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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쓰기 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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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가 초등학생의 쓰기능력 및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
학년으로, 2개학급을 실험집단(35명)과 통제집단(35명)으로 선정하였고, 총 7주 동안 총 36회
기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쓰기능력은 세 하위영역(글의 내용, 조직, 표현)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지도단계에 따른 학생들의 쓰기점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명시적 설명과 구체적인 시범 및 안내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에 매우 큰 도움을 준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학생들을 쓰기능력별 집단으로 나누어
지도단계별 변화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각각
이 보이는 반응 단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논의점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 쓰기능력,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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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쓰기는 목표지향적이고 지적인 수행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행위이고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Flower & Hayes, 1997; 황순희, 2004),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수단인 동시에, 모
든 학습활동에 필수적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윤옥, 전정미. 2003). 특히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하도
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성취도와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다(김윤옥, 2002; 이슬기,
손승현, 2009). 따라서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서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도 크게 직결된다. 상당수의 아동이 학령기 초기에는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Harris et al., 2002).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글의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다소 글의 길
이가 짧으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Harris & Graham, 1999;
Mason & Graham, 2008). 이러한 학생들은 글을 쓰기 전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지 않
고, 글에 포함할 아이디어와 적합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고, 자신이 올바른 과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글쓰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글을 쓰
기 전 어떻게 계획하고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Harris et al., 2002).
학교 교육에서도 쓰기는 매우 중요한 학습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식 위주
의 쓰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김정선, 손승현, 2008),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글
쓰기(Baker et al., 2003)를 가르치기 보다는 글쓰기 기술들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가르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글쓰기를 훈련하는 학교교육의 현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글의 질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조절 쓰기 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쓰기는 많은 주의력과 자기조절이 요구되는 과
정이기 때문에(이슬기, 손승현, 2009), 학습자는 자기조절 쓰기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전략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
에게 글을 쓰기 위한 효과적인 단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의 쓰기능력이 이질적인 통합학급에서 글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는 교수단계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 교수단계를 충실히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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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업에서 지도 단계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반응이 각각 어떠한지 알
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상의 수업 일정과 진도 등의 문제로 일부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
이 향상을 보이면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쓰기지도에서는 맞춤법이나 시제 일치, 주술 일치 등을 가르칠 때 탈 맥락적인 상
황에서 쓰기 기술을 따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
다(신헌재, 1991). 즉, 언어기능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도 높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언어 기능들 간의 통합적 접
근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쓰기와 읽기를 따로 나누어 가르치기 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쓰
기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이 글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
며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내어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
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 집단과 전통적인 읽기․쓰기 분리교수 집
단 간에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지도 시, 어떤 지도단계에서 학생들의 쓰기점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쓰기능력집단별로 지도 단계에 따라 쓰기점수 변화 양상은 같은가?
4.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 집단과 전통적인 읽기․쓰기 분리교수 집
단 간에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와 쓰기
글쓰기 활동은 글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교정해야 하는 일련의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행
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Fayol, 1991; 황순희, 2004),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쓰기 단계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며, 자신의 글에 대한 평가와 수정과정을 거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필요로 한다(황순희, 2004). 이러한 학생들의 글쓰기에서의 자기조절학
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목표설정, 자기 교수,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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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검을 포함하는 자기 조절 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De La Paz, 2001).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를 활용한 한 연구를 살펴보면(Sexton et al., 1998), 자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가 학습장애 학생들의 의견글 쓰기 활동에 있어서 쓰기 접근, 쓰기 수행, 쓰기 과
정에 대한 귀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roia & Graham(2002)
은 4학년과 5학년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글을 쓸 때 세 가지 계획하기 전략
을 가르친 결과 글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ADHD 학생들 3명을 대상으로 자기
조절 쓰기 전략을 교수한 결과 기초선 단계보다 중재단계와 유지 및 일반화 단계에서 쓰기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이슬기, 손승현, 2009).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아동
들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자기조절 쓰기 전략을 적용한 실험집
단에서는 쓰기 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쓰기 교수를 적용한
비교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황순희, 2004).
위의 연구결과들은 자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과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
과 ADHD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 모두에게 쓰기 능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략의 직접교수의 각 단계, 즉 배경
지식 활성화, 전략에 대한 소개, 교사의 시범, 안내된 수행, 독립적 수행 단계에 따라 쓰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쓰기 능력 수준에 따라
어떠한 지도단계에서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읽기와 통합한 쓰기 교수
읽기와 쓰기 교수를 통합한 교수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각각 분리하여 가르치는 분리교육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언어학습은 모든 언어기능이 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총체적 언어 교육 접근의 한 방법이다(이성은, 윤연희, 2004). 특히 장애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읽기에서 쓰기 언어 획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전체에서 부분으로(Whole-to-part)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옥인
외, 2006). 본 연구에서의 읽기와 통합된 쓰기 교수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읽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교수전
략을 의미한다. 즉, 글을 쓰기 전, 사회․과학 읽기 자료를 읽고 사람, 장소, 사물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 잘 조직된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읽기와 통합한 쓰기 교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읽기 이해능력과 글의 구성, 조직능력에 있어서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읽기에서의 추론 능력과 쓰기에서의 표현 능력 신장에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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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이성은, 윤연희, 2004). 또한, 박미정과 권도하(2006)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폐성 아동에게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총체적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낭독하기와 독해력, 그리고 쓰기에서의 철자 재인능력에 효과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는 주로 쓰기 보다는 읽기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으므로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교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자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와 자기효능감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에 대한 학업적 요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쓰기
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스스로 글을 쓰고자 하는 동기 또한 낮아진다. 자기
조절 쓰기전략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의 명시적 설명과 시범, 체계적인 지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읽기와 쓰
기가 가능해지고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거나 쓰기의 결과가 좋아져 자기 스스로 글을 잘
읽고 쓴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최근에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전략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순희(2004)의 연구결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글쓰기 능력뿐 아
니라 자기조절전략 사용 능력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과제수준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슬기와 손승현(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글쓰기에 자기조절 전략을 적용한 결과 ADHD 아동들의 쓰기 자기효능감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김윤옥과 전정미(2003)의 연구결과,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문장작
성전략 교수를 실시한 후 기초선 단계보다 중재와 사후 및 유지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크
게 증가하였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가 쓰기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가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및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D초등학교 3학년 3개 학급 중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동질 집단이라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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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실험집단

35

50.0

통제집단

35

50.0

전체

70

100.0

는 2개 학급을 채택하였으며, 각각 실험집단(35명), 통제집단(35명)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쓰기능력검사
쓰기능력의 하위영역 및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쓰기능력을 실시하였던 이성은, 윤연희
(2004), 김미정(2002), 서수현(2008), 이재승(2004)의 쓰기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
였다. 쓰기능력의 하위요소로 글의 내용 구성 능력(15점 만점), 글의 조직 능력(15점 만점),
글의 표현 능력(15점 만점)으로 설정하고 쓰기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채점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료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평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통제집단이 아닌 다른 학급의 학생들의 글에 대한 채점을 의뢰하여 연구
자와 동료교사 1인을 포함한 2명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채점자간 신뢰
도 추정방법 중 상관계수법(성태제, 2002)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0.96으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검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윤옥(2007)이 개발한 ‘학습전략에 대한 자기효
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요인별 항목은 전략효능감, 자신감, 학습동기, 성공경
험, 장애물에 대한 도전, 신념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 학습전략
이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요인
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0.70에서 0.82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 a는 0.91이다(김윤옥, 2007).

3. 연구절차
1) 단원과 전략 선정
단원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와 쓰기교과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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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총 다섯 마당 중 첫째 마당은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 파악하기와, 공통점
과 차이점을 찾아 글쓰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마당은 글을 읽고 글쓴이
의 생각과 비교하여 내 생각 말하기와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두 마당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수에 적합한 내용 즉, 글 속의 정보를 파
악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중심생각을 찾아내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에 적합한 단원이라고 판단되어 연구의 제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글감을 추가하
여 정보글과 의견글의 특징을 알려주거나 교사가 전략을 시범보일 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Graham & Harris(2008)가 정리한
자기 조절 전략 교수를 변형하여 적용하였으며, 읽기전략인 TWA 전략과 쓰기 전략인
PLAN+WRITE 전략을 사용하였다. TWA 전략은 사회․과학 읽기자료를 읽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전략이다. 이 기법은 읽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하게 도와주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잘 조직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표 2> TWA 읽기전략
단계

TWA

1
2

The author's purpose
T

글쓴이의 의도
(읽기)

What you know

전

이미 알고 있는 것

3

What you want to learn

궁금한 것

4

Reading speed

읽기 속도

5

W

Linking knowledge

중

관련지식

6

Rereading parts

다시 읽어보아야 할 부분

7

The main idea

중심내용

8
9

A

Summarizing information
What you learned

후

요약하기
새로 알게 된 것 말하기

PLAN & WRITE 전략은 글을 계획하여 쓰는 방법을 학습하는 전략이다. 글을 쓰기 전에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글의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좋은 글의 요소를 하나씩 채워가며 독립
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하면 쓰기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읽기를 통해 좋은 글의 요건도 함께 학습하므로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비판
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기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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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LAN & WRITE 쓰기전략
단계

PLAN & WRITE

1

P

Pay attention to the prompt.

쓰기 주제가 무엇인지 집중하기

2

L

List main ideas to develop your essay.

중심생각 나열하기

3

A

Add supporting ideas(e.g., details, examples).

뒷받침 문장 추가하기(세부사항, 예)

4

N

Number major points in the order you will use them. 중심생각들을 글 쓸 순서대로 번호 쓰기

+
5

W

Work from your plan to develop a thesis statement.

주제를 잘 표현하는 제목과 문장 쓰기

6

R

Remember your goals.

쓸 목적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

7

I

Include transition words for each paragraph.

각 문단마다 전환어를 포함시키기

8

T

Try to use different kinds of sentences.

다양한 문장사용하기

9

E

Exciting, interesting million-dollar words.

흥미롭고, 적절한 낱말 쓰기

2) 사전검사
사전검사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쓰기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
시하였다. 쓰기검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큰 배경지식을 필
요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글감을 선택하였으며, 정보글은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쓰기’이며, 의견글은 ‘짝 자리 바꾸는 방법’을 쓰기 주제로
선택하였으며, 쓰기 시간은 40분씩으로 제한하였다.
다른 변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일과 시험시간
을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하루 동안 사전검사모두를 실시하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이틀에 걸쳐 첫날은 정보글 쓰기,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의견글 쓰기와 자
기효능감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 중재
중재 기간은 총 7주이며, 선정된 두 단원에서 한 마당 당 18차시씩 총 36차시에 걸쳐 실
시되었다. 선정된 마당 중 「첫째마당. 알아보고 알려주고」에서는 정보글 쓰기 활동으로, 준
비단계 3차시, 안내된 전략훈련단계 10차시, 독립적 전략훈련단계 5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먼저 준비단
계에서 TWA 전략을 통해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한 후, 안내된 전
략 훈련단계와 독립적 전략 훈련단계에서 쓰기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정보글을 쓰는 활동을 한다. 두 번째 마당인 「셋째마당. 커 가는 우리」에서는 의견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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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준비단계 5차시, 안내된 전략훈련단계 8차시, 그리고 독립적 전략훈련단계 5차시
로 나누어 중재가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의 중재는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중재하였으
며, 담임교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실험 전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차시별 지도내용
을 협의 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보상체계 또한 동일하게 지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4>「첫째마당. 알아보고 알려주고」정보글쓰기 학습활동 내용
단계 차시

학습 목표

학습활동 내용

예시글&자료

▸글을 계획하여 쓰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토
◦PLAN+WRITE전략소 론 함
1

개

▸PLAN+WRITE전략의 목적과 유용성 알기
▸PLAN+WRITE 9단계 소개와 각 단계가 하는 일 알아보

•PPT, 학습 계약서,
PLAN+WRITE전략지

기
◦PLAN+WRITE사용방
2

록을 개발하기

준
비
단
계

▸9단계 전략 사용과정을 교사가 시범보이기

기

▸자기 진술문의 사용 방법 연습하기

-PLAN+WRITE전략지,
자기진술문
￭이를 닦읍시다.

3

⌢
5
차
시
⌣

법을 알고 자기진술 목

￭현장학습장소선정하

◦좋은 의견글 쓰기의 ▸예시글을 읽으며 제목, 전환어, 문장의 형태, 재미있는 -PLAN+WRITE전략지,
요소를 알고 검토하기 낱말, 글쓰기의 요소확인하기

좋은 글의 특징 학습
지,자기진술문
￭우리 만화가 좋아

4

◦좋은 의견글 쓰기의 ▸예시글을 읽으며 제목, 전환어, 문장의 형태, 재미있는 -PLAN+WRITE전략지, 좋
요소를 알고 검토하기 낱말, 글쓰기의 요소확인하기

은 글의 특징 학습지,자기
진술문

▸사전검사 때 학생들이 썼던 몇 개의 글을 보여주기
◦교정점검지를 활용하
5

여 글 평가하는 방법
알기

▸교정점검지를 바탕으로 글 검토기
▸교정규칙에 따라 두 개의 긍정적인부분, 2-3개의 부족
한 부분을 찾아 발표하기
▸학생들이 제시한 교정으로 교사와 함께 예시글 수정하
기

안
내
된
전
략

◦글을 계획해서 쓰는 는 방법을 교사 시범 보이기
방법 알기

리바꾸기,개와 고양이)
-PLAN+WRITE전략지, 브
레인스토밍학습지,
•PLAN+WRITE계획

학

습지, 좋은 글의 특징학습
지, 교정점검지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
6

￭사전검사에 썼던 글(자

▸학생은 교사의 시범을 듣고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기
▸전환어를 사용하여 문단을 확실히 구별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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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의견 알기

7

◦학생-교사가 협동적 ▸글쓴이가 의견을 잘 전하기 위해 빈 문단에 들어갈 내
으로 글의 일부분 쓰기 용 생각하기
￭먹보
◦글을 읽고, 의견이 ▸쓰기 주제 : 먹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PLAN+WRITE전략지, ,
잘 드러나는 글을 쓸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
교정점검지
때에 주의할 점 알아보 는 방법을 학생들과 교사가 토의하기
기
▸대상에 따라 높임말과 적절한 어휘 선택하기
▸교정점검지를 사용하여 쓴 글 평가하기
◦모둠별로

8

쓸 내용 계획하기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여 말하기
￭내가 선생님이 되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쓰기 주제 :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쓰기
-PLAN+WRITE전략지,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
기

9
훈
련
단
계
⌢
8
차
시
⌣

협동하여 ▸글을 읽고 중심생각 찾기

는 방법을 모둠원과 토의하기

◦모둠별로 협동하여
▸전 차시에 계획한 대로 글쓰기
글쓰기
￭내가 선생님이 되면
▸모둠별로 쓴 글 발표하기
◦글을 읽고, 글쓴이의
-PLAN+WRITE전략지,
▸모둠들끼리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모둠이 쓴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교정점검지
글 서로 평가하기
여 글쓰기
◦모둠별로 협동하여 ▸글을 읽고 중심생각 찾기
글쓰기 계획하기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여 말하기

10

￭짧아진 바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쓰기 주제 :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PLAN+WRITE전략지,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
기
는 방법을 모둠원들과 토의하기
◦모둠별로

11

협동하여
▸전 차시에 계획한 대로 글쓰기
글쓰기
￭짧아진 바지
▸모둠별로 쓴 글 발표하기
◦글을 읽고, 글쓴이의
-PLAN+WRITE전략지,
▸모둠들끼리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모둠이 쓴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교정점검지
글 서로 평가하기
여 글쓰기
◦짝과 협동하여 글쓰 ▸글을 읽고 중심생각 찾기

12

기 계획하기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여 말하기
￭마을마다 집집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쓰기 주제 :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자
꽃을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 -PLAN+WRITE전략지
기

13

는 방법을 짝과 토의하기

◦짝과 협동하여 글쓰
▸전 차시에 계획한 대로 글쓰기
￭마을마다 집집마다
기
▸짝과 함께 쓴 글 발표하기
꽃을
◦글을 읽고, 글쓴이의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짝들이 쓴 글 서로 평가 -PLAN+WRITE전략지,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
하기
교정점검지
여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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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주제 : 만화영화를 만드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기

14

의견이 잘 드러나는 글쓰 ▸쓴 글 발표하기
기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짝, 모둠)이 쓴 글 서로

-PLAN+WRITE전략지,
교정점검지

평가하기
▸쓰기 주제 : 부모님께 바라는 것

독
립
적
전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기

15

기

◦독립적으로 글쓰기 계
획하기

16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내생각 비교하여
글쓰기

⌢
5
차
시
⌣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짝, 모둠)이 쓴 글 서로

-PLAN+WRITE전략지, 교
정점검지

평가하기

략
훈
련
단
계

의견이 잘 드러나는 글쓰 ▸쓴 글 발표하기

▸글을 읽고 중심생각 찾기
▸글쓴이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여 말하기

￭내가 재판장이라면

▸쓰기 주제 : 내가 재판장이라면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기
▸전 차시에 계획한 대로 글쓰기

17

◦독립적으로 글쓰기

▸쓴 글 발표하기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짝, 모둠)이 쓴 글 서로

-교정점검지

평가하기
▸쓰기 주제 : (

)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PLAN+WRITE전략 9단계를 이용하여 글을 계획해서 쓰기

18

의견이 잘 드러나는 글쓰 ▸쓴 글 발표하기
기

-교정점검지

▸교정 점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짝, 모둠)이 쓴 글 서로
평가하기

<표 4>「첫째마당. 알아보고 알려주고」정보글쓰기 학습활동 내용
단계 차시
준
비
단

읽기․쓰기 통합 전략 내용

예시글&자료

◦정보글의 개념 알 ▸예시글을 통해 정보글의 정의와 특징,주의점, 구
성요소와 형식 살펴보기

기
1

계
⌢
3
차
시
⌣

학습 목표

◦읽기

전⋅중⋅후 ▸ TWA전략의 목적과 유용성 알기

￭개
•설명문학습지PPT, 학
습 계약서, TWA전략

TWA의 9단계 사용법 ▸ TWA 9단계 소개와 각 단계가 하는 일 알아보 지
기
알기
◦TWA사용방법을 알
2

고 자기진술 목록을
개발하기

▸9단계 전략 사용과정을 교사가 시범보이기
▸자기 진술문의 사용 방법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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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범을 통해 중심내용 찾기와 요약하기 전략
배우기
￭껌,개

3

◦중심생각

찾기와

요약하기 전략 알기

-노란형광펜으로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핵심어를
•PPT,
자기진술문,
표시
TWA점검지, 노랑/파랑
-중심생각을 나타나는 진술문을 자신의 말로 표현 /분홍형광펜
-파란 형광펜은 중요한 세부사항들, 그렇지 않다면
분홍형광펜으로 표시

▸짝과 TWA단계 중 읽기 전, 중 생각하기 완성하
￭고누
◦짝과 함께 TWA단 기

•TWA점검지, 자기진

4

계 연습하며 글을 읽 ▸각 문단의 중심내용 찾고 요약하기(형광펜사용)
술문
고 새로 안 내용 정 ▸알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기 단계 연습하기, 친
•노랑/파랑/분홍형광
리하기
구들에게 말하기
펜
▸수행강화하기,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5

◦짝, 모둠과 함께 ▸짝과 TWA단계 중 읽기 전, 중 생각하기 완성하
TWA단계 연습하며 기
￭나비 박사 석주명
글을 읽고 각 문단의 ▸모둠별로 주인공이 한 일을 중심으로 중심내용 •TWA점검지, 자기진
술문
중심내용 및 요약하 찾고 요약하기(형광펜사용)
기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6

▸알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기 단계 연습하기, 친
◦새로 안 내용 말하 구들에게 말하기
￭나비 박사 석주명
•TWA점검지, 자기진
고 더 알고 싶은 내 ▸수행강화하기,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용 알아보기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 조사한 것 발표 술문
하기

안
내
된
전
략
훈
련
단
계

▸독립적 TWA단계 중 읽기 전, 중 생각하기 완성
하기
▸모둠 별로 각 문단의 중심내용 찾고 요약하기(형

⌢
10
차
시
⌣

7

◦독립적 TWA9단계
￭태권도
광펜사용)
•TWA점검지, 자기진
사용 후 TWA개요작
▸TWA로 개요 짜는 것 시범보이기
술문, TWA개요활동지
성방법 알기
▸알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기 단계 연습하기, 친
구들에게 말하기
▸수행강화,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독립적 TWA단계 중 읽기 전, 중 생각하기 완성

8

◦모둠과 함께 TWA 하기
￭민지와 은행나무
개요작성 연습하기 ▸모둠 별로 각 문단의 중심내용 찾고 요약하기(형
• T W A 개 요활동
◦글을 읽고 새로 안 광펜사용)
지,TWA점검지, 자기진

내용과 관련이 있는 ▸알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기 단계 연습하기, 친 술문
내용을 더 알아보기 구들에게 말하기
▸수행강화,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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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TWA단계 중 읽기 전, 중 생각하기 완성
하기
▸짝과 함께 번갈아 가며 한 문단씩 개요표를 사용
◦짝과 함께 TWA개 하여 중심생각과 요약하기 단계 완성(미숙하면 형
요작성 연습하기
9

￭아리랑

광펜 사용)

◦글을 읽고, 새로 안 ▸연필을 사용하여 중심생각은 2줄 밑줄,

세부문

내용에 대하여 이야 장은 1줄 밑줄 그으며 내용 파악하기
기를 주고 받기

•TWA개요활동지, 자
기진술문
 형광펜 사용 안함

▸파악한 내용을 다시 보며 개요지에 작성하기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동료학생들과 논
의
▸수행강화, 자기진술 활동지에 추가 기재
▸글을 쓰는 목표설정하기

◦PLAN전략 소개 및
시범보이기
10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 쓰는 방
법 알기

▸목표제안 활동지에 나와 있는 각 목표들을 검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열거하기

￭인간과 원숭이의 공

▸ 개요짜기(TWA개요표의 것을 수정, 추가)

통점과 차이점

▸ 개요짠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PPT,

▸더 많이 쓰고 말하기

•TWA개요활동지

▸목표점검하기
▸학습계약서를 TWA+PLANS로 바꾸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전조 ￭자전거와
사해온 후 동료들과 정보나누기

◦PLANS전략

교사 ▸공유한 정보들을 TWA개요표에 작성하기

안내를 받으며 모둠 ▸글을 쓰는 목표설정하기
11 과 연습하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열거하기

◦공통점과 차이점이 ▸ 개요짜기(TWA개요표의 것을 수정, 추가)
드러나게 글쓰기

오토바이

의 공통점과 차이점
•TWA+PLANS

•TWA+PLANS목표제
안 활동지
•TWA개요활동지

▸ 개요짠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정보왕뽑기

▸더 많이 쓰고 말하기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목표점검하기

로 해옴

▸버스와 기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사전조사해온 ￭버스와 기차의

◦PLANS전략사용하
12

여 짝과 연습하기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글쓰기

전략

기억 학습지

후 동료와 정보나누기

통점과 차이점

▸공유한 정보들을 TWA개요표에 작성하기

•TWA+PLANS

▸글을 쓰는 목표설정하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열거하기
▸ 개요짜기

공
전략

기억 학습지
•TWA+PLANS목표제
안 활동지
•TWA개요활동지

▸ 개요짠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기

 정보왕뽑기

▸더 많이 쓰고 말하기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목표점검하기

로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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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전략과 개요작 ▸새우젓에 대하여 사전조사해온 후 동료들과 정보
성+PLANS전략 사용 나누기
하여 글쓰기 시범보 ▸글을 읽고 TWA전략과 개요작성하기
￭토굴 새우젓
이기 및 안내된 글쓰 ▸새로 알게 된 것을 포함하여 새우젓에 대하여 알  정보왕뽑기
13
기
려주는 글쓰기를 계획하기 위해 PLANS전략 사용하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글을 읽고 새로 안 기
내용을 바탕으로 알 ▸계획한 대로 글쓰고 고치기
려주는 글쓰기
▸쓴 글을 공유하여 서로 평가하기

로 해옴

▸사전에 우리 몸이나 동물, 식물, 지구에 대한 이
◦TWA전략과 개요작
야기를 찾아 읽고 온 후 동료들과 정보나누기
￭이야기 친구가 필요
성+PLANS전략 사용
▸글을 읽고 TWA전략과 개요작성하기
해요
하여 글쓰기
14
▸새로 알게 된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정한 주제에  정보왕뽑기
◦글을 읽고 새로 안
대하여 알려주는 글쓰기를 계획하기 위해 PLANS전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알
로 해옴
략 사용하기
려주는 글쓰기
▸계획한 대로 글쓰고 고치기
독
립
적
전
략

15

훈
련
단
계
⌢
5
차
시
⌣

16

◦TWA전략과 개요작 ▸한지에 대하여 사전조사해온 후 동료들과 정보나
￭한지공장을
성+PLANS전략 사용 누기
서
하여 글쓰기
▸글을 읽고 TWA전략과 개요작성하기

다녀와

 정보왕뽑기

◦글을 읽고 새로 안 ▸새로 알게 된 것을 포함하여 한지에 대하여 알려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알 주는 글쓰기를 계획하기 위해 PLANS전략 사용하기 로 해옴
려주는 글쓰기
▸계획한 대로 글쓰고 고치기
▸농구공과 축구공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사
￭농구공과 축구공의
◦PLANS전략사용하 전조사해온 후 동료들과 정보나누기
공통점과 차이점
여 독립적 글쓰기
▸공유한 정보들을 TWA개요표에 작성하기
 정보왕뽑기

◦공통점과 차이점이 ▸사전조사와 동료들의 정보를 듣고 새로 알게 된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드러나게 글쓰기
것을 포함하여 농구공과 축구공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 해옴
에 대하여 글쓰기
▸콩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사
￭콩쥐와
◦PLANS전략사용하 전조사해온 후 동료들과 정보나누기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 독립적 글쓰기
▸공유한 정보들을 TWA개요표에 작성하기
 정보왕뽑기
17
◦공통점과 차이점이 ▸사전조사와 동료들의 정보를 듣고 새로 알게 된
a 미완성 학생은 과제
드러나게 글쓰기
것을 포함하여 콩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 해옴

에 대하여 글쓰기
18

◦공통점과 차이점이 ▸계획한 대로 글쓰고 고치기
드러나게 글쓰기
▸쓴 글을 공유하여 서로 평가하기

- 82 -

￭콩쥐와 신데렐라의
공통점과 차이점

김선아․손승현 /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쓰기 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각 차시는 Graham & Harris(2008)가 정리한 자기조절 전략교수를 변형하여 적용하였으며,
준비단계, 읽기를 위한 안내된 전략 훈련단계, 쓰기를 위한 전략 훈련단계, 그리고 독립적
전략 훈련단계로 나누어진다. 준비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전략의 도입에 앞서 약 3-5차시 동
안 정보글과 의견글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형성하고,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살
펴본 후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안내된 전략 훈련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와 또래, 그리
고 독립적으로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립적 훈련단계에서는 교사
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전략의 단계를 확인하며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조절쓰기전략교수에 따른 전략의 훈련 과정은 <표 5>와 같다.

<표 5> 읽기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쓰기전략교수에 따른 전략의 훈련 과정
단계

주요활동
▫배경지식 형성하기

준비단계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 논의하기
▫전략 소개 및 교사의 시범
▫전략 기억하기
▫형광펜을 이용하여 중심생각 찾기 전략과 요약하기 전략을 협력하여 연습하기

안내된
전략훈련단계
(읽기)

▫TWA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 교사는 추가로 개별 교수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을 짝을 지어 점검함
▫교사는 읽기 전, 중, 후에 TWA를 사용한 다음 개요작성하기를 시범보임
▫모둠끼리 협력하여 TWA 전략과 개요 작성하기를 연습
▫짝과 함께 TWA 전략과 개요 작성하기를 연습(형광펜과 TWA 점검지를 사용하지 않음)
▫1과정: 글을 구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으로 글쓰기

안내된

▫2과정: 모둠끼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한 후 글쓰기를 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음

전략훈련단계 ▫3과정: 짝끼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한 후 교사의 도움을 받는 글쓰기
(쓰기)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과 긍정적인 강화와 칭찬 제공
▫학생개인이 자기 조절전략을 잘 활용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 동료평가

독립적
전략훈련단계

▫학생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각거리를 만들어 글쓰기
▫최소한의 교사 도움
▫학생 스스로 쓴 글을 평가, 동료평가

4)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쓰기능력검사와 자기효능감 검사로 이루어진다. 쓰기
능력검사의 정보글의 주제는 ‘부침개와 피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쓰기’이며, 의견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이유 쓰기’로 선정하였다. 정보글의 사후검사는 정보글 쓰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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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난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모든 중재가 끝난 이후에 의견글 사후 검사와 자기 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를 투입한 실험집단과 전통적인 읽기․쓰기
분리교수를 투입한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pre-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실험설계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X2

O4

O1, O3 : 사전검사 (쓰기능력, 자기효능감 검사)
X1 :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
X2 : 전통적인 읽기․쓰기 분리교수
O2, O4 : 사후검사 (쓰기능력, 자기효능감 검사)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집단 마다 사전-사후 검사를 실
시한 결과를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 통계량의 유의성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쓰기능력
1) 글의 내용
글의 내용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글의 내용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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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글의 내용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 글의 내용점수

사후 글의 내용점수

조정된 글의 내용점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35)

11.48 (3.67)

23.65 (5.34)

24.31 (0.85)

통제집단(N=35)

13.94 (5.49)

16.11 (5.65)

15.46 (0.85)

집단

<표 8> 글의 내용의 공분산분석
변량원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419.870

1

419.870

17.158

주효과

1279.314

1

1279.314

52.279*

오 차

1639.559

67

24.471

합 계

3055.086

69

* p < .05

<표 8>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1, 67) = 52.279, p < .05). 따라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글의 내용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글의 조직
글의 조직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와 같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글의 조직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글의 조직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 글의 조직점수

사후 글의 조직점수

조정된 글의 조직점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35)

8.11 (2.47)

24.57 (4.93)

24.68 (0.89)

통제집단(N=35)

8.4 (3.02)

12.57 (6.22)

12.46 (0.89)

집단

<표 10>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67) = 95.252, p <. 05). 따라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
가 글의 조직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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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글의 조직의 공분산분석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311.568

1

311.568

11.385

주효과

2606.741

1

2606.741

95.252*

오 차

1833.575

67

27.367

합 계

4665.143

69

*p < .05

3) 글의 표현
글의 표현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글의 표현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1> 글의 표현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 글의 표현점수

사후 글의 표현점수

조정된 글의 표현점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35)

14.48 (4.81)

23.48 (4.40)

24.09 (0.68)

통제집단(N=35)

16.51 (6.86)

18.22 (6.05)

17.63 (0.69)

집단

<표 12> 글의 표현의 공분산분석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834.427

1

834.427

52.225

주효과

707.945

1

707.945

44.309*

오 차

1070.488

67

15.977

합 계

2388.571

69

*p < .05

<표 12>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67) = 44.309, p < .05). 따라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
가 글의 표현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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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표 13>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점수
(90점)

사전검사

안내1

안내2

안내3

독립1

독립2

독립3

독립4

사후검사

34.14

50.91

52.85

59.8

62.62

66.68

68.69

72.57

71.72

<그림 1>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변화

<그림 1>을 살펴보면 사전검사부터 사후 검사까지 쓰기점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내된 글쓰기 3회 동안 쓰기점수의 폭이 크게 향상되고 있고 독립적 글쓰기
단계에서는 쓰기점수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사전검사 후
안내된 글쓰기를 1회 지도 받았을 때 쓰기 점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의 쓰기 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F = 69.386이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느 단계에서 쓰기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내 대비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비검정 결과 [사전검사 대 안내 1
단계]는 F = 48.147, [안내 2단계 대 안내 3단계]는 F = 8.34, [독립 3단계 대 독립 4단계]
는 F = 6.137으로 쓰기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그 외의 단
계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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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도단계별 쓰기점수 반복측정 분산분석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지도단계별 쓰기점수

42858.114

8

5357.264

69.386*

오차(지도단계별 쓰기점수)

21000.997

272

77.210

*p < .05

5) 쓰기능력집단별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변화
쓰기능력집단별로 지도 단계에 따라 쓰기점수변화양상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세 집단
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을 쓰기능력 3집단으로 나눈 기준은 사전쓰기
점수로 상위집단 25%, 중집단 50% 하집단 25% 비율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 총 35명 중
집단별 인원은 상집단 9명, 중집단 17명, 하집단 9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5>는 집단별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그
림 2>는 세 집단의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5> 집단별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지도단계
집단

사전
검사

안내1

안내2

안내3

독립1

독립2

독립3

독립4

사후
검사

상집단평균

46.22

64.00

66.66

69.33

75.55

74.44

80.44

79.55

78.88

(표준편차)

(6.88)

(13.45)

(8.06)

(13.00)

(10.94)

(10.71)

(7.46)

(10.38)

(8.19)

중집단평균

33.47

50.00

50.94

61.94

61.76

67.05

69.05

72.35

73.88

(표준편차)

(2.60)

(16.04)

(14.59)

(13.41)

(13.54)

(11.85)

(9.11)

(9.03)

(10.59)

하집단평균

23.33

39.55

42.66

46.22

51.33

58.22

56.22

66.00

60.44

(표준편차)

(4.24)

(14.89)

(13.19)

(11.89)

(13.63)

(14.64)

(16.35)

(13.45)

(14.89)

전체평균

34.14

50.91

52.85

59.80

62.62

66.68

68.68

72.57

71.71

(표준편차)

(9.40)

(17.20)

(15.37)

(15.26)

(15.38)

(13.36)

(13.88)

(11.43)

(13.05)

<그림 2>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정체기도 있었지만 모든 집단에서 글쓰기 횟수가 늘
어날수록 쓰기점수가 증가되었으므로 글쓰기를 많이 할수록 쓰기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
었다. 상집단은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는 F = 12.73, [독립 2단계 대 독립 3단계]는 F =
5.586으로 쓰기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그 외의 단계들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집단은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는 F = 18.899, [안내 2단계 대
안내 3단계]는 F = 10.617로 쓰기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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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

그 외의 단계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집단은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는 F =
15.536, [독립 3단계 대 독립 4단계]는 F = 6.647로 쓰기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그 외의 단계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6>과 같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효능감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6>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사전자기효능감점수

사후 자기효능감점수

조정된 자기효능감점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35)

82.22 (18.28)

99.05 (18.47)

103.99 (2.54)

통제집단(N=35)

96.77 (19.09)

98.22 (19.87)

93.29 (2.54)

집단

<표 17>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67)

52.067, p < .05). 따라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자기효능감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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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자기효능감의 공분산분석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10943.716

1

10943.716

52.067

주효과

1732.650

1

1732.650

8.243*

오 차

14082.341

67

210.184

합 계

25038.071

69

*p < .05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는 쓰기의 세 하위(내용, 조직, 표현)영
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쓰기능력의 효과를 나열하면 글의 조직, 내용,
표현 순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글의 조직 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교
사의 시범과 명시적인 설명으로 학습자들이 조직을 익히고, 학생 스스로 점검해 봄으로써
문단의 짜임과 문단의 응집성 및 구조를 적합한 내용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쓰기전략교수가 일반학생과 쓰기장애가 있는 학생 모두에게서 글쓰기 능
력이 향상되었다는 Graham & Harris(1989)의 연구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글쓰기 프로그램이
아동의 글쓰기 능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황순희(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글을 잘 쓰는 학생들과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함께 있는 통합학급
에서 학생들 모두가 함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도단계 중 이전 지도단계의 쓰기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는
곳은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 [안내2단계 대 안내3단계], [독립3단계 대 독립4단계]이다.
이는 교사의 명시적 설명과 구체적인 시범 및 안내가 학생이 글 쓰는 방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상중하 쓰기능력집단별 쓰기점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는
세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점수 상승폭이 컸다. 상집단은 그 외에 [독
립2단계-독립3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집단도 독립적 글쓰기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집단은 모든 시기에서 꾸준한 향상을 보였는데 [사전검사 대 안
내1단계], [안내2단계 대 안내3단계]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쓰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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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데 안내된 글쓰기 단계가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집단은 [사전검사 대
안내1단계]외에 [독립3단계-독립4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하집단은 글쓰기 기
회를 다른 집단보다 더 제공한다면 사후결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
순히 중재결과 학생들의 쓰기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만 제시하는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학생들의 쓰기 능력별로 어떠한 단계에서 반응을 나타내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가 자기효능감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전략 교수가 글쓰기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황순희(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로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교수가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및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인
시범과 안내가 큰 역할을 한다. 지도단계에 따른 쓰기점수를 살펴보면 안내된 글쓰기단계
를 거치면서 쓰기점수가 아주 크게 상승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모두가 자
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를 통하여 글쓰기를 학습할 수 있으나, 쓰기 능력별로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학생들이 반응을 보인 과정에서의 시점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나타
낸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쓰기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성취수준에 따른 세 집단
모두 안내된 글쓰기와 독립적 글쓰기 단계가 필요하였다. 중․하집단은 물론 상집단에서도
독립적 글쓰기 단계를 거치며 한 층 향상된 쓰기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하집단은 상․중
집단에 비해서 보다 많은 글쓰기의 기회를 주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글쓰
기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모든 교수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글쓰기 향상이 가능함을 시사하
며,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글쓰는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점검함으로써 글쓰기 과정을 좀 더 탄탄
하게 다져올 수 있었다. 이런 자율성이 있었기에 자기효능감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실험 종료 후, 학생들은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글쓰기 기회가 주
어지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은 향상되었지만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글쓰기를 하지는 않았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뛰어 넘어 글쓰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한다면 보다 질 좋은 쓰기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글쓰기 수준의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동안의 쓰기를 어려워하는 장애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단일대상연구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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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time series analysis)이나 성장분석(growth analysis)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학생들의 글쓰기
향상 추이를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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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SRSD)
Writing Instruction on Writing Abilities and Self-Efficacy

Kim, Sun-A*

Son, Seu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RSD writing instruction on the
elementary students' writing ability and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rd grade
elementary students from two classrooms, with one experimental group(n=35) and the other control
group(n=35) for seven weeks, 36 sessions. The results showed the positive effects on writing ability
and sub-skills(content, organization, expressive writing). This study measured the differences between
instructional phases, during which teachers provided explicit explanation and modeling proved to be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students' writing abilities. The results had practical implication by
showing changes of students' writing in different instructional phases for the different abil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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