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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고 구술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의 추론적 이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자가 글을 이해할 때는 내부적인 사고과정과
함께 글의 생략된 부분이나 감추어진 부분을 메우며 읽는 추론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과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사고 구술 활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고 구술
활동을 이야기 텍스트를 적용하여 추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고 구술을 글로 쓴 사고 기술(記述)을 통하여 추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고 구술 활동은 이야기 텍스트의 추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볼 때 정교
화 추론 능력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글에서 사고 구술 활동을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사고 구술 활동, 추론적 이해 능력, 교량적 추론, 정교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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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독자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같은 글
을 읽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밖으로 드러나
지 않는다.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 구술(思考口述)을 들 수 있다. 사고 구술이란 학습자
가 글을 읽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
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가 사고 구술을 하며 글을 읽는 동안
교사는 학습자의 읽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전략과 사고 방법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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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습자 상호간에도 다른 학습자의 읽는 과정과 사고 전략을 파악하
고 자신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학습전략을 습득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한편, 독자는 글을 읽으며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생략된 부분이나 감추어진 부분을 메우며 읽게 된다.
이 때 독자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글의 빈 곳을 메우
며 글을 이해하기도 하고 재구성하기도 하는 데 이것이 ‘추론하기’ 이다.
특히 국어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자유로워 생략이 많다보니 표현상의 경
제성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추론을 위한 지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이
삼형 외, 2007). 국어의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국어 교육에 있어서 추론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읽고 쓰는 문식성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읽고
이해하며 쓰는 활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 발달의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발달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 초보 독자들에게 유효한 읽기
방법을 안내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읽기의 방법 안내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과정을
학습자끼리 교류하도록 한다면 또래의 읽기 수준에 맞춘 생생한 학습활동이
될 것이다. 특히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추론 능력도 보다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교수학습 활동의 하나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고 구술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추론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며 추론 능력의 하위 영역인 교
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
가 학생들이 이야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적 이
해 양상을 사고 기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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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구술 활동과 추론적 이해 능력
2.1. 교수·학습 활동으로서의 사고 구술 활동
사고 구술은 ‘think aloud’를 번역한 용어인데 특수교육학계나 창의성을 연
구하는 분야에서는 소리 내어 생각하기, 원어 그대로 think−aloud 등으로
지칭한다. 인지심리학계에서는 중얼거리며 생각하기, 사고의 언어화, 사고
발화법 등으로 표명하고 언론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사고발성법이라고 한
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사고 구술이
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즈와 플라워(Hayes & Flower)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들의 머릿속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고 구술법을 사용하였다. 사
고 구술법은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를 말로 드러내게 하는 것
이다. 그들은 사고 구술 내용을 분석하여 인지적 과정 모형을 만들었다. 한
편 이 사고 구술법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읽기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으
며, 나아가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언어 시용의 전략을 시범 보일 때도
활용되고 있다(이삼형 외, 2007).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인 사고과정을 분석하여 사고과정 중에 오류가 있는
지, 있다면 그 오류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고 구술인 것이다.
최근 읽기 교육은 인지 심리학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읽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읽기 교육과 전략 중심 읽기 교육이 대두되게 되었다.
과정중심 읽기 교육은 읽기를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해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독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 속의 정보와 상호작
용하여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전략 중심 읽기 교육은 독자가 글을 읽으
면서 의미를 재구성할 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인지를 조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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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 이 과정이 읽기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글의 정보와 상호작용을 할 때 그 과정에 개입해서 읽는
방법과 전략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 글을 읽으며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생각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면, 학습자의
사고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 학습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
해 줄 수 있으며 잘 된 활동은 강화해 줄 수 있게 된다. 사고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 구술을 들 수 있다.
국어과의 과정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7차 국어과 교과서 단원 구성과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원리로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
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읽기 교과서의 ‘날개’의 여백을 활용하여 학습독자
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유도 발문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독서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을 자극하고 또 그러한 독서 전략
과 기능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메타적 독서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서
혁, 2005). 이러한 과정 중심의 읽기 활동은 사고 구술을 통하여 더 활발한
학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독서 과정 중에 자극된 사고 활동을 밖으로
표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 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학습자 간의
사고 과정을 상호 교류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사고 구술은 학습자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관
심을 갖고 읽기 전략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고 구술
활동은 과정 중심 읽기 활동과 전략 중심 읽기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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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론적 이해 능력
2.2.1. 추론 능력의 개념과 분류
우리는 글을 쓸 때 모든 정보를 담지 못한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면서 내용의 긴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내용을 지나치게 생략하여
글을 쓰면 글의 응집성과 통일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전개하면
서 글의 전후 맥락이나, 독자의 사전 경험과 지식으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하여 적절한 긴장을 유지한다. 이처럼 모든 글은 명시적인 형태
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마다 생략된 부분의 정보를 보완
하면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추론이다(최현섭 외, 2006).
즉, 추론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
탕으로 글 속에 생략되어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의 의미를 재구성 해가
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리하여 이해하며 글과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추론인 것이다.
추론은 ‘의미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는 이해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텍스트 표면에 나타난 발신자의 표현만으로 이해의 전 과정을 설
명할 수는 없다. 텍스트의 표면에는 소위 ‘공백(gap)’이 존재하는 데, 수신자
는 이러한 공백에 대해 배경지식을 통해 소위 ‘다리놓기(bridging)’ 추론
(inference)을 함으로써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필자의 의도가
암시적인 텍스트에서 추론은 필수적이다(서혁, 1995).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추론이란 글속에 명시적으로 나타
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분명하게 필자가 드러내지 않아서
애매하거나 빠져있는 의미와 생각과 사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추론은 독자가 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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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글의 응집성에 기여
하는가, 혹은 정교화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경록 외(2007)는 교량적 추론을 개개의 절과 문장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론한다고 하여 연결 과정이라 칭하고 정교화 추론은 필
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정교화 추론이라고 하
였다. 이 때 정교화는 글 내용의 회상을 촉진하나 반드시 글과 관련되어야
한다.
교량적 추론은 글을 응집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추
론을 말한다. 작가는 응집성 있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나 때로는 논항이 반복
되지 않거나 접속어가 제시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 독자는 교량적
추론을 통해 개념적 연결어를 설정하고자 하며, 이렇게 제시된 문장 간의
빈틈을 메워야 응집성이 있게 된다. 즉 글을 의미적, 개념적으로 서로 관련시
킬 수 있을 때 응집성이 있다.
교량적 추론과 달리 정교화 추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글 이해
와 기억에 효과적인 추론이다. 정교화 추론은 필자가 미처 다 제시하지 않은
것에 세부 사항을 더하거나 읽는 것과 관련된 세상지식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 글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
천경록 외(2007)는 교량적 추론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대명사의 지시 대상
을 확인하기,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서술상황의 정보 추론하기 등의 활동
을 들고 있다. 정교화 추론의 활동은 다음에 일어날 일 예측하기, 장면을
상상하기, 정보를 경험과 관련짓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2.2.2. 읽기 교육과 추론 능력
읽기는 기호를 해독하고, 해독한 기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읽
기는 문자로 기록된 기호를 해독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해를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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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과정이다. 읽기에 숙달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의미의 이해에 중점을
두지만 그도 읽기를 처음 배울 때는 문자기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쳤고,
익숙해진 후에도 읽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독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독과 이해는 읽기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최
현섭 외, 2006 ：308).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은 단어들을 인지하고 글을 이
해하는 두 요소가 주된 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데 끊임없이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복잡한 사고 작용 과정인 것이다.
읽기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바렛(Barret, 1976)의 읽기 기능 목록에
는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등을 확인할 수 있다(박수
자, 2001). 우리나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
체계에서 읽기의 원리로 ‘낱말의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을 들고
있다. 이 내용의 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양자의 주장에 있어서 읽기의 원리는
사실상 일치하고 있으며 이 원리들 중에서 추론은 독해과정의 핵심이 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추론과 관련된 읽
기 단원 학습 목표 및 학습내용요소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를 지도할 때는 더
많은 추론의 영역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우리 국어는 문장의 성분 생략이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추론
과 상황맥락 의존도가 높고, 추론을 위한 지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이삼형
외, 2007). 따라서 교육과정에 목표로 명시되지 않은 추론 능력도 국어 교육
활동 중에 길러주어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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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읽기 단원 학습 목표 및 학습내용요소의 수준과 추론과의 관련성
대단원명

2학기
【둘째마당】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대단원
학습 목표

학습내용 요소

글쓴이나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읽기( 5 ) −중심
부분을 찾고 내 내용 요약하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2학기
인물이 한 일에
【셋째마당】
대하여 내
내가
생각을 말할 수
만들었어요
있다.

수준

추론과의 관련성

− 중심내용과
짧은 글을
주제의 추론
읽고 인물의
− 글에 드러난
생각에 대하여
정보와 배경
자기 생각
지식 관련짓
말하기
기

− 인물의 성격
이야기를 읽고
추론하기
문학( 2 ) −작품
인물이 한
에 나오는 인물
− 글에 드러난
일에 대하여
정보와
의 모습이나 성
나라면 어떻게
배경지식
격 상상하기
할지 말하기
관련짓기

짧은 글을
글을 읽고
2학기
읽고 중요한
중요한 내용을 읽기( 5 ) −중심
【넷째마당】
내용이
찾아 말할 수 내용 요약하기
바르게 전해요
무엇인지
있다.
말하기

− 중심내용과
주제의 추론
− 글의 구조
추론하기

2.2.2. 이야기 텍스트와 추론 능력
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추론 양상은 달라진다. 연구자들은 독자들이 이야
기체 글에서 설명적 글보다 서너 배의 추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Graesser & Goodman, 1985). 이야기체 글은 주제나 인과성에 의해 연결되
고, 특정 시·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는 행위와 사건을 전달한
다. 이는 이야기의 요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과 관계 추론을 더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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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 텍스트인데, 이성은(2003)은 이야
기 텍스트는 주제, 구성, 인물, 배경, 문체 관점 등의 여섯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 등
장인물, 배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다. 구성은 이야기의 핵심으로, 사건
순서의 전개와 관련된다. 인물은 문학요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로, 문
학 속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 인물의 감정, 신념, 행동 등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배경은 사건에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인물의 행동을 더욱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문체는 작가가 줄거리, 등장인
물, 배경을 창안하고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선택하고 다양한 방
법으로 정렬하는 것을 말한다. 관점은 서로 다른 용어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도 관점에 따라 강하게 변화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는
독자가 자신의 관점, 즉 사람이나 동물 등 인물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에 대
한 생각,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만들어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승(2005)은 문학의 갈래별 지도에서 소설은 내용과 형
식 모두를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이 배경이나 구성, 주제, 관점, 문체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였다.
위에서 논의 된 여섯 요소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습 요소에 반영되어 있
다.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이나 성격 상상하기(인물), 줄거리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구성), 주제 파악하기(주
제), 이야기의 세계(인물, 사건, 배경)를 일상의 세계와 비교하기(인물, 구성,
배경), 인물의 삶의 세계 이해하기(관점), 재미있는 말 찾아 낭독하기, 재미있
게 표현한 부분이나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한 부분 찾기(문체) 등으로 학년의
수준에 따라 그 깊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학습요소 들이다.
이상에서 논한 이야기 텍스트의 학습요소에 적합한 추론의 내용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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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량적 추론은 글의 응집성과 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론적 이해와 관
련된 것으로서 첫째, 문체와 관련된 ‘비유적 언어의 추론’과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뜻 추론하기’, 둘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원인과 결과 관계 추론하기’,
셋째,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주제와 관련된 ‘중심 내용과 주제 추론’을 들
수 있다.
정교화 추론은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더 하거나 독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글의 내용과 관련지으며 추론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추
론 활동은 첫째, 인물 요소와 관련된 ‘인물의 특성 추론하기’, 둘째, 배경 요소
와 관련된 ‘장면 상상하기’, 셋째, 관점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경험과 관련짓
기, 비교 추론하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므로 학습자의 수준
에 맞추어 요소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체와 관련하여서
는 저자의 은유적 기법에 관한 논의나 특별한 표현 기법을 다루기보다는 비
유적 표현이 들어간 어구의 해석과 지시어 또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추론,
그리고 대명사의 지시 대상 추론하기 까지 포함하여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야기 텍스트의 요소 중 관점에 관련된 요소도 약간의 조절이 필요
하다. 누가 이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하는 시점의 논의보다는 본 연구에서
는 ‘관점’을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독자가 자신의 관점, 즉 사람이나 동물
등 인물에 대한 생각,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기,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포함하는 비교 추론의 견해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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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고 구술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의
추론적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B초등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선택하여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
로 하였다.
Piaget는 7세경에 이르면 아동은 언어적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이야기 한다고 하였다.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고 구술 활동에 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초등학교 1학
년의 시기는 언어 발달과 급속한 개념의 발달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시기로
학생 상호간의 사고 구술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의 추론적 이해 능력에 기여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연구 설계 및 절차
먼저 2007년 10월 1일 사전적으로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추론적 이해 능력 점수가 21.7037,
21.5926이었고 t값은 0.090으로 나타나 두 집단을 동질적인 것으로 판명되었
다. 이후 실험집단은 <표 2>∼<표 4>와 같은 사고 구술 활동을 통한 교수·학
습과정을 사용하여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 동안 16차시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수 학습 방법은 현시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추론이 쉬운
단계에서 차츰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
는 우수한 추론의 단계로 나아가며 학습하였다. 비교집단은 추론 내용은 같이
다루되 국어 지도서의 안내에 따라 일반적인 국어학습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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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반의 교수·학습 활동 단계
과정(단계)

주요 교수 학습 활동

설명하기

∙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확인
∙ 추론적 이해 요소의 안내하기

시범 보이기
(교사의 사고 구술)

∙ 교사의 시범 보이기
∙ 확인하기
∙ 미 이해 아동을 위한 재지도

도움 받아 연습하기
(따라 하기 사고 구술)

∙ 추론적 이해 요소 사고 구술 방법 탐색하기
∙ 교사의 도움 받으며 연습하기
∙ 문제점 정리 및 보완하기

학습자 독립 연습하기
(상호작용 사고 구술)

∙ 학습지나 교과서 자료를 활용한 연습
∙ 학습자간의 사고 구술 내용 교류
∙ 교사의 피드백과 학생의 이해 여부 확인

적용하기

∙ 국어교과서 이외의 글에 적용
∙ 학습활동 정리

<표 3> 사고 구술 학습을 위한 실험반의 교수·학습 과정안 (8차시)
단원

【읽기】 셋째 마당 <더 나아가기>

교과 차시

8/9

학습제재

떡시루잡기

쪽수

76 ~ 79

수업 목표

글을 읽고 인물이 한 말과 한 일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
다.

추론적 이해 요소

인물의 성격 파악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설명
하기

학습과정

시간

◈ 동기 유발하기
− 콩쥐와 팥쥐의 일부분 자료 읽
동기유발
고 등장인물이 한 말 찾기
5분
(전체학습)
− 등장인물이 한 말을 목소리 흉
내 내어 읽어 보기

자료 및
유의점
✦뺷콩쥐팥쥐뺸
의 일부분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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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확인 ◈ 학습 목표 확인하기
글을 읽고 인물이 한 말과 한
일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추론적
요소의 소개
(전체학습)

◈ 추론적 이해 요소의 소개
− 인물의 특성 파악하는 방법
알기
쉑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

교사의 시범 ◈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시
보이기
범 보이기
(전체학습) − 자료를 읽으면서 사고 구술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가
는 과정을 보여준다.
− 사고 구술의 방법 적용
(음, 콩쥐의 새 어머니가 콩쥐
시범
에게 밥을 지으라고 화를 내네.
보이기
콩쥐 새어머니는 콩쥐를 싫어
(교사의
3분
하나 봐. 그리고 무척 인정 없
사고
는 사람인가 봐. 어린 콩쥐에
구술)
게 밥을 하라고 화내는 것을
보니. 등)
확인하기 ◈ 확인 정리하기
(전체학습) − 교사가 사고 구술을 통하여 인
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이해의 정도를 파악
연습하기 ◈ 추론적 이해 요소 사고 구술 방
도움받아
(전체학습)
법 탐색하기
연습하기
− 교과서 글의 한 단락씩을 파워
7분
(따라하
포인트로 제시
기 사고
−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구술)
발표

✦뺷콩쥐팥쥐뺸
의 일부분

✦미 이해
아동을 위한
재지도

✦인물특성
단서는
표시를
달아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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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부분에서는 인물
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고 구술
하기
문제점 정리
◈ 교사의 도움 받으며 연습하기
및 보완하기
− 아동들이 사고 구술한 내용을
(전체학습)
대부분 수용적으로 받아들임
− 사고 구술의 내용이 많이 내용
과 벗어나는 경우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다른 자료
활용 연습
(소집단)

학습자
독립연습
하기
(상호작
용 사고
구술)

사고 구술
내용 교류
(소집단)

피드백과
이해 여부
확인
(전체활동)

◈ 교과서 나머지 글을 활용한 연습
− 앞에서 제시한 다음 단락부터
사고 구술 활동하기
− 인물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 외
에도 그동안 학습한 추론적 이
해요소 관련 사고 구술하기
◈ 학습자간의 사고 구술 내용 교류
− 친구들에게 소리 내어 말하기
− 친구들의 구술 내용을 듣고 달
라진 생각은 다시 구술하는 것
✦ 한 문 장씩
을 허용
낭독하고
− 친구들의 사고 구술 내용 경청
생각나는
하기
것을
− 교사는 조별 활동을 다니면서 20분
말하기
확인
✦ 생각나는
−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 도
것이 없는
경우 하지
움 주기
않아도 됨
◈ 본시 학습목표 관련 교사의 피드
백과 학생의 이해 여부 확인
− 호랑이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을 하였나요?
− 두꺼비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을 하였나요?
− 호랑이는 어떠하다고 생각 되
나요?
− 두꺼비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
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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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하기

◈ 국어교과서 이외의 글에 적용
− 다른 글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
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자유롭
발전적 적용
게 사고 구술 내용을 적기
(짝 활동)
− 짝끼리 사고 구술한 것을 바꾸
어 읽기
− 짝의 재미있는 생각, 나와 다른
학습활동
5분
생각 발표하기
정리
◈ 학습활동 정리
− 인물의 성격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나요?
차시예고
∙ 인물이 한 말 인물의 행동
◈ 차시예고：이야기의 뒷부분 꾸
미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의 일부
분(행간이
넓게 만들
어진 텍스트)

<표 4> 사고 구술 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과 추론적 이해 요소
차시

활동
형태

1
2

전체
활동

교수−학습 과정

주요 추론적 이해 요소

텍스트

교사가 사고 구술 시범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2, 3문장
추론
정도의 글들

교사 시범과 아동 활동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3, 4문장
추론
정도의 글들

3

교사 시범과 아동 활동 − 원인과 결과 추론

욕심쟁이
부자와 소년

4

교사 시범과 소집단 활동 − 원인과 결과 추론

노력한 만큼

5

6

− 원인과 결과 추론
소집단
교사 시범과 소집단 활동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활동,
추론
짝활동
교사 시범 후 소집단
− 인물의 성격 추론
활동

겁쟁이
아버지와
아들
세종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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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범 후 소집단
활동

7

− 인물의 성격 추론

굴참나무와
오색
딱따구리

8

소집단 활동

− 인물의 성격 추론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추론
− 원인과 결과 추론

9

교사 시범 후 2인1조
활동

− 장면이나 분위기 추론

할머니의
농사일기

10

교사 시범 후 2인1조
활동

− 장면이나 분위기 추론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추론
− 원인과 결과 추론
− 인물의 성격 추론

엄마 마중

11

교사 시범 후 2인1조
활동

−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추론

꼭 하고
말테야

교사 시범 후 2인1조
활동

− 글이 우리에게 무엇
을 말하는지 추론
− 단어 및 구절의 의미
추론
− 원인과 결과 추론
− 장면이나 분위기 추론

새 친구

13

교사 시범 후 2인1조
활동

−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나의 경험 말하기
영리한 아들
− 비슷한 이야기 떠올리
기

14

교사 설명 후 2인1조
활동

종합

나그네와
나무

15

교사 설명 후 개별 활동

종합

펭귄가족의
사랑

교사 설명 후 개별 활동

종합

양치기
소년

12

16

소집단
활동,
짝활동

개별
활동

떡시루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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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3.3.1 연구 도구
추론적 이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지의 문항 구성은 교량적 추
론 능력 영역인 문체, 구성, 주제 관련 추론적 이해 능력 측정 문항이 각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정교화 추론의 영역인 인물, 배경, 관점
관련 추론적 이해 능력 측정 문항이 각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배점은 한 문항 당 1점씩으로 하여 교량적 추론 요소 15점, 정교화 추론
요소 15점으로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사후 검사지의 문항 역시 사전
검사지와 동일한 형태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모든 검사지 문항의 작성은
세 단계 과정을 거쳤는데, 먼저 최초 측정 도구 작성은 이론적, 실무적 근거
를 기초로 본 연구의 연구자들, 다수의 현직 1학년 교사와 전문연구자가 함
께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어 델파이 기법을 원용하여 별도의 1학년 교사들
의 검토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별도의 1학년 학급에 적용하여 오류나 난이
도 조절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추론적 이해 양상 분석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교수·학습 단계
중 학습자 독립 연습 단계에서 사고 구술의 내용을 글로 써서 나타내도록
하였다. 추론적 양상 검사 도구는 Oster(2001)와 심영택(1999)의 방법을 참고
하여 사고 구술을 개별적으로 쓰는(기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용된 글
은 ‘화가 코끼리’와 ‘엄마, 사랑해요’이다.

3.3.2 자료 분석
사고 구술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 추론적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집단별 사전·사후 검사의 증가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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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 요소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 및 분석은
SPSS 10.1K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한편 추론의 양상 분석은 사고 기술(記述) 활동으로 나타난 이야기 텍스트
추론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질적인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사고 기술(記
述)을 한 반응 문장 하나를 분석 단위로 삼았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4.1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 추론적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사고 구술 활동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에
대하여 추론적 이해 능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차감한 점수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실험·비교 두 집단의 추론적 이해 능력 사전·사후 검사 차이
실험 집단
요인

사후−사전
평균 차이

전체

비교 집단
t값

유의도

3.5119

2.934

0.002**

−0.0741

2.3358

0.892

0.188

−0.0370

2.1390

3.593

0.000**

표준편차

사후−사전
평균 차이

표준편차

2.7037

3.5390

−0.1111

교량적
추론 능력

0.4815

2.2424

정교화
추론 능력

2.2222

2.4703

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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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실험집단은 2.7037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은 0.1111 감소하고 있다. 두 값의 차이에 대한 t값은 0.002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5>의 하단부는 사고 구술 활동이 교량적 및 정교화 추론 이해 능력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각각의 사후
검사 점수에서 사전 검사 점수를 차감한 값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먼저 교량적 추론 이해 능력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 대비 사후 검사의 점수가 0.4815 증가한 반면 비교 집단은 0.0741 감소
했으나 두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정교화 추론 능력의
경우,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 대비 사후 검사의 점수가 2.2222 증가한 반면
비교 집단은 0.0370 감소했으며 두 값의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의 사고 구술 활동은 전체적인
추론 능력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적으로 교량적 추론 능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나 정교화 추론
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4.2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 교량적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
4.2.1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교량적 추론의 세부적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사고 구술 활동이 교량적 추론의 세부적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세 가지의 세부적인 교량적 추론 능력 중
주제 관련 추론 능력과 문체 관련 추론 능력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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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구성 관련 추론 능력에
서는 두 집단 간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고 구술 활동을 한 실험 집단의 구성 추론 능력이 실험 집단보다 유의미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실험·비교 두 집단의 교량적 추론 능력 세부 요인
사전·사후 검사 차이
요인

실험 집단

비교 집단

t값

유의도

1.1559

0.000

0.500

0.1111

1.3107

1.731

0.045*

0.2963

1.4627

0.093

0.46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체 관련
추론 능력

−0.4815

0.7000

−0.4815

구성 관련
추론 능력

0.6296

0.8389

주제 관련
추론 능력

0.3333

1.4676

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

4.2.2 사고 구술하기 활동으로 나타난 교량적 추론 양상
(1) 단어 및 구절의 의미(문체 관련) 추론하기
학습자들이 ‘화가 코끼리’를 읽으며 사고 구술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결과
에 근거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양상은 많지 않아
27명의 학습자 중에서 2명이 모르는 단어를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글이 학년의 수준에 맞추어 준비한 글이어서
어려운 단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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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코끼리는 ‘미술 전람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고 멋진 그림을 그려
출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미술 전람회가 뭐지?/출품은 무슨 뜻일까?)2)

다른 학습자들은 어려운 단어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이 사고 구술에 드러
나지는 않았으나 단어의 뜻을 문맥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느 날 코끼리는 ‘미술 전람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고 멋진 그림을 그려
출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꼭 일등을 하고 싶었나 보다/멋진 그림을 그
려서 낼 것 같다/상을 탈 수 있을까?/꼭 일등을 하면 좋을 텐데/상을 타려고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단어를 깊이 파고들어 추론하지 않고 글을 읽어 나가는 것
은 <표 6>에서 문체(단어 및 구절의 의미 알기) 추론 능력이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며 그 뜻을 추론하는 모습은 다음의 ‘엄마 사랑해요’
를 읽고 사고 구술 한 예에서도 볼 수 있다.
‘땅! 소리와 함께 모두 같이 출발했는데 백군 편 중간쯤에 갔을 땐 나는 벌써
친구들의 등만 보고 뛰게 되었다.’(치훈이는 달리기가 느린 것 같다/달리기를
되게 못하나 보다/치훈이는 달리기가 참 느리구나/치훈이는 잘 달리지 못하는
구나/꼴찌일 것 같다./ 달리기가 그렇게 느리나?)

위의 예에서 학습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절이나 문장의 의미
를 파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등만 보고 뛰게 되었다’는 구절에서 달리기
가 느리다는 것을 파악해 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비록 초보 읽기 학습
자들이지만 머릿속에서 구절의 의미를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는 것을 보여주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전 지식과 텍스트 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
2) 괄호 안의 진한 글씨체로 쓰여진 내용이 학생들이 사고 구술한 내용이며 ‘/ ’표시로 다른
학습자의 구술 내용을 구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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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상황을 바탕으로 구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추론하면서 글을 이해하려
고 하는 모습인 것이다.
(2)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연결 관계(구성 관련) 추론
사건의 연결 관계에 관한 추론은 두 가지 추론 양상을 보인다.
한 가지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추론하는 양상이다.
‘코끼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흐뭇해하며 전람회에 출품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너
무 잘 그렸다고 말할 것 같다/친구들이 멋지다고 할 것 같다/친구들이 보면
놀라겠다//(자랑을 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텐데/자랑하다가 친구들한테 구박을
받을 것 같다/자랑하다가 놀림을 받을 텐데)

학습자들은 위의 문장에서 앞으로 있을 일을 추론하되 위의 예의 전반부
처럼 긍정적 결과를 추론하는 학습자도 있고 후반부처럼 부정적인 결과의
추론을 하거나 결과를 걱정하는 추론을 하는 학습자도 보인다.
다음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추론하는 다른 예이다.
‘코끼리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놓았습니
다.’ “글쎄, 잘 그리기는 했는데 이쪽에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으며 좋겠다.” (그
러다가 망칠 수도 있을 텐데/그림이 이상해 질 건데/망치겠다/그러다 망친다)

위의 예에서는 코끼리의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었을 거라고 학습자들은
판단을 하였고 잘 그린 그림에 나무를 그려 넣으면 그림의 조화가 깨질 것이
라는 순간적인 추론 활동이 학습자들의 머릿속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주로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
하며 읽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현재를 바탕으로 이전상태를 거슬러 올라가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
인지를 찾는 추론 활동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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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나봐/잘 그리기는 했는데 무언가 부족한가 보
다/그림이 썰렁한가봐/나무를 안 그렸구나/나무를 몇 그루 그렸기에 그럴까?)

이처럼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글을 읽어 가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을 예측하기도하고, 글에 나타난 상황을 중심으로 이전의
상황을 추론하기도 하는 등 텍스트의 정보를 넘어서 머릿속에서 글의 내용
을 추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중심 생각(주제 관련) 추론
중심생각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글쓴
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사고 구술을 한
‘화가 코끼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코끼리가 전람회에 출품하고자 그림을 만
족스럽게 그렸다가 친구들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여 그림을 망치게 되는
이야기인데 주제 파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고 구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이 나타났다.
‘코끼리는 또 냇물도 그려 넣었습니다. 코끼리는 그 뒤에도 친구들의 이야기
를 듣고 이것저것 그려 넣어 그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그
려 넣으래?/그럴 줄 알았다/거봐! 망쳤잖아)

위의 구술 내용들을 보면 학습자들은 코끼리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것
저것 그려 넣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이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느끼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정제된 문장
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읽을 때 적극적으
로 글 속에 개입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글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글을 읽고 보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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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있구나/이젠 생각 하고 좀
그려야지/왜 믿을까?)

4.3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이야기 텍스트 정교화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
4.3.1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정교화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사고 구술 활동이 세부적인 정교화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선 분석에 의하면 사고 구술 활동은 정교화 추론 능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경 관련 추론
능력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물 추론 능력의 경우엔 유의도 5%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고 구술 활동이 배경
추론 능력과 인물 추론 능력의 신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관점 추론 능력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실험·비교 두 집단의 정교화 추론 능력 세부 요인
사전·사후 검사 차이
요인

실험 집단

비교 집단

t값

유의도

1.3248

2.001

0.025*

−0.6667

1.1435

3.911

0.000**

−0.0741

1.3280

1.173

0.12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물 관련
추론 능력

1.3704

1.1145

0.7037

배경 관련
추론 능력

0.4444

0.9337

관점 관련
추론 능력

0.4074

1.6701

주) **는 1%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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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사고 구술하기 활동으로 나타난 정교화 추론 양상
(1) 인물의 성격 및 특성(인물 관련) 추론
초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에 반응을 보이며 능동
적으로 독서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추론 활동 보다 인물 관련 추론 활동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다음의 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이 많은 반응을 보인, 인물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추론하는 모습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등장인물에 대해 동조적인 입장을 지니는 모습을 보이며 등장인물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 속에서 엄마도 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울고만 싶었다. (치훈이가
마음이 상한 것 같다/치훈이는 엄마에게 챙피했겠다/진짜로 울면 챙피하겠다/
엄마한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겠다/치훈이는 눈물을 꾹 참고 끝까지
달릴 것 같다/엄마가 혼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나보다/운동회 때 울면 안 되는
것 같은데/참아야 돼)

학습자들은 독서하는 중에 같은 문장을 보고 인물의 심정을 이해하는 학
습자도 있고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학습자도 있다.
‘옛날 숲 속 마을에 화가 코끼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읽고 (한 마리라서 쓸쓸했겠다/너무 심심하겠다/혼자라서 쓸쓸했겠다/혼자
있어서 쓸쓸하겠다)’라고 인물의 심정을 추론하며 인물의 마음 상태를 읽고
이해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같은 문장을 읽고 (코끼리가 그림을 잘 그
리는 것 같다/코끼리가 그림을 잘 그리나 보다/그림을 잘 그리는 구나/그림
을 엄청 잘 그리겠다/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라고 코끼리의 특성을 추론하는
추론의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코끼리는 친구들 앞에 으쓱이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 놓았습니다.’라는 문장을 읽고 (잘 그렸다고 하면 좋겠다/친구들이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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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다/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지?/친구들이 잘 그렸다고 해
줄까?/너무 쑥스러웠겠다/그림을 잘 그렸나 보다)라며 코끼리의 심정을 이
해하려는 추론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학습자도 있고 (자랑 시작이다/잘난
척을 하네/잘난 척 하기는)하며 인물의 잘난 척 하는 특성을 추론하는 학습
자도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의 단서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든 심정을 이해하든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있었다.
이 추론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텍스트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 장면이나 분위기 (배경 관련) 추론
학습자들은 이야기 텍스트를 읽는 동안 끊임없이 장면을 상상하거나 자신
의 생각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 비판해 보기도 한다. 텍스트를 읽으며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추론하거나 장면을 상상하기도 한다.
‘저 속에서 엄마도 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울고만 싶었다.’ (운동회 올
때 마다 엄마랑 같이 왔나 보다)

운동회를 하면서 달리기에 뒤쳐진 주인공이 엄마가 와서 보고 있을 거라
고 생각하는 장면을 읽고 주인공의 엄마가 운동회 때마다 와서 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마치 걸어가는 것 같았다. 어른들과 양산들이 보였다.’ (햇빛을 피하려
고 하는 것 같다/운동회를 할 때는 여름이었구나/다른 엄마 친구들이 쟤는 어
떻게 맨 날 꼴등을 하냐고 할 것 같다/어른들이 치훈이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양산이라는 단어로 학습자들은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 햇
빛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추론을 보면 햇빛이 뜨거운 시간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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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학습자의 추론에는 더 확실하게
시간적 배경을 파악하여 여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
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공간의 상황을 추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4.3.2 글의 정보와 경험 관련짓기(관점 관련) 추론
본 연구에서 관점은 텍스트의 화자나 시점을 벗어나 초등학교 1학년 학습
자들이 이야기 텍스트를 보는 주관적인 생각을 주로 다루었다. 이야기를 읽
고 그와 관련하여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 올리거나 인물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정보를 관련짓고, 읽은 텍스트와 비슷한 내용의 텍스트를 떠올리는
비교추론의 맥락에서 관점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생각을 기술한 자료에는 앞에서 논의한 다섯 가지 추론 양상
은 많든 적든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관점과 관련된 추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추론적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이에 근거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구술하기 활동을 국어과 읽기 학습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활
동을 하면 추론적 이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의 하위영
역인 교량적 추론 능력과 정교화 추론 능력 중에서는 특히 후자에서 그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습자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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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을 하며 글을 읽을 수 있고, 학습의 결과에 의하여 추론적 이해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학년 학습자들은 이미 문자를 해독하고 음독의
시기를 지난 학습자들이 많다는 시대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의 독서 발달 단계에 대한 기존의 의견의 수정이 필요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이야기 텍스트를 읽을 때, 주로 인물의
특성과 심리를 추론하는데 관심이 많으며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는 추론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양적 분석과 질적인 양상 분석 모두에서 나
타났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추론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글의 구조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글의 단서로 단어와 구절의 의미
를 추론하는 능력과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학습들이 체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은 사고 구술
방법을 쉽게 익혀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교사의 질문에 답을 찾아
가는 일반적인 수업보다 활발한 참여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고 구술을
하며 글을 읽어 가는 동안 글에 몰입하는 정도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고 구술하기 활동이 학습자들을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을 늘릴 때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고 구술 활용 학습을 국어과의 다른 전략이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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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는 데에도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어과 이해 능력의
영역이 아닌 표현 능력의 영역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한 후 효
과를 검증하여 보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셋째, 사고 구술 활동 시에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소집단 또는 짝을 지어 사고 구술 활동을 하게 한 후 이러한 빈번한 교류과정
이 학습자들의 어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사고 구술을 활용하여 읽는 과정에 흥미롭게 참
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 구술 활동의 과정은 다른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
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기도 하고, 생각을 수정하여 가기도 하면
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한 후, 학습자들의 읽기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정 중심 학습의 효과 정도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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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Think−Aloud Activities
on Inferential Abilities to Story Texts
Park, Eun－joo(Ewha Womans University)
Lee, Sung－eun(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hink−aloud
activities on 1st graders‘ inferential abilities to story texts. For this purpose,
two classes of 1st graders were selected from B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with think−alou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for 8 weeks, two hours a week from October, 2007.
As a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s inferential ability was improved more
than that of the comparative group who had not been treated with think−
alou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he sub−element of the inference ability,
bridging inference and elaborative inference, cross each other in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at but this
compared with comparative group.
In conclusion, al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language reading
class applied with think−aloud make the beginning step of cultivating the
inferential ability of 1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o story texts.
【Key words】think−aloud, inferential abilities, bridging inference,
elaborative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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