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목적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설계
신재한 (대구학남초등학교)
<요 약>

최근의 읽기 교수․학습 이론을 살펴보면 결과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읽기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내용을 지도할
때 읽기 후 활동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사의 역동적인 개입이 부
족했으며, 전략에 대한 강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읽기를 통해 고등수준
의 사고 기능을 신장하는데 소홀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과 고유
의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거나, 각각의 지도 요소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이용해 교수
-학습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드물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읽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준에 적합한 읽기 전략 수업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즉, 읽기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흥미를 키워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에 대한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학교 국어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의 목적(정보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정서표현의 글, 친교의 글)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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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읽기 교수․학습 이론을 살펴보면 결과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 과정
중심 읽기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내
용을 지도할 때 읽기 후 활동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읽기 교육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천경록․이재
승, 1997).
첫째, 교사의 역동적인 개입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읽기 수업을 통해 교
사가 학생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가르쳐 준 일이 없다.
둘째, 결과 중심의 읽기 교육이 많았다. 글을 읽고 난 후에 학생들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읽기는 글에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생
각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략에 대한 강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읽는 전략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읽기를 통해 고등수준의 사고 기능을 신장하는데 소홀했다. 축자적읽
기 뿐만아니라, 추론적 읽기를 강조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분석, 해석, 비판하
는 과정을 통해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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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나치게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 신문, 잡지, 각종 책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을 읽어야 한다.
여섯째, 교사중심으로 진행했다.
일곱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여덟째, 읽기수업에서 태도적인 면을 소홀히 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 고유의 교
수-학습 방법과 적절한 읽기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
습해 나갈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마련하고 그것
을 상황에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김수영, 1999).
초등학교 읽기교육은 읽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나름의 읽기 전략을 사용하
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읽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습자들의 독서 과정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독서 행위를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 중 읽기 전략은 학습전략의 한 하위전략으로 가장 보편적
이면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해야 할 때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핵심 또는 중심 아이디어의 추출을 통해 그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 또는 지식과 효율적으로 관련짓게 함으로써
기억과 파지, 인출과 회상이 용이하도록 촉진작용을 한다.(김일곤, 1995) 특히
앞에서 제시한 읽기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읽기 교육의 방법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읽기수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의 목
적(정보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정서표현의 글, 친교의 글)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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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교육의 특성
2.1. 읽기교육의 중요성

읽기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그리고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읽기는 개인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
지는 인지적 작용이며 동시에 교사와 학습자, 글과 학급 공동 구성체 구성원
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사회적 작용이다(신헌재외, 2005).
따라서, 효율적인 읽기에는 독자의 배경 지식, 글, 상황 그리고 이들을 조절
하는 초인지의 네 가지 변인이 <그림-1>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한다(이경화,
2003). 즉, 이상적인 독자가 바로 이 네 가지 요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읽기 전략을 얼마나 많이
알고 활용하느냐는 독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인지
독자

읽기
전략

글

맥락

<그림-1> 읽기 과정 모형

그리고 읽기 지도에서는 배경 지식의 미숙함을 키워 주고 그 방법을 깨우쳐
주는데 초등학교 읽기 교육의 핵심이 있다(방인태 외, 2000). 특히 천경록․이
재승(1997)은 읽기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읽기를 통해 정보(지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읽기를 통해 문화를 전수하고 유지, 발전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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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읽기는 사고력을 기르는 한 방편이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서는 필연적으로 그 글의 내용을 분석, 종합, 비판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즉,
읽기는 하나의 사고과정이다.
넷째, 읽기를 통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다섯째, 읽기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을 하는 도구가 된다.
여섯째, 읽기는 언어 발달을 가져온다.
일곱째,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원만히 하는데 읽기는 필요하다.
즉, 읽기는 학습자 자신의 사전 경험과 필자가 제시한 단서를 사용하여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독해가 일어나
는 전체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해져야 한다. 즉, 독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선택해야만 한다(천경록, 2001).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초등학교 읽기 교육은 상상적 사고,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의 종합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읽기 교육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읽기 전략
을 사용하여 글을 읽음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다
른 교과의 학습에도 파지와 전이가 된다.
2.2. 읽기 교육의 내용체계 및 학년별 내용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체계를 살펴보
면 <표-1>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표-1> 초등학교 읽기 교육의 내용체계
영역

∙읽기의 본질
필요성 목 적
개 념 방 법
읽 기 상 황 특 성
∙읽기의 실제

내
용
∙읽기의 원리
낱말 이해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정서를 표현하는 글 읽기




∙읽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설득하는 글 읽기
친교의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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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국어과 중에서 읽기 교육과 관련된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신헌재 외, 2005).
구분

<표-2> 초등학교 읽기 교육의 학년별 내용

학년

1

학년

2

3

학년

학년

4

학년

5

6

학년

읽기의 필 (1)읽기의 목 (1)글의 내용 (1)읽기의 방 (1)읽기 상황 (1)읽기가 의
요성 알기 적 알기 이해에서 지 법 알기 에 관련되는 미 형성과정
식, 경험활용
요소 알기 임을 알기
본질
의 중요성 알
기
(2)글자의 짜 (2)낱말, 구절, (2)소리와 모 (2)국어 사전 (2)문맥을 고
임 알고 읽기 문장을 정확 양이 같은 낱 에서 낱말의 려하여 낱말
( 3 ) 문장부호 한 발음으로 말의 의미 파 뜻 찾기
의 의미 파악
쓰임에 유 읽기
악하며 듣기
하며 읽기
낱말 의의하며
글읽
이해 기
(4)글을 정확
히 소리내어
읽기
(3)사실과 의 (2)다양한 표
내 (5)대강의 내 ( 3 ) 가리키는 (3)내용 확인
내용 파 하며 읽기
견 표현한 부 현의 의미를
용 용읽기파악하며 말의
악하며 읽기
분을 구별하 알아보며 읽
확
며 읽기 기
인
원
(4)장면을 떠 (4)내용의 연 (3)주제를 파 (4)이어질 내 (3)글을 읽고
리
올리며 소리 결 관계 파악 악하며 읽기 용 예측하며 전체의 내용
추
내어 읽기 하며 읽기 (4)글에 알맞 읽기
을 요약하기
은 제목 붙이 (5)생략된 내
론
기
용 추론하며
독
읽기
해
(5)분위기 파
(6)어휘 사용 (4)주장에 대
악하며 읽기
의 적절성 평 한 근거의 적
평
가하며 읽기 절성 판단하
가
(7)비유적 표 며 읽기
현의 의미 이 ( 5 ) 문제해결
와
해하며 읽기 방안의 적절
감
성 판단하기
상
(6)표현의 적절
성 판단하기
(6)책을 즐겨 (5)바른 자세 (6)주의를 집 (5)책을 끝까 ( 8 ) 도서관에 (7)다양한 읽
읽는 지 읽는 태도 서 읽을거리 을거리를 찾
태도 읽는 습관 로태도책을 읽는 중해서
태도
를 찾아 읽는 아 읽는 태도
습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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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 8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육 내용체계 및 학년별 내용
은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검토 및 수정해야 한다.

3. 읽기 교육의 수준별 교육과정
․

3.1 교육과정에 제시된 심화 보충 학습

국어과에 제시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분
학습
대상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설계

<표-3> 심화․보충 학습

심화학습
보충학습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한 학생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학생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
기본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정도를 높이는 방향
는 자료 활용
-개념의 난이도보다는 과제의 난이도나 -과제의 난이도나 복합도가 낮은 활동
복합도가 높은 활동
-기본 과제보다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활동
-기본 과제보다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탐구활동이 심도가 낮은 활동
활동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탐구 활동의 심도가 높은 활동
는 활동
-국어사용의 경험을 다양화․심화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보다 확실히 정착
-

표 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읽기 영역 내용에 대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살펴보면 <표-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학습은
교육과정에 제시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한 읽기영역
내용이 모든 학습자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별 학
습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 자료, 학습자의
< -3>

98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8집

학습 양식, 인지 구조, 교수․학습 방법, 선수 학습 요인의 습득 등 개별 학습
자가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
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해야 한다(교육부, 1999).
학년

<표-4> 초등학교 6학년 읽기영역 내용 및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내 용
기본학습
심화학습
글
쓰는
이의
생각이 글을 통
⑴ 읽기가 의미 형성 읽기가 의미 형성 과정임을 알 수 해서 읽는 이에게
전달되는
과정임을 안다. 있게 해 주는 예를 찾아 발표한다.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
글쓴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
⑵ 다양한 표현의 읨 달하기 위해 사용한 속담, 관용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이를 알아보며 읽는 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 등을 더 찾아 보고 그 의미를
다.
말한다.
하며 글을 읽는다.
핵임어나 중심내용을 대강 파악한 내용과 요약한
⑶ 글을 읽고, 전체의 각찾고문단의
, 이를 적절히 묶어 글 전체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말
내용을 요약한다. 의 내용을 요약한다.
한다.
주장과 근거가 나타난
⑷ 주장에 대한 근거 글에서 주장과 근거가 나타난 부 글에서
6
부분을
찾고
, 글쓴이가 제시하
적절성을 판단하 분을 찾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지 않은 적절한
학 의며 글을
근거를 더 찾
읽는다. 적절한지 판단한다.
년
는다.
문제와 해결 방안이
문제와 해결 방안이 나타 글에서
⑸ 문제 해결 방안의 글에서
나타난
부분을
, 글쓴이가
부분을 찾고, 문제에 대한 해 제시하지 않은 찾고
적절성을 판단한다. 난결 방안이
적절한
해결방
타당한지 판단한다. 안을 제시한다.
느낌이 효과적으로
⑹ 글에 나오는 표현 글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찾 생각이나
표현된
부분을
, 표현의
의 적절성을 판단한 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꾼다. 특징과 그 효과에찾고대하여
토
다.
의한다.
(7) 다양한 읽을거리
읽을 거리에 관심을 가지 폭넓은 독서를 해야 할 필요
를 찾아 읽는 태도를 다양한
고
찾아
읽는다.
성에 대해 토의한다.
지닌다.

초등학교 국어과에서는 기본학습․보충학습․심화학습의 수준별 읽기교육
을 학생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 취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
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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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읽기전략과 수준별 사고과정을 통한 읽기 교육

학습 전략은 정보의 획득․저장, 그리고 유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 혹은 단계(심후섭, 1997)로서,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
하고 기존의 체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파지케
하여 당면하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보들을 탐색․인출․적용시켜 해결
책을 찾는 일련의 과정들을 뜻한다(김규선, 1998). 즉, 학습의 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등의 체계적 계획을 학습 전략이라 하
는데, 학습 전략들 속에는 ‘특정 학습의 목표나 내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
의 집중토록 하는 전략, 정교화, 조직화 전략으로 대별되는 부호화 전략’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Weinstein ＆ Mayer(1983) 이 주장한 읽기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전략의 유형은 <표-5>와 같다.
<표-5> 읽기전략의 유형

개념
하위전략
중요한 내용에 대해 기억 과정을 강조하 밑줄 긋기, 베껴 쓰기, 덧
(rehearsal strategies)
기 위한 전략
칠하기, 노트하기
, 요약하기, 유추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이미 알고 의역하기
기
, 노트하기, 질의 응답하
정교화 전략
있는 지식과 관련지어 가면서 더욱 새로 기, 기존 지식과 새 정보와
(elaboration strategies)
운 정보로 재조직하는 전략
의 관련성 기술하기
학습 내용을 유목화하거나 계열화하는 글 개관하기, 위계 정하기
조직화 전략
(organizational strategies) 전략
이해 점검 전략
실패에 대한 자기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와
(comprehension
확인
, 이해에 대한 자기 질
에 대해 점검하는 전략
monitoring strategies)
문하기
학습에
방해가
되는
여러
심리적
요인을
정의적 전략
감소 훈련, 긴장 이완
제거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학 불안
(affective strategies)
훈련
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
읽기전략
시연 전략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읽기전략과 읽기수업모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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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은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읽기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의 수
준에 따른 기본학습․보충학습․심화학습에 적합한 다양한 읽기전략을 사용
해야 한다.
Bennett과 Hodgson(1967)은 독서 중에 일어나는 지적행위의 “4수준의 사고과
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동적 수준(Automatic level)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학습자는 ‘자각
역(threshold of awareness)'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독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읽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즉, 기계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읽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감각적 수준(Sensitive level)에서 학습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비성찰
적인 각성상태(Nonreflective awake condition)'에 놓여 있다. 이 수준의 학습자는
텍스트를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의미 또한 자각하고 있다.
셋째, 의식적 수준(Conscious level)은 제 3수준으로서, 이 수준에 있는 학습자
는 자신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상태
(Reflective state)’에 있다. 즉,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
으며, 타인과의 사고 작용을 통하여 의사교류를 주도하며, 비판적인 자각적 사
고를 하면서 독서 내용을 분석한다.
넷째, 창의적 수준(Creative level)은 사고의 자발성과 불예측성, 그리고 아이
디어 전개나 아이디어 연상의 추적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띠고 있다. 즉, 일종
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읽기 교육에서는 자동적 수준에 학습자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읽기 전
략을 모색함은 물론, 학습자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읽기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4수준의 사고과정” 중에서 창의적 수준의 학습자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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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중 , 후 활동으로 나눈 후, 글의 목
적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4. 글의 목적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읽기 전, 중 , 후 활동 단계에 적용할 만한 읽기 전략을 소개하면 <표-6>과
같다.
<표-6> 읽기 전략과 독해과정
읽기전략 시연전략 조직화전략 정교화전략 이해점검전략 정의적 전략
독해과정
-예측하기
-SQ3R(Survey,
-질의응답하기
- 불안감완화시
Question)
(배경)지식 -자기질문
읽기 전 활동 -미리보기
․ -과기존연관
키기
(활성화) 생성전략
-동기활성화하기
-연상하기
시키기
-빈칸메우기
-KWL전략(K)
-중심내용찾기
-SQ3R
-추론하기
-자기질문
-단락짓기
(Read)
-심상만들기
생성전략
읽기 중 활동 -밑줄긋기 -관계짓기 -KWL전략(W) -자기점검
전략 ․
-글조직 유형
-메모하기
-질의응답하기
찾기
-의역하기
-SQ3R (Recite,
-자기질문
-맵핑하기
-창조적 읽기
Review)
생성전략 -격려하기
읽기 후 활동 -명료화하기 (mapping) -KWL전략(L) -비판적
읽기 -감정유지하기
-요약하기
-빈칸메우기
-토론하기
-질의응답하기

특히, 읽기(讀書)의 방법은 글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글은 글을 쓰
는 목적에 따라 정보(情報)를 전달하는 글, 설득(說得)을 위한 글, 친교(親交)
나 정서(情緖)를 표현하는 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글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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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의 다양한 읽기전략을 글의 목적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학습단계 및 학습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수준별 읽기전략을 분류․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6>의 읽기전략을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전략 수업을 학습단계별로 제시
하면 <표-7>과 같다.
<표-7> 글의 목적에 따른 읽기전략 수업

목적
단계 정보전달하는 글
․개관하기(Survey)
․질문하기(Question)
읽기 ․미리보기
전 활동 ․연상하기
․빈칸메우기
․예측하기
․동기활성화하기

․읽기(Read)
․밑줄긋기
․메모하기
읽기 중 ․글조직유형찾기
(내용)
활동 ․중심생각
찾기
․단락짓기
․관계짓기
․질문하기
(Question)
․암송하기
(Recite),
․복습하기
읽기 후 (Review)
활동 ․빈칸메우기
․맵핑하기
(Mapping)
․요약하기
․명료화하기
․비판적 읽기

설득하는 글

친교의 글

정서표현의 글

․KWL전략(K)
․기존(배경)지식과
연관시키기
․예측하기
․질의응답하기
․예측하기
․동기활성화하기
․읽기(Read)
․읽기(Read),
․글조직유형찾기
․읽기(Read)
․밑줄긋기
․KWL(W)
․밑줄긋기
․메모하기
․중심생각(내용) 찾기
․메모하기
․글조직유형 찾기 ․단락짓기
․글조직유형 찾기
․관계짓기
․관계짓기
․중심생각(내용)찾기 ․중심생각(내용)찾기 ․자기질문생성
․단락짓기
․단락짓기
전략
․관계짓기
․추론하기
․추론하기,
․감정유지하기
․질의응답하기
․심상만들기
․질의응답하기
․질문하기(Question) ․자기질문생성전략 ․질의응답하기
․암송하기(Recite)
․요약하기
․맵핑하기
․복습하기(Review) ․요 (mapping)
․자기질문생성
약하기
전략
․요약하기
․맵핑하기
․맵핑하기
․KWL(L)
(Mapping)
(Mapping)
․토론하기
․토론하기
․추론하기
․감정유지하기
․명료화하기
․의역하기
․창조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조적 읽기
․격려하기
․비판적 읽기
․자기질문생성전략
․배경지식활성화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질문하기(Question)
․예측하기

․개관하기(Survey)
․질문하기
(Question)
․불안감완화시키기
․예측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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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도 알수 있듯이, 글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시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설득하는 글은 이해점검전략, 친교의 글은 동기화전
략, 정서표현의 글은 정교화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
직화전략은 4가지 글의 종류에 모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
< -7>

4.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읽는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에 있다. 이
와 같은 글에는 설명문, 보고문, 기사문, 전기문 등이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종류에 따른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쓴이가 무슨 내
용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글에 제시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그
러므로, 읽기 전략으로는 SQ3R, 미리보기, 연상하기, 빈칸 메우기, 메모하기,
밑줄 긋기 등과 같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독해 학습시 글의 중요한 부
분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선택된 자료의 내용을 작동기억으로
전이되게 하여 획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연전략과 중심생각을 파악
하고 단락을 짓는 조직화 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Weinstein & Mayer,
198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은 <표-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읽기 전․중․후 활동에서는 기본학습의 읽기전략을 중
심으로 학습하되, 읽기 전 활동의 ‘그림(짧은글)보고 내용 생각하기 활동’에서
기본학습은 ‘미리보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은 ‘연상하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그림을 보고 나서, 관
련된 내용을 연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읽기 중 활동에서 기본학습은 단순
히 ‘글읽기’전략으로, 보충학습은 ‘밑줄긋기’전략으로, 심화학습은 ‘메모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점점 심화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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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에서 기본학습은 ‘요약하기’전략
으로 그치지만, 보충학습은 좀 더 쉽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맵핑하기’
전략을 사용하며, 심화학습은 글을 단순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
단계

<표-8>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학습활동

수준별 읽기전략
기본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개관하기(Survey)
▶글제목 확인하기
․질문하기(Question)
읽기 ▶그림(짧은글)보고 내용 생각하기
․미리보기
전 ▶중심 낱말 채우기
․빈칸메우기
활동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
․질문하기(Question)
▶학습 목표 확인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어휘와 낱말의 뜻 생각하면서 읽기(통독) ․읽기(Read)
▶각 문단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읽기(정독) ․읽기(Read)
읽기 ▶글 구조를 생각하며 읽기(정독)
․읽기(Read)
․글조직 유형 찾기
중
․읽기(Read)
활동
▶문단의 중심내용 파악하며 글읽기(정독) ․중심생각(내용)찾기
․단락짓기, 관계짓기
․질문하기(Question)
▶글의 내용 파악하기
․복습하기(Review)
▶중심
낱말
채우기
읽기
․요약하기
후 ▶문단의 내용 요약하기
활동 ▶글 전체 줄거리 요약하기
․요약하기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읽기(통독) ․명료화하기
▶다른 글 읽고 비판하기

․연상하기
․예측하기
․밑줄긋기 ․메모하기
․밑줄긋기 ․메모하기

․암송하기
(Recite)

․맵핑하기

․빈칸메우기

(Mapping)

․비판적읽기

4.2. 설득하는 글

설득을 위한 글은 글쓴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펴서 이해시키고,
나아가 그 주장에 동의하게 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에는 논설문, 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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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등이 있다. 설득을 위한 글을 읽을 때에는 논제(論題)가 무엇인지를 판
단한다. 그리고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타
당한지를 판단하여야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 글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
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읽는다
든가 또는 천천히 읽는다든가 함으로써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즉, 이
해점검전략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읽은 글을 학습자가 다시 조직해 보는 것으
로 작동기억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작동기억 속에 있는 아이디
어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인 조직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독해 학습시 글의 중요한 부분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선택된 자료의 내용을 작동기억으로 전이되게 하여 획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연전략도 효율적이다(Weinstein & Mayer, 1983). 설득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은 <표-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읽
기 전․중․후 활동에서는 기본학습의 읽기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읽기
전 활동의 ‘글의 제목 확인하기’학습활동에서 기본학습은 ‘배경지식 활성화하
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상기시킬 수 있으나,
심화학습은 ‘자기질문생성하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글의 제목을 읽고, 스스
로 몇 가지 질문을 메모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읽기 중 활
동의 ‘문단의 중심내용 파악하며 글읽기’활동에서 기본학습은 단순히 ‘중심생
각 찾기’전략을 사용하여 문단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심화
학습은 ‘단락짓기, 관계짓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기본학습에서 찾은 중심생
각을 유사한 것끼리 묶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의 ‘글의 내용
파악하기’활동에서 기본학습은 단순히 교사의 ‘질문하기’전략으로 글 내용을
파악하지만, 보충학습은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맵핑하기’전략
을 사용하며, 심화학습은 파악한 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암송
하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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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표-9> 설득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수준별 읽기전략
학습활동
기본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글제목 확인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자기 질문 생성하기
▶흥미 유발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 ․질문하기
․예측하기
▶학습 목표 확인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어휘와 낱말의 뜻 생각하면 ․읽기(Read)
․밑줄긋기 ․메모하기
서 읽기(통독)
▶각 문단의 내용을 생각하며 ․읽기(Read)
․밑줄긋기 ․메모하기
글읽기(정독)
(Read)
▶글구조를생각하며읽기(정독) ․읽기
․글조직 유형 찾기
▶문단의 중심내용 파악하며 ․읽기(Read)
․단락짓기
글읽기(정독)
․중심생각(내용) 찾기
․관계짓기
․질문하기
․맵핑하기
․암송하기
▶글의 내용 파악하기
․복습하기
(Mapping)
(Recite)
▶문단의 내용 요약하기 ․요약하기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질문하기
▶다른 사람과 생각(의견) 나 ․토론하기
누기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명료화하기
읽기(통독)
▶근거의 적절성 판단하기
․비판적읽기
▶다른 글 읽고 비판하기
․비판적읽기

4.3. 친교를 표현하는 글

친교를 표현하는 글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친교를 형상화한 글이다. 이러
한 글은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양식,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을 전달
한다. 친교의 글의 대표적인 것이 일기와 편지, 동화 등이다. 일기나 편지글,
동화를 읽을 때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읽어야 한다(교육인적
자원부, 2002). 그러므로, 읽기 전략으로는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동기 활성화
하기, 격려하기, 감정유지하기 등과 같이 학습동기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시험
때에 야기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긴장을 이완시키는 정의적 영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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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략 즉, 동기화 전략과 글쓴이의 중심생각을 파악하고 단락을 짓는 조직
화 전략 등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Weinstein & Mayer, 1983). 친교를 표현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은 <표-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읽
기 전․중․후 활동에서는 기본학습의 읽기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읽기
전 활동의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학습활동에서 기본학습은 ‘질문하기’전략
을 사용함으로써 글을 읽기 전에 교사가 질문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보충학습은 ‘불완감 완화시키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글
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은 ‘예측하기’전략
을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읽기 중 활동의 ‘글의 흐름
을 파악하면서 읽기’활동에서 기본학습에는 단순히 ‘읽기’전략을 사용하여 글
을 읽고, 보충학습은 ‘감정유지하기'전략을 사용하여 글의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은 ‘추론하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읽은 글 뒷 이
야기를 추론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의 ‘문단 내용요약하기’활동에서 기본학
습은 단순히 ‘요약하기’전략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지만, 보충학습은 문단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맵핑하기’전략을 사용하며, 심화학습은 파악
한 문단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기 질문 생성하기’전략을 사용
할 수 있다.
단계

<표-10> 친교를 표현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학습활동

▶흥미 유발하기
읽기 ▶글제목 확인하기
전 ▶그림(짧은글)보고 내용 생각하기
활동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
▶학습 목표 확인하기

수준별 읽기전략
기본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동기 활성화하기
․개관하기(Survey)
․질문하기(Question)
․개관하기(Survey)
불 안 감 ․예측하기
․질문하기(Question) ․완화시키기
․동기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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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각 문단의 내용을 생각하며 글읽기(정독) ․읽기(Read)
․밑줄긋기 ․메모하기
▶글 구조를 생각하며 읽기(정독)
․글조직 유형 찾기
▶등장인물의 성격 짐작하기
․추론하기
▶배경과 사건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기(정독)
․관계짓기
․단락짓기
▶문단의 중심내용 파악하며 글읽기(정독) ․중심생각 찾기
․관계짓기
․
감
정
유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기(통독)
․읽기(Read)
지하기 ․추론하기
▶글의 내용 파악하기
․질의응답하기
․맵핑하기 ․자기질문
▶문단의 내용 요약하기
․요약하기
(Mapping) 생성하기
▶글 전체 줄거리 요약하기
․요약하기
․KWL(L)
․ 감정유
▶공감하는 부분 찾기
지하기
․ 감정유
▶글의 내용에 대해 의견 나누기
․토론하기
지하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기
․비판적 읽기
▶이야기를 다른 장르
․격려하기 ․읽기창 조 적
(시,연극,편지,일기등)로 바꾸기
․비판적
▶다른 글 읽고 비판하기
읽기

4.4. 정서를 표현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정서를 형상화한 글이다. 이러
한 글은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양식, 인생관이나 가치관, 정서 등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글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문학 작품이 있다. 정서
를 표현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글을 구성
하는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
부, 2002). 따라서, 읽기전략으로는 예측하기, 질의응답하기, 배경지식 활성화
시키기, 추론하기, 창조적 읽기 등과 같이 학습자료를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연관시키는 등의 부가, 또는 덜 중
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시켜서 주요 핵심이 부각되게 하는 전략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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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전략과 중심생각을 파악하고 단락짓기, 글 조직 유형찾기, 맵핑하기 등
과 같은 조직화 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Weinstein & Mayer, 1983).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은 <표-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읽기 전․중․후 활동에서는 기본학습의 읽기전략을 중심으로 학습
하되, 읽기 전 활동의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학습활동에서 기본학습은 ‘질
문하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글을 읽기 전에 교사가 질문함으로써 학습동기
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보충학습은 ‘불완감 완화시키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은
‘예측하기’전략을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읽기 중 활
동의 ‘글 짜임(연과 행)을 생각하며 읽기’학습활동에서 기본학습은 ‘읽기’전략
을 하고, 심화학습은 ‘글조직 유형찾기’전략을 사용하여 글 조직의 유형을 파
악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의 ‘각 연의 내용요약하기’에서 기본학습은 단순
히 ‘요약하기’전략으로 각 연의 내용을 요약하지만, 보충학습은 각 연의 내용
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맵핑하기’전략을 사용하며, 심화학습은 파악한
각 연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기질문생성하기’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표-11>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수준별 읽기 전략
기본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기존(배경)지식과 ․KWL전략
▶글제목 확인하기
연관시키기
(K)
읽기 ▶그림 보고 글의 내용 미리 생각하기
․예측하기
전
․질문하기
․불안감 완 ․예측하기
활동 ▶글의 내용 미리 질문하기
(Question)
화시키기
▶학습 목표 확인하기
․동기 활성화하기
단계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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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글조직 유
▶글 짜임(연과 행)을 생각하며 읽기(통독) ․읽기(Read)
형 찾기
▶제목과 시의내용을 생각하며 글읽기 ․읽기(Read)
․KWL(W)
(정독)
․읽기
(Read),
▶각연의 중심내용 파악하면서 글읽기 ․중심생각 찾기
(정독)
․단락짓기,관계짓기
▶시의 장면과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 ․읽기(Read)
․심상만들기 ․자기질문
기(정독)
생성 하기
▶시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기(통독) ․질의응답하기 ․심상만들기 ․추론하기
▶시의 내용 파악하기
․질의응답하기
․맵핑하기 ․자기질문
▶각 연의 내용 요약하기
․요약하기
(Mapping)
생성 하기
▶지은이의 숨어있는 마음 읽어 내기 ․추론하기
▶재미있고, 감각적인 표현 찾기 ․창조적 읽기
․의역하기
▶시의 표현을 바꾸어서 읽기(미독)
▶시를 다른 장르
․창조적 읽기
(연극,편지,일기,생활문 등)로 바꾸기

5.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글의 목적(정보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정서표현의 글, 친교의 글)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
도 방안을 살펴 보았다. 즉, 다양한 읽기전략(시연전략, 조직화전략, 정교화전
략, 이해점검전략, 동기화전략)을 활용해서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글의 목적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
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에 적합한 수
준별 읽기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제시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판
단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지식(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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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시연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② 설득하는 글은 논제(論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주장이나 의견을 뒷
받침하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읽는다든가 또는 천천히 읽는다든
가 함으로써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즉, 이해점검전략을 사용하
면 효율적이다.
③ 친교의 글은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친교를 형상화하고, 글쓴이가 드러내
고자 하는 삶의 양식,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의 전달을 목적으로 함으로
써,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완
화시키기, 동기 활성화하기, 격려하기, 감정유지하기 등과 같이 학습동
기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시험 때에 야기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긴장
을 이완시키는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전략 즉, 동기화 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④ 정서표현의 글은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경지식 활성화시키기, 추론하
기, 창조적 읽기 등과 같이 학습자료를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
보를 첨가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연관시키는 등의 부가, 또는 덜 중요하
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시켜서 주요 핵심이 부각되게 하는 전략 즉,
정교화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⑤ 글의 목적에 따른 4가지 글 모두는 글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화전략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둘째, 초등학교 읽기 교육은 다른 교과에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므로 체
계적이고, 다양한 읽기전략을 활용하여 읽기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자동적 수준, 감각적 수준, 의식적 수준, 창의적인 수준의 학습자에
적합한 읽기지도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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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글의 목적에 따른 수준별 읽기전략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
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활동 및 수준별 읽기전략들은 하나의 예시이며,
글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별로 보다 다양한 방법의 읽기 전략을 적용하고, 재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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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Differential Reading Strategy-Lesson by the
Object to Read a Text
Sin, Jae-han (Daegu Hagnam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y out scheme to cultivat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of Korean lesson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teaching plan of
differential Reading Strategy-lesson by the object to read a text.

과 Mayer(1986)

The kinds of Reading Strategy found in Weinstein

divided in such

as Rehearsal Strategy, Elaborate Strategy, Organization Strategy, Understanding
inspection Strategy, Motivation Strategy.
Therefore, relation of the kinds of Reading Strategy and Reading course activity
teach reading strategy lesson, That is to say, Reading Strategy was applied inside course
to reading a text
In reading-lesson, according to object to read a text and reading course activity, is
used suitable reading strateg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eachers should grasp the object to read a text to
be taught and guide a text with application of suitable reading strategies to be
cultivated ability read and understand. So, differential Reading strategies was applied
when suitable for the object to read a text.
Key words: reading strategy, differential Reading, the object to read 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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