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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읽기 학습이 흥미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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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습자의 받아쓰기 성취도와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학습 방
법으로서 만화와 문자 빈칸 메우기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학
급 중 교과 흥미 사전검사와 국어과 읽기 학업성취 사전평가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3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은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 실험집단 2는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기존의 교과서 위주의 읽기 학습을 실
시하도록 하여 총 15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첫째,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은 교과흥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특히 하위 성취도 집단에서 더 큰 효과
를 보였다. 둘째,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은 사후 받아쓰기 성취도 및 지연된 받아쓰기 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하위 성취도 집단에서는 만화 텍스트의 활용이 더 효과적이
었다. 셋째 직후 독해력 검사에서는 텍스트 유형에 상관없이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읽기
학습이 독해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독해력 하위 요소 중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보
다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에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국
어 읽기 학습에서 흥미 유발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의 유형과 학습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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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흥미를 폭력이나 성과 같은 자동적인 각성
효과나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사

학습다운 학습,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

건에 의해 야기되는 정서적 흥미(emotional

지려면 ‘흥미’와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interest)와 입력정보나 사전지식간의 관계에

한다. 학습의 출발점은 ‘흥미’를 기초로 해

의해 야기되는 인지적 흥미(cognitive interest)

야 하며 학습의 진행에서는 놀이처럼 ‘재미’

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흥미는 독자가 배경

가 있어야 하고 학습의 결과는 삶의 의미를

지식, 글의 내용의 불확실성, 사후 해결 가

발견하거나 실현하는 것이 되도록 ‘의미’가

능성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야

있어야 한다. 학습에 대한 내재동기를 증진

기들의 구조 및 전개 방식과 관련되어 있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과정 자체를 즐

며 정서적 흥미에 비해 장기간 유지된다는

거운 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습 활동

점에서 이야기 글 뿐만 아니라 학습재료의

이나 학습 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하기 위해

구조와 제시방식 등에 의한 흥미 발생과도

서는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여 점차 개인적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흥미로 발전시켜야 한다. Hidi와 Baird(1986)

따라서 학습자들이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

은 흥미를 크게 개인적 흥미와 상황적 흥미

서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교수․학습 과정

로 구분하면서 특히 글을 읽을 때 발생하는

에서 상황적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는데 그

상황적 흥미를 글에 근거한 흥미(text-based

러한 점에서 만화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interest)라고 하였다. 학습내용에 대한 상황

매체임은 물론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적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

학습자에게 맥락적, 상황적 관련성을 제공

생들에게 특정 학습 내용을 학습하여야 하

하게 되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는 이유와 학습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

유도하고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시켜 주는

한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맥락적․상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만화는 교

적 관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Brown, Collins,

수․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 Duguid, 1989). 글에 근거한 흥미는 흥미

매체로 인정받아왔다(김성일, 윤미선, 2004;

로운 정보와 같이 글의 내용에 의해서도 유

박인기 등, 2000; 이정애, 2000). 임묘진과

도되며 추론을 비롯한 독자의 지적 활동을

김성일(2006)의 연구에 의하면 만화는 이해

유도하는 글의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즉,

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글 속에 기대하지 않은 정보나 사전지식과

풀이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그림과 사진

같은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면 독자

그리고 시각 기호와 언어 기호가 섞여진 영

는 글을 읽는 도중에 불일치를 느끼고 이해

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양식으로서 초등학

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 독자가 추론

교 학생들의 수업 매체로 효과적이며 학습

발생 등의 지적활동을 통해 글 이해 중에

자의 흥미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발생한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인지

친다고 하였다.

Kintsch

만화의 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1980)는 글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에 이용되

적

흥미가

발생한다(Ki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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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으며, 만화라는 매체가 갖는 흡인력과

되어 독자가 만화를 수용할 때 적극 개입하

재미는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면서

게 된다(최미라, 2003). 만화의 형식적 표현

만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

단위인 ‘칸’이라는 분절적 단위는 만화의

히 진행되어 왔다(이성영, 2007). 만화의 특

칸과 칸 사이를 독자의 상상력과 추론을

성에 따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다음과

통해

같다.

높은 인지적 관여를 요구한다(Kim, Yoon,

첫째, 만화라는 학습재료의 특성은 학습

연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의

Whang, Tversky, & Morrison, 2007).

자의 흥미에 영향을 준다. Berlyne(1974)은

둘째, 만화는 정보를 뚜렷하게 각인시키

흥미에 영향을 주는 학습재료의 특성으로

며 정보를 오래 지속시켜 인지적으로 효율

새로움, 놀람, 복잡함, 모호성이라고 하였다.

적이다. 만화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글이나

즉 외부 정보와 학습자의 사전 지식의 불일

그림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글은

치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활동으로부터

부호를 통하여 대뇌에서 상형적인 형태로

오는 인지적 흥미의 발현은 곧 내재동기의

인식되기 위해 전환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이

발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명진, 김

따르지만, 그림은 시지각을 통하여 전환의

성일, 2003). 만화는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

과정 없이 직접 대뇌에 인식되기 때문에 활

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구조체이기 때문에

자매체보다 훨씬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해된

글의 분명함과 그림의 즉각성을 결합하면서

다(이원복, 1991). 대부분 인지 심리 이론가

글의 어려움은 그림을 통해, 그림의 다의성

들은 시각적 심상이 그 기억에서 부호화와

은 글을 통해 보완하며 불일치를 해결할 수

저장의 중요한 한 형태라고 믿고 있으며 정

있는 매체이다.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재료

보에 관련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기억

는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하고 창의적인 문

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학습에서

제해결을 할 동기를 높여줄 수 있으며, 실

기억과 파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

제로 학습재료의 구성양식이 학습자의 흥미

각적 영상의 형성이 중요하며 언어적 자극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글)과 시각적 자극(그림)을 연결시켜 주었을

다(김성일 등, 2003). 특히 언어정보와 그림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Pavio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학습재

(1986)의 이중 부호화 이론에서는 언어 및

료는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 정보가 서로 분리된 표상을 가지며 두

표상을 주고 언어 및 그림 정보들 간의 대

개의 서로 다르게 부호화된 정보들 중 하나

응과정을 통해 부가적인 사고과정을 하여

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여전히

인지적 흥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명진, 김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출 가능성이

성일, 2003). 만화는 단순화시키거나 과장된

높아질 것이므로 만화 형식의 학습재료가

표현기법으로 인해 만화 속의 그림이 세세

갖는 그림 정보와 언어 정보의 동시 제시가

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묘사하지 않더라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인

또한 인간의 장기기억은 시각적 체계와 언

식하려는 심리작용인 동화의 과정을 거치게

어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 두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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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호 작용하여 통합된 정보로 인식될

학습자들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지

때 장기 기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적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학습재료의 구

이미지는 기억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 수

조와 전개 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단이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심적 표상의 형

제시하기도 한다. 빈칸 메우기 전략은 부분

성을 위해서는 설명적인 정보가 글 뿐만 아

부분을 지워서 전체의 구성을 불완전하게

니라 그림과 함께 제시될 때 효과적이며 이

한 다음, 읽는 이나 듣는 이가 지워진 곳을

것이 추론능력을 향상시킨다(Johnson-Laird,

되도록 많이 메워 나가면서 전체를 다시 완

1983; Mayer, 1989). 또한 교수․학습매체로

성하게 하는 방법이다(Taylor, 1953). Taylor는

서의 만화는 Bruner의 세 가지 표현 방식

인간의 두뇌 활동은 평형의 원리를 따르기

가운데 영상적 표현으로서의 성격과 상징적

때문에 불완전한 그림조차 기존의 경험에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기대어서 완전한 형태로 지각한다고 한다.

교재 속에 문장의 의미나 어려운 설명을 만

이는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부분을 보는

화로 그려 넣음으로써 이해를 촉진시킬 수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의 상호관계의 맥락 속

있으며, 그 개념 형성을 빨리 하게 할 수

에서 전체를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

있다.

분과 부분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셋째, 만화는 특히 국어교육에서 텍스트

통찰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통찰에 따라

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만화는 본질적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박수자, 1996). 빈칸

서사가 존재하는 매체로 서사의 표현양식이

메우기 전략은 비교적 복잡한 사고과정이

언어적인 것에서 영상적인 것까지 확대되어

필요하다. 즉 학습자는 주어진 텍스트의 필

서사의 체험 양상을 다변화하는 확장된 문

자가 의도한 바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학의 경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만화는

언어형식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수정하는 과

짧은 한 컷 속에 다의적 의미를 담기 위해

정이 되풀이한다. 이러한 사고과정에는 어

은유, 풍자, 비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휘력이나 문법지식 등 문맥의 이해를 위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상징의 의미와 작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상황

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만화 텍

에 대한 고려나 스키마 등이 총동원된다.

스트는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확대된

보통, 빈칸 메우기는 읽기 능력에 대한 총

문학이라고 인식하여 문학교육의 내용범주

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독자에 대한 특정 자

로 들여왔을 때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교육

료를 얻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될 수 있으며 언어와 영상이 절묘히 결

빈칸 메우기를 읽기 전에 사용할 경우 독자

합한 중간적 매개체로서 인간의 다양한 의

로 하여금 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

사소통의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게 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게 함

수 있다. 만화 텍스트의 국어과 도입은 의

으로써 효율적인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소통 도구가 언어에 국한되던 것이 영상

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칸 메우기는 학습자

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해 전

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다(최미라, 2002).

략의 훌륭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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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수 있으며, 추론하기 기능을 세련화하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해 과정은 독

며 이것이 독해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이 가

있다. 빈칸 메우기와 독해의 공통적인 요인

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총체적인 재구성을

으로 초인지를 들 수 있는데, Brown(1980)은

하는 것, 독자 자신의 사전 경험과 필자가

초인지를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단서를 사용하여 특정한 맥락 안

절차나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빈칸

에서 독자 자신에게 유용한 하나의 의미를

메우기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독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한, 최

자의 생각에 따라 수정하게 되고, 글을 읽

병연, 2003). 독해의 수준을 결정하는 강력

으면서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

한 요인으로 추론하기, 초인지, 스키마 활성

지 과정을 통제, 조정, 점검하는 과정을 거

화를 들 수 있으며, 빈칸 메우기는 독해의

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빈칸 메우기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빈

와 초인지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빈칸 메

칸 메우기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효과적

우기는 수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기에 초인지

으로 향상 될 수도 있다. 독해과정에서 글

전략과 관련된 매우 유용한 학습도구가 된

에 제시된 정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다. 그것은 학생들이 빈 곳에 들어갈 알맞

지식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추론이며,

은 말을 수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우고 다

추론은 의미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는 이해

시 쓰고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

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김재봉,

인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해의 수준을

1998). Carr, Dewitz 및 Patberg(1987)는 빈칸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글의 내용

메우기가 읽기에서의 추론하기와 유사한 면

과 관련되는 독자의 스키마(schema)를 들 수

이 많으며, 이는 추론하기 기능을 형성하는

있는데, 스키마는 독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들은 빈칸 메

나 일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를 포함하는

우기 연습을 한 학생들이 빈칸 메우기 연습

조직화된 사고의 단위이다. 스키마 활성화

을 통하여 배운 기술들을 다른 교과목의 시

는 학생들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간에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강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에 저장된

조하였다. 즉 글을 읽은 뒤에 빈칸 메우기

다양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일련의 준

를 통하여 일부분의 내용을 추론하는 것과

비과정이다(Anderson, 1981). 빈칸에 들어갈

마찬가지로 글과 관계있는 내용을 추론하려

알맞은 말을 생각하는 과정은 주어진 정보

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빈칸 메

를 바탕으로 스키마를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우기 과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스키마의 원활한 작용이 요구된다. 스키마

서 빈 곳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기 위해

의 활성화가 빈칸 메우기 연습의 효과를 증

글의 앞 뒤 내용, 제목, 주제를 생각하며 적

진시킬 수도 있지만 빈칸 메우기 연습이 스

당한 정보를 채워 넣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키마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지금

빈칸 메우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론하

까지 빈칸 메우기 전략은 독해력, 어휘력,

기 전략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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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이나 평가도구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읽기 교육에서 독해활

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효과

동은 텍스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적인 빈칸 메우기의 적용에 따라 그 효과도

를 분석하거나 텍스트가 독해에 미치는 영

달라지기 때문에 빈칸 메우기를 실시할 때

향을 연구하는 것은 독해 연구의 기본이 되

는 사용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종류를 결

어야 하나(이삼형, 1994) 지금까지 텍스트

정해야 할 것이다.

구조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국어과에서 언어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

은 대부분 서구에서만 이루어졌고 초등학생

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받아쓰기를 Oller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형편이며, 학

(1976)는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 할 수

습자의 독해 능력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화

있는 도구로 보았다. 즉, 받아쓰기를 할 때,

나 텍스트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

학습자는 단순히 낱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습 전략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아니라 연속된 자료를 분석해 내어 자기에

있지 않고 있다.

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낱말, 구, 문장으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화 학습지에 빈

분리해내는 작업을 통해 받아쓰기는 단순한

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학습 전략의 활용

쓰기의 부분이 아닌 문법, 화용론, 의미론,

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통사론, 음운론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언어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과

능력 평가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빈칸 메

의 관계, 검사 시기에 따른 효과 등을 살펴

우기와 받아쓰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Oller

봄으로써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우기 전략

(1976)는 받아쓰기와 빈칸 메우기 검사는 기

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본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

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으며, 이선희(1994)는 통합평가로써의 받아

목적을 자세히 밝히면 첫째, 읽기학습에서

쓰기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Cloze Test처럼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텍

빈칸이 있는 텍스트를 미리 나누어 주고,

스트 유형을 만화와 문자로 재구성하여 빈

그 곳에 어떤 낱말이 들어 갈 것인지를 생

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하였을 때 두 텍스트

각하게 한 후, 교사가 부르는 텍스트를 들

유형 중 어떤 유형의 텍스트가 교과 흥미에

은 뒤에 빈칸을 채우게 하는 방법인 빈칸

더 효과적인지, 실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

메우는 받아쓰기를 제안하여 활용하였다.

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받아쓰기나 빈칸 메우기는 둘 다 통합적 언

둘째,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우기 전략을

어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본

활용한 읽기 학습이 국어과 학업성취도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특성

받아쓰기 성취도와 독해력에는 미치는 영

을 고려하여 받아쓰기를 통합적인 언어기능

향, 실험처치와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과의

의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

관계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텍스트

지의 국어교육에서 만화의 활용에 관한 연

유형별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이 학습자

구와 빈칸 메우기 활용에 관한 연구, 빈칸

의 기억과 파지에 주는 영향과 학업성취도

메우기와 받아쓰기에 관한 연구들은 따로

의 지속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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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달리하여 실험 직후의 학업성취도와

2)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2주 지연된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

사전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점수에 대한

고자 한다.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M
= 68.89), 비교집단(M = 69.86), 통제집단(M
= 71.2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Ⅱ. 연구 방법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7) = .76, p >
.05). 또한 학업성취 수준별로 동질성 검증

1. 연구 대상

결과, 상위집단의 평균에서 실험집단(M =
83.61), 비교집단(M = 83.50), 통제집단(M =

가. 실험 참가자

84.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K초등학교 1학

며(F(2, 55) = 1.41, p > .05), 하위집단 역시

년 3개 학급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

실험집단(M = 54.17), 비교집단(M = 53.82),

며,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집단(실험집

통제집단(M = 56.1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단) 36명,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집단(비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 49)

교집단) 37명, 전통적 읽기 학습 집단(통제

= 2.45, p > .05).

집단) 37명인 총 1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였다.

3) 독해력 검사
사전 독해력 검사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

나. 집단간 동질성 검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M = 69.86),
비교집단(M = 70.54), 통제집단(M = 71.62)

1) 교과 흥미 검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교과 흥미 검사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

타났다(F(2, 107) = .27, p > .05). 또한 학업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M =

성취 수준별 동질성 검증결과, 상위집단의

44.86), 비교집단(M = 46.86), 통제집단(M =

평균은 실험집단(M = 85.00), 비교집단(M =

45.97)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86.25), 통제집단(M = 85.00)간의 차이는 통

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7) = .54, p >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2, 55) = .14,

.05). 또한 학업성취 수준별 동질성 검증결

p > .05), 하위집단의 역시 실험집단(M =

과에서도 상위집단의 사전 평균에서 실험집

54.72), 비교집단(M = 52.06), 통제집단(M =

단(M = 47.44), 비교집단(M = 48.80), 통제

55.88)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집단(M = 47.5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타났다F(2, 49) = .80, p > .05).

가 없었으며(F(2, 55) = .22, p > .05), 하위
집단 역시 실험집단(M = 42.28), 비교집단

2. 실험설계

(M = 44.59), 통제집단(M = 44.18)간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F(2, 49) = .14, p > .05).

3 × 2 요인설계로 실험처치(만화 빈칸 메
우기/문자 빈칸 메우기/교과서)와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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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상/하)이 독립변인으로 구성되었고, 종

다. 독해력 검사

속변인으로는 실험 직후와 2주 지연 후의

본 연구에서 독해력 사전 검사 도구는 동

교과흥미, 받아쓰기 성취도 및 독해력이 측

학년 교사 6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

정되었다.

받아 시행하였다. 평가 문항의 텍스트는 초
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

3. 측정도구

록된 기지의 텍스트 관련 10문항과 미지의
텍스트 10문항이다. 평가 문항은 총 20문항

가. 교과 흥미검사

으로 사실적 이해에 관한 질문 10문항, 추

본 연구에서 국어 교과 흥미에 미치는 영

론적 이해에 관한 질문 10문항으로 구성되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성일 등(2004)의 과

었으며, 검사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된 점

학교과 흥미 및 태도에 관한 검사지를 국어

수이다. 실험처치 후 직후 검사와 2주 지연

과 흥미와 태도에 관한 검사지 15문항으로

검사 역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읽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지는 5단

기 교과서 첫째, 둘째 마당에 관련하여 동

계 Likert식 평정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는

유형의 문항을 채택 활용하였다. 이 검사의

Crombach α 값이 .89이다.

신뢰도는 Crombach α 값이 .86로 나타났다.

나.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4. 연구 절차

받아쓰기 성취도 사전 검사 도구는 본 연
구자의 학교에서 동학년 교사 6인이 협의하

교과 흥미와 받아쓰기 성취도, 독해력 검

여 제작․시행하고 있는 받아쓰기 인증제

사 결과 동질성이 확보된 3개 반을 선정하

평가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였고 각 집단 내에서 받아쓰기 성취도 점수

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행하였다. 받아쓰기

와 독해력 점수를 합한 국어과 학업성취도

성취도 평가 유형은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

사전 검사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위

와 짧은 문장을 위주로 선택형 5문항, 빈칸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처치와

메우기형 5문항, 불러주는 낱말이나 문장

학업성취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

똑같이 받아쓰기 10문항 등 총 20항으로 구

다. 두 실험집단은 본 연구자가 지도하였으

성하였으며, 검사점수는 100을 만점으로 한

나 통제집단은 본 연구자와 경력이 같은 교

다. 실험처치 후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검

사가 지도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단원별, 차

사와 2주 지연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역시

시별 학습 내용을 검토하였고 실험 기간과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 첫

실험 차시를 정하였다. 연구의 내적 타당도

째, 둘째 마당에 나오는 낱말, 문장을 동일

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우기

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전 검사와 동일한 유

학습지가 제공되는 것 이외의 교사의 수업

형의 문항을 채택 활용하였다. 이 검사의

형태, 학습자 활동, 시간, 차시, 보상여부 등

신뢰도는 Crombach α 값이 .84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집단과 동일하게 처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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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우기를 활용한 학습내용
대단원

소단원

학습주제

텍스트 명

차시

교과서

매미

1/9

6-7쪽

달

2/9

8-9쪽

동시

3/9

10-11쪽

은혜 갚은 꿩

4,5/9

12~15쪽

동화

6/9

16-17쪽

시를 읽고 느낀 점 말하기

그만뒀다

7/9

18-19쪽

시를 읽고 느낀 점 말하기

오는 길

8/9

20-23쪽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 말하기

강아지똥

9/9

24-29쪽

숙제

1/9

34-35쪽

음식

2/9

36-37쪽

약속

3/9

38-39쪽

4/9

40-41쪽

5,6/9

42-45쪽

시를 읽고, 느낀 점 말하기
1. 보고 듣고
첫째
마당.
상상의
나래를

느끼고

시를 찾아 읽고, 느낀점 말하기
마음에 드는 시 찾아 읽기

2. 내가 만드는 이야기 읽고 느낀 점 말하기
이야기

펴요.
한걸음 더

이야기를 찾아 읽고 느낀 점 말하기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둘째
마당.

1. 생각이 서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다를 때

이렇게

부분 찾기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

하면

고 내 생각 말하기

좋겠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 이렇게 하면

어요

2. 하나되는
우리

분 찾기

좋겠어요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고
내 생각을 말하기

자기자랑

기로 통제집단 교사와 협의하여 실시하였

하고 만화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를 교사와

다. 2007년 8월 5주부터 10월 1주까지 5주

함께 읽기, 짝과 역할 나누어 읽기, 교사와

간 총 15차시 국어과 정규 수업시간(40분)에

아동 간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며 읽기 등을

1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 첫째, 둘째

한 후,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마당에 대하여 실험처치를 하였다. 교사의

통제집단의 경우, 이러한 빈칸 메우기 학습

수업형태는 실험집단1, 2의 경우, 교사용 지

지 활동이 없이 교과서를 이용하여 전통적

도서에 따른 전통적인 수업을 토대로 하였

인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 1, 2에서

으나 완성된 텍스트를 읽기 전에 각각 만화

실시했던 학습자 활동인 교과서 교사와 함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의 빈칸 메우기 학습

께 읽기, 짝과 역할 나누어 읽기, 교사와 아

지를 각자 읽으면서 내용을 유추하여 빈칸

동간 한 문장씩 번갈이 읽기 등을 실험집단

을 메워보는 활동을 먼저 하였다. 각자 빈

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칸을 완성하고 나서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

실험처치가 종료된 후 직후 검사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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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학습지와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학습지의 예

흥미 검사,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와 독해력

의 글이나 설명글에 괄호를 넣어 빈칸을 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주 지연된 받아쓰기

우며 학습자 스스로 만화의 내용을 완성해

성취도 검사, 독해력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가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문자 텍스트 빈칸

들의 학습 내용의 기억과 파지의 정도에 의

메우기 학습지는 국어 읽기 교과서의 텍스

한 받아쓰기 성취도와 독해력의 변화를 알

트 내용을 그림이 없는 문자만으로 구성하

아보았다.

였으며,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에서 빈칸

본 연구를 위하여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
우기 학습지를 개발하였다. 만화 텍스트 빈

으로 쓴 부분을 그대로 빈칸으로 만들어 구
성하였다.

칸 메우기 학습지를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는 해당 교과서(국어 읽기)를 토대로 하였으
며, 이 밖에 「교과서 만화 국어」, 「만화 교

Ⅲ. 연구 결과

과서 국어」, 「기탄 국어 만화 교과서」와 같
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만화 교과서를 참고로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를 활용

내용을 구성하였다. 수업에 사용되는 만화

한 국어과 읽기 학습이 교과 흥미, 받아쓰

는 연구자가 직접 그렸는데 교과서의 내용

기 성취도 및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

에 맞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교과

성취 수준과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서에 수록된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며, 내용의 연결상 필요한 만화적 유머를
첨가하였다. 개발된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

1. 교과흥미

기 학습지는 한 텍스트가 하나의 캐릭터와
이야기로 이어져 있으며 만화의 말풍선 안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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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후 교과 흥미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처치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통적인 읽기 학습

성취수준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상위집단

54.00

6.82

18

49.05

8.53

20

47.70

7.44

20

하위집단

53.33

6.98

18

38.88

8.50

17

43.71

7.89

17

합계

53.67

6.81

36

44.38

9.84

37

45.86

7.81

37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p <
.001), 하위 성취도 집단에서는 만화 집단과
문자 집단 간의 차이 및 만화 집단과 전통
적인 학습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p < .001).
2. 받아쓰기 성취도
가.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국어 읽기 학습이 받아쓰기 성취도
[그림 2] 실험처치와 성취 수준에 따른 직후 교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흥미 점수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 (<표 2>, [그림 3] 참조), 만화 집

활용이 학습자의 교과 흥미에 미친 영향을

단(M = 80.28), 문자 집단(M = 75.54), 전통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인 학습 집단(M = 71.76)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그림 2] 참조). 실험처치에 의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실험처치(F(2, 104) =

만화 집단(M = 53.67)과 문자 집단(M =

7.08, p < .05)와 학업성취 수준(F(1, 104) =

44.38), 전통적 학습 집단(M = 45.86)간의

94.38, p < .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실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간의 상호작용효

다(F(2, 104) = 16.27, p < .05). 또한 학업성

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104)

취 수준의 주효과(F(1, 104) = 11.22, p <

= 4.23, p < .05). 사후 분석(Tukey HSD)을

.05) 및 실험처치와 학업성취간의 상호작용

실시한 결과, 하위 성취도 집단에서만 만화

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집단과 문자 집단 간의 차이, 만화 집단과

104) = 3.55, p < .05,). 사후 분석(Tukey

전통적 학습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

HSD)을 실시한 결과, 상위 성취도 집단에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학업성취

는 만화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 간의 차

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만화 텍스트 빈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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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처치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통적인 읽기 학습

성취수준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상위집단

86.67

6.42

18

85.00

9.03

20

84.50

7.59

20

하위집단

73.89

11.70

18

64.41

13.68

17

56.76

15.51

17

합계

80.28

11.34

36

75.54

15.31

37

71.76

18.27

36

나. 2주 지연 받아쓰기 성취도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기억과 파지 정도
에 의한 받아쓰기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실시 2
주 후에 2주 지연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표 4> 참조), 직후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받아쓰기
성취도 평균이 만화 집단(M = 80.97), 문자
집단(M = 75.81), 전통적인 학습 집단(M =
72.16)순으로 나타났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실험처치(F(2, 104) = 8.64, p < .05)와 학업
[그림 3] 실험처치와 성취 수준에 따른 직후 받아
쓰기 성취도

성취 수준(F(1, 104) = 101.58, p < .05)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처치와 학업성취 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104) =

우기 전략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쓰

4.63, p < .05). 사후 분석(Tukey HSD)을 실

기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시한 결과, 하위 성취도 집단에서만 만화

라 할 수 있다.

집단과 문자 집단 간의 차이, 만화 집단과
전통적 읽기 학습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표 4> 2주 지연 받아쓰기 성취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처치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통적인 읽기 학습

성취수준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상위집단

86.67

5.94

18

86.00

7.36

20

83.75

7.05

20

하위집단

75.28

10.64

18

63.82

13.17

17

58.53

14.77

17

합계

80.97

10.27

36

75.81

15.21

37

72.16

16.9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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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해력
가. 직후 독해력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국어 읽기 학습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직후 독해
력 검사 결과, 전체문항에서 세 집단 전체
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표 5> 참조), 만
화 집단(M = 77.50), 문자 집단(M = 74.73),
전통적 학습 집단(M = 68.38)로 빈칸 메우
기 전략을 활용한 두 실험집단이 전통적 읽
[그림 4] 실험처치와 성취 수준에 따른 지연된 사

기 학습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나 빈칸

후 받아쓰기 성취도

메우기 전략이 독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분산분석

가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만화

결과, 실험처치(F(2, 104) = 7.30, p < .05)와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이 성취도

학업성취 수준(F(1, 104) = 100.14, p < .05)

가 낮은 학생들의 받아쓰기 성취도의 향상

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실험처치와 학

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성취 수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

([그림 4] 참조).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104) = .075,

<표 5> 직후 독해력 평균과 표준편차
만화 텍스트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빈칸 메우기

전통적인 읽기 학습

문항

실험처치

유형

성취수준

전체

상위수준

87.78

7.90

18

85.00

8.27

20

78.50

11.48

20

문항

하위수준

67.22

10.74

18

62.65

9.70

17

56.47

17.66

17

합계

77.50

13.96

36

74.73

14.34

37

68.38

18.22

37

상위수준

42.50

5.49

18

40.50

6.86

20

44.00

5.98

20

하위수준

33.89

6.76

18

30.00

6.85

17

33.24

9.83

17

합계

39.19

7.48

36

35.68

8.59

37

39.05

9.56

37

상위수준

45.28

4.36

18

44.50

4.84

20

34.50

10.50

20

하위수준

33.33

8.58

18

32.65

7.31

17

23.24

9.83

17

합계

39.31

9.04

36

39.05

8.49

37

29.32

11.56

37

(100점)
사실적
이해문항
(50점)
추론적
이해 문항
(50점)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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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사후 분석(Tukey HSD)을 실시한

요구하는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에서 더

결과, 만화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독해력 문항 유형별 분석 결과, 사실적

나. 2주 지연 독해력 검사

이해 문항에서 실험처치에 의한 집단 간 차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기억과 파지에 의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 독해력의 변화, 학습 효과의 지속여부를

추론적 이해 문항에서는 실험처치(F(2, 104)

알아보기 위해 직후 독해력 검사 2주 후에

= 19.83, p < .05)와 학업성취 수준(F(1, 104)

2주 지연 독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 59.68, p < .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

문항에서 세 집단 전체의 평균을 비교해 보

나 실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 간의 상호작

면(<표 6> 참조),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

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실험집단의 평균(만화 M = 77.36, 문

(F(2, 104) = .02, p > .05). 추론적 이해 점

자 M = 76.89)이 전통적 읽기 학습 집단(M

수에 대한 사후 분석(Tukey HSD)을 실시한

= 67.70)보다 높게 나타나 빈칸 메우기 전

결과, 빈칸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두 실험

략이 지연된 사후 독해력 검사에서도 긍정

집단의 평균(만화 M = 39.31, 문자 M =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원분산분석

39.05)은 전통적인 읽기 학습 집단의 평균(M

결과, 실험처치(F(2, 104) = 10.97, p < .05)

= 29.3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와 학업성취 수준(F(1, 104) = 110.67, p <

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빈칸 메우기 전

.05)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실험 처치

략의 활용이 독해력 요소 중 고차적 사고를

와 학업성취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

<표 6> 지연된 사후 독해력 평균과 표준편차
만화 텍스트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빈칸 메우기

전통적인 읽기 학습

문항

실험처치

유형

성취수준

전체

상위수준

87,50

8.27

18

85.25

8.66

20

79.75

8.66

20

문항

하위수준

67.22

10.60

18

67.06

10.32

17

53.53

16.47

17

(100점)

합계

77.36

13.92

36

76.89

13.09

37

67.70

18.32

37

상위수준

43.33

5.15

18

40.75

6.94

20

45.00

4.59

20

하위수준

34.17

4.93

18

34.71

8.38

17

35.00

9.35

17

합계

38.75

6.80

36

37.97

8.12

37

40.41

8.69

37

상위수준

44.17

6.70

18

44.50

4.84

20

34.75

6.38

20

하위수준

33.06

9.87

18

32.35

10.33

17

18.82

10.08

17

합계

38.61

10.04

36

38.92

8.87

37

27.43

11.46

37

사실적
이해문항
(50점)
추론적
이해 문항
(50점)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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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104) =

전략을 활용한 읽기 학습이 학생들의 교과

1.39, p > .05). 사후 분석(Tukey HSD)을 실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만화

시한 결과, 만화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간의 차이, 문자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

전통적 학습 집단, 문자 집단 순으로 나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s < .05).

났으며, 실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사실적 이해 점수에서는 실험처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와 같은 결과는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나타난 반면, 추론적 이해 점수에서는 실험

전략의 활용은 교과 흥미에 긍정적인 효과

처치(F(2, 104) = 25.08, p < .05)와 학업성

를 미치며 특히 하위집단에서 더 큰 효과가

취 수준(F(1, 104) = 69.68, p < .05)의 주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자 집단의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처

경우 하위집단의 교과 흥미 점수가 가장 낮

치와 학업성취 수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게 나타나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104)

교과 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 .88, p > .05). 추론적 이해 점수에 대한

알 수 있었다.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의

사후 분석(Tukey HSD)을 실시한 결과, 빈칸

경우, 언어와 그림 정보간의 통합 및 추론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두 실험집단의 평균

이 가능하여 인지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

(만화 M = 39.61; 문자 M = 39.92)은 전통

게 들이면서 불일치 정보의 인지적 해결을

적인 읽기 학습 집단의 평균(M = 27.43)보

통한 인지적 흥미를 발생하게 할 수 있기

다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때문에 하위집단의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

추론적 이해에 대한 빈칸 메우기 학습 효과

심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가 실험처치가 끝난 2주 후에도 유지되고

내재동기를 증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자 텍스트 빈칸 메우기는 학습내
용에서 중요한 정보의 선택이 어렵게 되면
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고 불일

Ⅳ. 논의 및 결론

치 정보의 인지적 해결을 통한 인지적 흥미
의 발생(김성일, 1996; Kintsch, 1980)을 저해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

를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과 문자

위 집단 학생들에게 그림 정보 없이 언어

빈칸 메우기 전략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한

정보만으로 빈칸을 메워야 한다는 부담감

읽기학습이 교과 흥미, 받아쓰기 성취도, 독

때문에 교과 흥미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었다. 초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등학교 1학년 국어 읽기 교과를 대상으로

만화에서 그림은 시각 언어로서의 역할을

총 15차시에 걸친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

하며 전달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고, 대화체

음과 같다.

의 글에서 묻어나는 생생한 현장감과 상황

첫째,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적이고 맥락적인 이야기 전개로 하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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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에 대한 내

전략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Hidi, 1990). 따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화자료를 활용한 학습

라서 만화 텍스트의 활용은 학습 과정 자체

이 하위 성취도 집단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

를 즐거운 과정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국어

는데 더 효과적이며, 만화를 활용한 학습이

읽기 교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충족시켜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학습 활동을

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임묘진, 김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일, 2006).

(Iran-Nejad, 1987). 또한 만화 텍스트를 활용

셋째, 2주 지연 받아쓰기 성취도 검사에

한 읽기 학습은 언어 및 그림 정보 간의 대

서는 직후 받아쓰기 검사와 마찬가지로 만

응과정을 통한 인지적 흥미의 발생과 더불

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이 특히

어 그림정보로부터 정서적 흥미도 발생시킬

하위집단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기억 및 파

가능성이 높으므로(임묘진, 김성일, 2006),

지, 받아쓰기 성취도의 향상과 유지에 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의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 문제해결을 위한 내재동기를 높일 수도

이러한 결과는 빈칸 메우기 전략이 받아쓰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만화 유형

기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

의 교재는 내용 이해를 위한 추론이 이루어

아니며, 만화 형식의 학습 재료는 그림 정

지므로 인지적으로 경제적이고, 학습자의

보와 언어 정보의 동시 제시가 학습을 촉진

흥미를 높여지며 반복학습 및 심화학습에

시키고 시각적, 언어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김성일 등(2003)의

용하여 통합된 정보로 인식될 때 장기 기억

연구와 만화자료의 활용이 하위 성취도 학

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Pavio(1986)의 이중 부

생들의 교과 흥미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호화 이론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만화

임묘진과 김성일(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는 정보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이다.

각인된 정보를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를 지

둘째,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니고 있다.

전략을 활용한 읽기 학습이 받아쓰기 성취

넷째, 직후 독해력 검사에서는 빈칸 메우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만화 집

기 전략을 활용한 두 집단의 평균이 전통적

단의 받아쓰기 성취도가 문자 집단이나 전

인 읽기 학습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통적인 학습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

으며 실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상

험처치와 학업성취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성취

한 결과는 텍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빈칸 메

도 집단에서 텍스트가 만화인 경우, 빈칸

우기 전략이 독해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

메우기 전략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고 있으며, 독해력은 텍스트 유형에 따른

났으므로, 하위 성취도 학생들의 받아쓰기

효과 보다 빈칸 메우기 활동이 주는 효과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의 합

더 큰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빈칸

성체인 만화 텍스트를 이용한 빈칸 메우기

메우기 전략은 학습자가 주어진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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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의도한 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결과, 직후 독해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빈칸

언어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수정하는 사고과

메우기 전략을 활용한 두 실험집단의 평균

정을 통해 문맥의 이해를 위한 언어적 지식

이 전통적인 읽기 학습 집단의 평균보다 높

뿐 아니라 언어 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나

아 빈칸 메우기 전략이 독해력에 긍정적인

스키마 등을 총 동원하게 된다. 빈칸 메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험처치 2주 후에도

기를 읽기 전에 사용할 경우, 학습자로 하

빈칸 메우기 학습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다.

여금 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게 하

직후 독해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2주 지연

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게 함으로

독해력 검사의 문항 유형별 분석에서도 빈

써 효율적인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칸 메우기 전략은 독해력 하위 요소 중 더

되어 독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상위 층위인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에서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 메우기 전략의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활용은 추론하기, 초인지 학습전략의 활용,

본 연구의 결과의 직접적 해석과 일반화

스키마 활성화를 통해 독해력에 긍정적인

는 한계를 가지지만 연구 결과, 만화 텍스

영향을 준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관련이 있

트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흥미와

는 결과이다(Bormuth, 1967).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학습재료로서

다섯째, 텍스트 유형에 따른 빈칸 메우기

학생들의 교과 흥미와 동기 증진, 어휘력,

전략이 독해력 하위 요소별 성취도에 미치

독해력 등 국어사용능력 신장, 사고력 신장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해력 문항 유형

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였

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독해력 하위 요소

다. 또한 빈칸 메우기 전략의 활용은 독해

중 추론적 이해 문항에서는 빈칸 메우기를

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재구성이 빈칸 메

활용한 두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전통적인

우기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읽기 학습의 평균점수 보다 높았으며 실험

독해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추론

처치와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

하기 기능을 형성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칸 메우기

게 된다. 따라서 독해과정에서 중요한 기능

전략의 활용은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보

이 추론하기이므로 빈칸 메우기를 지속적으

다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에서 더 긍정적

로 할 경우, 추론능력이 향상되고 독해력도

인 효과를 나타났으며 추론하기 기능을 형

향상될 것이다.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국어과 텍스트를 단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칸 메우기 전략이

순히 만화로 바꾸어 교과 흥미와 학업성취

독해 하위 요소 중에서 추론적 이해에 효과

도를 향상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

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

여섯째, 텍스트 유형별 빈칸 메우기 전략

고 추론하는 빈칸 메우기 전략을 통해 인지

이 학습 내용의 이해와 기억, 파지, 독해력

적으로 의미 있고 정의적으로 흥미 있는 국

의 지속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어과 텍스트의 유형과 학습전략으로 학습자

위해 2주 지연 독해력 검사 결과를 실시한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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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현장에서 만화 텍스트 빈칸 메우기
전략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와 맥락으
로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OHP나
실물화상기, 학습지 등 학습자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어 적용하기 편리한 좋은 학
습 자료와 학습 전략으로 활용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
어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수준
에 알맞고,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의 향상을
위한 만화 텍스트로의 전환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더불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전략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와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
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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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loze Procedure with a Cartoon
on Academic Interests and Reading Achievements

Inhee Choi․Sung-il Ki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loze procedure using either cartoons or texts on academic
interests and reading achievements. Three equivalent classes were selected from an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terms of academic interests and reading achievements. While two experimental
conditions used cloze procedure either with cartoons or texts during 15 lessons, the control condition
used a traditional reading procedu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loze procedure with cartoons
enhanced academic interests in reading only for low achievement participants. Cloze procedure
condition also outperformed the control condition on both immediate and delayed dictation test. In
particular, cloze procedure with cartoons were quite effective for low achievement participants. Lastly,
both types of cloze procedure facilitated overall comprehension test score, specifically inferential
understanding test score but not factual understanding test scor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types
of text and learning strategy to improve academic interests and reading-related achievem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toon, cloze procedure, interests, reading, achievement, text, di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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