; Cheuvront, 2002; Palmer, 1991), 인지능력( 컨 , Selinger, 

1992), 교재의 친숙도( 컨 , 문선모, 1985, 1996a; Kaspar, 1996) 등의 개인차 변인이 있다. 

교재학습연구의 방법은 단일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보다 여러 개의 독립변인들 간의 

효과 차이를 복합 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많았다( 컨 , 문선모․배한권, 1995; Hammann, 

2000; Kaspar, 1996; Palmer, 1991; Selinger, 1992). 

다음으로 종속변인으로는 교재이해( 컨 , 문선모․배한권, 1995; Hare & Borchardt, 

1984; Cordero Ponce, 1993), 심내용 는 세부사항의 회상( 컨 , 문선모․배한권, 1995; 

Hammann, 2000; Kaspar, 1996; Palmer, 1991), 요약문 쓰기( 컨 , 문선모․배한권, 1995; 

Cordero Ponce, 1993; Selinger, 1992;), 교재구조인식( 컨 , Hammann, 2000), 인지 질문

( 컨 , Cordero Ponce, 199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으로 한 가지 종속변인을 측정

하여 검증하는 연구보다 여러 가지 종속변인을 종합 으로 측정하여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

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재처리  요약하기와 련된 교재학습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 로 

주요 문제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요약하기 방략을 모색하여 

교재처리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약하기 훈련 련 주요 처치들로는 주로 

요약하기 훈련을 무훈련, 교재구조 훈련, 정교화질문 훈련,  기 훈련, 기억술 훈련들 

 어느 하나와 는 두 셋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 , Armbruster, Anderson & 

Ostertag, 1987; Barnett, 1984; Hiebert, Englert, & Brennan, 1983; 1986; Meyer, 1999; 

Scardamalia & Bereiter, 1986). 즉 요약하기 방법을 교재구조나 부가  보조수단 등과 비교

하여 교재처리의 상  효과를 검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습방략을 요약하기 방략에 

복합 으로 목하여 활용함으로써 요약하기 훈련조건 자체를 달리한 요약하기 훈련조건들

간의 상  효과검증이 기 된다. 컨 , 교재이해의 강력한 변인인 교재구조를 활용한 요

약하기, 지도 작성을 활용한 요약하기 혹은 도식조직자를 활용한 요약하기 등을 지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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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실제 교재학습 맥락에 더 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상 면에서 보면, 주로 학생이나 성인을 실험 상으로 하 으며, 등학생을 

피험자로 한 연구는 비교  은 편이었다. 학습자의 연령과 독해능력수 이 교재처리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밝 졌으며, 특히 4학년이 되는 시기부터 이야기 교재에서 설

명  교재로 학습내용이 환되면서 학습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컨 , Chall, 

Jacobs, & Baldwin, 1990).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을 규명하기 해서는 연령별, 독해능력수

별로 교재처리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해능력수 별 연구에 비해 

연령별 연구는 학생이나 성인에 치우쳐 있어 문제 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제

7차 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학년에 따라 다양한 교재구조가 

나오고 있었다.  학년에 걸쳐 기술의 짜임으로 된 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3학년 2학기부

터 국어 교과서에 비교/ 조의 짜임에 한 을 공부하는 단원이 나왔다. 6학년 2학기 국

어 교과서에는 비교/ 조의 짜임, 원인/결과의 짜임, 시간순서의 짜임, 문제해결의 짜임을 

구체 으로 지도하는 단원이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의 짜임, 즉 교재구조에 한 학습을 

등학교 때부터 체계 으로 지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가소성이 많은 등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재 자료 면에서 보면, 엄격한 실험통제를 해 인 으로 제작된 교재보다 학교

장의 자료, 내용도 매우 친숙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교재보다 보통 정도의 교재, 교재구조

를 매우 잘 알거나 거의 잘 모르는 교재보다 구조의 인식이 보통인 교재, 그리고 교재길이

도 짧은 과 긴  양자를 실험 자료로 삼는 것이 생태학 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끝으로, 교재학습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단편 인 정보의 회상이나 기억을 측정하는 

교재이해검사, 자유회상검사 는 심내용 악검사를 통해서 그 효과를 밝혔으나 고차  

교재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요약문작성검사에 의한 효과를 밝힌 연구는 었다. 이러한 검사

들을 종합하여 효과 검증을 규명함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 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언 된 주요 문제 을 토 로 본 연구에서

는 실험 상을 등학교 6학년으로 하 으며,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를 실험 자료로 

택하 다. 그 이유는 등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교재구조들보다 비교/ 조구조의 에 체

로 더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이다( 컨 , Englert와 Hiebert, 1984). 그리고 실험처치는 단순

한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만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시각  보

조수단(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그리고 일반  요약하기 조건으로 더욱 구체화 하 다. 그

리고 종속변인은 교재의 자유회상, 심내용 악, 교재이해  요약문 작성으로 다양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를 사용하여 요약하기 조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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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효과 그리고 독해능력수   검사시기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2. 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요약하기 훈련조건(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

약하기)간에 설명  교재의 회상, 심내용 악, 교재이해  요약문 작성하기에 미치는 효

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상 ․하 )간에 설명  교재의 회상, 심내

용 악, 교재이해  요약문 작성하기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직후․1주 지연)간에 설명  교재처리에 미치는 상

호작용효과는 없을 것이다. 즉, 검사시기와 계없이 요약하기 훈련조건간에 설명  교재의 

회상, 심내용 악, 교재이해  요약문 작성하기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교재이해란 의 내용을 체 인 하나의 생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를 이해하는 과정은 교재의 정보를 간추리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요약하는 능력이다. 요약문은 한 단락 혹은 몇 개의 단

락, 심지어 체 교재의 핵심 는 본질이라 볼 수 있다. 요약문은 긴 의 요한 요 들을 

강조하기 해 사용되며(Shugarman & Hurst, 1986), 교재에 담겨있는 심내용, 즉 요지를 

반 하거나 주제에 근하기 쉽게 정보를 압축하여 구두로나 문자로 조리 있게 조직하여 표

출하는 간단한 진술문이다(Hidi & Anderson, 1986). van Dijk(1977)은 요약하기를 삭제나 선

택과 같은 다양한 거시규칙들을 사용하여 교재로부터 요한 정보를 추출하게 하는 하나의 

조직화 방략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요약하기란 교재에 들어 있는 요한 생각을 간략하게 간추리는 활동 는 교재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재의 내용을 압축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게 본다면 교재의 이해과정과 요약하기는 매우 하게 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약하기는 이해과정에서 필연 으로 일어나고  필수 인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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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약하기는 의 내용과 짜임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

과 련된 종합 인 행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하기는 교재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학습해야 할 요한 방략 의 하나가 되므로 교재학습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교재학습에서 요약하기의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컨 , Brown 

& Day, 1983; Hidi & Anderson, 1986).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교재를 읽고 일 성 있는 체로서 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기억하거나 특정 부분의 문장들을 기억할지 모른다. 이처럼 교재이해력

이 부족한 학생들은 읽기의 목 이 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임을 모르거나 아니

면 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요약하기 방략을 지도하

여 교재의 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 하여 교재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요하다. 교재의 요한 정보와 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 즉 정보의 요도에 

한 단은 독해과정의 핵심이다. 이러한 독해과정의 핵심인 정보의 요도를 단하는 능

력과 가장 한 것이 요약하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 과 련하여 먼  설명  교재구조 훈련이 교재처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요약하기 훈련이 교재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재구조와 교재처리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데 가장 요한 변인의 하나가 교재구조임이 밝 졌다. 교재의 내용

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독자가 이해하게 되면 교재 내에 있는 심내용을 빠르고 쉽

게 포착하게 되어 교재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따라서 교재구조를 잘 인식하는 것, 즉 교재

구조의 민감성은 요한 독해능력이 될 수 있다. 

설명  교재의 교재구조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소 유사한 다양한 형태를 보이나 부분의 

연구들이 교재구조를 기술(description), 시간순서(sequence), 비교/ 조(compare-contrast), 원

인/결과(cause-effect), 그리고 문제/해결(problem-solution)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 , Englert & Hiebert, 1984; Meyer & Freedle, 1984).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교재구조 에서 비교/ 조구조에 연구의 을 두었다. 그 이유는 비교/ 조구

조는 여러 교재구조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구조  특성을 가지지만, Englert와 Hiebert(1984)

의 연구에 의하면 등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교재구조들보다 비교/ 조구조에 더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밝 졌기 때문이다.

교재구조의 조직과 민감성에 련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설명  교재의 의미 노출 

부족과 교재의 거시구조에 하여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  교재의 요지를 읽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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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Alvermann & Boothby, 1982). 한 학생들이 설명  

교재의 처리에 미숙한 것은 학년 때 설명  교재를 하는 기회의 부족에 기인하거나

(Duke, 2000), 학생들이 설명  교재에 사용된 조직화된 구조유형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  교재에 한 구조 도식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Spiro & Taylor, 1987). 따

라서 설명  교재에 한 민감성과 조직화된 교재구조 유형들의 복잡성은 많은 연구의 

이 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설명  교재구조에 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교재이해력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컨 , McGee, 1982; Englert & Thomas, 1987; Richgels et al, 

1987). 

Taylor와 Samuels(1983)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정상 으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조직화된 교재와 의미의 해석이 뒤엉킬 수 있는 비조직화된 교재를 읽고 내용을 회상하

게 하 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교재구조에 민감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상 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한 교재와 의미 해석이 뒤엉킬 수 있는 교재 간에 회상량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는 사실이다. Meyer, Brandt  Bluth(1980)는 9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문제/해결구조와 

비교/ 조구조의 교재를 읽고 의 내용을 회상할 때 신호  단어들을 포함하는 교재구조 지

식을 사용하는지를 연구하 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읽기 능력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들과 달

리 단락 정보들을 회상할 때 의 내용 속에 사용되어진 구조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교재 속에서 사용된 같은 구조를 사용했던 학생들은 의 내용과 계된 

정보들을 더 많이 회상하 다. 한 단서  단어들은 독해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독해에 

도움을 주었지만, 일주일 후의 회상검사에서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도 문제/해결구조와 비교/ 조구조의 교재 내용을 구조

화시키는 것은 정보를 기억해 내기 한 요한 조직화된 방략임을 보여 다.

한정된 교재구조를 가지고 실험한 기의 연구들과는 달리 Englert와 Hiebert(1984), 

Englert와 Thomas(1987)는 다양한 학습수 과 학년의 학생들을 상으로 교재구조의 수를 

늘려 시간순서, 비교/ 조, 기술 그리고 열거 교재구조들의 효과를 검증하 다. 결과는 학습

자의 읽기 능력과 연령은 교재구조의 민감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교재 구조간에도 민감성의 계가 발견되었다. 시간순서 교재구조가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

한 것임을 보여  반면에 비교/ 조 교재구조가 가장 익숙하지 못한 교재구조 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설명  교재 구조들간의 민감성에서 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하며, 

설명  교재의 이해는 교재구조에 한 민감성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교재구조에 한 학생들의 민감성은 설명  교재가 어떤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비록 연구자들이 교재구조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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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과 이해도의 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교육과정과 수업 개발자들

은 그것의 계가 존재함을 명백히 가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앞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어떤 교재구조의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한 많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해능력과 연령이 교재이해에 미치는 연구결과

들에 의하면, 교재구조에 한 민감성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고,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더 민감하며, 학습훈련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컨 , McGee, 1982). 그러나 독

해능력 는 연령과 련된 부분의 연구들에서 교재구조에 한 민감성의 차이만을 비교

하 을 뿐 교재구조에 한 인식 능력의 차이를 이고 교재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한 효

과 인 학습방략을 지도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구조

를 활용한 요약하기 방략과 지도 작성(mapping)을 활용한 요약하기 방략이 독해능력의 수

에 따라 설명  교재 처리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정보처리의 깊이

이론(depth of processing theory)이나 생성학습이론(generative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독해능력이 높은 학생은 지도 작성보다 교재구조에 한 학습을 할 때 교재처리를 더 진

시킬 것이며, 독해능력이 낮은 학생은 교재구조보다 지도 작성하기를 학습할 때 교재처리에 

더 효과 일 것이다. 즉, 지도 작성하기는 어느 정도 학습방략을 사용할  아는 독해능력 

상  학생보다 학습방략의 사용이 서툰 하 의 학생에게 훈련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컨 , 읽은 교재의 제목을 고 심내용을 추출하여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지도 작성하기는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생보다 낮은 학생에게 교재 속의 정보를 깊게 처리하게 하고, 생성학

습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교재의 처리를 진하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방략일 것

이다. 따라서 설명  교재 학습과 련하여 요약하기 방략의 효과가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

생에게 더 효과 인지 낮은 학생에게 더 효과 인지 아니면 독해능력수 에 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효과 인지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교재처리와 요약하기

앞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교재자료를 요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한 인지  활동을 필요

로 하는 복잡한 일이며, 학습자가 효과 으로 학습하고 이해하기 해 숙달해야 할 가장 

요한 학업기술이다. 그러나 요약하기가 요한 교재처리 기술이지만 학습자들은 교재를 요

약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학습자가 가지는 요약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요약하기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교재처리 기술에 한 효과를 많은 연구자들이 검증하 다.

Rumelhart(1977), Kintsch와 van Dijk(1978)가 제안한 교재이해의 두 모형은 이야기 교재들

을 요약하는 것에 포함된 기 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 다. 두 모형에 의하면, 요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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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필연 인 결과이며, 요약에 제시되어야 할 정보의 선택과 간결화를 포함하는 정신  

조작을 안내하는 이야기들의 구조(이야기 도식)에 한 독자의 지식이라고 가정한다. 요약하

기에 있어 Rumelhart의 모형에 따르면, 이야기 조직의 계  표상에서 더 높은 수 에서 

처리된 정보가 선택된다. 단순한 이야기의 기 인 구조는 이야기의 요소( 를 들어, 에피

소드, 시도, 원인  결과)가 나무의 마디를 이루는 나무구조로 표 된다. 이야기 구성요소의 

요성은 나무 마디들의 치에 의해 결정된다. 즉 높은 수 의 마디들은 필수 으로 더 

요한 정보이므로 요약문에 포함된다고 하 다.

Kintsch와 van Dijk의 모형에서는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거시규칙(macrorule; 선

택, 삭제, 일반화,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거시규칙은 교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

제를 약호화하는 과정에 작동한다. 그리고 교재구조는 미시구조(microstructure)와 거시구조

(macrostructure)로 구분된다. 미시구조는 개개 명제들의 구조와 그들 간의 상호 계를 나타

내는 교재 속의 세부 인 의미를 나타내며, 교재기 (text base)를 형성한다. 거시구조는 교

재의 요지 는 체 인 의미를 나타내며, 독자는 거시구조를 구성하는 정보를 요약문에 

포함시킨다. 교재를 요약하기 해서는 미시구조를 거시구조로 변형해야 하는데 이때 독자

는 일련의 거시규칙을 용한다고 본다(문선모, 1985, 1997).

Johnson(1978, 1983)은 1, 3, 5학년 아이들과 어른들을 상으로 잘 구성된 이야기 두 개를 

듣고서 구두 회상하여 두 가지의 요약을 하게 했다. 하나는 길이가 긴 자연스러운 요약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한 짧은 요약이었다. 그 결과 어른들이 쓴 요약과 아이들이 쓴 요약 간에

는 질 인 차이가 있었다. 어른들의 요약은 요약문의 길이가 더 짧을지라도 일 성과 정확

성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이 쓴 요약은 단순히 이야기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그들의 요약문

을 이는 것 같았으며, 어린이들의 짧은 요약문은 길이가 긴 자연스러운 요약문보다 일

성이 더 부족했다. Johnson은 이야기의 내용을 성공 으로 회상했던 어린이들이 종종 이야

기를 잘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을 찰하 으며, 게다가 요약 과제를 수행한 어린이들 에서 

요약하는 것이 회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좋은 요약문을 

생산하기 해서는 정확하고 일 성 있는 정보의 표상을 형성하는 것과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 다. 

따라서 교재를 읽고 좋은 요약문을 생산하는 능력은 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 의도 인 훈련이나 학습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능력이라고 여겨진다.

3) 요약하기 규칙

요약하기 규칙은 교재구조 분석을 통한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Kintsch와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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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1978)의 거시규칙에 근거하여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이와 련된 표 인 연구들(

컨 , Brown & Day, 1980; Hare & Borchardt, 1984; Hahn & Goldman, 1983)은 Kintsch와 

van Dijk의 요약하기 규칙을 부분 으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intsch와 van Dijk의 교재이해와 산출 모형은 정보를 처리하기 해 독자가 정신 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이다. 이 모형은 교재에 있는 

요 정보의 정신  요지(거시구조)를 형성하도록 교재의 미시구조를 삭제․일반화․구성하는 

규칙을 독자가 용하는 것을 기술한다. 첨가, 상술,  특수화의 보충  규칙은 교재의 회

상문 쓰기에 사용되었다.

Kintsch와 van Dijk(1978)의 4가지 요약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삭제(deletion); 이야기의 

부수 인 특성을 설명하는 명제들은 삭제한다. ②일반화(generalization); 일련의 미시명제들

에 한 직 인 상  개념으로 체한다. ③선택(selection); 평범한 조건, 구성요소, 결과들

이 다른 명제에 의해 설명된다면 삭제될 것이다. ④구성(construction); 명확히 하기 한 일

련의 명제들에 해 평범한 조건, 구성요소, 결과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순한 명제로 체

한다.

Brown과 Day(1980)의 교재를 요약하는 규칙들은 Kintsch와 van Dijk의 요약하기 규칙들

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요약하기 규칙은 특이한 심을 반 하는 두 가지 방식에서 

Kintsch와 van Dijk의 요약 규칙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Brown과 Day에 의하면, Kintsch와 

van Dijk는 이야기 교재의 독자들에 의해 형성된 정신  표상을 기술하기를 원했으므로 

Kintsch와 van Dijk의 요약하기 규칙들은 이야기 구조들을 기술하고 다룬다. 반면에 Brown

과 Day는 설명  교재를 요약하도록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했다. 결론 으로 그들의 

요약하기 규칙들은 설명  구조들에 용된다: ①삭제(deletion); 사소하거나 복되는 정보

는 삭제한다. ②상 화(superordination); 들을 나타내는 목록을 신하는 상  용어로 

치한다. ③선택(selection); 교재에 있는 주제문(topic sentence)을 선택한다. ④창조(invention); 

알맞은 주제문이  속에 없을 때는 의 의미를 포 하는 새로운 주제문을 만든다. 상 화 

규칙을 용함으로써 단락 속에 있는 항목들이나 행동어들의 목록을 이며( 컨 , 백합, 

데이지, 잔화 → 꽃), 선택과 창조 규칙들은 모든 단락에 하여 일반화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Hahn과 Garner(1985)는 Brown와 Day가 제시한 요약 규칙들에 동의한다.  

한, Hare와 Brochardt(1984)는 Brown과 Day가 진술한 4가지 요약하기 규칙에 동의하면

서 Brown과 Day의 요약하기 규칙에다 두 가지의 규칙, 즉 ①단락들을 붕괴하기(collapse 

paragraphs)와 ②요약문 다듬기(polish the summary)를 더 첨가하 다. 단락들의 붕괴 규칙

을 더한 이유는 성숙한 요약자나 문 인 요약자들은 지면을 압축할 때 련된 단락들 속

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결합 방략을 선호하는 반면에 선택 규칙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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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약문 다듬기 방략을 용한 이유는 요약을 할 때, ‘그리고’, 

‘혹은’과 같은 연결어를 첨가하거나 바꿔 쓰기를 용하는 것은 종종 최종 산물로부터 도출

된 다루기 곤란하고 련이 없는 심내용을 가진 요약문을 다듬어서 차별화한다는 

Winograd(1984)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 다듬기 방략은 교재의 청크들(chunks)간

의 계를 더 명백하게 하는데, 다듬기 규칙은 요약하기 규칙이라기보다 다시 쓰기 규칙이

라고 하 다(Selinger, 1992).

한편, Hahn과 Goldman(1983)의 요약하기 규칙은 Brown과 Day(1983)의 것을 바탕으로, 

요약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요약처리에 있어서 더 상 의 요약규칙이 요구됨을 구체 으로 

보여 주었다. Hahn과 Goldman은 피험자들로 하여  교재를 보면서 요약하도록 하 는데, 

이는 기억발달의 변인으로부터 요약하기 기능의 발달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의도 으며, 일

반 수업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용할 수 있는 교재의 요약방법이다. Hahn과 Goldman의 요

약하기 규칙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요약의 길이를 달리함에 따라 요약방략이 변화된다는 

과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요약방략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약하기 규칙을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주요 연구들과 국내연구들(김재 , 

1997; 김정훈, 1996)을 참고하여 ①불필요한 세부사항 삭제하기, ②상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③ 심문장 선택하기, 그리고 ④새로운 문장 구성하기로 분류하여 요약하기 훈련 로그램 

개발에 반 하 다.  

2. 요약하기 훈련 프로그램
우리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요약하기 기능을 습득하기를 기 할 수 없으며, 단지 읽은 

것을 요약하라고 말 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자료의 요약하기를 가르칠 

직 이고 명시 인 수업과 연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문선모, 1995; Baumann, 1986). 요약

하기를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교재구조를 활용한 요약하기 훈련방

법과 시각  보조수단을 활용한 요약하기 훈련방법의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배한권․문선모, 2003). 

하나는 교재이해와 한 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규칙의 지도이다. 

교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교재를 이해하는 데 요하다. 그리

고 교재를 요약하는 규칙을 지도하고 반복 으로 훈련하여 요약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교

재이해와 요약문 작성에 필수 이다. 본 연구의 훈련 로그램의 개발에 반 된 

Taylor(1982b, 1986)와 문선모․배한권(1995)의 요약하기 방법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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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이나 비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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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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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도 작성의 기본 틀

Taylor(1982b, 1986)는 표제들(headings)에 따라서 조직된 교과서 자료의 경우 가장 유용한 

계  요약하기(hierarchical summarizing)를 개발하 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과서 발췌물에 

한 계  요약문의 표본을 제시하고, 계  요약문 작성의 의미, 유용성  사용 시기를 

설명하고, 계  요약문 작성을 시범 보이며, 학생들과 함께 몇 가지 계  요약문을 작성

하고, 그리고 학생이 혼자 힘으로 작성한 요약문을 집단토의로 검토하게 한다.

문선모․배한권(1995)의 교재구조 훈련과 요약하기 훈련 로그램은 원인/결과구조로 된 

설명  교재를 심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훈련과정은 크게 지식습득단계와 연습단계로 구

분하 으며, 지식습득단계에서는 교재구조와 요약하기에 련된 기본 이고 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인지  입력단계로서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공부 자료를 제공하여 가르쳤고, 

연습단계에는 지식습득단계에서 이해한 것을 연습용 교재를 용하여 실습하도록 하 다. 

다른 하나는 시각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요약하기 훈련으로서 지도작성(mapping), 지식 

지도화(knowledge mapping)  도식 조직자(graphic organizer)의 활용이 형 이다. 여기

서는 본 연구에 도입하는 지도작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도는 심내용과 요한 

세부사항 문장들 신에 요한 핵심단어들로 구성된다는 에서 계  요약문과 다르다. 

지도작성에는 쓰기가 덜 여되며, 이용하는 시간을 덜 요하는 장 이 있으며, 표제

(headings)에 의거해 조직되지 않은 정보제공 교재에 사용토록 설계되었다(Armbruster & 

Anderson, 1980; Berkowitz, 1982; Taylor, 1986). 본 연구에서 비교/ 조구조에 용한 지도

작성의 차와 지도의 ([그림 1])는 다음과 같다. 

먼  의 심내용을 생각하며 읽는다. 종이의 윗부분에 상자를 그리고, 그 속에 의 

제목이나 비교 상을 는다. 비교하는 상의 공통 과 차이 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을 충 읽는다. 을 다시 읽으면서 공통 과 차이 을 찾아 제목 아래의 빈칸에 각각 

는다. 문장을 는 것이 아니라 심내용을 나타내는 핵심단어들이나 구 을 는다. 각 항

목별로 상자를 그리고 선으로 연결시킨다. 자신이 작성한 지도와 선생님이 제시한 표본 

지도를 비교한 후 고쳐 쓴다. 끝으로, 작성한 지도를 공부한 후, 읽은 속의 정보 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짝끼리 교 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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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대상
피험자는 경남 통 시 C 등학교 6학년 117명 에서 문자 미해득자를 제외하고 무선표

집한 96명을 상으로 국어과 독해능력검사 수의 앙치를 기 으로 독해능력 상 수 과 

하 수 으로 48명씩 구분하 다. 이들을 2개의 독해능력수 별, 3개의 실험조건별(즉, 교재

구조 활용 요약하기,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  일반  요약하기)로 체 6개 실험집단에 

각각 16명씩 무선 배치하 다.

2. 실험도구
1) 훈련자료

직 교수방략(direct instruction strategy)을 참고하여 훈련자료를 구성하 으며, 훈련과정

은 교사 심의 학습활동에서 차 학생 심으로 환되며, 교사는 직 교수의 원리를 용

하여 수업을 하도록 설계하 다. 훈련자료는 요약하기 공부 자료와 요약하기 연습자료로 구

성되어 있으나 각 집단별로 그 내용이 조 씩 다른데 구체 인 각 집단별 훈련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용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공부 자료와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연습자료로 구성되었다. 공

부 자료는 공부할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의 짜임의 종류, 비교/ 조

의 짜임으로 된 의 뜻과 특징, 요약의 뜻과 요약하기 규칙, 의 짜임을 활용한 요약문을 

쓰는 요령, 자신이 쓴 요약문이 잘 써졌는지 검토하는 요령, 그리고 요약문 쓰기에 참고할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연습자료는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구성하 다. 연습용 교재자료는 비

교/ 조구조로 이루어진 3개의 설명  교재가 사용되었다. 교재자료는 등학교 5, 6학년 국

어와 사회 교과서(2003), 그리고 Cheuvront(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용 교재자료 에

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번안하고, 첨가․수정한 것을 교육심리 공 국어교사 2명의 조를 

얻어 재수정하여 구성하 다. 

(2)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용
이 집단에서 가장 요한 활동은 지도 작성하기인데 본 연구에서는 Berkowitz(1982)의 ‘지



314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작성하기’를 ‘요약하기 규칙’지도와 연계하여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자료를 만들었

다. 공부 자료는 공부할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포함하여, 요약하기의 뜻과 요약하기 규칙, 

지도작성 방법, 지도작성을 활용한 요약문을 쓰는 요령, 자신이 쓴 요약문이 잘 써졌는지 검

토하는 요령, 그리고 지도작성 활용 요약문 쓰기에 참고할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연습자료는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구성하 으며, 연습용 교재자료는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에서 

사용한 것들과 동일하 다.

(3)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용
일반  요약하기 집단은 요약의 뜻과 요약문을 쓰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재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요약하는 일반 인 요약하기를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 다. 연습용 교재

자료는 다른 집단에서 사용한 것들과 동일하 다.

2) 검사용 교재자료

검사용 교재자료는 등학교 국어과 5학년 1학기 읽기(2003)와 Cheuvront(2002)의 연구에

서 사용된 검사용 교재자료 에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번안하고, 첨가․수정한 것을 교육심

리 공 국어교사 2명의 조를 얻어 재수정하여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교재자료의 타당성

을 검토하기 해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6학년 학생 12명을 상으로 비실험을 거쳐 

최종 확정하 다. 검사용 교재자료는 비교/ 조구조로 이루어진 읽기자료 2개가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검사용 교재자료는 짧은 (긴 )의 단락 수는 3(6)개, 문장 수는 20(40)개, 

단어 수는 227(402)개, 자 수는 691(1210)개로 구성되었다. 

3) 검사자료

검사자료는 자유회상검사, 심내용 악검사, 교재이해검사  요약문작성검사로 구성되었

다. 자유회상검사는 읽은 교재의 내용을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회상하여 도록 하 다. 

교재의 심내용 악검사는 읽은 의 요 , 주제 는 요한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

약문장을 작성하게 하 다. Baumann(1986)과 문선모(1996a)의 심내용 작성법에 의거해  

체의 심내용과 각 문단별 심내용을 작성하게 하 다. 교재이해검사의 교재 1은 문단

이나  체의 내용을 묻는 상 수  4문항과 세부사항을 묻는 하 수  4문항으로 총 8문

항, 교재 2는 상 수 과 하 수  각 5문항으로 총 10문항의 4지선다형에 답하게 하 다. 

요약문작성검사는 교재자료를 읽고  체 내용의 요 이 잘 나타나도록 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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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독립변인인 요약하기 훈련조건(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독해능력수 (상․하), 교재길이(짧은 교재․ 긴 교재)  

검사시기(직후․지연)로서 실험배치는 3 × 2 × (2) × (2)이다. 여기서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은 피험자간 변인이고, 교재길이와 검사시기는 피험자내 변인이다. 종속변인은 

자유회상검사 수, 심내용 악검사 수, 교재이해검사 수 그리고 요약문작성검사 수

이다. 

4.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 차는 교재정보의 요성 결정과 요약하기 방략에 한 서술  지식과 방

법  지식을 익히는 지식습득단계, 익힌 지식을 학생이 반복하여 연습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습단계, 그리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검사단계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연구자와 3

명의 실험보조자에 의해 처치조건별로 8일간 실시되었으며, 집단별 주요 훈련내용을 요약하

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훈련은 지식습득단계(1일간), 연습단계(3일간), 검사단계(직후 2일간, 1주후 2일간)의 3단계

로 나 어 매일 40분씩 연속하여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용 교재를 읽는 시간은 짧

은 교재의 경우 6분간으로 교재를 천천히 3회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며, 자유회상검사는 

6분간, 심내용 악검사는 5분간이며, 요약문작성검사의 시간은 8분간으로 제한하 다. 그

리고 긴 교재의 경우는 평균 으로 4분씩 더 증가시켰다. 이러한 시간들은 비실험을 통하

여 정해졌다.

5. 자료처리
1) 채

(1) 자유회상검사
자유회상검사는 아이디어 단 를 기 으로 하여 검사용 교재별로 채  기 표를 만들어 

채 하 으며 아이디어 단 당 1 씩 부여하 다. 

(2) 중심내용파악검사
교재의 심내용 악검사의 채 은 교재의 특정 토픽뿐만 아니라, 일반  토픽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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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

훈련
단계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

제
1
일

지
식
습
득
단
계

․ 설명하는 글의 짜임의 종류
․ 비교/대조짜임으로 된 글의 뜻과 
특징

․ 요약하기의 뜻
․ 요약하기 규칙
․ 글의 짜임을 활용한 요약문 쓰기 
요령

․ 요약문 검토 요령
․ 요약문 쓰기에 참고할 양식 안내 

․ 요약하기의 뜻
․ 요약하기 규칙
․ 지도작성하는 방법 지도
․ 지도작성을 활용한 요약문 
쓰기요령

․ 요약문 검토 요령
․ 지도작성 활용 요약문 쓰기에 
참고할 양식 안내 

․ 요약하기의 
뜻

․ 일반적 
요약하기 
방법 안내

제
2
일

연
습
단
계

․ 첫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1을 읽기
․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중심내용 
추출하기

․ 교재보고 요약문 작성하기
․ 자신이 쓴 요약문 검토하기
 * 전 과정을 교사와 함께 한다.

․ 첫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1을 읽기
․ 중심내용 추출을 위해 
지도작성하기 

․ 작성한 지도를 활용하여 요약문 
작성하기

․ 자신이 쓴 요약문 검토하기
 * 전 과정을 교사와 함께 한다.

․ 연습용 
교재1을 읽고 
요약하기

제
3
일

․ 둘째 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2를 읽기
․ 교재의 짜임을 생각하며 중심내용 
추출하기

․ 교재보고 요약문 작성하기
․ 자신이 쓴 요약문 검토하기
 * 학생활동을 증가시킨 한다.

․ 둘째 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2를 읽기
․ 중심내용 추출을 위해 지도작성 
하기

․ 작성한 지도를 활용하여 요약문 
작성하기

․ 자신이 쓴 요약문 검토하기
 * 학생활동을 증가시킨 한다.

․ 연습용 
교재2를 읽고 
요약하기

제
4
일

․ 셋째 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3을 사용하여 셋째 
날과 같이 한다.

 * 전 과정을 학생 스스로 한다.

․ 셋째 날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기
․ 연습용 교재 3을 사용하여 셋째 
날과 같이 한다.

 * 전 과정을 학생 스스로 한다.

․ 연습용 
교재3을 읽고 
요약하기

제
5
일

직
후
검
사

검사용 교재 1을 사용하여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사를 실시한다.:
①자유회상검사, ②중심내용파악검사, ③교재이해검사, ④요약문작성검사, ⑤교재친숙도 
평정, ⑥교재구조인지도 평정

제
6
일

검사용 교재 2를 읽고 검사하며, 그 내용은 다섯째 날과 같이 한다.
1

주후
(2

일간)

지
연
검
사

1주일 후, 검사용 교재 1에 대하여 ①자유회상검사, ②중심내용파악검사, 
③교재이해검사 순으로 실시하고 ④요약문작성검사는 직후검사와 같이 보고 한다. 
검사용 교재 2에 대하여 검사하며, 그 실시방법은 전날과 같이 한다.

<표 1> 집단별 요약하기 훈련과정

면 정답으로 간주하 다. 즉, 교재에 직 으로 명시된 특정 토픽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 

통하는 문장으로 표 되었을 경우도 정답으로 간주하 다. 심내용이 포함된 완 한 문장

이면 3 , 그 에 요한 것 하나가 빠지고 문장이 완 하면 2 , 매우 요한 것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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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으나 약간 맞는 것이 있으면 1 ,  일치하지 않으면 0 으로 처리하 다. 철자성의 

오류는 무시하 다. 따라서  체의 심내용 악 수의 총 은 교재 1과 교재 2 모두 3

으로 동일하 고, 문단들의 심내용 악 수는 교재 1은 9 (=3문단 × 3 ), 교재 2는 

18 (=6문단 × 3 )으로 하 다. 

(3) 교재이해검사
교재이해검사는 문항당 1 씩 채 하 다. 따라서 교재 1의 상 수 과 하 수 의 총

은 각각 4 (=4문항× 1 )이며, 교재 2의 상 수 과 하 수 의 총 은 각각 5 (=5문항 × 

1 )이다. 

(4) 요약문작성검사
요약문작성검사는 Turner와 Greene(1977), 문선모(1985, 1996b) 등의 채 차에 의거해 채

하 다. 먼  학교 국어교사 2명과 연구자가 각각 작성한 요약문을 검토․수정하여 각 

검사용 교재별로 표  요약문을 만들었다. 작성한 표  요약문을 기 으로 하여 각 교재의 

거시명제 리스트와 비교하여 심내용이 포함된 거의 동일한 완 한 명제이면 2 을, 심

내용이 부분 으로 포함된 명제이면 1 씩 주었으며, 철자상의 오류는 무시하고 의미가 유

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정답으로 간주하여 채 하 다. 

2) 분석

짧은 교재와 긴 교재별로 요약하기 훈련조건(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지도 작성 활용 요

약하기․일반  요약하기), 독해능력수 (상․하)  검사시기(직후․1주 지연)에 따라 교재

의 자유회상검사 수, 심내용 악검사 수, 교재이해검사 수, 그리고 요약문작성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 다. 훈련조건의 주효과 그리고 독해능력수 과 검사시기

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해 3 × 2 × (2) 반복측정 변량분석법을 사용하 다. 

Ⅳ. 결과

1. 자유회상검사의 결과
설명  교재의 자유회상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수와 표 편차는 <표 2>와 같다.

첫째, <표 2>의 짧은 (교재 1)에서 보면, 훈련조건간의 자유회상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41.67),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41.47), 일반  요약하기(M=35.38) 순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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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검사
시기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교재 1
(짧은 글)

직후 49.69(13.52) 35.31(14.71) 47.31(13.60) 37.62(11.13) 45.19( 8.60) 27.94( 8.39)
지연 47.44(15.16) 33.44(15.16) 46.00( 9.77) 35.75( 9.45) 41.19(10.83) 27.19( 8.25)

교재 2
(긴 글)

직후 62.56(22.08) 54.56(20.89) 61.25(21.57) 48.00(15.25) 58.25(12.16) 38.94(14.95)
지연 53.94(23.52) 49.56(23.48) 54.69(16.60) 49.31(19.26) 50.00(17.19) 38.38(12.44)

<표 2> 자유회상검사 수의 평균 (표 편차)

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4.059, MSe=201.875, 

p<.05]. 그리고 긴 (교재 2)의 경우, 훈련조건간의 자유회상 수는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M=55.16),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53.31), 일반  요약하기(M=46.39)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 90)=2.634, MSe=518.892]. 이러

한 결과는 짧은 에서만 가설 1을 수용하 다. 

짧은 의 요약하기 훈련조건간 자유회상 수의 평균차를 개별비교하기 하여 Tukey의 

HSD검증을 용한 결과,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3.542, p<.05), 교

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3.429,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지만,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0.113)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

하기). 한편 긴 의 경우, 훈련조건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유의수 에 

근 하 다(p<.077). 따라서 짧은 의 경우,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자유회상을 더 

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F(2, 90)=0.685, MSe=201.875; 긴  F(2, 

90)=0.688, MSe=518.892].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기각하 다. 이는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자유회상에 미치는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는 독해능력수 과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

한다.

셋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F(2, 90)=0.032, MSe=78.450; 긴  F(2, 90)=0.392, 

MSe=180.111].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수용하 다. 이는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자

유회상에 미치는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는 검사시기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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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검사
시기

중심
내용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교재 1
(짧은 글)

직후 글전체 2.69(0.60) 1.81(0.98) 2.50(0.63) 2.25(0.68) 1.81(0.54) 1.69(0.79)
문단들 6.75(1.98) 4.38(1.67) 5.38(2.00) 4.94(1.95) 5.44(1.97) 4.25(1.48)

지연 글전체 2.56(0.63) 1.75(1.18) 2.44(0.73) 2.13(0.89) 1.63(1.02) 1.44(0.81)
문단들 5.69(2.09) 3.94(1.98) 5.25(1.53) 4.69(1.54) 4.69(2.21) 3.38(1.71)

교재 2
(긴 글)

직후 글전체 2.56(0.73) 1.56(1.09) 2.44(0.73) 2.06(0.85) 1.81(0.91) 1.56(0.89)
문단들 11.63(3.52) 8.25(2.86) 9.94(1.77) 9.44(3.16) 9.12(3.46) 7.31(3.32)

지연 글전체 2.44(0.96) 1.44(1.15) 2.25(0.77) 2.19(0.91) 1.69(0.79) 1.38(0.96)
문단들 9.63(4.06) 7.19(2.93) 9.88(2.92) 9.25(2.98) 8.75(2.27) 7.19(2.69)

<표 3> 심내용 악검사 수의 평균 (표 편차)

2. 중심내용파악검사의 결과
설명  교재의 심내용 악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수와 표 편차는 <표 3>과 같다.

첫째, <표 3>의 짧은 의 경우, 훈련조건간의  체 심내용 악 수는 지도작성 활

용 요약하기(M=2.33),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2.20), 일반  요약하기(M=1.64) 순으로, 문

단들의 심내용 악 수는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5.19),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M=5.07), 일반  요약하기(M=4.44) 순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변량분석 결과 짧은 

의  체 심내용 악 수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9.125, 

MSe=0.941 p<.05]. 그리고 긴 의 경우, 훈련조건간의 심내용 악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체 M=2.23; 문단들 M=9.63),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체 M=2.00; 문단들 

M=9.18), 일반  요약하기(  체 M=1.61, 문단들 M=8.09) 순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

는 변량분석 결과 긴 의  체 심내용 악 수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5.283, MSe=1.208, p<.05].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짧은 과 긴 의  체 

심내용 악에서만 가설 1을 수용하 다. 

요약하기 훈련조건간 심내용 악 수의 평균차를 개별비교하기 하여 Tukey의 HSD검

증을 용한 결과, 짧은 의 경우  체 심내용 악검사에서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와 일반  요약하기(HSD=5.702,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

(HSD=4.628,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

성 활용 요약하기(HSD=1.074)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한편, 긴 의 경우,  체 심내용

악검사에서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4.526,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2.847), 교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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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 =1.679)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

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그러나 긴 의 문단들에서는 훈련조

건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유의수 에 매우 근 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F(2, 90)=2.979, p<.056].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은 짧은 과 긴  모두에

서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설명  교재의  체 심내용 악에 더 효과 이다. 그리

고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은 짧은 에서만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설명  교재의 

 체 심내용 악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의 체 F(2, 90)=2.281, MSe=0.941; 짧은 의 

문단들 F(2, 90)=1.958, MSe=4.991; 긴 의 체 F(2, 90)=2.497, MSe=1.208; 긴 의 문단들 

F(2, 90)=1.654, MSe=13.292].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기각하 다. 따라서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심내용 악에 미치는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는 독해능력수 과 계없이 나

타남을 의미한다.

셋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의 체 F(2, 90)=0.218, MSe=0.382; 짧은 의 문단

들 F(2, 90)=0.997, MSe=1.902; 긴 의 체 F(2, 90)=0.157, MSe=0.433; 긴 의 문단들 F(2, 

90)=1.829, MSe=5.299].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수용하 다. 따라서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심내용 악에 미치는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는 검사시기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

한다.

3. 교재이해검사의 결과
교재이해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수와 표 편차는 <표 4>와 같다. 

첫째, <표 4>의 짧은 에 해서 살펴보면, 교재의 상 정보 이해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3.44),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3.23), 일반  요약하기(M=2.61) 순으로 낮아

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18.970, MSe=0.628, p<.05]. 

교재의 하 정보 이해 수는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3.23),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M=3.08), 일반  요약하기(M=2.81)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3.471, MSe=0.839 p<.05]. 그리고 교재의 체정보 이해 수에서도 지

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6.52),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6.47), 일반  요약하기(M=5.42)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구조의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3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검사
시기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상위정보 이해
교재 1

(짧은 글)
직후 3.75(0.45) 2.81(0.83) 3.81(0.40) 3.19(0.91) 3.00(0.82) 2.25(1.00)
지연 3.62(0.50) 2.75(0.86) 3.56(0.73) 3.19(0.75) 3.00(0.52) 2.19(0.75)

교재 2
(긴 글)

직후 4.63(0.62) 3.44(1.15) 4.88(0.34) 4.00(0.97) 4.19(0.91) 2.81(1.11)
지연 4.31(0.70) 3.56(1.03) 4.63(0.62) 4.06(0.77) 3.88(0.96) 2.75(1.18)

하위정보 이해
교재 1

(짧은 글)
직후 3.56(0.63) 3.00(0.89) 3.38(0.62) 2.88(0.81) 3.37(0.72) 2.38(1.20)
지연 3.69(0.48) 2.69(1.40) 3.25(0.86) 2.81(0.98) 3.19(0.75) 2.31(0.79)

교재 2
(긴 글)

직후 4.06(0.77) 3.63(1.02) 4.19(0.83) 4.06(0.68) 3.94(1.00) 2.88(1.15)
지연 3.88(0.72) 3.69(1.01) 4.25(0.58) 3.81(0.91) 3.75(0.93) 2.81(1.05)

전체(상위+하위)정보 이해
교재 1

(짧은 글)
직후 7.31(0.79) 5.81(1.22) 7.19(0.75) 6.06(1.18) 6.38(1.15) 4.63(2.00)
지연 7.31(0.70) 5.44(1.97) 6.81(1.33) 6.00(1.41) 6.19(1.11) 4.50(1.32)

교재 2
(긴 글)

직후 8.69(1.08) 7.06(2.02) 9.06(1.00) 8.06(1.39) 8.13(1.78) 5.69(1.82)
지연 8.19(1.22) 7.25(1.65) 8.88(0.81) 7.88(1.41) 7.63(1.54) 5.56(1.90)

<표 4> 교재이해검사 수의 평균 (표 편차)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12.057, 

MSe=2.030, p<.05]. 

다음으로 긴 에 해서 살펴보면, 교재의 상 정보 이해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M=4.39),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3.98), 일반  요약하기(M=3.41)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

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17.537, MSe=0.893, p<.05]. 교재의 

하 정보 이해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4.08),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3.81), 일

반  요약하기(M=3.34)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2, 90)=9.541, MSe=0.927 ,p<.05]. 그리고 교재의 체정보 이해 수에서도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M=8.47),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7.80), 일반  요약하기(M=6.75) 순으로 낮아

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17.458, MSe=2.750, p<.05].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 1을 수용하 다. 

요약하기 훈련조건간 교재이해 수의 평균차를 개별비교하기 하여 Tukey의 HSD검증을 

용한 결과를 살펴보자. 먼 , 짧은 에 하여 살펴보면, 상 정보 이해의 경우에 지도작

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8.384,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6.263,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2.121)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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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하 정보 이해의 경우, 교재

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3.684,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2.368),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

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1.316)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그리고 체정보 이해의 경우에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와 일반  요약하기(HSD= 6.180,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

(HSD=5.899,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

성 활용 요약하기(HSD=0.281)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다음으로 긴 (교재 2)에 한 Turkey의 HSD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상 정보 이해의 경

우에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8.305,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

기와 일반  요약하기(HSD=4.831, p<.05) 그리고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HSD= 3.475, p<.05)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하 정보 이해의 경우,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와 일반  요약하기(HSD=6.167,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

(HSD=3.917,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

성 활용 요약하기(HSD=2.250)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그리고 체정보 이해의 경우에는 지

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 =8.309,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

반  요약하기(HSD=5.072,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

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3.237)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면,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은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짧은 과 긴  모두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이

해를 더 진시켰음을 의미한다.

둘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의 체 F(2, 90)=1.419, MSe=2.030; 긴 의 

체 F(2, 90)=2.502, MSe=2.750]. 이러한 결과는 가설 2를 기각하 다. 이는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는 독해능력수 에 계없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셋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짧은 의 체정보이해 F(2, 90)=0.011, MSe=1.381;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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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검사
시기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집단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집단 일반적 요약하기 집단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독해능력(상) 독해능력(하)

교재 1
(짧은 글)

직후 13.75(0.58) 10.06(3.09) 12.81(1.60) 11.63(2.36) 11.69(1.74)  9.62(2.33)
지연 13.12(1.26) 10.75(3.00) 13.25(1.53) 12.06(1.34) 11.31(2.63)  9.75(3.11)

교재 2
(긴 글)

직후 14.94(2.67) 10.75(3.00) 14.00(2.31) 12.50(2.25) 12.87(2.68) 10.13(2.47)
지연 15.63(2.13) 10.63(4.41) 14.56(2.31) 12.38(3.42) 12.00(2.71) 10.69(2.75)

<표 5> 요약문작성검사 수의 평균 (표 편차)

의 체정보이해 F(2, 90=0.060, MSe=1.828].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수용하 다. 이는 요약

하기 훈련이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는 검사시기에 계없이 나

타남을 의미한다.

4. 요약문작성검사의 결과
요약문작성검사에서 나타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5>와 같다.

첫째, <표 5>에서 짧은 의 경우, 훈련조건간의 요약문작성 수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

기(M=12.44),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M=11.92), 일반  요약하기(M=10.59) 순으로 낮아졌으

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8.079, MSe=7.168 ,p<.05]. 그리

고 긴 의 경우 훈련조건간의 요약문작성 수는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M=13.36), 교재구

조 활용 요약하기(M=12.98), 일반  요약하기(M=11.42) 순으로 낮아졌으며, 변량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 90)=7.074, MSe=9.553, p<.05].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을 수용하 다. 

요약하기 훈련조건간 요약문작성 수의 평균차를 개별비교하기 하여 Tukey의 HSD검증

을 용한 결과, 짧은 의 경우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5.522,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3.970,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1.552)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그리고 긴 의 경우,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5.026, 

p<.05),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일반  요약하기(HSD=4.041, p<.05)간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 으나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HSD=0.984)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즉,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일반

 요약하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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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긴 의 요약문작성에 미치는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

훈련은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요약문 작성에 더 효과

임을 의미한다.

둘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2, 90)=1.962, MSe=7.168], 긴 에서는 유의하 다[F(2, 90)=3.954, 

MSe=9.553, p<.05]. 이러한 결과는 긴 에서만 가설 2를 수용하 다. 긴 에 한 요약하

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도식화하면 [그

림 2]와 같다.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은 독해능력 하 집단에서, 교재구조 활용 요약

하기 훈련은 상 집단에서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요약하기를 더 진시켰음을 의

미한다.

셋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짧은 과 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짧은  F(2, 90)=0.549, MSe=2.459; 긴  F(2, 90)=0.140, MSe=6.403]. 

이러한 결과는 가설 3을 수용하 다. 이는 지도 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은

검사시기에 계없이 일반  요약하기보다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의 요약문 작성에 

더 효과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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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상으로 비교/ 조구조로 된 설명  교재를 실

험 자료로 하여 요약하기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주요 결과들에 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교재구조를 활용하여 요약하거나 지도작성을 활용하여 요약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

하여 읽고 요약하는 것보다 짧은 이든 긴 이든  체의 심내용 악, 상 ․하 ․

체정보의 이해, 그리고 요약문작성에 더 효과 이었다. 그리고 짧은 의 자유회상도 더 

효과 이었으나 긴 의 자유회상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문단들의 

심내용 악은 짧은 과 긴  모두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 으로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와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재구조 훈련이 거시구조의 형성을 진시켜서 설명  교재의 처리를 

돕는다는 연구들(문선모, 1988; van Dijk & Kintsch, 1983),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훈련이 교

재구조의 인식을 도와 교재이해와 회상을 진시킨다는 여러 연구들(Armbruster, Anderson 

& Ostertag, 1987; Brown & Day, 1983; Hammann, 2000; King, 1992; Palmer, 1991; 

Selinger, 1992)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교재의 상 수  구조를 잘 인식한 독자가 그 지 않

은 독자보다 교재의 내용을 더 잘 회상한다고 하며 교재구조에 한 인식은 교재의 기억과 

상 이 높다고 한 Meyer, Brandt  Bluth(198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 지도작성을 하

며 공부하게 하는 지도작성하기 훈련은 교재의 내용을 깊게 처리하여 설명  교재의 회상에 

효과 이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Armbruster & Anderson, 1980; Berkowitz, 

1982; Taylor, 1986). 지도작성의 효과에 한 Berkowitz(1982)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스스로 

지도작성을 하도록 하는 수업을 받은 집단이 교사가 작성하여 제시한 지도를 공부한 집단, 

질문에 답하기  다시 읽기 집단보다 사회과 교재의 회상을 더 잘 하 다.  계  요약

하기 훈련이 교재의 회상을 진시킨다는 Taylor (1982b)의 연구, 요약하기 훈련이 심정보

의 회상을 진시킨다는 Rinehart, Stahl,  Erickson(1986)의 연구,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훈

련은 원인/결과구조로 된 설명  교재의 처리를 진시킨다고 한 문선모․배한권(1995)의 

연구와도 본 연구는 일치한다. 한편, 요약하기 방략이  기, 개요작성  다시 읽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Stordahl와 Christensen(1956)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다시 읽기가 요

약하기보다 더 효과 이라는 Howe와 Singer(1975)의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 밝 진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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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읽는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비교/ 조구조로 된 설명  교재의 처리를 진시

킨다는 결과는 교재기억(text memory), 정보처리의 깊이(depth of processing),  생성학습

(generative learning)의 세 이론의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먼  van Dijk와 

Kintsch(1983)의 교재기억이론에 의하면, 거시구조는 명시 인 미시구조로부터 도출되며, 거

시구조의 생성은 거시규칙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거시

구조의 형성은 교재의 처리를 깊게 하여 교재이해를 돕는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재구조를 학생들에게 지도함으로써 교재구조에 한 인식능력을 높 으며, 아울러 요약하

기의 일반 인 규칙을 지도하고 연습시킨 것은 학생들이 교재의 세부사항으로부터 심내용

을 추출하는 능력, 즉 미시명제로부터 거시명제를 도출하여 거시구조를 생성하는 능력을 향

상시켰기 때문에 설명  교재의 처리를 진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보처리의 깊이이

론에 의하면, 교재자료가 어떤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고, 요약하기 규칙의 지

도를 통한 요약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진 교재를 의미  수 에서 깊게 처리하게 한 것

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는 교재자료로부터 제목을 추출하고 심내용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을 찾아 사용하여 공통 과 차이 을 학생 스스로 지도에 고 요약문을 쓰는 

것으로서 이는 생성학습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교재처리를 진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물

론 생성학습은 학습자를 학습과정에 극 인 참여자가 되게 하므로 교재구조에 한 인식

을 높이고 깊은 처리를 유도하 을 것이다. 컨 , King(1992)도 요약을 통한 노트하기가 

학생들로 하여  깊은 수 에서 교재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하 다.

다른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요약하기 훈련을 처치한 방법과 내용 면에서도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설명  교재자료들에서 형 으로 발견되는 비교/ 조구조를 지도

한 것은 설명  교재의 표면  구조뿐만 아니라 의미  구조를 쉽게 인식시키고 교재이해를 

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  교재의 일반  요약하기 규칙을 지도하고 연습시킨 

결과로 피험자들은 의 내용 에서 불필요하고 사소하거나 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능력, 

하 개념들을 포 하는 상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능력, 거시구조로 이루어진 심문장을 선

택하는 능력 그리고 의 의미를 포 하는 새로운 심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설명  교재의 요약문을 더 잘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작성 방법은 체계

이고도 진 으로 직 교수법의 원리를 용하여 연습시킨 것으로 심내용을 추출하여 제

목을 정하고, 심내용을 나타내는 핵심단어들이나 구 들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켜 설명  

교재의 이해를 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수 간에 짧은 과 긴 의 자유회상, 심내용 악 

 교재이해와 짧은 의 요약문 작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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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일

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독해능력수 에 계없이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 처리에 효

과 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요약하기 훈련은 독해능력이 높은 등학생이나 낮은 등학생 

모두에게 교재처리를 진시키는 효과 인 학습방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요약하기 훈련이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나 낮은 학생 모두에게 효과 이라는 

Selinger(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요약하기 훈련이 독해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더 

효과 이지만 낮은 학생에게는 효과 이지 않다는 연구( 컨 , Cheuvront, 2002; Meyer, 

Brandt, & Bluth, 1980)와는 부분 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세 하게 연구할 필요

가 있다. 한편, 비교/ 조구조의 긴 의 요약문 작성하기는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독해능력

수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유일하게 나타났다. 즉, 독해능력 상 수 의 학생에게는 

교재구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독해능력 하 수 의 학생에게는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더 효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독해능력수 에 따라 교재학습방법이 달

라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요약하기 훈련조건과 검사시기간에 짧은 과 긴 의 자유회상, 심내용 악, 교

재이해  요약문 작성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재구

조 활용 요약하기 훈련과 지도작성 활용 요약하기 훈련이 일반  요약하기 훈련보다 검사시

기에 계없이 비교/ 조구조의 설명  교재 처리에 효과 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요약하기 

훈련은 직후효과뿐만 아니라 1주일 후의 지연검사에서도 장기 지효과를 보이는 강력한 교

재학습방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요약하기 훈련이 직후검사 뿐 아니라 지연

검사에서도 지속 으로 효과 이라는 Cordero Ponce(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요약

하기 훈련이 직후검사에서는 효과 이지만 지연검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King, 

1992; Selinger, 1992)와는 부분 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 세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요약하기 방략 사용의 유용성에 한 인지 설명이 요약하기 훈련에 한 

이해를 개선시키고, 교재구조를 활용한 요약하기와 지도작성을 활용한 요약하기는 교재구조

에 한 인식을 높이고 교재를 깊게 처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생성학습 과정을 유발하여 

극 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특히 비교/ 조구조로 된 설명  교재의 처리에 효과 인 학습방

략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먼 , 교재구조 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는 요약하기 훈련을 비교/ 조 구조의 설명

 교재에 한정하여 검증하 으나 시간순서, 원인/결과, 는 문제/해결의 다른 구조들에도 

확  용할 필요가 있다. 설명  교재의 형 인 다섯 가지 구조에 해 검증한 종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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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실험 상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생에 한정하 으나, 설명  교재는 학교 수 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그 요성은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과 고등학생은 물론 학생으

로까지 확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실험에 사용되는 교재의 길이를 교과

서의 장(章)의 길이까지 확 하고 내용을 더욱 복잡하게 함으로써 생태학  타당성을 더욱 

높여야 일반화 가능성도 확 될 것이다.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구조의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3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김재  (1997). 텍스트 요약 략에 한 국어교육학  연구. 박사학 논문, 조선 학교.

김정훈 (1996). 요약하기 책략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문선모 (1985). 교재구조의 거시방략과 거시명제의 회상. 박사학 논문, 경북 학교.

문선모 (1988). 교재구조의 거시방략훈련과 교재조직이 교재처리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한

국교육학회), 26(1), 15-25.

문선모 (1994). 학습방략의 발달과 학업수행.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32(5), 47-74.

문선모 (역). (1995). 심내용의 이해와 수업 [J. F. Baumann(Ed.)(1986),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서울: 교육과학사. 

문선모 (1996a). 제목, 표제, 주제문: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소보(경상

학교), 22, 3-21.

문선모 (역) (1996b). 교재의 명제분석 요강: W. Kintsch의 명제이론[A. Turner & E. Greene 

(1977). The construction and use of propositional text base]. 서울: 문음사.

문선모 (1997). 교재학습 연구: 교재구조의 근.  서울: 학지사.

문선모․배한권 (1995). 교재구조 훈련과 요약하기 훈련이 설명  교재의 처리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33(5), 21-43.

배한권 (1994). 교재구조와 요약하기 훈련이 설명  교재의 처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 논문, 

경상 학교.

배한권 (2004). 요약하기 훈련이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 논문, 경상 학교.

배한권․문선모 (2003). 요약하기 방략과 교재처리: 이론  고찰. 경남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경남지회). 8, 165-189.

서  (1991). 단락․문장의 요도 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 논문. 서울 학교.

유진 (1999). 도식조직자가 설명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 논문, 경상 학교.

홍 표 (2000). 학생 요약문의 분석  고찰: 설명문을 심으로. 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

교.

Alvermann, D. E., & Boothby, P. R. (1982). Text differences: Children's perceptions at the 

transition stage in reading. The Reading Teacher, 36, 298-302.

Armbruster, B. B., Anderson, T. H. (1980). The effect of mapping on the free recall of 



330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pository text (Technical Report No. 16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Armbruster, B. B., Anderson, T. H., & Ostertag, J. (1987). Does text structure/summarization 

instruction facilitate learning from expository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2, 

331- 436.

Barnett, J. E. (1984). Facilitating retention through instruction about text structure. Journal 

of Reading Behavior, 16, 1-13. 

Baumann, J. F. (1986). Directive instruction of main idea comprehension ability. In J. F. 

Baumann (Ed.),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pp. 133-178). Newark, 

Delawar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Berkowitz, S. J. (1982). The effects of instruction in text organization on middle grade 

students' memory for expository rea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

Brown, A. L., & Day, J. D. (1980) Knowledge and strategies for summarizing texts: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Brown, A. L., & Day, J. D. (1983). Macrorules for summarizing text: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1-14.

Chall, J. S., Jacobs, V. A., & Baldwin, L. E. (1990). The reading crisis: Why poor children 

fall beh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euvront, M. L. (2002). Analysis of sensitivity and comprehension difficulty among 

expository text struct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Cordero Ponce, W. L. (1993).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on the comprehension of 

expository texts read in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Day, J. D. (1980). Teaching summarizing skills: A comparison of training metho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Duke, N. K. (2000). 3.6 minutes per day: The scarcity of informational texts in first grad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5, 202-224.

Englert, C. S. & Hiebert, E. (1984), Children's developing awareness of text structures in 

expository materi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65-74.

Englert, C. S., & Thomas, C. C. (1987). Sensitivity to text structure in reading and writing: 

A comparison between learning disabled and non-learning disabled students.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구조의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3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0, 93-105.

Hahn, A., & Garner, R. (1985). Synthesis of research on students' ability to summarize text. 

Educational Leadership, 42, 52-55.

Hahn, J. M., & Goldman, S. R. (1983). Children's summarization behavi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67th, 

Montreal, Quebec).

Hammann, L. A. (2000). An investigation of instruction in summarizing and text structure 

for compare-contrast wri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are, V. C., & Brochardt, K. M. (1984). Direct instruction of summarization skill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62-78.

Hidi, S., & Anderson, V. (1986). Producing written summaries: Task demands, cognitive 

op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6, 

473-493. 

Hiebert, E. H., Englert, C. S., & Brennan, S. (1983) Awareness of text structure in recognition 

and production of expository discourse. Journal of Reading Behavior, 15, 473-493.

Howe, C. D., & Singer, I. (1975). Presentation variables and students' activities in meaningful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5, 52-61.

Johnson, N. (1978).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story recall and 

summar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ohnson, N. (1983). What do you do if you can't tell the whole story? The development of 

summarization skills. In K. 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 4) (pp. 

315-383). Hillsdale, NJ: Erlbaum.

Kaspar, V. (1996). Effects of summarization and elaboration on the acquisition of factual 

in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King, A. (1992). Comparison of self-questioning, summarizing, and notetaking-review as 

strategies for learning from lectur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303-323.

Kintsch, W., & Van Dijk, T. A. (1978). Towards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 363-394.

McGee, L. M. (1982). Awareness of text structure: Effects on children's recall of expository 



332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 121-143.

Meyer, B. J. F. (1999). The importance of text structure in everyday reading. In A. Ram & 

K. Moorman (Eds.), Understanding language understanding: Computational models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pp.227-252). Cambridge, MA: MIT Press.

Meyer, B. J. F., Brandt, D. M., & Bluth, G. J. (1980). Use of top-level structure in text: Key 

for reading comprehension of ninth-grad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 72-103.

Meyer, B. J. F., & Freedle, R. O. (1984), The effects of different discourse types on recal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121-143.

Meyer, B. J. F., & Poon, L. W. (2001). Effects of structure strategy training and signaling 

on recall of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141-159.

Meyer, B. J. F., Young, C. J., & Bartlett, B. J. (1989) Memory improved; Reading and 

memory enhancement across the life span through strategic text structure. Hillsdale, 

NJ: Erlbaum.

O'Mallan, R. P., Foley, C. L., & Lewis, C. D. (1993). Effect do the guided reading procedure 

on fifth graders' summary writing and comprehension of the science text. Reading 

Improvement, 30, 194-201.

Palmer, W. L. (1991). Learning and remembering text: The effect of training a combination 

of summarization skills and mnemonic dev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Richgels, D. J., McGee, L. M., Lomax, R. G., & Sheard, C. (1987). Awareness of four text 

structures: Effects on recall of expository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2, 

177-196.

Rinehart, S. D., Stahl, S. A., & Erickson, L. G. (1986). Some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on reading and study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422-437.

Robinson, D. H. (1993). The effect of multiple graphic organizers on students' comprehension 

of a chapter-length 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College 

at University of Nebraska. 

Rumelhart, D. E. (1977). Understanding and summarizing brief stories. In D. La Berge & S. 

J. Samuel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Perception and comprehension (pp. 

265-303). Hillsdale, NJ: Erlbaum.

Scardamalia, M. & Bereiter, C. (1986). Research on written comprehension. In M. C. Wittrock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구조의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3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pp. 788-803). New York: Macmillan.

Selinger, B. M. (1992). The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in community college 

developmental English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Shugarman, S. L., & Hurst, J. B. (1986). Purposeful paraphrasing: Promoting a nontrivial 

pursuit for meaning. Journal of Reading, 29, 396-399.

Singer, H., & Donlan, D. (1982). Active comprehension: Problem solving schema with 

question generation for comprehension of complex short sto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7, 166-186.

Spiro, R. J., & Taylor, B. M. (1987). On investigating children's transition from narrative 

to expository discourse: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psychological text 

classification. In R. J. Tiemey, P. L. Anders, & J. N. Mitchell (Eds.), Understanding 

readers' understanding: Theory and practice (pp. 77-93). Hillsdale, NJ: Erlbaum.

Stein, B. L., & Kirby, J. R. (1992). The effects of text absent and text present conditions 

on summarization and recall of text.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 217-232.

Stordahl, K. E., & Christensen, C. M. (1956). The effect of study techniques on comprehension 

and reten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 561-570.

Taylor, B. M. (1982a). A summarizing strategy to improve middle grade students' reading 

and writing skills. Reading Teacher, 36, 202-205.

Taylor, B. M. (1982b). Text structure and children's comprehension and memory for 

expository materi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23-340. 

Taylor, B. M., & Samuels, S. J. (1983), Children's use of text structure in the recall of 

expository materi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517-528.

Taylor, B. M. (1986a). Teaching middle grade students to summarize content textbook 

material. In J. F. Baumann (Ed.), Teaching main idea comprehension (pp. 195-209). 

Newark, Delawar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Taylor, K. K. (1986b). Summary writing by young children.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193-208.

Turner, A. & Greene, E. (1977). The construction and use of propositional text base. Technical 

Report No. 63. Institute for the Study of Intellectual Behavior. University of Colorado.

Van Dijk, T. A. (1977). Semantic macro-structures and knowledge frames in discourse 

comprehension. In P. M. A. Just & P. A. Carpenter (Eds.), Cognitive processes in 



334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rehension (pp. 3-32). Hillsdale, NJ: Erlbaum.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Winograd, P. N. (1984). Strategic difficulties in summarizing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404-425.

* 논문접수 2006년 10월 13일 / 1차 심사 2006년 11월 26일 / 2차 심사 2006년 12월 10일

* 문선모: 계명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교재학습 연구: 교재구조의 접근", 
"인간학습: 교육적 적용", "교육심리학: 학습ㆍ발달 중심 접근" 등이 있다. 

* e-mail: smmoon@nongae.gsnu.ac.kr

* 배한권: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남도 통영교육청 장학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bhg57@hanmail.net



요약하기 훈련이 비교/대조구조의 설명적 교재 처리에 미치는 효과  3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on Processing

Expository Text with Comparison/Contrast Structure

1)Seon-Mo Moon*․Han-Gwon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on 

processing expository text with comparison/contrast structure. For the purpose three 

summarization training conditions were treated: (1) summarization training with application 

of text structure, (2) summarization training with application of mapping, and (3) comparison 

group. Two experimental groups received text structure instruction or mapping instruction. 

Comparison group reread the text. 

In the experiments a mixed, between-subjects, within-subjects, design was used. Two 

between-subjects factors were summarization training conditions (summarization training with 

application of text structure․summarization training with application of mapping․

comparison group) and 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high․low). Two 

within-subjects factors were text length (short․long) and testing time (immediate․one-week 

delayed). The criterion variables were scores of free recall, main idea comprehension, text 

comprehension, and summarization.

Al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6 six-grade elementary students selected randomly on the 

basis of 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Stimulus materials were two expository texts 

with comparison/contrast structure. One short text was composed of 20 sentences and 3 

paragraphs. One long text was composed of 40 sentences and 6 paragraph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ummarizing with application of text structure or summarizing with application of 

mapping improved main idea comprehension and summarization of expository texts which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Supervisor, Tongyeong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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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comparison/contrast structure. 

Secon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ummarization training conditions and 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ppeared only in the summarization of the long expository 

text with comparison/contrast structure. That is, summarizing with application of text 

structure was more effective strategy for good readers while summarizing with application 

of mapping was more effective strategy for poor readers. 

Third, facilitative effects of summarization training was maintained during one-week delay.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text memory, depth of 

processing, and generative learning. It was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consider 

other types of text structures and other subjects such as middle school and college students. 

Key words: summarization training, expository text processing, comparison/contrast text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