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은 1988년 설립된 후 학생ㆍ교직원의 장학   연구비지원

과 국내외 연수활동, 과학 재 교육진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에게는 행복

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 창조에 일

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문성 신장을 해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실을 모아 교육

장 연구 논문집 제12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들은 선생님들이 직  가르치면서 얻은 소 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론보다는 구체 이고 실천 인 내용이 담겨 있어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논문집이 각 학교에서 리 활용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서울교육 발 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장을 지키시며 교육에 한 사랑과 열정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이처럼 훌륭한 결실을 맺어 주신 선생님 여러분과 본 논문집 발간을 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의 원장을 비롯한 심의 원 여러분과 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 12.

재단법인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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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보고서 선정 심사 경위

권 근 원 (위원장. 서경대학교 교수)

 

  2008년 교육현장 연구보고서는 예년과 같이 보고서 집필 희망자 49명중 예심에서 

20명을 확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토록 하 습니다.

  확정자 중 2명이 개인사정으로 연구를 포기하고 18명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심 심사

위원회는 권근원교수(서경 학교 사회과학 학장), 구본관교수(서울 학교 사범 학 

국어교육과), 김태현교수(연세 학교 경 학학장), 박명순교수(고려 학교 정보통신 학장), 

엄진웅(전 자양고등학교교장), 은순기(전 공항고등학교교장), 채정묵(전 서울시 교육위원회의원)

으로 구성되어 1개월간의 개별 심의기간을 거친 후 2009년 8월 7일 오후 4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서울학술연구 상으로 선정할 

만한 두드러진 특색을 지닌 내용을 찾지 못하여 상을 선정하지 못 하 음을 아쉬워

하면서,

  교육현장 연구논문 제 12집에 수록할 보고서 3편 선정은 평가 선순위 보고서 6편을 

3명의 교수 심의위원에게 각 2편씩 연구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재선정하기로 

결정하 습니다.

  그러나 6명의 보고자 중 2명은 개인사정으로 수정과정을 포기하여 4편이 남게 되므로 

이들 전부를 선정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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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평

구본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다시쓰기 과제를 활용한 초등 어 쓰기 능력 향상연구

  이 논문은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어 쓰기 교육에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가설 설정, 실험, 효과 검증에 이르는 절차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한 편의 잘 갖추어진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초등 어 교육은 읽기나 말하기, 듣기에 치우쳐 있어 쓰기 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쓰기가 말하기, 듣기, 읽기와 더불어 학습자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능

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쓰기 능력의 향상에 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된다.

  둘째, 이 논문에서 채택한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은 쓰기뿐 아니라 읽기와 같은 다른 역

으로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역의 통합적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교수법의 경향은 여러 역을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런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 논문은 사교육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어 교육을 공교육의 장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교육 방법이 개선되

고, 이런 결과가 다른 교육 현장에 향을 미치게 되면 공교육은 본연의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초등학교 어 교육에 긍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실행목표 1과 2의 관계가 더 분명해져야 하고,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교실 환경의 변인에 따른 차이에 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매뉴얼 형식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도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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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 연구

  이 논문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읽기 이론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21세기가 지식 기반 사회라는 점,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독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논문의 주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독서 

방법이 체계적으로 교수-학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이 논문과 같은 독서 방법에 한 

실제적인 제안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논문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론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의 제시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읽기에 한 기존의 이론을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어 이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안구 운동 훈련 프로

그램,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잇다는 점이다. 셋째,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성과가 독서 교육의 방법론에 해 고민하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인 천착이 

두드러진 반면, 실제로 제시된 프로그램이 다소 소략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한 보완이 요구된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학교 현장에 긍정

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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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평

박명순(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장)

  전체적인 수준은 작년과 비슷하다. 
  연구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보고서들도 눈에 띄는데, 

이는 주제를 너무 크게 잡아 접근하기 힘들었거나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특정테마를 끄집어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를 좀 더 실용적이고 작게 잡았

으면 한다. 
  다행히 두세편 정도의 훌륭한 연구결과를 볼 수 있었다. 

1. 협동적 미술활동을 통한 학교집단 부적응 결손가정 학생의 인관계 개선 방안 연구

김의임선생님의 보고서는 아주 훌륭했다. 실용적인 주제부터 결과 보고서의 작성순

서, 내용에 있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단지 표본이 작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책 (서울의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서 창선생님의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는 요즈믐 시의 적절한 주제라서 실제 교육현

장에서 적용가능하기에 이에 맞게 정리하면 아주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두에서 말한 로 앞으로는 주제를 실용적이고 명확하게 잡아 작은 주제라도 깊이

있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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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소감

고 도 선 (서울당서초등학교 교사)

  교육 현장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나름 로 제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교육 실천 행위이다. 이러한 실천 행위의 주체

자로서 교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 활동에 임하게 된다. 

현장 연구를 실천함에 있어 교사는 자신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문제를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접근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서 문제해결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자

이며, 현장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현장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과 열정,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평균적인 교사로 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현장 교사로서의 현장 개선 의지의 부족이 크다 할 것이다. 자신이 

몸소 경험하고 인지하는 현장의 문제점에 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하고 발전

시켜 나간다면, 개선된 교육 상황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평범한 

교육 현장의 교사가 아닌 학생들과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교육 개혁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단한 자기 연찬과 연구로 자기 발전은 물론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참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평범한 교사로서 필자 역시 현장의 개선 의지 보다는 현 교육 현장 시스템에 순응하며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연구를 계기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 

현장 사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현장 

개선 문제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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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필자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던 것 같다. 

  필자가 본 현장 연구에서 주목한 문제의식은 학습자들의 어 쓰기 교육에 관한 

것이다. 쓰기는 언어의 다른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보조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외국어를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며, 학습 시간 측면

에서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상 적으로 그 지도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어에 한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주면서 정규

학습 시간으로 부족한 쓰기 역의 안적 지도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 다. 

  안적이고 효과적인 쓰기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자는 연구의 단계를 

크게 연구 계획, 자료 수집, 연구 실행, 결과 분석, 일반화 및 보고서 작성 단계로 나누어 

설계하 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 현장 적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 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 고, 연구 실행 단계에서는 실험 계획에 의거 단원별 

실험을 실시하 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 고, 마지막 일반화 및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 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고자 하 다.

  1년여 동안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필자는 교사로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하는 안 변화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용

할 수 없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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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소감

김 명 수 (서울신북초등학교 교사)

- 독서교육의 작은 디딤돌을 놓으며 -

작년 4월 초 처음 서울상록재단의 공문을 접하며 평소 학생들이 상물에 길들여져 

독서에 한 관심이 점점 멀어가는 것을 보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선 듯 두려

움 없이 계획서를 보내게 되었다. 계획서가 통과하리라는 생각보다는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하는 생각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통과의 공문을 접하면서 ‘과연 내가 1년 

과정의 논문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결과물이 다른 교사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몰려오는 능력의 한계를 한탄하며 6월 한 달을 고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단 도전해보고 그때가서 결정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로 순서를 정하여 실천해보기로 하 다. 먼저 계획서 로 추진하되 2008년 

하반기는 초등학교 현장의 독서지도 접근 방법에 한 개선책에서 출발하여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3개월 정도 학교현장에 적용을 하고, 2009년 상반기에는 적용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 다. 

먼저 적용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서울 학교사범 학부설초등학교(2001～2005) 근무시 

사범 학과 부속학교의 학제간 프로젝트 공동연구에서 안면이 있는 조창섭 명예교수

님의 정금같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독서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안구훈련을 통한 유창성 키우기’,‘수리를 통한 

다양한 사고의 발상을 위한 집중력 키우기’,‘텍스트 구조 표지어 파악을 통한 독해력 

키우기’ 등을 2008년도 여름방학 내내 동료 교사들과 끙끙거리며 만들어 낼 수 있어서 

행복하 다.

또한, 본 독서훈련 프로그램의 취지를 학교장에게 설명을 하고 학급현장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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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3～5학년 3개 학년 3개 학급을 선정하여 매일 

08:30-09:00까지 30분간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 다. 처음 9월은 주로 3, 4학년 학생

들이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높아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10월 

접어들면서 점차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11월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도 독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친  학부모 상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입시와 관련되어서 그런지 고학년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학생

들의 임하는 자세가 갈수록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09학년도 상반기는 3,4,5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 진급하여 4,5,6학년이 되어 과연 

일반 학생과 적용한 학생이 학습의 효과가 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창섭 명예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언어지능검사, 읽기성취도검사, 읽기이해능력검사를 중심으로 

6회에 걸쳐 비교 학생과 적용 학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검증 결과는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창의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지만, 유창성 부분에는 

유의미한 상승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급이나 가정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으리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저의 1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비해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저의 작은 

디딤돌로 말미암아 현장 동료 교사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내지는 독서교육 방법의 개선에 

작은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프로그램 적용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서울신북초 용정희․김선경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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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소감

서 영 창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재단법인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님께

  학교경  및 학급경  방법, 교수ㆍ학습방법 등의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에 

해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시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연락을 받고 고려  박명순 교수님의 2차례 지도로 폭 수정, 보완을 

하 습니다.

  1차 심사는 가설 검증과, 연구모형의 첨부, 검증 결과에 한 실질적인 분석 내용

등과 전체 논문의 흐름을 수정하 다.

  2차 심사는 6,7장은 연구목적에 맞지 않아 부록으로 옮겼습니다. 문맥의 정리에

서는 연구자, 저서 등의 정리는 문단의 끝으로 전체를 통일하 습니다.

  부록(1~5)은 30년간의 교단에서의 상담 경험과, 등 청소년상담실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20년 동안 사이버 상담을 해왔던 경험을 토 로 인터넷 중

독 사이버 상담의 모범적 실제 사례집 등을 부록에 첨부하여 소개하여 청소년, 

학교, 상담기관 등의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종합 백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책(서울특별시의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의 연구과제가 

향후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과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반 될 수 있는 연구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과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만족할 만한 논문이

되지 못하여서, 향후 연구할 과제를 제시하 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책"의 연구 과제에 해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의 연구 지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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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실제

● 연구 결과의 분석

● 연구의 결과 및 제안



- 16 -



- 17 -

목  차

Ⅰ. 서론 ························································································································2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2. 연구 문제 및 가설 ·····························································································23 

  1.3. 연구의 제한점 ····································································································24

Ⅱ. 이론적 배경 ········································································································ 24 

  2.1. 쓰기교육 ··········································································································· 25

   가. 쓰기의 본질 및 특성 ······················································································· 25

   나. 쓰기교육의 중요성 ··························································································· 28

   다. 쓰기지도의 두 가지 접근법 ············································································ 30

     (1) 결과중심 접근법(Product based approach) ················································30

     (2) 과정중심 접근법(Process approach) ·························································· 31

   라. 효율적 쓰기지도 방법 ····················································································· 33

     (1) 쓰기의 구성요소 ·····························································································33 

     (2) 쓰기 지도의 유형 ···························································································34 

      (가) 통제 쓰기활동(Controlled writing) ··························································35 

      (나) 안내된 쓰기활동(Guided writing) ····························································38 

      (다) 자유 쓰기활동(Free writing) ····································································40 

  2.2.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활동 지도 ·······························································42 

   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정의 ··································································42 

   나.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특성 및 단계 ····················································43 

   다.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효과 ··································································45 

Ⅲ. 연구의 방법 ··········································································································47

  3.1. 연구의 상 ········································································································47

  3.2. 연구 기간 및 절차 ····························································································47 

  3.3. 실행목표의 설정 ································································································49

  3.4. 실험설계 및 검사 도구 ·····················································································50 

   가. 실험설계 ···········································································································50 

   나. 검증방법 ···········································································································51 



- 18 -

   다. 검사도구 개발 ·································································································51 

     (1) 사전검사 ········································································································51 

      (가) 쓰기능력 평가 ····························································································51 

      (나) 정의적 요인검사 ························································································51

     (2) 사후검사 ········································································································52 

      (가) 쓰기능력 평가 ···························································································52 

      (나) 정의적 요인검사 ························································································52 

   라.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52 

     (1) 쓰기 능력의 사전․사후 평가 ·········································································52

     (2) 쓰기 능력의 사전․사후 평가의 분석 방법 ···················································52

     (3) 정의적 요인의 사전․사후 평가 ·····································································52

     (4) 정의적 요인의 사전․사후 평가의 분석 방법 ···············································53

Ⅳ. 연구의 실제 ········································································································53 

  4.1. 실행목표 Ⅰ의 실천 ·························································································53

   가. 교실환경 ···········································································································53

   나. 일기쓰기를 통한 작문지도 ··············································································54 

   다. 포트폴리오 ·······································································································55 

   라. 사전만들기 ·······································································································55

   마. 어 말하기 카드 ····························································································56 

   바. 사이버 학습 ·····································································································56 

  4.2. 실행목표 Ⅱ의 실천 ·························································································57 

   가. 차시별 수업활동 비교 ·····················································································57 

   나. 단원별 교육과정 분석 및 지도요소 추출 ·······················································58 

  4.3. 실행목표 Ⅲ의 실천 ·························································································62 

   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수업모형 ···············································62

   나. 교수․학습 과정안 ······························································································63

   다. 학습자료 ···········································································································67 

Ⅴ. 연구 결과의 분석 ······························································································70 

  5.1. 사전평가 ···········································································································70 

   가. 사전 쓰기 능력 평가 ·······················································································70 

   나. 사전 정의적 역 평가 ····················································································71 



- 19 -

  5.2 사후평가 ············································································································72 

   가. 사후 쓰기 능력 평가 ······················································································· 72 

   나. 사후 정의적 역 평가 ····················································································73 

  5.3 논의 ···················································································································74 

Ⅵ. 연구의 결과 및 제언 ························································································75 

   6.1. 연구의 결과 ······································································································75 

   6.2. 제언 ··················································································································76 

▣ 참 고 문 헌 ··········································································································78

▣ 부       록 ··········································································································80



- 20 -

표 목 차

<표 Ⅲ-1〉 실험집단-통제집단 구성 및 처치방법 비교 ········································ 47

<표 Ⅲ-2> 연구절차 및 기간 ·····················································································48 

<표 Ⅲ-3> 검증 방법 및 내용 ···················································································· 51 

<표 Ⅳ-1> 차시별 수업구성요소 ················································································57 

<표 Ⅳ-2> 실험반, 비교반의 차시별 수업활동 ·························································58 

<표 Ⅳ-3>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 적용 단원 ···································58

<표 Ⅳ-4> 연구단원 주요 학습내용 ···········································································59 

<표 Ⅳ-5> 단원별 쓰기 지도요소 ··············································································60 

<표 Ⅳ-6> 실험반의 3차시 쓰기활동(writing activity)을 위한 수업모형 ···························62 

<표 Ⅳ-7> 실험반의 3차시 지도안 ············································································63 

<표 Ⅳ-8> 통제반의 3차시 지도안 ············································································65

<표 Ⅳ-9> 수업장면 ····································································································66 

<표 Ⅳ-10> 다시쓰기과제 프로그램(Dictogloss) 학습지 및 활동의 예 ···························67 

<표 Ⅴ-1> 사전 쓰기 능력평가 ··················································································70

<표 Ⅴ-2> 사전 정의적 역평가 ···············································································71 

<표 Ⅴ-3> 사전 정의적 역 각 항목별 평가 ···························································71

<표 Ⅴ-4> 사후 쓰기 능력평가 ··················································································72

<표 Ⅴ-5> 사후 정의적 역평가 ··············································································73 

<표 Ⅴ-6> 사후 정의적 역 각 항목별 평가 ··························································74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실행목표 실행도 ·····················································································49 

[그림 Ⅲ-2]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 ··························································50 



- 21 -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화 시 , 국제적 경쟁과 협력의 시  등 최근 국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하고, 개인적 역량 및 국가의 외 경쟁력 강화를 향상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어 

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증 되고 있다. 우리와 인접한 동아시아의 경우를 살펴보

더라도, 일본은 2002년‘新학습지도요령’아래 신설된‘총합 학습시간’중 외국어 회화 

교육을 초등 3학년부터 주당 3-5시간 배정하여 공(公)교육 안에서 어교육의 질 향상 

및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2001년 새 교육과정에서 초등 1학년부터 

어를 필수과목으로 주당 2-5시간 배정하여 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997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어를 정규교과로 편성․운 하고 있다. 

  어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정규과목으로 편성․운 된 이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어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신장’이다. 이에 따라 제 7차 초등학교 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기능을 이해 기능

(receptive skill)과 표현 기능(productive skill)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학습 활동과 놀이를 통한 듣기․말하기 중심의 교

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반면에 문자 언어 활동은 문자 언어 조기 도

입에 한 교육 현장의 욕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수의 절  부족, 지역 차

에 따른 어 교육의 여건, 사교육의 증가 예상 등 문자 언어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에 

의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읽기․쓰기 교육을 음성 언어 활동에 통합시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쓰기 교육의 경우는 평가 시 채점의 어려움, 쓰기 기능의 효과에 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교육 내용 측면에 있어서 단어 또는 문장 베껴 쓰기 수준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 시간 면에서 쓰기 지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쓰기 학습을 위한 시간은 한 단원의 어 학습 

시간 160분(40분 4차시)중에서 15~20분 정도로 다른 세 언어 기능에 비해 상 적으

로 그 지도가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시간의 부족은 어린이들의 

쓰기 학습에 한 자신감을 더욱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재숙, 20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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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개정 초등 어과 교육과정(2007년 2월 고시)에서도 이러한 위의 문제점을 지

적하여 문자 학습의 내용과 체계를 조정하고,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기존의 4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로 1학기 가량 앞서서 도입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 역시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음성 언어의 보조 기능으로 그 역할이 한정

되어 있어 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의 지구촌 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이메일 등의 매

체를 통한 빈번한 정보 처리로 인하여 어 쓰기 능력에 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날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민찬규, 2000). 또한 Hughes(1992)와 Rivers(1981)가 지

적한 봐와 같이, 언어의 4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어,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세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고 다른 기능으로 전이되므로, 쓰기는 언어의 다른 기능들을 강화하는 

보조적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

로 다루어져야 하며, 다른 언어기능들과 동시에 교수 되어야 한다. 또한 Scott & 

Ytteberg(1990)이 지적한 봐와 같이 쓰기 활동은 어 학습을 눈과 귀뿐만 아니라 손

으로 그 범위를 확 시키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외국어를 쓸 수 있다는 자부심

을 가지게 되며 어 문장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닌 쓰기 학습이 초등학교 어과 교수 학습의 중점인 말하기․
듣기 위주의 음성 언어 교육을 방해 하지 않으면서, 정규 교수 학습 시간만으로 부족한 

쓰기 교육 시간을 충당하고,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어 

학습에 한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쓰기 지도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쓰기 지도를 통한 제 7차 초등학교 어과 교

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한 여러 가지 쓰기 교수․학
습 방법 중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교실 환경에 알맞게 구안․적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어에 한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

주고 정규 학습 시간으로 부족한 쓰기 역의 안적 지도 방법으로서의 그 효과와 활

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어린이들의 어에 한 정의적 역

(흥미도, 자신감, 학습태도) 과 어 쓰기 능력의 평가를 사전/사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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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어 교과서의 단원별 쓰기 활동 및 교수․학습 유형을 분석하

고 그와 연계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셋째, 실험 집단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사전ㆍ사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어 쓰기능력 및 

어에 관한 정의적 역의 향상 면에서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연구 결과를 토 로 초등학교 어 쓰기 교육에 있어서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의 활용 및 합리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1.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언어 기능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며, 학습자

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신장 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인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를 교실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어 쓰기 수업이 초등학교 학

습자들의 어 쓰기 능력(Writing competence)과 정의적 역(Affective domain)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위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으로 쓰기 학습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어 쓰기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으로 쓰기 학습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정의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이 향상될 것이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으로 쓰기 학습한 실

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통제 집단의 학습자들 보다 어 쓰기 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결

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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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어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으로 쓰기 학습한 실

험 집단의 학습자들과 통제 집단의 학습자들이 정의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

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 학습에 관한 정의적 역에 미

치는 긍정적인 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하 다.

1.3. 연구의 제한점

  가. 본 연구는 서울시 등포구에 위치한 D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실험 상

으로 하 으므로 실험 상의 지역 및 학급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 적용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실험 연구 시간 및 학교 수업 시간 

외의 어 학습 효과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어 

교육에 있어 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이러한 학교 교육 이외의 

과외 활동으로 인한 변인들의 향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어과 교육과정 학습 외의 어 학습 관련 변인들의 효과

를 통제하지 않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효율적인 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함에 앞서 기존의 연구 

내용과 선행 연구를 토 로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법과 실험 처치로 투입될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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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쓰기교육

가. 쓰기의 본질 및 특성

  초등학교 어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쓰기 기능의 학습은 다른 언어 기능과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음성 언어보다 상 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언어를 그 기능별로 가능한 나누지 않고 실제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형태 

그 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는 총체적 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이 두되면

서 쓰기 언어 기능에 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 되고, 쓰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 역시 그 관심이 증  되었다.

  쓰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쓰기라는 언어 기능이 어떠한 본질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쓰기본질에 한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정동빈(1988)은 쓰기란 어떤 정보를 글로 담아서 상 방에게 전달하는 생산적인 과

정으로서 통합적인 언어 실력을 요구한다고 정의하 으며, 민찬규(2000)는 인간의 언

어 사용 부분 중 하나로서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배열로 이루어진 글을 

쓰기라고 하 다. 

  신용진(1981)은 쓰기(Writing)를 단순히 문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연습시키거나 모

국어를 목표어로, 목표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의 필사(Copying)

에서부터 시작하여 번역은 물론 주된 생각(Main idea)를 가지고 문단(Paragraph)을 

작성하거나 통일성(Unity)과 일관성(Coherence)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쓰기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쓰기의 역을 보고 있다.

  Robinett(1978)는 쓰기는 하나의 문장을 필사하고 만드는 신체 활동으로서 쓰기 과

정에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신체적 활동과 더불어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어 내는 작

문 과정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Writing refers to the physical act-copying and composing single sentence.

  We are concerned here with both aspect of the writing process: th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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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and the composing process which leads to the final product, the composition.

  Rivers(1981)는 쓰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riting activities in language classes have taken the form of the writing 

out of paradigms and grammatical exercise, dictation, translation from native 

language to target language and from target language to native language. 

Composition may be for the practical purposes(the writing of instruction, 

reports, resumes, concrete descriptions of essential correspondence connected 

with everyday affairs),or it may be more creative.

 

  즉, 쓰기 활동이란 품사의 어형 변화, 문법적 연습, 받아쓰기, 모국어에서 목표어로

의 번역과 목표어에서 모국어로의 번역 등이라고 하면서 작문은 실용적인 목적 또는 

보다 창의적으로 한 어휘와 어떤 세련된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다듬어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Byrne(1986)은 쓰기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riting is clearly much more than the production of graphic symbols. As a 

rule, however, we do not write just one sentence or even a number of 

unrelated sentences. We produce a sequence of sentences arranged in a 

particular order and linked together in certain ways. The sequence may be 

very short- perhaps only two or three sentences-but, because of the way the 

sentences have been put in order and linked together they form, a coherent 

whole. They form what we may call a 'text'

  즉, 쓰기는 하나의 문장 또는 전혀 관계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단

위로서, 순서 로 배열되고 응집성과 일관성을 지닌 내용을 가진 글로 표현될 때 이를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쓰기는 무의식적으로 단순히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낱말이

나 문장을 쓰는 활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이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표현하

고 전개 해 나갈 것인가와 쓰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반성․수정하는 과정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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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 수 있다

  Lynch(1996)는 쓰기란 필자가 화자와 청자의 두 역할을 다 소화하며 독자와의 상호 

작용의 일환으로서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예상하고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능

한 필자는 독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쓰기의 

본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자들이 쓰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별로 

쓰기의 본질에 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쓰기를 단순히 하나 또는 관련이 없

는 단어들로 문장을 기계적․수동적으로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응집성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는 창조적이고 구성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자

들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쓰기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활동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응집성과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의미 있는 사고과정

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Scott &  Ytteberg(1990)는 쓰기활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It adds another physical dimension to the learning process. Hands are 

added to eyes and ears.

  2) It lest pupils express their personalities.

  3) Writing activities help to consolidate learning in the other skill areas. 

Balanced activities train the language and help aid memory.

  4) Particularly as pupils progress in language, writing activities allow for 

conscious development of language.

  5) Writing is valuable in itself. There is a special felling about seeing your 

work in print, and enormous satisfaction in having written something which 

you want to say

  

  즉 쓰기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손까지 그 차원을 확 시키며, 

또한 학습자의 개성 및 특성을 나타내어주고, 다른 언어 기능 학습을 통합시키며, 의

식적 언어 발달과 학습자들의 의사 소통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 활동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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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쓰기는 이처럼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반면에 다음과 같이 학습자에게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해내는데 있어 부정적인 특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 김미희(2000)는 

쓰기의 부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쓰기에는 말하기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시선, 억양, 

어조, 언어의 전달 속도와 같은 표현적 특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둘째, 어린이들의 세계는 즉각적 상황의 세계(Here and now)이어서 이들의 말은 

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데 치중하고 충상적인 묘사나 설명에는 약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학습이 이러한 어린이의 즉각적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쓰기를 어렵게 생각한다.

  셋째는 쓰기를 제 로 배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장시간에 걸친 체계적

인 지도와 연습이 필수적이나 단편적이고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사들은 글씨, 문법, 철자, 구두점 등에 치중해서 쓰기 학습활동을 마련하고 

오류수정을 하므로 어린이들은 쓰기에 하여 흥미와 자신감을 잃거나 어렵고 따분하

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Tribble(1997)도 쓰기 활동은 자신감 있는 유창한 구어(Spoken English)능력이 문

어 양식(Written mode)으로 그 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쓰기를 위해서는 어떤 형

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Palmer(1991) 또한 쓰기는 언어를 말하는 능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살펴 본 쓰기

의 특성은, 쓰기란 단순히 인간의 언어활동의 결과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과정이 아니

라 의식적인 노력과 교육이 필요한 활동으로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진 언어기능으로서 그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쓰기학습에 있어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어린이의 즉각

적인 상황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재미있고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쓰기 활

동이 구안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쓰기교육의 중요성

  쓰기는 교실에서의 행동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억력을 증

가시켜주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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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 1999). 이러한 쓰기의 중요성은 교실환경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교류 등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환경의 발달에 따른 개방화, 국제화 시 에 더욱더 주목

을 받고 있다. 쓰기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ivers(1981)는 쓰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n the apprentice stage of writing, what the student must learn, apart from 

the peculiar difficulties of spelling or script, is a counterpart of what has to 

be learned for the mastery of a listening comprehension, speaking, and 

reading - a nucleus of linguistic knowledge. The activity of writing helps to 

consolidate the learning to render it available for use in these other areas. 

Writing gives the student practice in manipulating adding the reinforcement 

of the kinesthetic image to the auditory and visual.

  즉, 쓰기는 다른 언어 기능들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하며 어휘나 문장을 기억할 때 

눈과 귀에 도움을 주는 교실 활동이라는 것이다.

  Rimes(1983)역시, 쓰기는 문법 구조, 관용 어구 및 어휘를 강화시켜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We frequently hav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writing" and 

"writing reinforces grammatical structure, idioms, and vocabulary." Teaching 

writing is "a unique way to reinforce learning."

  Harmer(1998)는 쓰기는 학습 내용을 강화시켜 주고, 하나의 기본적 학습 기능으로

서 다른 언어 기능들 만큼 중요한 기능으로서, 학습자들의 학습 스타일을 반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쓰기 교육은 말하기, 읽기, 듣기와 같은 다른 언어기능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의 매개물 역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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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등학교 어 교육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성이 두된다.

다. 쓰기지도의 두 가지 접근법

  어 쓰기지도의 접근법은 크게 결과 중심의 접근 방법(Product-based approach)

와 과정 중심의 접근 방법(Process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쓰기 교육

의 교수 방법은 시 에 따라 그 모습을 변천해 왔다. 효과적인 쓰기지도 방법을 구안․
적용하기 위해서는 쓰기 지도 교수방법의 변천과 각각의 특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하겠다. 

(1) 결과 중심 접근법(Product-based Approach)

  결과 중심 접근법에서 쓰기는 이미 쓰여 진 글을 분석하거나 문법적으로 설명한 다

음 각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다(안정희, 2004). 즉 수필, 소설, 연극, 산문 등의 문장들을 분석하거나 문법적으로 

설명한 다음, 각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쓰기를 연

습하는 방법이다(신용진, 1990). 이러한 결과중심 접근법은 작문의 내용(Content), 조

직(Organization), 어휘사용(Vocabulary use), 문법사용(Grammatical use), 철자

(Spelling)와 구두점(Punctuation)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기

준에 비추어 얼마나 최종적 결과물이 잘 맞는가를 측정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결과중심의 접근방법은 통제 작문(Controlled writing), 유도된 작문(Guided writing), 

자유 작문(Free writing)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결과 중심의 접근 방법은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과 행동주의 심리

학(Behaviorism)의 향에 기인한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추어 

문장을 작문 하거나, 작문을 위한 문장 구조를 충분히 익힌 후 작문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접근법은 그 이론적 특성을 가장 명쾌히 설명하는 Pincas(1982)

의 쓰기교육 단계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분명히 그 특징이 파악 될 수 있다. Pincas(1982)

는 쓰기의 과정을 친숙화(Familiarization), 통제 작문((Controlled writing), 유도 작

문(Guided writing), 자유 작문(Free writing)과 같이 4단계로 나누고 학습 초기에는 

통제 작문 위주의 수업에서 점차 유도, 자유 작문으로 이르도록 연습을 시켜야 적절한 

어휘 구사 및 응집성 있는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1 -

  결과 중심의 접근법은 쓰기의 행위의 본질을 지식이나 개념의 나열로서, 문법적 수

사학적 규칙을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 글을 쓰는 행위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산

출된 쓰기 결과물의 정확성을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결과 중심의 접근법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전개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고유한 동기나 특성 및 산출 의지가 전적

으로 무시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산출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학

습자들의 전반적인 쓰기 과정과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계성도 보 다. 이

러한 결과중심의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과정중심의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쓰기 교육의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과정중심 접근법(Process Approach)

  1960년 에 등장한 인지 심리학(Cognitivism)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향으로 

어 쓰기 지도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언어학의 흐름은 쓰기를 

사고의 과정(Thinking process)로 보는 경향을 확산시켰다. Zamel(1983)과 Taylor(1981)

는 쓰기를 형식보다는 사고의 과정으로서 아이디어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쓰기의 과정을 사고의 과정으로 보는 쓰기에 관한 인식으로서 쓰기를 

필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산출물을 생성해 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반 한다.   

  과정 중심의 접근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

고 언어의 창조자로서 학습자 자신이 개인적 고유한 동기가 학습의 중심에 놓여서 작

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김성룡, 1999). 

  이 접근법에서는 부분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다(신용진, 1990). 

  (a) focus on the process of writing that leads to the final written product;

  (b) help student writers to understand their own composing process; 

  (c) help them to build repertoires of strategics for pre-writing, drafting and 

rewriting;

  (d) give students time to write and rewrite.

  (e) place central importance on the process of revision;

  (f) let students discover what they want to say as they write;



- 32 -

  (g) give students feedback throughout the composing process(not just on the 

final product) to consider as they attempt to bring their expression closer and 

closer to intention;

  (h) encourage feedback both from the instructor and peers;

  (i) include individual conference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during the 

process of composition

  이러한 과정 중심의 접근법은 글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에게 글의 형식

적 정확성 보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산출과 조직을 통해 쓰기에 관한 창의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접근 방법이다(Nunan, 1991). 따라서 과정 중심의 접근 방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앞서 고찰한 결과 중

심의 접근법에 비하여 쓰기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전략에 의거

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보다 유익한 쓰기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과정 중심의 접근법은 여러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글쓰기의 단계가 

제시되어 오고 있다.  Hedge(1988)은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의 유의미한 쓰

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쓰기 전 단계(Pre-writing), 쓰기 단계(Drafting), 수정 단계

(Revising) 그리고 교정 단계(Editing)의 4단계로 쓰기 모형을 제시했다. Tribble(1997)

역시 결과 중심의 접근법의 선형적인(Linear) 모형과 달리 작문 전 단계(Pre-writing), 

작문 단계(Composing), 수정 단계(Revision), 작문 후 단계(Post-writing) 의 4단계

로 구성되고 각 단계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순환적인(Recursive) 형태

의 쓰기 모형을 제시한다.

  O'Mally & Valdez(1996)는 과정 중심의 쓰기 단계와 각 단계별 쓰기 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선행 쓰기 단계(Pre-writing stage)에서는 쓰기 활동 이전에 주제를 선정하

기 위한 토론(Discusses topic for writing) 이 이루어진 후, 주제가 선정되고, 쓰기 

활동을 위한 개요 짜기(Outlines or makes schematic organizer)등의 전략을 학습한

다. 쓰기 단계(Writing stage)를 통해 완성된 글은 후행 쓰기 단계(Post-writing 

stage)에서 동료들로부터 피드백(Get feedback from others)을 받고 수정(Revise)과 

편집(Edits) 다시 쓰기(Rewrites) 등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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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 Van Patten(1995)는 쓰기 과정을 선행 쓰기 단계, 구성 단계, 다시보기와 

수정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Pre-writing stage

      Generating content

      Selecting audience and purpose

      Planning and organizing

  (b) Composing

  (c) Revising and reviewing

  MaDonough & Shaw(1993)은  쓰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획을 준비하는 사

전 쓰기 단계, 다시보기와 수정하기를 포함하고 있는 쓰기 단계, 예상독자와 글의 정

확성을 고려한 편집 단계로 구성된 3단계 쓰기과정을 제시한다.

  이상 살펴본 과정중심의 쓰기 지도 단계들은 비록 그 외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

이지만, 사전쓰기 단계, 쓰기 단계, 쓰기 후 단계가 일직선상의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글쓰기 과정속에서 각 단계가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교섭하는 순환적 관계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라. 효율적 쓰기지도 방법

(1) 쓰기의 구성 요소

  쓰기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쓰기는 단순히 문자를 배

열하는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라 독자와 필자의 목적에 따라 내용․구성면에서 각 쓰기 

활동 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Raimes(1983)은 한편의 글을 완성할 때에는 그 

속에는 내용, 구성, 문법, 통사, 어휘선택, 맞춤법, 과정, 독자, 목적 등이 쓰기의 구

성요소로서 제시한다. 

  Tribble(1997)역시 훌륭한 쓰기 학습자는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문맥 지

식(Context knowledge), 언어 체계 지식(Language system knowledge)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용 지식은 주제 역 내에 포함되는 개

념에 한 지식을 의미하고, 문맥 지식은 쓰기 결과의 산출물이 읽혀질 사회적인 상황

에 한 지식을 말한다. 언어 체계 지식은 성공적인 글쓰기를 위한 어휘나 통사와 같

은 언어 체계와 구조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위와 같은 쓰기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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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원칙을 세워 가르쳐야 하는데, 안정희

(2004)는 다음과 같이 쓰기 지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쓰기를 의사소통 향상에 목적을 두고 어 쓰기 학습이 결과 중심 접근법에서 

과정 중심 접근법으로 변화하여,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 중에 자발적인 사고 과정이 되

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장 수준보다는 문단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며, 또한 문법적 오류

보다는 전체적인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교사 중심의 쓰기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학습자 중심의 글을 쓰도록 하며, 다

른 학습자들 간의 수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쓰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학습자가 친숙할 수 있도록 경험에 기반 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Byrne(1979) 또한, 쓰기의 구성요소 지식을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 위

하여 쓰기 지도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학습자에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식의 문자 언어를 제시한다.

  2) 어떤 글이든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고, 또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쓰기 기

능이 주어진 목적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인식시킨다. 

  3) 다양한 글을 여러 문체와 형식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한다.

  4) 개인적 혹은 공식적 편지, 보고서 등의 글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누

군가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현실감을 준다.

  5) 개인적인 쓰기 활동과 더불어 두 사람이나 소집단으로 하는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

로써 서로 도우며 학습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수업 운 을 한다.

  6) 교사는 학습자와 실수보다는 잘한 것에 관심을 가져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주고, 

독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의사를 이해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로 

글을 쓰게 한다.

(2) 쓰기 지도의 유형

  효과적인 쓰기 지도를 위해서는 쓰기의 본질 및 특성과 쓰기라는 언어 기능에 접근

하는 방법론적 측면 외에 쓰기 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방법이 요구된

다. 쓰기 활동의 유형은 통제 쓰기 활동(Controlled writing)과 자유쓰기 활동(Free 

writing)으로 크게 분류되어 질 수 있다. 통제적인 쓰기 활동은 보다 세 하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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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활동(Controlled writing)과 안내된 쓰기 활동(Guided writing)으로도 구분되어 

질 수 있다. 통제 쓰기 활동은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쓰기 활동으로

서 작게는 어 철자 익히기부터 단어쓰기, 빈칸 채우기, 받아쓰기(Dictation), 문장 

베끼기 등(Transcription)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반면에 자유쓰기 활동은 필자와 

독자가 상호 교섭하는 보다 복잡한 과정으로서 주제를 정하고, 쓸 내용을 수집하고, 

쓰고 다시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로 옮겨 쓰는 활동으로서 시, 

소설, 수필 등의 창작 글쓰기(Creative writing)등이 표된다. 쓰기 활동은 이처럼 

언어 형태 학습으로서 단순 쓰기부터 자신의 생각을 글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산출하

는 복잡한 사고의 과정으로 창작 글쓰기까지 그 활동의 연속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다

양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쓰기활동 유형을 

제시․교육하여, 단순한 쓰기로부터 고차원적 고등 사고력을 산출하는 쓰기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두된다.

  위의 두 가지 쓰기 유형 중 초등학교 단계에서 어 쓰기 지도 활동으로 적합한 활

동은 첫 번째 쓰기활동 유형인 통제적 쓰기활동 유형이다.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에

서는 무조건 통제된 쓰기 활동만을 교육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통제된 쓰

기 활동을 통하여 언어 형식에 보다 익숙해진 뒤 점차 자연스럽게 자유 쓰기활동을 전

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국어 학습에 있어

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Spaventa(1980)가 지적한 봐와 같이, 통제된 쓰기

활동은 쓰기에 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쓰기 경험

을 제공해 주어 학습자로 하여금 쓰기 활동에 관한 불완전을 극복하고 어는 정도의 자

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쓰기활동으로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통제적 쓰기 활동(controlled writing)과 자유쓰기활동(free writing)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제적 쓰기 활동(controlled writing) 

  통제적 쓰기활동은 앞서 Spaventa(1980)이 지적했듯이, 쓰기의 자신감을 심어 주

며, 자신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통제적 

쓰기활동은 필사(Copying with correction)와 알맞은 것 연결하기(Matching), 빈칸 

채우기(Gap filling), 문장결합(Sentence combining), 받아쓰기(Dictation)으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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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질 수 있다.

(a) 필사(Copying)

  필사는 문장을 베껴 쓰는 활동을 모든 쓰기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어라한 필사는 

그 로 베껴 쓰기(Straight copying)와 수정 필사(Copying with correction)등의 방

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그 로 베껴 쓰기는 음독이나 묵독을 통하는 읽기 과정을 

포함함으로서 제시된 언어의 형태를 학습자에게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활동

이다. 그 로 옮겨 쓰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학습자들을 위하여 단어를 점선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제시된 점을 따라 쓰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점선을 따라 구성된 산

출물을 보고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수정 필사는 주어진 글 중 틀리거나 이

상한 곳을 찾아 그것을 수정하면서 베껴 쓰는 활동이다. 틀린 부분을 찾는 것은 일종

의 게임으로서 쓰기 학습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쓰기활동이다.  

(b) 알맞은 그림 연결하기(Matching) 

  알맞은 그림 연결하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그림과 여러 유사한 문장을 제시 하고, 학

습자들로 하여금 그림과 짝이 맞는 문장을 선택하여 글을 써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

동이다. 알맞은 그림 연결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제시 언어를 쓰고 친숙해지

는 기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제시 언어의 실제적(Authentic)의미 까지 무의식적으

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c) 빈칸 채우기(Gap filling)

  빈칸 채우기(Gap filling)활동은 화문이나 적당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비어 있는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제시된 언어의 형태에 친숙해지는 쓰기활동 방법

이다.

  ※ 예 :

   A :　Good morning.       I help you?

   B :  I'd like to buy a        .

   A :  Here are some        ones.

   B :  Which do you think is the most        ?

   A :  Well, What about this one? It's a       story.

(d) 문장 결합(Sentence comb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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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결합은 두 문장 이상의 어 단문을 연결하여 보다 길고 복잡한 의미를 지닌 

문장을 만들어가는 쓰기 활동이다. 내용은 부분적으로 통제를 받으나 표현 방법에 있

어서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 예:

   - 제시된 단문    

        ⅰ) The writer is young

        ⅱ) The writer is developing

        ⅲ) The writer works with options.

  - 가능한 문장결합

      ⅰ) The young writer who developing works with options

      ⅱ) The young, developing writer works with options.

(e) 받아쓰기(Dictation)

  받아쓰기 활동은 교사가 읽어주는 초보적이고 간단한 내용을 받아쓰는 활동으로서 

맥락(Context)과 함께 실제적인 언어가 주어지는 쓰기활동이다. 받아쓰기 활동으로 학

생들은 교사가 읽어주는 내용을 받아쓰는 과정에서 발음과 철자, 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기억을 강화시키는데, 정리 단계에서는 중요한 내용

을 복습하는 수단으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받아쓰기를 위한 지도 요령은 다음과 같다(박원, 1996).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세 번 읽어준다. 첫 번째는 정상 속도로, 두 번째는 소규

모의 단위로 적당한 곳에 멈추면서 읽는다. 세 번째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정상적인 속도로 읽어 준다.

  둘째, 처음 들을 때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들은 내용을 적어 가며 듣게 한다.

  셋째, 개인 작업이 끝나면 짝지어 2명씩 모여서 서로 확인하고 수정한 다음 다시 소

집단으로 모여서 잘못된 부분을 방출한다.

  넷째, 소집단별로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되 교사가 들려준 내용과 완전히 똑 같을 필

요는 없다.

  다섯째, 각 조의 표가 앞으로 나가 재구성한 글을 칠판에 적는다.

  여섯째, 교사는 원문을 칠판에 적고 학생의 글을 내용 재구성과 문법 목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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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바로 잡는다.

(나) 안내된 쓰기 활동(Guided writing)

  안내된 쓰기활동(Guided writing)은 다르게 유도 쓰기활동으로 불리며 통제된 쓰기

활동보다는 더 학습자에게 활동에 관한 유연성이 주어지는 쓰기활동이다. 이 활동 역

시 통제된 쓰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언어 형식을 연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자 보다 

언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쓰기 활동이다. 받아쓰기 작문(Dicto-comp), 편

지․카드 쓰기, 질문에 한 답 쓰기, 문장 정렬하기(Arrangement), 문장의 확

(Expansion of a simple sentence)등이 표적이 안내된 쓰기활동 방법이다.

(a) 받아쓰기 작문(Dicto-comp)

  받아쓰기 작문(Dicto-comp)은 받아쓰기(Dictation)과 작문(Composition)의 합성어

다. 이 쓰기활동 방법은 교사가 준비한 전체 문장을 여러 번 학생들에게 읽어 주는 동

안 칠판에 명사나 동사 등 문장의 핵심키워드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

해 준 어휘와 자신이 받아 적은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산출물을 작성한다. 

  받아쓰기 작문의 지도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용진, 1990).

  첫째, 교사가 본문 전체를 큰 소리로 읽는다.

  둘째, 본문의 개요(Outline)에 해당하는 어휘, 구 등을 칠판에 써준다.

  셋째, 다시 전체를 정상 속도로 읽어 준다.

  넷째, 학생들이 순서 신호(Sequence signals)나 핵심어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본문 전체를 읽는다.

  다섯째, 학생들은 필요하면 적당한 어휘를 삽입하여 원문에 가깝게 재구성한다.

 ※ 예시문 : . 

  I like                     .          I don't like             .           

  In general, advertising is          . you want to sell. Some             

  advertisements are           and            to understand., but            

  Advertising is not only for             . Advertisements can also        and  

  also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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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지․카드쓰기

  학생들이 내용이 일부 제시된 편지 및 카드를 완성해 보는 활동으로서 학습자들이 

친 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제시된 언어 형태를 익히는 방법이다.

  ※ 예시문 :

   Dear          .

   Are you free on              ?              going to the             

   Would like to come with             ?

   Love,              

(c) 질문에 대한 대답 쓰기

  질문에 한 답 쓰기 활동은 학생에게 제시된 내용 중심으로 교사의 특정한 단락

과 문맥에 관한 질문을 학생이 어 쓰기 활동으로 답하는 쓰기활동 지도법이다.

  예문 :  

  There are four seasons in New York City. The manes of the seasons are 

winter, spring, summer, and autumn.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and windy 

and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and humid.

   (Q1) How many seasons there in New York City?

   (Q2) What are the names of the seasons?

   (Q3)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d) 문장 정렬하기(Arrangement)

  문장정렬하기(Arrangement)활동은 뒤섞은 문장이나 정렬되지 않는 문장을 학생들

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응집성(Cohesion)있는 내용으로 다시 배열하는 활동이다. 

이때 재배열된 문장들은 문맥 또는 언어 형식이 맞으면 되므로 굳이 정답이 하나가 나

올 필요는 없다.

  ※ 예문 :

   It was sunny day.

   Suddenly, the third ant looked behind him

   They were on their way home.

   Three ants were walking up a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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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1)

   Three ants were walking up a hill

   It was a sunny day.

   They were on their way home.

  

   (Answer 2)

   There ants were walking up a hill

   They were on their way home.

   It was a sunny day.

(e) 문장의 확대(Expansion of a simple sentence)

  단문이나 간단한 단어 및 구를 첨가하거나 보태어 문장을 확 해 나가면서 쓰기 능

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쓰기활동 지도 방법이다.

  ※ 예 :

   ⅰ) I feel happy when                         .

   ⅱ) The most beautiful place I have ever been                          . 

   ⅲ) On Saturday, I like to                         .

(다) 자유 쓰기활동(Free writing)

  자유쓰기 활동은 통제된 쓰기 활동에서 보다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사고 과정의 결과를 산출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자유 쓰기활동은 언어의 형

식이나 구조보다 자신의 전략에 의거 글을 생성하는 창조적․학습자 중심적 쓰기활동 

유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쓰기 지도는 아동 언어 발달 단계에 비추어 주로 통제

된 쓰기(Controlled writing)과 유도된 쓰기(Guided writing)활동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무리 초등 어라고 할지라도 짧은 글을 쓸 때의 문단 개념과 글의 

짜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자유쓰기 활

동은 고학년을 중심으로 통제 및 유도 쓰기와 함께 적절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자유쓰기 활동을 할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김재혁, 1999).

  첫째, 내용에 중점을 두며 쓰기 전 활동(Pre-writing work)에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둘째, 쓰기는 다른 언어 기능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이 쓴 글이 어떻든지 이해하려 하고, 그 글에 해서 뭔가 긍정적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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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준다.

  넷째, 칭찬은 하되, 다시 쓸 것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다섯째, 가능하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쓴 글은 교실에 붙여 놓거나 보관해 둔다.

  여섯째, 주제를 갑자기 정해주고 쓰게 하거나 준비 없이 숙제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글에서 잘못된 점을 눈에 띄는 로 모두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유쓰기 활동의 표적인 활동은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쓰기, 제목부여 작

문, 편지 쓰기를 통한 쓰기 지도, 일기를 통한 쓰기 지도 등이 있다.

(a)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이용한 쓰기 지도

  쓰기주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어휘나 문장 등을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학습자가 쓰는 활동이다.

  ※ 예 :

  주제 : Desert

  Beach - The sun and ocean are beautiful at the beach

  Swimming - I swim there every weekend

(b) 제목부여 작문

  제목부여 작문은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주변에 소재를 중심으로 쓰기 활동의 제목을 

부여 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목과 관련한 글을 산출해 내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생활주변의 친근한 소재를 통하여 흥미 있고 다양하게  통하여

제목과 관을 표출해 낼 수 있다.

  ※ 예 : 

   < Title >

   My mother is

   My favorite sports.

   The movie I saw

(c) 편지 쓰기를 통한 쓰기 지도

  교사가 편지 양식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편지 양식에 맞추어 실제적(Authentic) 생활

사태속에서 오고 가는 편지글의 내용을 직접 작문해 보도록 하는 쓰기지도 활동이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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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아래 초청 글에 한 친구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편지를 써보도록 하자.

        (단, 편지 양식은 준수)

  I would be happy if you come to my house on this Saturday evening. We    

  are having a small party. We hope you can join us.

                                                           Sincerely yours

                                                                          

(d) 일기를 통한 쓰기 지도

  일기를 통한 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일기는 

일정한 패턴을 연습하는 기능적인 작문 연습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타

인에게 글로써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기능 훈련의 일환이다(김성룡, 1999). 따라서 

문법적인 언어구조에 초점 보다는 글의 내용과 구성방식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2.2. 다시쓰기과제(Dictogloss) 활동지도

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정의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는 Dictation(받아쓰기)와 Gloss(주석)의 합성어로서 받아

쓰기에서 파생되었다. 최근 호주를 비롯한 어권 국가에서 쓰기 교육을 위한 주요 활동

으로 각광받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시쓰기 과제는 전통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실제성(Authenticity)이 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일종으로 산출에 초점(Output-focused)

을 둔 학습 방법이다. 전통적 받아쓰기(Dictation)가 교사가 제시하는 언어 과제를 학

생들이 그 로 받아 적는 활동이라면, 다시쓰기 과제는 교사가 짧은 글을 읽고 학습자

는 들은 단어들을 모두 받아 쓴 다음, 소집단 단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끌어

내어 원문을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다(Nunan, 1999). Lim & Jacobs(2001) 역시 다시쓰기 

과제의 특징을 소집단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ictogloss, the type of group activity used in the current research, consists 

of a dictation exercise during which the students take down notes in the form 

of content wor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text with their peers before 

participation in a class discussion for the purposes of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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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업에서 다시쓰기과제(Dictogloss)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ajuryb, 1990)

  첫째,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을 정상적인 속도로 읽어주고, 주요 어구를 받아 

적게 한다. 

  둘째, 소집단 안에서 적은 내용을 모아 의미가 통하도록 원문을 재구성하면서 문법

적인 부분도 확인을 한다.

  셋째, 학습 전체 활동으로 각 집단이 만든 글을 발표하고 이를 교사가 분석하며 틀

린 부분을 정정한다.

  이러한 다시쓰기과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들은 음성적 입력(Phonetic input)을 

문자라는 매개물을 이용하여 그 로 옮겨 쓰는 문자의 출력(Written output)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재구성하여 문자로 출력하게 된다(최선숙, 

2002). 이러한 재구성과 출력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목표언어에 해 자신이 얼마

나 알고 있는지를 또는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Wajuryb, 1990). 

  다시쓰기과제(Dictogloss)는 학습자들의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과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을 통한 의식적 활동과 소집단 활동, 그리고 문맥을 고려한 

원문의 재구성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시쓰기 과제는 학습자에게 받아쓰기라는 통

제된 쓰기 활동에서 자유 작문(free writing)에 이르는 교량 역할을 경험하게 해주어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쓰기 교수법이다(안정희, 2004).

나. 다시쓰기과제(Dictogloss)의 특성 및 단계 

  다시쓰기과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정희, 2004).

  첫째, 소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학습자는 목표어에 한 제한된 지식, 의사소통 전략 등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하

여 과업을 수행하면서, 능동적으로 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테스팅(Testing)인 동시에 교수(Teaching)의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학습자

는 각 단계에서 목표어에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지식과 언어 기능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이다. 정보차란 학습자들이 들어서 기

억하고 있는 것, 받아쓰기 할 때 적어 놓았던 것과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차 

활동은 실생활에서의 화와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여 의미 있고(Meaningful),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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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Authentic)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문법이 문맥을 통해서 학습된다. 문맥에서 벗어난 문법은 학습자에게 의미나 

실용적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위한 문법 학습은 언어 유형

(Language forms), 구조(structures)와 문형(pattern)을 그 자체의 습득을 위해 고립

된 부분으로 가르치지 않고 의미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학습될 수 있다.

  다섯째, Dictogloss 활동은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킨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

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학습 욕구를 

갖게 된다.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시에 교사의 피

드백도 제공받게 되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서 학습에의 동

기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여섯째, 이 활동은 소집단 활동이므로 자신의 실수나 오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두려움 없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의사

소통과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이 학습이 실제 언어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지

므로 자신의 의사를 목표어로 표현하려 노력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의 자

료를 공유함으로써 협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같이 

자연스럽고도 더욱 빈번하게 발화할 수 있다.

  Wajuryb(1990)는 이상 살펴본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단

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a) 1단계 

  준비 단계(Preparation)로서 교사는 우선 학습자들은 4-6명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모둠학습이 용이 하도록 책상을 배열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설명하고 주지시킨다. 그런 다음 학습자에게 교재

(Textbook)의 소재, 주제, 또는 상황을 알려주고, 각각 예상되는 어휘를 떠올리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듣게 될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Nunan(1991)역시 준비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 그림, 설명, 어휘 등을 통해 

학생들은 글의 내용에 해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 단계에

서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를 기 할 수 있어, 효과적인 듣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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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단계

  받아쓰기 단계(Dictation)로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지나 공책을 준비시키고, 

교사가 불러 주는 내용을 받아 적을 준비를 시킨다. 이 단계에서 보통 학습자는 지문

을 두 번 듣게 된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고, 받아쓰는 것은 두 번째 

듣기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두 번째 듣기가 끝나면 학습자는 들은 내용들 중에서 알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는다. 교사가 제시하는 모든 문장들을 적는데 중점을 두기보

다, 학습자가 얻어낸 정보, 내용어(Content word)를 메모하는 정도로만 지도한다. 이 

받아쓰기 단계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내용의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c)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재구성 단계(Reconstruction)로서 학습자는 받아쓰기 단계에서 받

아쓴 정보나 내용을 이용하여 그룹원들과 함께 내용을 재구성한다. 학습자들은 각각 

적은 내용을 그룹 내에서 나름 로 표현을 하고, 수정을 거쳐 각 구성원이 적어놓은 

문장이나 단어들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과 유사하게 재구성 한다. 이 단계

에서 교사는 들은 내용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분석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오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사소한 주변의 실수

를 지적해야 한다.

(d) 4단계 

  분석과 수정(Analysis and Correction)의 단계로서 학습자들은 그룹 내에서 재구성

한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받아 적은 내용을 스스로 분석하고 수정하

는 단계이다. 이때 교사는 원문가 일치하는 산출을 독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시

들의 언어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원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시쓰기(Paraphrasing)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야한다. 집단내의 분석과 수정이 끝나면 집단별로 전체 학생

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오류에 한 간단한 피드백을 해 준다.

다. 다시쓰기과제(Dictogloss)의 효과

  다시쓰기 과제(Dicogloss)는 앞서 특성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쓰기를 교수․학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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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창순(1996)은 다시쓰기의 과제의 효과를 듣기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의 4가지 기능 개발을 촉진하며, 어로 생각하고 추론하

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요약하는 능력 및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고 주

장한다. Murray(1994)는 다시쓰기 과제가 다른 학습의 전이를 촉진하며 의사소통 기

능을 향상시킨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Verbal interaction in dictogloss tasks can be described as typical of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of individuals engaged in problem solving. For 

this reason, dictogloss tasks might be able to further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fluency in so far as these can be extended by engaging in 

genuine communication.

  Wajnryb(2001)역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 자신의 언어와 문법으로 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글을 학습자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

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LaPierre(1994)역시, 프랑스어 몰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계속해

서 명사의 수의 일치, 남성과 여성의 관사, 과거 시제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다시쓰기과제 수행 중 협동 학습을 통한 산출 과정을 통하여 목표 언어

의 학습이 보다 잘 일어났다. 

  이상 살펴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효과들은 초등학생들의 어에 한 흥미

와 자신감을 길러주면서 동시에 쓰기 학습 능력 향상도 꾀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으로서 다시쓰기과제(Dictogloss)의 현장 적용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언어 발달 단계에 알맞은 다시쓰기 과

제를 선정․구안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천 노력 역시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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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 여 계 처 치 방 법

실험 집단 19명 16명 35명

• 어 전담교사의 어 교과수업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를 활 

 용한 어 쓰기 학습

통제 집단 18명 16명 34명 • 어 전담교사의 어 교과수업

Ⅲ. 연구의 방법

3.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통한 어 쓰기 수업이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어 쓰기 능력과 어 학습에 관한 정의적 역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기 위하여 서울시 D초등학교 6학년 2개 반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각각 1개의 

실험 집단(35명)과 통제 집단(34명)을 선정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담임 교

사의 협조 아래 간접적으로 실시하 다. 

  연구 상으로 표집 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학생의 구성과 처치 방법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실험 집단-통제 집단 구성 및 처치방법 비교

3.2. 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기간 및 절차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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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절차 및 기간

연구 절차 추진 내용 
기간 (2008. 3 ― 2008. 1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연구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문헌 연구 및 

사전측정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분석 ← →

사전측정 및 분석 ← →

실행 목표 

및 과제 선정

세부 실천 사항 조사 ← →

연구 계획서 작성 ↔

실천 과제 실행 
실천 과제 실행 계획 수립 ← →

자료 개발 및 적용 ← ― →
실천 과제 정리

및 검증 

과제 실천 결과 정리 ↔

결과 검증 ← →

일반화 및

보고서 작성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 ― →

  본 연구의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연구 계획, 이론적 배경을 

비롯한 자료 수집, 사전 쓰기 능력 평가, 사전 정의적 역 검사,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 활용한 실험 처치, 사후 쓰기 능력 평가, 사후 정의적 역 검사,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실시하 으며 연구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계획 단계(2008. 3)에서는 본 연구자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

과 선행 연구물들 중에서 학문적 가치와 현장 적용성 및 실행 가능성이 있는 연구물을 

토 로 본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의 실행 순서 및 필요한 단계를 설정하여 전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 다.

  둘째, 자료 수집 단계(2008. 3~4)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관련된 문헌과 선

행 연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 고, 제 7차 초등학교 어과 교

육과정의 쓰기 교수․학습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다시쓰기과제(Dictogloss)활동 내용을 추

출하 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어쓰기 학습 및 어 학습과 관련된 정의

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태도)에 관한 사전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PSS 12.0 버전으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 다. 다시쓰기과제(Dictogloss)프로그

램을 적용할 내용 및 절차를 구안하 으며 마지막으로 평가 도구를 수집, 제작하 다.

  셋째, 연구 실행 단계(2008. 5~7.)에서는 실험집단에 2008년 5월 1주부터 7월 2주

까지 10주 동안 실험 계획에 의거 매 단원별 자료를 적용, 학습결과를 분석하 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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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 쓰기능력 검사 및 어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태도)에 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넷째, 결과 분석 단계(2008, 8~9)에서는 쓰기 능력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평가 도

구에 의하여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버전으로 두 집단(실험집단, 

통제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

증을 실시하 다. 또한 정의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태도)에 관하여 쓰기 능력과 

같은 검증 절차로서 3개의 역별(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에 관하여 결과를 분석

하 다.

  다섯째, 일반화 및 보고서작성 단계(2008, 9~12)에서는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프로그램을 적용한 어쓰기 학습이 학습자들의 어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역 향상

에 있어 그 효과 검증을 토 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보고서를 작성하 다.   

3.3. 실행목표의 설정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 목적,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탐색, 사전검사 및 실태 분

석을 토 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행 

목표를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 다.

실행목표 Ⅰ
․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할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

실행목표Ⅱ ․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구안한다.

↓ ↓

실행목표 Ⅲ
․ 구안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교수․학습에 

 적용한다.

[그림 Ⅲ-1] 실행목표 실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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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설계 및 검사 도구 

가. 실험 설계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통제 집단과 실

험 집단을 설정하고 각 집단의 변화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구

상하 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그림 Ⅲ-2]와 같다.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실험 집단

실험 처치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증가분 증가분

▾
▾

비 교

사전 검사 처치 사후 검사

통제 집단 O1 O2

실험 집단 O3 X O4   

O1 -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쓰기능력 및 정의적 역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O2 -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쓰기능력 및 정의적 역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O3 - 실험 집단 사전 검사 (쓰기능력 및 정의적 역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O4 - 실험 집단 사후 검사 (쓰기능력 및 정의적 역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X -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용한 어 쓰기 학습)

[그림 Ⅲ-2] 사전․사후검사 통제 집단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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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증 방법

  앞의 실행 목표를 추진하고 다시쓰기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쓰기 능

력 및 정의적 역에 관한 효과를 <표 Ⅲ-3>와 같이 검증한다.

<표 Ⅲ-3> 검증 방법 및 내용

검증 내용 도  구 시  기 검증 방법    상

1. 쓰기 능력 자작 검사지
1차: 4월

2차: 7월

․독립표본 t-검증

(좌우 비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2. 정의적 

 역 

흥미도
검사지

신혜경(2005)

1차: 3월

2차: 7월

․독립표본 t-검증

(좌우 비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자신감

학습 태도

다. 검사도구 개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첫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쓰기 학습의 결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초등 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수준의 성취 기준에 따라 본 연구자가 

직접 사전․사후 평가지를 개발하 다.

  둘째, 다시쓰기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학습이 학습자들이 어에 한 정의적 

역(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작된 검사

지(신혜경, 2005)를 적용하 다.

(1) 사전 검사

(가) 쓰기 능력 평가

  5학년 2학기와 6학년 1단원-2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어, 그림보고 문장 완성하

기, 문장의 순서 맞추어 쓰기, 문장 쓰기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20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 다.(부록 참조)

(나) 정의적 요인 검사

  정의적 요인은 어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세 가지 역에 해 검사하

다. 각 역에 해 각각 5문항을 Likert 척도법에 의해 5단계 평정 척도로 제작된 

검사지를 사용하 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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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검사

(가) 쓰기 능력 평가

  6학년 1학기 4단원부터 8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보고 문장 완성하기, 문장의 

순서 맞추어 쓰기, 문장 쓰기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동일한 평가를 위해 사전 평가 문항과 같은 유형으로 평가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 다.(부록 참조)

(나) 정의적 요인 검사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 다.

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쓰기 능력의 사전․사후 평가

  종래 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쓰기 지도 방법과 본 연구의 실험적 쓰기 지도 교수 

방법인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을 교수․학습에 실제 적용한 후 두 집단간

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총 2회의 평가를 실시하 다. 1차 평가는 사전 평가로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서로 유사한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 처치 전에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다. 그리고 2차 평가는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는 사후 평가이다. 

두 평가지의 문항 수는 모두 20문항으로 1점단위로 점수를 채점하 다.

(2) 쓰기 능력의 사전․사후 평가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Paried t-test(t-검증)하 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 12.0 통계 패

키지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 다.

(3) 정의적 요인의 사전․사후 평가

  종래 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쓰기 지도 방법과 본 연구의 실험적 쓰기 지도 교수 

방법인 다시쓰기과제 프로그램(Dictogloss)을 교수․학습에 실제 적용한 후 두 집단 간

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총 2회의 평가를 실시하 다. 1차 평가는 사전 평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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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어 학습에 한 정의적 역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실험 처치 전에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다. 그리고 2차 평가는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

는 사후평가이다. 

(4) 정의적 용인 사전․사후 평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Paried t-test(독립표본 t-검증)하 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 

12.0 통패키지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

다

Ⅳ. 연구의 실제

4.1. 실행목표 Ⅰ의 실천

[실행목표 Ⅰ]

․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할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어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어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어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어에 해 흥미와 호기심, 친근

감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효과적으로 다시쓰기 과

제(Dictogloss)프로그램을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물리적, 심리적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가. 교실 환경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에 한 친 감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어와 관련된 환경 자료를 다음과 같이 비치․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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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English Zone 운  Ⅰ

Fun English Zone 운  Ⅱ

나. 일기 쓰기를 통한 작문 지도

  일기쓰기는 통제된 작문 연습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의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

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익한 쓰기 지도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주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어로 쓰는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어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

일기쓰기를 통한 작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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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myself

사전 만들기를 통한 어휘력 향상지도

다. 포트폴리오(Improving myself)

  학생들이 자신이 수업 시간을 통해 산출해낸 결과물을 점검하고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학생마다 매 차시 어 학습 결

과물과 자료를 정리하는 포트폴리오를 운 하 다. 이러한 포트폴리오활동을 통해 학

생들의 성취수준 및 학습참여도를 연구자가 쉽게 파악하여,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

  

라. 사전 만들기(Making dictionary)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어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단원 새로 등장한 어휘를 학생들 스스로 사전을 만

들어 그림과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새로운 어휘를 학습자들이 쉽게 익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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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하기 카드

사이버 학습을 통한 어지도

마. 영어 말하기 카드

  매 단원 필수 학습 요소가 포함된 말하기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 단원별 필수 

구문을 자연스럽게 습득(Acquisi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말하기 카

드는 어 인증제와 함께 실시하여 학생들이 동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바. 사이버 학습

  서울시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꿀맛닷컴을 활용하여 학생이 자기 주도적(Self 

directed)으로 사이버 학습과 자율 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하 다. 이러한 꿀맛닷컴과 

같은 사이버 학습은 보다 실제 언어적 상황에 학습자들을 노출시켜, 어에 한 친

감과 자신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향상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각 단원별로 제시

된 다양한 유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의 ‘우리학교 어도

서관’을 이용하여 어 동화책 읽기를 생활화 하도록 안내, 학생들이 어에 자연스

럽게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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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행목표 Ⅱ의 실천

[실행목표 Ⅱ]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구안한다.

  실행 목표 Ⅱ의 실천을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단원

별 쓰기 역에 관한 지도 내용 및 지도 요소를 추출한다. 이를 토 로 하여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 활동을 구안․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구체화한다. 

가. 차시별 수업 활동 비교

  초등학교 6학년 어과 교육과정은 모두 1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각 단원

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로 구성  소를 제시하고 있다. 차시별 수업 구성

요소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차시별 수업 구성 요소

        차시

 구분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차시별

구성 요소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apeat. 

Let's Play(1)

Look and 

Speak. 

Listen and 

Reapeat.

Let's Read, 

Let's Play(2)

Let's Sing.

Let's Write.

Let'sPlay(3).

Activity

Review

  이렇게 각 단원별로 제시된 차시별 활동 중 쓰기 언어 기능 학습을 위해 배당된 수

업 시간은 3차시이다. 3차시의 쓰기 학습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그림을 보며 문장

을 쓰기, 짧은 어구와 문장 쓰기, 구두로 익힌 문장쓰기, 알맞은 문장 부호와 함께 문

장 쓰기 등의 활동으로 확장되는 점진적인 구조로서 읽기와 듣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7).

  본 연구는 초등 어과 교육과정에 배당된 3차시의 쓰기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1차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Look and Listen, List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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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peat, Let's Play(1)로 구성되었고, 2차시 역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Look 

and Speak, Listen and Reapeat, Let's Play(2)로 구성하 다. 실험 집단의 실험 처

치는 3차시에 주어졌다. 본 연구에서 3차시는 실험 집단은 Let's Sing, Let's Write, 

Let's Play(3)로 수업이 구안되었고, 통제 집단의 수업은  Let's Sing, Let's Write(다

시쓰기과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의 과정이 구안되었다. 4차시에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

단 모두 교과서의 활동과 Review활동으로 구성하 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시

별 수업 활동 비교는 <표Ⅳ-2>와 같다.

<표 Ⅳ-2>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시별 수업 활동

        차시

 구분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실험반 Look and 

Listen. 

Listen and 

Reapeat. 

Let's Play(1)

Look and Speak. 

Listen and 

Reapeat.

Let's Read, Let's 

Play(2)

Let's Sing.

Let's Write.

다시쓰기과제

(Dictogloss)적용

Activity

Review

통제반

Let's Sing.

Let's Write.

Let'sPlay(3).

Activity

Review

나. 단원별 교육과정 분석 및 지도 요소 추출

  본 연구에서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를 구안 및 적용하여 수업 활동을 

전개한 단원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 적용 단원

연구 단원

(적용 차시)

Lesson4. When is your birthday?

(3차시 실험처치)

Lesson5. May I help you?

(3차시 실험처치)

Lesson6. Can I have some water?

(3차시 실험처치)

Lesson7.  My father is a pilot

(3차시 실험처치).

Lesson8. What will do this summer?

(3차시 실험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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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의사소통 기능 차시 주요 학습 내용

4. When is your 

birthday?

․ 되묻기

  - Pardon?

․ 반 하기

  - I don't think so.

3
․ 생일에 관한 짧은 어구 

  와 쉬운 문장 쓰기

5. May I help you?

․ 물건사기

  - May I help you?

․ 의견표현

  - It's too expensive

 ․물건사기

  - I'll take it.

 ․사실적 정보

  - Here's your 

    change

3
․ 물건 사기에 관한 쉽고 

  간단한 문장 쓰기

6. Can I have some 

water?

․ 허락

  - Can I have some 

    water?

․ 희노애락

  - I'm hungry

․ 의견표현

  - I have no idea. 

3
․ 허락 요청하기에 관한 

  쉽고 간단한 문장 쓰기

7.  My father is a 

pilot

 ․ 사실적 정보

  - Does your 

    mother works?

 ․ 사실묘사

  - She's a teacher. 

3
․ 직업에 관한 쉽고 간단 

  한 문장 쓰기

8.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 의사소통기능

  - What will you 

    do?

  - I will visit my 

    uncle

  - I will ride my 

    bike 

3 ․ 미래에 관한 문장을 쓰기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이 적용된 연구 단원은 각각 특정한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을 학생들이 습득(acquisition)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Ⅳ-4>와 같다(교육부, 1999). 

<표 Ⅳ-4> 연구단원 주요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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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지도 요소

4. When is your birthday?

 - It‘s July 25th. I like July. 

 - My birthday is in july.

 - When is your birthday ?

 - It's May 2nd. I got a book last year.

 - When is yours ?

 - It's November 5th.

 - My mother's birthday in November, too.

․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

․ 달 앞의 전치사 in

․ 소유 명사

․ day 앞의 전치사 on

․ 날짜를 말할 때 서수 사용하기

․ 고유명사 앞에 the 생략

5. May I help you?

 - May I help you?

 - Yes. How much is that apple?

 - It's $ 2.

 - It's too expensive.

 - How much is it?

 - It's $ 1. OK. I'll take it.

 - Thanks. Here's your change.

․ May로 시작하는 의문문

․ 가격을 묻는 How much

․ 복수(12 dollars)

․ 부사의 위치(too)

  이상 살펴본 각 단원별 의사소통 기능과 주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기 지도 요소

를 <표Ⅳ-5>와 같이 추출 하 다. 단원별로 추출된 쓰기 지도 요소들은 각 단원별 학

생들이 도달 및 성취하여야 하는 언어 규칙을 기준으로 선정 되었다. 진하게 나타난 

부분이 해당 단원에서 강조되는 언어 규칙으로서 학생들의 언어의 구조와 형태에 초

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교수․학습과정상에 반복적으로 반 ․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 Ⅳ-5> 단원별 쓰기 지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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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y I help you?

6. Can I have some water?

 - It's time for lunch. Let's have lunch.

 - Umm. It' chicken. Try this.

 - It's delicious.

 - Oh, it's hot. I'm thirsty.

 - Mom, can I have some water?

 - Here you are.

 - How kind of you!

․ 허락을 구하는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답

․ 감탄문

․ try로 시작하는 명령문

․ 부사의 위치

7. My father is a pilot.

 Let's study together this afternoon.

 OK. Let's go to my house.

 Does your mother work?

 Yes, she does. She's a pilot

 My mother doesn't work.

 Is he your father?

 Yes, he is. He's a doctor.

8.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 3인칭 단수

․ Do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답

․ Be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답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vacation?

 I will visit my uncle in London

 Really? That's great

 How about you?

 I will go camping

 Wow, It will be nice

․ 미래시제 will

․ 장소 앞에 쓰이는 전치사 in

․ 장소 앞에 쓰이는 전치사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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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행목표 3의 실천

[실행목표 Ⅲ]

․ 구안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교수․학습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실험집단을 상으로 연구 기간 동안 실험 단원으로 선정된 각 단원의 언어

기능과 규칙을 중심으로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그러한 지도요소를 바탕으로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구안, 어과 교수․학습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 다.

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프로그램 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자들의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활동 단계를 분석하여 다음 <표 Ⅳ-6> 과 같은 실험반의 3차시 쓰기 활동(Writing 

activity)을 위한 수업 모형을 구안․적용하 다. 3차시 쓰기 활동을 위해 구안된 수업 

모형은 전체 단위 차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단위 차시내의 하나

의 활동으로서 수업의 과정으로 적용되었다.

<표 Ⅳ-6> 실험 집단의 3차시 쓰기 활동(writing activity)을 위한 수업 모형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집단

Preparation
-전시학습 상기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전차시 내용 복습하기

- 그림을 보며 문장 말하기
개별활동

↓ ↓ ↓ ↓

Presentation -본문듣기 - 지도요소가 포함된 본문듣기 개별활동

↓ ↓ ↓ ↓

Activity

-받아적기

-종합하기

-수정하기

- 교사가 들려주는 본문 받아 

   적기

- 모둠끼리 내용 종합하기

- 계속되는 오류 수정하기

개별활동

↓

모둠활동

↓ ↓ ↓ ↓

Consolidation
-발표하기

-점검하기

- 모둠별로 완성된 문장 발표 

   하기

- 모둠별로 원문과 비교하며 

   점검하기

전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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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7. My father is a pilot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2

Date June 17th, 2008 Class 6-2 Teacher Ko-do-sun

objectives
 ♣ Students will be able to sing ′People Song′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about family and professions.

  준비 단계(Preparation)에서는 1,2차시의 전시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과 그림, 

또는 낱말 카드, 스무고개 등을 제시하여, 본 차시 학습 내용에 관한 학습자들이 지닌 

선행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러한 듣기 전 단계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본 차시의 학습 내용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듣기 활동

을 할 수 있다.

  본문 듣기(Presentation) 단계에서는 각 단원별 핵심 지도 요소가 포함된 본문을 학

습자들에게 정상 속도로 2-3회 제시하여 학생들이 목표 언어에 충분히 노출될 기회를 

제공했다. 

  쓰기 활동(Activity)단계에서는 교사가 들려주는 본문을 개별적으로 학습지에 메모

하고, 모둠원들간 협력하여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화 글을 완성하게 하 다. 이 단

계에서 교사는 순환 지도를 통해  개별 학생이 계속해서 범하는 오류를 적절하게 지도

했다.

  종합하기(Consolidation)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완성된 문장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듣기 전 준비한 본문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원문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점

검하도록 하 다.

나. 교수․학습 과정안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활동 단계를 적용한 실험 집단의 7단원 3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실험 집단의 3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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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aterials 

and Tips

Introduction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 What's the date today?

 ◉ Motivation

  ∙Quiz about ' People Song '

   - Who is fighting fires? (fireman)

   - Who is cutting people’s hair? (barber)

   - Who is working in the restaurant? (chef)

 ◉ Main subject presentation

 ∙ Today we will sing ' People Song ' and 

   write about family and professions.

5' ☞ 

☞ 

♣

 

calendar

PPT①
모둠별로 한 

가지씩 질문

한다.

Practice

&

Production

 ◉ Activity1. Let's sing ' People Song '

  ∙Listen to the song first.

  ∙Practice to sing a song by lines.

  ∙Sing a song with the music.

10'
movie 

clip

Practice

&

Production

 ◉ Activity2. Let's do the Dictogloss

  - What does your father do? 

   - What does your grandmother do?

   - What does your aunt do? 

  ∙Tell the main text to the students.

   - Now, I'll tell you the story, listen         

      carefully.

   -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then talk with your group's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 Revise your writing

   - Let's express your groups's outcome

   - Let's compare with the initial text

   - Let's check your writing

20'

☞

♣

picture 

cards,

notebook, 

glue,

worksheet

PPT②
쓰기에 어려

움을 갖는 아

이들을 개별

지도 한다.



- 65 -

Production

  ◉ Closing

  ∙Let's check today's lesson

   - Did you enjoy the Dictogloss' activity?

   - Today we have studied regarding job

   - What expression can we use when we   

     want to know 

    someone's occupation?

  ∙Next class, we will have a test of lesson 7.

5'
☞

picture 

cards,

PPT③

  실험 집단이 다시쓰기과제(Dictogloss) 활동 단계를 적용한 3차시 수업을 받는 동안 

통제 집단에게는 Let's Sing, Let's Write, Let's Play로 초등학교 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적인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적용하여 지도하 다. 통제반의 7단원 3차

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통제 집단의 3차시 지도안

Lesson 7. My father is a pilot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2

Date June 17th, 2008 Class 6-2 Teacher Ko-do-sun

objectiv

es

 ♣ Students will be able to sing ′People Song′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about family and professions.

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aterials 

and Tips

Introduction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 What's the date today?

 ◉ Motivation

  ∙Quiz about ' People Song '

   - Who is fighting fires? (fireman)

   - Who is cutting people’s hair? (barber)

   - Who is working in the restaurant? (chef)

 ◉ Main subject presentation

  ∙Today we will sing ' People Song ' and 

    write about family and professions.

5'
☞

☞

♣

calendar

PPT①
모둠별로 

한 가지씩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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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Activity1. Let's sing ' People Song '
  ∙Listen to the song first.
  ∙Practice to sing a song by lines.
  ∙Sing a song with the music.
 ◉ Activity2. Let's write 
  ∙Show them the picture cards and let them    
   say the jobs
   - What does your father do? 
   - What does your grandmother do?
   - What does your aunt do? 
  ∙Make them write sentences using the picture  
   cards.
   - My father is a doctor.
   - My grandmother is a teacher.
   - My aunt is a pianist.   

10'

15'

☞

☞

♣

movie 
clip,
worksheet
p i c t u r e 
cards,
notebook, 
glue,
PPT②
쓰기에 어려움
을 갖는 아이
들을 개별지도 
한다.

Production

 ◉ Let's play ' Card Game '
  ∙Trade cards and get them all
   - speak out the number what you want to   
     trade, to collect the family cards of same        
     professions as soon as possible.
   - if somebody speaks out same number      
    with you, you can trade the cards.
   - one of the players gets all the family cards,  
     he/she becomes a winner.
 ◉ Closing
  ∙Next class, we will have a test of lesson 7.

10'
☞

♣

picture 
 cards,
PPT③
4명씩 게임을 
하고 이긴 사
람 에게는 스
티커를 
다

<표 Ⅳ-9> 수업 장면 

<배경지식 활성화> <개별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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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합․수정하기> <점검하기>

<표 Ⅳ-10> 다시쓰기 과제 프로그램(Dictogloss) 학습지 및 활동의 예

다. 학습자료

단원명  6-1-4. When is your birthday?

자료명  단어 카드와 숫자 주사위

자료

설명

▶ 달 낱말카드와 날짜 주사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날짜를 나타내는 표

현을 연습하도록 함. . 

▶ 특히 숫자주사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수에 한 연습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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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6-1-5. May I help you?

자료명   단어 카드 와 접착식 파일, 모형 돈

자료

설명

▶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 속에서 제시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

도록 모형 돈과 모형 상품을 제작 활용함.

▶ 다른 학급과 순환하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사 진

단원명   6-1-6. Can I have some water?

자료명   문장카드와 음식 카드

자료

설명

▶ 학생들이 음식카드를 이용하여 감정표현 및 권유의 표현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함.

▶ 문장의 빈칸을 학생들이 채워 넣어 작문하는 활동으로 구성.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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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6-1-7. My father is a pilot.

자료명   단어 카드와 문장카드, 인물 카드 

자료

설명

▶ 학생들이 낱말카드와 문장카드를 통해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연습

하도록 함.

▶ 학생들이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인물에 해당하는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

현을 작문 하도록 예시문을 제시.

사 진

단원명   6-1-8.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자료명  낱말 카드, 단어카드

자료

설명

▶ 학생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의 표현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문장 카드를 제시하고 손가락으로 따라서 써 보는 활동을 전개함. 

▶ 낱말 카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정렬되지 않는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도

록 하여 목표언어의 규칙을 이해시키고자 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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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의 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언어기능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며, 학습자들

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를 

EFL교실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쓰기 능력 역 과 정의적 역(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하 다.

  첫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 쓰기 능력 검사와 정

의적 역 측정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 다.

  둘째, Dictogloss 과제 적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적 쓰기 교수법과 비교하여 그 상 적 효과를 검증하 다.

  셋째, Dictogloss 과제 적용이 학생들의 어 학습에 한 정의적 측면(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다.

5.1. 사전 평가

  실험을 하기 전에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측면과 같은 이 연구의 종속 변인에 해당하

는 역에서 두 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밝히기 위해서 사전 평가를 실시하 다. 

가. 사전 쓰기 능력 평가

 <표 Ⅴ-1> 사전 쓰기 능력 평가

구   분 인 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사전쓰기 

능력

실험 집단 35 12.9143 2.02007
67 -.433 .666

통제 집단 34 12.6765 2.51927

*p< .05, **p< .01, ***p< .001

  위의 <표 Ⅴ-1>의 사전 쓰기 능력 평가를 살펴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각각 

35명, 34명으로 평균은 실험 집단이 12.9143 통제 집단이 12.6765로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0.2378 이 높다. 산술 평균 상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사전 쓰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지라도 검정통계량(t)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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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어학습에 

한 흥미도

실험 집단 35 15.1714 2.59508
67 -.256 .799

통제 집단 34 15.0000 2.95420

어학습에

한 자신감

실험 집단 35 14.2000 2.55297
67 -.038 .970

통제 집단 34 14.1765 2.59919

어학습 태도
실험 집단 35 14.2286 2.54473

67 -.216 .829
통제 집단 34 14.0882 2.84304

의수준 5%이하에서 귀무가설은 채택된다. 위의 결과에서는 검정통계량(t)의 유의확률

이 0.05보다 크게 되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되고, 따라서 두 집단 간 사전 쓰기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은 사전쓰기 능력에 

있어서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   

나. 사전 정의적 영역 평가

<표 Ⅴ-2> 사전 정의적 역 평가

구   분 인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사전 정의적

역 평가

실험 집단 35 42.3143 6.55641 67
-.324 .747

통제 집단 34 41.7647 7.51184 67

*p< .05, **p< .01, ***p< .001

  사전 정의적 역은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어에 

한 자신감, 어 학습 태도)의 총점으로 75점을 만점으로 그 검증 결과는 <표 Ⅴ

-2>이와 같다. 사전 정의적 역 한 검정통계량(t)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되

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되고, 따라서 두 집단 간 사전 정의적 역에 관한 항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은 사전 정의적 역에 있

어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Ⅴ-3> 사전 정의적 역 각 항목별 평가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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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3> 은 사전 정의적 역의 평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에 관한 각각의 

검증 결과이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 학습에 한 흥미도 항목은 평균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0.1714 산술적인 평균이 높으나 검정통계량(t)의 유의확률이 0.799로서 유의수준 

0.05(5%)보다 크므로 유의 수준 5%에서의 귀무가설이 채택될 수 있다. 따라서 다시쓰

기 과제(Dictogloss)를 적용한 실험 처치를 하기 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어 

학습에 한 흥미도의 차이에서 동질 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 학습에 한 자신감 항목 역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산술 평균에서 

0.0235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의확률(P-value)의 값이 0.970로 측정되었다. 유의 

수준 5%에서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이 역시 채택될 수 있고, 따라서 다시쓰기과제

(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처치 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어 학습에 

한 자신감 항목은 두 집단이 동질 집단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어 학습 태도 항목에 있어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의 값이 0.829으로 측정되었다. 역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측정되어 

실험처치 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어 학습 태도 측면에서 동질 집단이라는 결과

가 나왔다.  

5.2. 사후 평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실험 집단에 적용 후 사전 평가에서 쓰기 능

력과 정의적 역 면 에서 동질 집단이었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연구의 종속변

인에 해당하는 역에서 어떠한 차이 및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 다.

가. 사후 쓰기 능력 평가

 <표 Ⅴ-4> 사후 쓰기 능력 평가

구   분 인 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사후쓰기

능력

실험 집단 35 16.0571 1.96952
67 -3.271 .002

통제 집단 34 14.3529 2.34692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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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와 보는 바에 같이, 10주간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

한 쓰기 수업 실험 처치가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이 

16.0571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은 14.3529로 나왔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립 가설을 따르게 된다. 사후 쓰기 능력 평

가에서 검정통계량(t)의유의확률의 값이 0.02로 유의 수준 0.05(5%)보다 작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를 적용한 

쓰기 수업 실험 처치를 한 실험 집단이 일반적인 어과 쓰기 수업을 진행한 통제 집

단보다 더 향상된 어 쓰기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적

인 쓰기 수업보다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 프로그램을 활용한 쓰기 수업이 보다 학

생들의 쓰기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후 정의적 영역 평가

 <표 Ⅴ-5> 사후 정의적 역 평가

구   분 인 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사후 정의적

역 평가

실험 집단 35 50.5714 6.01119
67 -3.311 .002

통제 집단 34 45.4412 6.84544

 *p< .05, **p< .01, ***p< .001

  사후 정의적 역 평가 역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어에 한 자신감, 어 학습 태도)의 총점으로 사전 정의적 역 평가와 마찬가지

로 75점을 만점으로서 그 검증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사후 정의적 역 한 검

정통계량(t)의 유의확률이 0.02로서 유의수준 5%에서 0.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

되고, 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사후 정의적 역에 관한 항목은 통

계적으로 유의은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은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검증 되었고, 산술 평균 역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5.1032점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쓰기과제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수․학습이 학생들의 어에 한 흥

미나 자신감,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처음, 실험 수

업을 하기 전에는 의사소통 중심의 게임 활동을 한 학생들보다 흥미도가 높지 않을 것

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미 3학년 때부터 계속된 게임의 형식보다 학습자들에게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 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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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사후 정의적 역 각 항목별 평가

구   분 인원 평  균 표준편차 자유도 T-value P-value

어학습에 

한 흥미도

실험집단 35 18.2000 2.29834
67 -3.347 .001

통제집단 34 1632647 2.50223

실험집단 35 16.8000 2.57591

어학습에

한 자신감
통제집단 34 15.2941 2.87654 67 -2.292 0.25

어학습태도
실험집단 35 16.3143 2.42258

67 -.2377 0.20
통제집단 34 14.8235 2.77948

   
*p< .05, **p< .01, ***p< .001

  정의적 역의 평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사후 평가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유의수준 5%에서 

0.05보다 작게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고,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정의적 역의 하위 세 가

지 항목에서 보다 향상된 결과를 드러냈다.

5.3 논의

  이상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역(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 가 살펴보았

다. 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통제 집단은 평균 1.6764점이 상승 

하 으며, 실험집단은 3.1428점이 상승하 다.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 전 동질 집단이었던 두 집단이 프로그램 적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집단이 되었으며, 검증 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 상승도가 통제 집단의 평균 상승도 

보다 더 높은 것은 초등 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적인 쓰기 지도 방법보다 다시

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통한 쓰기 지도가 어 쓰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에 한 정의적 역의 평가 역시 총점 및 각 세부 항목별 

평균의 상승도가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다. 이는 어 학습 태도에 있어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

로그램이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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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학습자들을 서로 다른 학습자들과 협동하여 원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

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켜 학습에 한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한 흥미도를 높

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Ⅵ. 연구의 결과 및 제언

6.1. 연구의 결과

  쓰기는 다른 3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어과 학습 시간의 부족, 지도 및 평가의 어려움 등의 원인들로 인하

여 그동안 초등학교 어과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언어의 다른 3가지 기능에 비하여 

소홀히 지도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정보 통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빈번한 

의사 교류 등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 및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의 필요성이 날로 

증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쓰기 지도의 필요

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하여 다시쓰기 과

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어과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어 쓰기 능력’과‘ 어에 한 정의적 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를 연구의 주제로 삼고 진행되었다.

  먼저 선행 연구 결과물 분석을 통하여 사전 학생들의 쓰기능력과 정의적 역에 관

한 정보를 얻고자 사전 검사지를 제작․평가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두 집단을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 하 다. 다음

으로 초등 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학습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우리나

라와 같은 EFL교실 상황에 알맞은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물과 초등 어과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로 구안된 다

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실험 집단에 10주에 걸쳐 각 단원별 3차시에 적용

하 다. 그동안 통제 집단은 3차시에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적인 쓰기 지도 활동을 전개하 다. 실험 적용 후 사후 평가지를 제작․평가하여 실험 

전 쓰기능력과 어에 한 정의적 역이 실험 처치 후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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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검증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10주간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에 실

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쓰기 능력에 있어 향상을 보 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사

전․사후 평가 결과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집단이 일반적 

의사소통 중심의 쓰기 지도를 한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의 상승도를 나타냈고 또

한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유의미한 차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쓰기 능력의 

향상에 있어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통한 쓰기 지도가 일반적인 의사소

통 중심의 현행 쓰기 지도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에 한 정의적 역(Affective domain)에 있어서도 역시 사전․사후 검사

를 통하여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검증 결

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의적 

역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항목( 어 학습에 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 태도)에 있

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은 평균의 

상승도를 나타냈다. 이는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통한 쓰기 지도 시 학

습자들이 그룹 활동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쓰기 학습에 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용한 쓰기 

지도가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어 학습에 관한 

정의적 역에서도 그 효과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6.2. 제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어 교육과정은 듣고, 말하기의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많고 충분한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이 산출로 확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계속

해서‘ 어’라는 목표언어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인 언어 입력보다는 언어의 형태와 규칙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 창의적으로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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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쓰기 과제

(Dictogloss)프로그램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형태와 규칙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창조

적인 산출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과 교수학습 상황에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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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사전 쓰기 능력 평가지

  1. 다음 그림을 보고 아래의 단어들의 순서를 뜻에  맞게 나열해 보세오

 
her,   She,   is,   face,   wash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단어들의 순서를 뜻에 맞게 나열해 보세요.  (2-5번)

  2.
two,  has,  there,  He,  bathroom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have,  a,  new,  computer,  I.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enjoy, Did,  it,  you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went, with, fishing, I, my, uncl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기를 보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쓰시오.(6-8) 

보 기 sunday, on, yesterday, played

  6 What did you do ________ ?

    ( 어제 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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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 _______ piano.

    ( 저는 피아노를 쳤어요. )

  8  What did you do____ ______ ?

     ( 일요일날 뭐했어요? )

     I went to the park.

※ 다음 화의 __ 친 곳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9-12번)

  9.
 A : Can you ski, Hojin ?

 B : Yes, I              

     I like skiing.

  10.
 A : What did you do there ?

 B : I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

 A : That               fun.

  11.
 A :           is Minhe doing ?

 B : She is making sandwiches.

  12.
 A : What did you do hyunJin ?

 B : I         (방문했다) my grandparents 

     in Busan.

  13 (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으세요.

    first - (            ) - third - fourth

  14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화장실 거  실 뒷  뜰

living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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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Let's go _________.

     ( 우리 수 하러 가자. )

     Sorry, _____________.

  16. 다음을 읽고 어울리는 답을 쓰시오..( 어로)

     A: Where is he from?  

     B: ____________.(그는 싱가포르에서 왔어.) 

※ 다음 빈 곳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17-18)

  17. 그것은 은행과 학교 사이에 있어요.

    It's (           ) the bank and the school.

  18. 그것은 학교 가까이에 있어요.

    It's (          ) the school.

※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19～20)

19. Q :  Where's your _____________ ?

20. A :  It's on the _____________ floor.

<부록 2> 사후 쓰기 능력 평가지

  1. 다음은 차례로 희, 철수, 민수의 생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      )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영희           철수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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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 It's (                     ) 5th.

  철수 : It's (                     ) 26th.  

  민수 : It's (                     ) 11th

  2. 다음은 오연이가 윤희에게 특별한 날을 묻는 것입니다. (       )에 알맞은 단어

를 쓰세요.

   미  : When is the Christmas day?

   윤희 : It's (            ) (          )

  3. 다음의 빈 칸을 채우세요. 

  4. ‘오늘 몇 일이니?’라는 뜻이 되도록 다음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세요. 

    date. today. what. date. is. the 

     (                                                                )
  5. "나 작년에 자전거 받았어“란 뜻이 되도록 다음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세요. 

    bike, got, last, I, year, last

     (                                                                )
  6. 다음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세요.

   Jinho : When is your birthday?
   Mina : It's October 7th. When is _______?
   (너희 생일은 언제야?)
   Jinho : It's May 3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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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필통 얼마 입니까?란 뜻이 되도록 다음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세요.

   much, how, this, is, pencil box

(                                                )
  8.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A: How much is it?
    B: 21dollars.
    A: O.K. I'll take it.
    B: Sure. ( 여기 있어요.)

   (                                     )
  9. 다음을 알맞게 배열하시오

     ( I, help, May, you.?)
  10. 다음 말에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A: I'm hungry.
   B:                  .
※ 아래 문장을 읽고 어로 써 보세요.(11-12)

  11. 나는 갈증이 나요.                

    (                                        ) 
  12. 샌드위치 좀 먹어도 되요? 

    (                                        )

※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세요.(13-14)

   
6. (   맛있는  ) (             )

7. (   배고픈  ) (             )

※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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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  What dose _________________ ?

15. A :  She is a _____________ .

※ 아래 문장에 해당하는 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16-17)

  17. 나의 엄마는 간호사입니다.

    (                                        )

  18.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                                         )

※ 다음에 문장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완성하시오(18-19)

  18. 

   I book will rea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ride will He a bi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그림을 보고 알맞은 알파벳을 써서 낱말을 완성하시오

   
 i d e t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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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전․사후 정의적 역 설문지

6학년 (    )반   이름 (             )

항목 문    항
매우

그렇다

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흥

미

도

 어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중의 

하나이다.
 나는 어 시간이 기다려진다.
 어 문장이 나오면 읽어보고 싶다.
 외국인을 보면 어로 화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 실력을 쌓고 

싶다.

자

신

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을 만나면 간단한 화를 할 

수 있다.
 어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한다.
 노래, 챈트. 게임 등을 친구들 앞

에서 하고 싶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학습

태도

 나는 어 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

중한다.
 CD자료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다.
 수업시간에 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어 과제나 준비물을 미리미리 챙

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친

구에게 질문 하여 꼭 알려고 한다.

  

<부록 4> 실험 집단의 교수 ․ 학습 과정안 

Lesson 4. When is your birthday?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Date April 21st, 2008 Class 6-2 Teacher Ko do sun

objectives

♣ Students will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dialogs about         

    birthday.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about months and ordina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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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 aterials 

and Tips

Introduction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 What's the date today?

 ◉ Review of previous lesson

  ∙Make them sing 'macarena months'

   - Solicit months of the year from January to  

      December

   - Sing the macarena song with the motion.

 ◉ Main subject presentation

  ∙Today we will read and write about       

   months and ordinal numbers.

7'
☞ 

 

☞

calendar

v id eo 

clip

Practice

&

Production

 ◉ Activity1. Let's read

  ∙Turn to page 36.

  ∙Do the sound reading first and discuss      

   about the meaning.

  ∙Read the dialog accurately focusing on       

   pronunciation.

 ◉ Activity2. Let's do the Dictogloss

  ∙Tell the students to ask 6 people their       

   birthdays.

   - (ex)When is your birthday?

   - It's May 21st.

   - Let them check their works if they are     

     correct or wrong.

  ∙Tell the main text to the students.

    - Now, I'll tell you the story, listen         

       carefully.

    -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then talk with your       

      group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 Revise your writing

   - Let's express your groups's outcome

   - Let's compare with the initial text

   - Let's check your writing

8'

15' ☞ 

♣

notebook, 

worksheet

PPT②

쓰기에 어려

움을 갖는 아

이들을 개별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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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Play Bingo game

  ∙Fill in the 9 boxes asking friend's birthday.

  ∙Randomly call people out using lottery box.

  ∙Let them 'X' shape as soon as possible.

 ◉ Closing

  ∙Let's check today's lesson

10' ☞ bingo 

board,

stickers

Lesson 5. May I Help You?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Date May 18th, 2008 Class 6-2 Teacher Ko do sun

objectives

♣ Students will be able to sing the chant.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expressions about purchasing        

   products.

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aterials 
and Tips

Introduction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 What's the date today?

 ◉ Quiz about 'US dollar'

  ∙Ask them some questions about US dollars.

   - What kinds of paper money are there in   

     US dollar?

   - What's the name of 1/5/10/25 cents?

 ◉ Main subject presentation

  ∙Today we will sing the chant and write   

   some expressions about purchasing products.

7' ☞

☞

 

calendar

real 

money

◉ Activity1. Let's chant

  ∙First read and understand the lyrics.

  ∙Listen to the chant once, then sing a chant  

   with the music.

 ◉ Activity2. Let's do the Dictogloss

  ∙Show them some picture cards, and ask the  

   price.

8'

15'

☞picture 

cards,

notebook, 

work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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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 S: The pencil case is 6 dollars.

Practice

&

Production

  ∙Tell the main text to the students.

   - Now, I'll tell you the story, listen       

        carefully.

   -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then talk with your 

group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 Revise your writing

   - Let's express your groups's outcome

   - Let's compare with the initial text

   - Let's check your writing

♣ 쓰기에 어려움

을 갖는 아이

들을 개별지도 

한다

Production

 ◉ Let's prepare 'Market Activity'

  ∙Decide who will be shop owners and     

   cashiers.

  ∙Show the products and check the         

   products' name in English.

  ∙Hand them fake money to use at the     

   markets.

 ◉ Closing

  ∙Let's check today's lesson

10' ☞ worksheet,

fake money

Lesson
6. Can I Have Some 

Water?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Date June 3rd, 2008 Class 6-2 Teacher Ko do sun

objectives

♣ Students will be able to sing a song.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expressions asking what they want to  

   eat.

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aterials 

and Tips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5' ☞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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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What's the date today?

 ◉ Review of previous lesson

  ∙Let students make the sentences about this  

   picture cards.

   - T: I'm hungry. (show them hamburger    

     card)

   - S: Can I have some hamburgers?

   - Same things happen again.

 ◉ Main subject presentation

  ∙Today we will sing a song and write     

   expressions asking what they want to    

   eat.

 

☞picture 

cards

Practice

&

Production

 ◉ Activity1. Let's sing

  ∙First read and understand the lyrics.

  ∙Listen to the song once, then sing a song   

   with the music.

 ◉ Activity2. Let's do the Dictogloss

  ∙Tell the main text to the students.

    - Now, I'll tell you the story, listen    

      carefully.

    -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then talk with your      

      group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 Revise your writing

   - Let's express your groups's outcome

   - Let's compare with the initial text

   - Let's check your writing

10'

10'

☞picture

cards,

notebook, 

work

sheet

♣

 

쓰기에 

어려움을 갖

는 아이들을 

개별지도 한

다.

Production

 ◉ Let's play 'matching pairs'

  ∙Make groups of four and each group has   

   4 cards.

  ∙12 cards are asking cards, another 12 cards  

   are answering cards.

  ∙If you match the pair, put your cards on   

   your desk until all the cards put down.

 ◉ Closing

  ∙Let's check today's lesson

15' ☞game 

cards



- 91 -

Lesson
8.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Period 3/4 Place English classroom

Date July 6th, 2008 Class 6-2 Teacher Ko do sun

objectives
 ♣ Students will be able to sing the chant.

 ♣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expressions about vacation plans.

Procedur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ime
Materials 

and Tips

Introduction

 ◉ Greetings and daily routines

  ∙Ask students about feeling, weather and  

   date.

   - How are you doing?

   -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 What day is it?

   - What's the date today?

 ◉ Motivation

  ∙Interview Sh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 Randomly ask some students about  

     vacation plan like reporter.

   - (ex)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 I will play soccer with my brothers.

 ◉ Main subject presentation

  ∙Today we will sing the chant and 

write expressions about vacation plans.

5'
☞ 

☞

♣

calendar

microphone

모둠별로 

한 가지씩 질

문한다.

◉ Activity1. Let's chant

  ∙Read and understand the lyrics.

  ∙Listen to the chant once, then sing the    

   chant with the music.

 ◉ Activity2. Let's do the Dictogloss

  ∙Tell the main text to the students.

   - Now, I'll tell you the story, listen    

     carefully.

10'

15' ☞ picture 

cards,

notebook, 

work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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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

Production

   -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then talk with your group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 Revise your writing

   - Let's express your groups's outcome

   - Let's compare with the initial text

   - Let's check your writing

♣ 쓰기에 어려

움을 갖는 아

이들을 개별

지도한다.

Production

 ◉ Let's play card game

  ∙Face down the picture cards and the        

   sentence cards.

  ∙Do 'rock-paper-scissors' and the winner     

   goes first.

  ∙If you turn over the same cards, then you t  

   ake them. 

    If not, you can't take them.

 ◉ Closing

  ∙Let's check today's lesson

   - Did you enjoy the Dictogloss' activit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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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다시쓰기 과제(Dictogloss)프로그램 학습지

맞춤식 수학교육으로 우리 아이 학력을 키워요!

        수학교육연구학교

          English worksheet 3
Let's do it dictogloss 1

                                                                 

                              6 Grade    Class    Name : 

 Follow this order!

 1. Listen carefully.

 2. Write the words and sentences that you can

  remember.

 3. Talk with your group's members about what you wrote.

 4. Rewrite the story.



- 94 -



- 95 -

제 2 편

동  미술활동을 통한 학교집단 

부 응 결손가정 학생의 인 계 

개선 방안 연구

-초등학교 5학년 일반가정 아동과의 통합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영초등학교

김 의 임

● 서론

● 이론적 배경

● 실태분석 및 실행목표의 실행

● 연구의 설계

● 실행목표의 실천

● 검증 및 평가

● 결과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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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

  담임을 여러 번 맡아본 초등학교의 교사라면 해마다 자신의 학급에서 어렵지 않게 

결손가정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  사회의 급속한 변화·발전은 가정의 

형태 및 구조의 다양화에도 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손가정이 생겨나면서 

우리 교사들은 더 자주 그러한 가정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본 교사가 재직

한 학교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도시의 저소득층이 

집해 있기 때문인지 결손가정 학생의 비율이 다른 지역의 학교보다 많아 생활지도

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물론 모든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문제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가정 결손의 과정에서 가족 해체와 상실을 경험하고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지속적

으로 방치된 경우의 결손가정 학생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양부모의 훈육과 지도를 

받는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및 태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은 현직 교사라면 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교과 수업, 학교의 규칙, 기본 생활 습관 등 다방면에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결손가

정 학생을 만나면 경력이 풍부한 교사라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교사로서의 책무성

에 그러한 학생들을 개선해보고자 주변의 교사에게 조언이라도 구할 때면, 1년 동안 

아무리 담임이 애를 써도 근본적 가정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 그 아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정부분을 포기하고 사고나 치지 않게 단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는 조언부터 돌아온다. 

  물론 담임을 맡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결

손가정의 학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켜 학교라는 교육집단에 적응시킬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학교생활에 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리라는 전개가 가능하

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수립한 연구자는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방법적 수단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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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집단의 목표나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아동의 인관계 

능력 변화에 효과성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설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협동학습과 

관련한 연구가 부분 주지교과와 연관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활동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예·체능 교과와 연계된 연

구 활동이 상 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미술과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아동 또는 아동과 교사 간에 의사소통의 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의 기술의 향상은 

근본적으로 아동의 인관계 능력 향상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가정 아동의 정의적 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어 미술과

가 효과적인 매개 수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협동적 미술활동

을 통해 학교집단 부적응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 능력 향상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타인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능력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또래의 아동들과 원만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

을 보여준다. 다양한 또래집단이 모여 있는 학교생활 속에서 습득되는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상호작용 능력은 아동이 바른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

요한 성취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가정 안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족성원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며 성

장한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존재의 부재로 인해 정

상적인 양육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긴장 사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이를 해소

해주는 부모의 역할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성장할 경우 

긍정적인 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안전성, 사려성, 사회성, 활동성, 객관성, 적응력, 

명랑성 등의 성숙이 미흡하고 충동성, 남향성, 지배성, 편집증 등의 부정적 성격의 소

유자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1)   



- 105 -

  현  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동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

간관계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요구된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업 이외에도 아동들이 

교우들과의 상호작용 기술을 배워서 바른 사회성을 가지게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결손가정 아동들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자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가치로운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력은 그들이 인관계를 원만

히 형성하고 유지시켜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미술활동에서 협동학습의 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

고자 한다. 미술교과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에 자연스러운 활동 속에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

현하는 미술활동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 위치를 확보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게다가 미술활동은 언어를 신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동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은 학급 내에 존재하는 소집단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이는 교과 역을 초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교수법이 될 수 있으며 아동들이 경쟁적·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집

단의 목표나 집단과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학교학습에서의 기본적인 기능, 문제 해결력, 사고력 등 인지적 역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교과목에 한 선호 증가, 교사에 한 신뢰도 향

상, 학습 동기 자극 및 정신적 건강 유지와 같은 정의적 역에 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알맞은 협동적 

미술학습 모형을 재구성하고 이를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들에

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학교집단 부적

응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봄으

로써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향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유미숙 〈보호시설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의 비교〉p.39. 숙명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서울

2) 변 계․김광휘 공저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p.12. 학지사. 20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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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협동학습의 개념 및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협동적 

미술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둘째, 학교집단 부적응 결손가정 아동을 상으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미술수업

을 실시한다.

  셋째, 적용한 협동적 미술활동이 아동의 인관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

한다.

4. 연구 범위와 제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재직하여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학급의 구성원 28명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 다. 28명의 아동은 결손가정 아동 7명과 

일반가정 아동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첫째, 협동적 미술활동의 효과성 적용에 있어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하며 적용 기

간도 한 학기로 제한되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둘째, 협동적 미술활동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가정생활이나 기타 교외생활 등의 다

른 환경적 변수의 엄격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이 연구 효과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5. 용어의 정의

가. 결손가정

  결손가정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양친 또는 부친이나 모친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가정

을 뜻한다.3) 광의의 의미로는 양친이 다 같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3) 권희진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성격 특성 비교〉p.4. 구카톨릭 학교  

   교육 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김주수·이희배 공저《가족 관계학》 p.74. 학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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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신체적인 자녀의 교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까지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편부·편모가정, 조손가정, 기능적 결

손가정의 아동을 결손가정 아동으로 간주한다.

나. 협동학습

  협동학습이란 학습능력, 성별, 인종 등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소그룹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의 성

공적 학습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 공동의 노력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

는 수업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보다 효과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한 소집단학습이나 협동 제작 방법을 지양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

동의 과제에 해 책임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수업방법으로 협

동학습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 자신

에 한 평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개념을 뜻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자아에 한 개념이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평가, 자아존중감, 자아인정감, 자아수용과 같은 개념

이다. 반 로 부정적 자아개념은 부정적 자아평가, 자아멸시, 열등감, 개인적 무가치, 

자아거부와 같은 개념이다.5)

라. 사회성

  일반적으로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반응을 하며 적응하려

는 성향을 뜻한다. 사회성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

1986. 서울
4) 최경숙 저 《발달심리학》 p.376. 효문사. 2000. 서울; 조희선 〈결손가정자녀의 가정환경과 적  

   응에 관한 비교연구〉 p.18.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서울; 이미옥․고 정  

   자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 성에 관한 연구〉《아동 학회지》  

   제13호. p.3. 한국아동학회. 1992.5. 서울

5) 송인섭 저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p.38. 양서원. 198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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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류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

은 사회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내면화 된 것이며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습득되고 습관

화되어 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개인의 능력 또는 사회에 

한 적응력, 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정의한다.

마.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

한 사람을 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인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월성을 위하여 인관계를 

학생이 학교에서 접하는 교사와 급우 등과의 관계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바.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욕구

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제반 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

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

성적이 좋으며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적응 학생

은 학교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련 이론의 탐색

가. 결손가정 아동

(1) 결손가정 환경이 자녀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장기 아동은 환경의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이 초기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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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에 가정의 결손을 경험하면서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이나 충분한 애정, 부모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형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

다.6)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 및 자극과 그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원의 구성, 가족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위치 등은 물론 이들 요소

와 상호작용에 의한 자녀의 교육방식, 부모․자녀와의 인 관계, 가치관 등도 가정환경

에 포함된다.7)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훈육과 양육에 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향력이 

누구보다도 크며, 자녀가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자녀의 모범이 되어 그들의 태

도와 성격, 가치형성에 향을 주게 된다.8)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상이 사라

질 경우 아동의 원만한 성격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손가정은 양부모나 한쪽 부모가 없는 데서 오는 허전감과 이혼, 재혼 등에 따르는 

양부모를 둘러싼 인 관계에서 생기는 정신상의 왜곡된 자극 등으로 아동들을 혼란

시키는 원인이 되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생활이 빈궁한 것이 문제시 될 수 있다.9) 이

러한 가정의 무질서는 성장기 자녀의 합리적인 성격 형성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

고 경제적인 궁핍이 지속될 경우 외부 세계에 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결손가정의 아동들이라고 해서 전부가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거나 구히 회복 

못할 정신 병리적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등의 가정 결손에 의한 스

트레스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적응해 나간다면 문제 요인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10)

(2)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및 행동 특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의 성격 및 행동 특성에 단히 중요한 향을 미친다.11) 

6) 이광희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p.8.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서울

7) 이미옥․고정자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아동학회지》 제13호. p.101. 한국아동학회. 1992.5. 서울

8) 박성순 〈가정환경과 학력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p.8.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3. 서울

9) 김영금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p.9 참조.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강릉

10) 정진영 〈이혼가정에서의 아동문제〉《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p.11.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199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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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사고와 행동이 상 적으로 원만하게 성장하

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결손가정 아동들 중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이

나 청소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12) 결손가정 아

동의 성격 및 행동 특성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1〉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13)

구분 인성
평균 및

표준편차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결손가정

아동
183

평균 39.56 45.79 48.73 42.64 37.52 45.68 46.91

표준편차 26.13 30.74 29.46 27.50 28.56 29.23 30.28

일반가정 

아동
111

평균 43.83 51.53 54.91 47.80 39.95 51.02 55.25

표준편차 27.46 30.27 28.87 27.45 27.95 28.87 30.17

T 검증 1.33 1.56 1.76 1.56 0.71 1.53 2.29

 〈표 1〉에 의하면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요인 점수는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월성의 차이가 가장 컸다. 즉 결손가정 아동이 일

반가정 아동보다 우월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일반가정 아동이 결손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에 해 긍정를 가

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가치롭게 여기는 경향이 높은 편임을 의미한다.  

〈표 2〉아동의 가정유형에 따른 사회성 발달 비교14)

결손가정 유형 사례 평균 표준편차 결론

일반가정 아동 332 38.63 2.1099

일반가정 아동이

결손가정 아동보다

사회성이 높다.

편부가정 아동 49 35.91 2.3658

편모가정 아동 78 36.89 2.2659

양부모 결손가정 아동 26 36.89 2.0877

계 475 37.97 2.3742

11) 안 진 저 《아동심리의 발달과 이해》 p.317. 경일출판사. 1997. 서울

12) 윤태훈 〈나의 자녀 교육〉《매일경제 신문》 2001년 02월 16일 기사에서 재인용

13) 이미옥․고정자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아동학회지》 제 13호. p.228. 한국아동학회. 1992.5. 서울

14) 이위환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학업성취에 미친 향〉《교육사회학연구》 .228. 한국아동학회.  

    1996.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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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내용은 결손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결손가정 유형에 따른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면 편모가정 아동에 비해 편부

가정, 양부모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아동의 가정유형에 따른 사교성 발달 비교15)

결손가정 유형 사례 평균 표준편차 결론

일반가정 아동 332 8.02 0.5670

일반가정 아동이

결손가정 아동보다

사교성이 높다.

편부가정 아동 49 7.60 0.6666

편모가정 아동 78 7.63 0.6151

양부모 결손가정 아동 26 7.96 0.6738

계 475 7.91 0.6163

 
  〈표 3〉을 보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손가정 아동의 사교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사회성, 및 사교성이 모두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지만 그 중에서도 편부가정의 아동이 가장 낮게 조사된 점이다.

  결손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결손가정 아동에 한 관심도 높아져 이들에 한 연구

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에 의한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및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요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성과 안

정성의 두 가지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취성, 활동성, 지배성, 자율성 및 사려

성의 요인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

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모가정의 아동은 성취성, 활동성 및 지배성의 세 가지 요인에

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부가정의 아동은 성취성, 안정성, 

지배성, 자율성, 사려성의 다섯 가지 요인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게 나타나 편모가

정의 자녀보다 부정적인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안정

된 환경에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 아동은 성취감 있고 활동적이며 

15) 이위환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학업성취에 미친 향〉《교육사회학연구》 p.235. 한국아동학회.  

    1996.10. 서울 
16) 조명옥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요인 및 정서요인 비교〉 pp.4~5 참조.  

국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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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인관계 요인 및 정서

지능17)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즉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인관계 요인 

및 정서지능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동이 정서표현 요인 및 정서 지능에서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가 없는 가정의 아동은 정서인식, 정서표현 요인과 정서지능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아의 경우는 일반가정 남아가 정서인식, 정서표현, 인관계 요인 및 

정서지능이 결손가정 남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와 주변 어른들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가정 결손의 과정에서 아동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은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관계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율로 결정된다는 개념으로 윌리암 제임스(William James)가 최초로 사용하면서 일반

화되었다.18)

  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들을 인지하는 데서 더 나아

가 자아평가(Self-evaluation)를 하기 시작한다. 즉, 아동은 성장해가면서 자신에 

하여 점차 이해하게 되고 복잡한 자아상을 구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기 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아 평가의 결

과가 긍정적일 때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심한 경우 무력감에 빠지

기도 한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하며,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전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특성에 해 긍정적으로 느끼

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부적절

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호의적이지 않게 자신을 바라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9)

  자아존중감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들 수 있다. 자

17) 정서란 내적 또는 외적 사건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이며 몇 개의 구성요소

를 포함한다. 첫째는 자율신경계 활동에서의 변화이고 둘째는 얼굴 표정  등의 표현적 요

소이며 셋째는 경험적 요소를 포함한다. 김정희․김현주 외 공저 아동발달심리》 p.296. 동

문사. 2003. 서울

18) 김현정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미술수업 분석 연구〉p.38.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청원

19) 최경숙 저 《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기》 p.39. 200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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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의 부모는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아동의 문

제에 매우 관심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아동이 이행해야 할 명확한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며,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가족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아동이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

직적인 도움을 주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20)

  요컨  아동에게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총체

이며 인관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것은 부모 양육태도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가정 결손의 상처를 경험하고 부모의 훈육이나 양육이 부재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임

되어 온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

다. 때문에 원만한 인관계 형성에 장애를 겪는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3) 사회성

  사회성이란 사회활동, 집단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돌이 적은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반 로 사회활동을 기피

하고, 수줍어하며, 고독을 일삼는 비사회성과 조되는 것이다.21) 또한 사회성이란 인

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갖기 위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

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 적응하는 성질 또는 사회관계 의식이라 말하고 있다.22)

  또한 사회성이란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인간관계를 확 하고 심화하

여 사회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적 특성을 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이

러한 관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갖기 위해 적절한 반응을 하고, 적응하

려는 성향을 뜻한다.

  인간 사회는 공동체 생활의 연속이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등을 통해서 아동들은 공

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사회에 

적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화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

20) 송명자 저 《발달심리학》 p.43. 학지사. 1998. 서울

21) 정범모 〈인성검사 요강-초등학교 고학년용〉 p.2. 코리안테스팅센터

22) 김미숙 〈자기 표현력 신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집단 미술활동에 한 연구〉 p.46. 인천  

    교육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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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화 과정은 출생 후 바로 시작되어 일생 동안 지속되

지만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접하게 되는 부모-아동, 아동-형제자매, 아동-또래집단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사회화 과정은 아동이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고, 인생에 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부모에 한 심리적인 독립을 하기되는 청소

년기 직전이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3)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는 가정환경, 교사의 행동특성, 

또래집단 등이 있다. 

  첫째, 가정환경의 가장 큰 요인인 부모는 아동의 인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에 향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정환경 요인으로 가족의 단위구조, 가정의 분위기, 

출생 순서, 형제관계 등이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부모

의 부재나 역할 미흡으로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아동의 모델이 되고 동일시, 모방의 상이 되므로 교사의 역할, 능

력, 태도, 인성 등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역할

이 불완전한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교사가 동일시의 모델로써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다. 이 점은 교사와 함께하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결손

가정 아동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또래집단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점점 중요해진다. 아

동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많은 시간을 또래와 보내게 되며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법, 그들을 지도하거나 따라하는 법, 상호 독립적이 되거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도하는 법 등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또래집단은 아동

에게 직접적인 충족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

해 준다. 이러한 면에서 또래집단과 함께하는 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

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부모와 가족 이외에 친구, 교사, 그 밖의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생활은 아동에게 인관계의 역을 넓

혀 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확 시켜 준다. 요컨  학교는 아동들에게 공식적

으로 사회성 발달을 확 시켜 주는 공간이다. 학교의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과정에

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습득해야 할 문화와 생활양식을 다양한 인관계 속에서 학

23) 김제한 저 《발달심리학》 p.47. 양서원. 199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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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해 가는 것이다.

다. 협동학습

  협동의 사전적 정의는‘두 사람 이상의 사람 또는 둘 이상의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

을 모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동이란 두 사람 이상이 단지 시간적·공간적

으로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두 

사람 이상의 공동활동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동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다. 협동은 그 사

회와 문화를 존립시키고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기초적이 전제가 된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가장 분

명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협동학습은 최근에 갑자기 관심을 끌게 된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학습이론에 한 

반성에서 출발하 다. 즉 개인주의에 토 를 둔 경쟁학습, 개별학습, 그리고 단순 소

집단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기본요소

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가진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

에 도달하는 수업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5) 다시 말해서 협동학습은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소집단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해 면적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 의존성, 개별 책무성, 동시적 상호작용, 협동 기술, 집단 보상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

(1) 협동학습의 특징

  협동학습은 형태면에서 지금까지 교실에서 활용되어 왔던 다른 소집단 학습과 학습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나 교실 내의 구성원을 단지 몇 그룹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놓

았다고 해서 그 수업형태를 협동학습 수업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교실학

습에서 활용되어 오던 소집단형태로는 분단학습, 구안법, 소집단학습, 토의법 등의 방

24) 김현정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미술수업 분석 연구〉p.7.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청원

25) 변 계·김광휘 공저《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p.25. 학지사. 2002. 서울



- 116 -

법이 있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방법들은 모두 단순히 아동들을 몇 개의 작은 집

단으로 묶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다분히 전통적 수업방법을 보충하려는 의

도로 도입된 것일 뿐 아동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

책을 마련하지는 못하 다. 협동학습 방법은 이러한 집단학습 방법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교수-학습 전략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26)

  협동학습 모형들은 그 목적에 따라 각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긍정적 상호

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27)

  첫째, 수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각 학습자는 목표 인식도가 높다. 각 학습자는 자

신이 활동해서 달성해야 할 수업 목표를 분명히 제시받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

체적 활동을 한다.

  둘째, 학습자들 간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있다. 협동학습은 구조적으로 아동들끼

리 서로 도와주어야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으로 의존

한다.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란 다른 구성원이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도 성취하지 못하

는 관계, 또한 다른 친구의 학습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학습이 다른 친

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셋째, 면적 상호작용이 있다. 협동학습에서는 30cm 목소리를 강조한다. 즉 30cm

의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 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의사소통

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집단 구성원 사이에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공동 목표의 성취를 위해 접한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개별적 책무성이 있다. 협동학습에서 모둠의 개개인은 다른 구성원에 해 개

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얻은 점수를 모둠점수에 반 하

는 방식, 학습과제를 분업화하는 방식, 학습자료를 별도로 분배하는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된다.

  다섯째, 모둠의 목표가 있다. 협동학습에서는 개인의 목표 달성이 각 모둠의 공동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구성원들이 모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친구들을 도와

주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등 활발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여섯째, 이질적인 모둠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친구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26) 이동원 〈집단경쟁과 집단 무경쟁 협동학습이 학업성취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p.9 건국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서울

27) 정문성 저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p.11. 교육과학사. 200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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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한 모둠을 이루는 구성원의 질이 다양해야 한다. 인지적 능력의 차이, 성별

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많을수록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

에 활발한 토론 등 상호작용이 극 화되며 이는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아동의 성

장을 촉진시키는 조건이 된다.

  일곱째, 모둠의 활동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한 수업이 끝나거나 한 과제가 끝났을 

때 반드시 모둠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

공은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미래에 보다 효율적인 모둠 활

동을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여덟째, 성공의 기회가 균등하다. 모둠 개인의 기본적 능력에 관계없이 구성원 누구

나 모둠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아홉째, 과제의 세분화이다. 모둠 내의 각 구성원들이 과제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

든 아동들이 협동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7온다.

  열째,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다. 협동 학습은 여러 모둠들이 동시에 자신의 모둠 안

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 협동학습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소집단 학습과 협동학습의 특성 비교

       학습형태

내용
소집단 학습 협동학습

긍정적

상호의존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의존

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성취에 관

심을 갖도록 목표가 구조화되므

로 구성원 사이에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바탕이 됨

개별 책무성

구성원 개인이 갖는 개별 책무성

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님. 

개인은 다른 모둠원의 성취에 

무임 승객이 될 수 있음

개별 책무성이 강조됨. 모든 모둠 

구성원의 성취에 기초해서 그 

집단이 평가 받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성취에 

도움을 주고 격려함

집단 구성원 동질적인 경우가 많음 동질적 또는 이질적

집단의 리더
한 아동이 리더로 지정되고 책임

을 짐

누구나 모둠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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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한 책임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책임이 

없음

모둠원간에 서로 도와주고 격려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책

임을 짐
구성원간의 

관계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

는 데만 관심을 둠

구성원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기능이 

거의 무시됨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신뢰, 

갈등의 조정 등과 같은 사회적 

기능이 습득됨

교사의 개입
교사의 관찰이나 개입이 거의 

없음

과정교사는 집단을 관찰하고 협

동하는을 분석하여 집단과제를 

조정하는 방식에 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

집단과정의

구조화

집단 과제 수행을 위해 집단과

제에 해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음

집단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할 것

인지에 해 집단과정이 구조화

가 되어 있음

(2)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학습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학습자간에 협력적인 상호작

용을 촉진하여 학습의 극 화를 도모하는 수업방법이다. 경쟁학습과 달리 아동들 간에 

서로 돕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협동학습은 잘못된 이기심이나 경쟁적 심리가 문

제시되고 있는 요즘의 학교 현장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가치를 고찰해볼 수 있다. 첫째, 현

 사회의 핵가족 구조와 TV 등에 의한 향으로 생겨난 사회성의 결핍을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현재 학교 교육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데 협동학습이 필요

하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인과 상호 의존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사회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인관관계를 이루며 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므로 협동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은 ‘지

식이 사회적인 협상에 의해 형성된다’는 구성주의의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학교학습에서의 기본적인 기능, 문제 해결력, 사고력 등 인

지적 역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개선, 자아존중감, 교과목에 한 선호, 교사에 한 

신뢰. 학습 동기 및 정신적 건강과 같은 정의적 역에 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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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동 미술 활동

  연구자는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 개선을 위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에서 효

과적인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동 미술활동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협동 미술활동의 의미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 미술활동의 개념

  협동 미술활동은 협동 활동에 미술을 접목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협동적 미술활동

이라 함은 소집단 형태를 활동의 단위로 하는 조형 활동, 즉 연합 작업 활동과 협동작

업 및 공동작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협동 미술활동은 어떤 개별적

인 활동보다 협동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동 작업이다.29)

  다만 협동 미술활동은 조형 활동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때를 말하지만 조형 활동이란 

개념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수준에는 다소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언어 수준에 맞도록 

미술활동이라 한다. 

(2) 협동 미술활동의 특성

  협동 미술활동이라 함은 같은 학급 인원이나 어떤 소속의 공동체가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표현을 정해진 시간 동안 제작하는 것이다. 모두의 힘을 합해서 

평면작품 또는 입체작품을 여러 차시에 걸쳐서 재료의 안배를 전절하게 하여 제작해 

나가기도 하고 서로 계획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기를 하여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하

나의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30)

  협동 미술활동의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것에 있다. 협동 미술활동은 어떤 미적 성향

에 기준을 두지 않으며 생활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토 로 확산적 사고를 함으로써 표

상의 다양함과 미적인 구성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

  협동 미술활동에는 협동 작업으로 참가하는 아동들끼리의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그

리고 표현 할 때의 주의점이나 표현 순서 등이 처음부터 완결까지 교사의 지시에 의해 

상당히 일관된 목표 달성에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협동 미술활동에 있어서 

주제를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참여하는 아동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28) 변 계·김광휘 공저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p.32. 학지사. 2002. 서울

29) 이정훈 저 《창의적이고 흥겨운 집단조형활동》p.26. 다음세 . 2000. 서울

30) 안선경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p.7.  

    경희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



- 120 -

주제이거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식이거나 상황이어야 한다.31)

  주제를 수렴하는 방법은 주제에 한 논의를 갖고 그 구성원들의 뜻이 일치하는 것

을 선택하거나 교사가 주도하여 주제를 주고 그것을 아동들이 발전시켜 주제를 만들

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제를 수렴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

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의식이 있는 아동들의 집단에서 가능하며 교사가 주제를 주

는 방법에서는 구성원 누구나 동의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기 쉬운 것으로 해야 한다.

(3) 협동 제작 활동

  협동 제작 활동이란 아동 상호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의존적인 소집단 학습

활동으로 미술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스스로 터득해 가는 학

습의 과정을 의미한다.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동들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아동은 마음 

놓고 자기 계발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은 협동 작품 활동이 아동들의 창의력과 자

율성을 빼앗는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학습을 통한 상호 의견 교환에 의하

여 아동들은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각자가 가지

고 있는 개성을 표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발달단계에 있으

므로 협동 제작 활동을 통한 지도는 전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인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 과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협동 제작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서로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즐거

움을 느끼고 참여 의욕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을 완성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더 나아가 협동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

다.32)

(4) 연합 조형 활동

  연합 조형 활동은 집단 조형 활동에 속하며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 어느 방향으로도 가능하다. 수업의 방법은 협동학습에 비해 다분히 학습자 

31) 이형구·임순  〈협동 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 20집》p. 99. 부산교육 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학회지. 2005. 부산

32) 이형구·임순  〈협동 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 20집》p. 100에서 재인용. 부산교육 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학회지. 2005.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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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활동이나 학년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사고유형은 확산적이고 그 구조는 열려진 구조, 흐트러지는 구조이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으로 아동들이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협동작업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연합조형 미술활동을 위한 조작 및 기본 작업이 이루어진 후 조작행동이 놀이적 행

동으로 나타나며 조형적 표출로 놀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조형적 완성으로 놀이가 

절정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 조형 활동에서는 협동학습에서와 같이 활동을 

위한 준비, 계획, 집단성격분석과 같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연합 조형 활동은 협동 학습에 비해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 목적은 학습

에 있어서 중요한 수업의 요소이다. 또한 놀이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놀이라는 개념은 학습이 자연스럽게 놀이상황과 유사성을 가지

면서 독립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융합된 형태나 복합된 형태의 체계를 잡아서 발전적

인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협동 활동에 비해 연합 활동은 역할을 분담하거나 조직적이지 못한 수준에서 상호 

작용을 하며, 참여한 아동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일의 분담도 없고 

어떤 결과물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간의 활동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 아동은 

집단의 관심사에 자신의 흥미를 예속시키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로 행동한다.

  연합 조형 활동의 개념은 한정 설계된 공간에서 자발적인 활동으로 집단이 즐겁게 

미적 목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활동은 모둠별로 상호 경쟁적인 

경우 약간 높은 완성도를 갖게 되지만 협동 미술활동이나 공동 미술활동에 비해 그 완

성도가 약하다. 연합 미술활동은 수업이 놀이적이며, 정서 순화적 작업 활동으로 그 

주제형성에 있어서 교사와 아동의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반 한다.

(5) 공동 미술 활동

  전시 등을 위한 단기간의 작업 활동으로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에서 가장 적합하다. 

완성도는 협동 제작활동에 비해 완성을 인식하지만 좀 더 자유롭고 연합 조형활동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주제형성은 협동 제작활동과 같이 교사와 아동의 논의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계획된 

주제를 따라가며 주제를 형성하고 협동 제작활동에 비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빠

르며 연합 조형활동에 비해 느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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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의 고찰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협동학습의 효과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반에는 

부분 전통적인 경쟁학습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어 학업 성취 면에서의 효과를 규명하

는 데 치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협동학습의 학업성취와 학습태도 및 학습동기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로 협동학습이 인지적 역뿐만 아

니라 정의적 역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도 그러한 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양낙진, 

1990; 이동원, 1992; 강태용, 1997; 이인자, 1997; 이호준, 1998; 이근재, 2001; 한경

자, 2001; 신충교, 2004)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정의적 역으로는 흥미도, 학습태

도,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협동학습과 사회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양희(2001)는 초등학교의 사회과에 

적용한 함께 하는‘학습 모형 학습 방법’이 전통학습에 비해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박용숙(1999)의 ‘소집단 

협동학습이 도덕과의 학업성취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도 소

집단 협동학습은 민주적인 학습 방법으로 도덕과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니 협동학습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

이 부분 미술과가 아닌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등의 주지교과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과에 적용한 결과 협동학습의 방법이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도출하는 것

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해 미술교과의 협동학습에 한 연구는 타 교과에 비교해보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술교육과 관련하여 협동학습과 유사한 집단미술활동이나 

협동적 제작활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의적 역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미숙(2002)은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 개선을 돕는데 효과가 있다는 본인의 연구를 통해 밝힌바 있다.

(전미향, 1997; 김동연·이성희, 1997; 문혜숙, 1998; 최인호, 2000)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미향(1997)은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하 고, 김미 (2000)은 집단미술치료

가 아동의 우울과 자기존중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하 다. 백양희·장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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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1998)는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의 자존감 형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에 해 연구하 고 김동연·이성희(1997)는 결손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또한 김동환(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활

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연구를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을 살펴보면 미술 역을 수단으로 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의적 역의 문제점 개선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협동 미술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생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적용하여 검증

한 연구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임순 (2004)은 협동 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인관계 개선에 필요한 자신감, 자아존중감, 협동심 등이 협동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32명 초등학

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한정성이 있고 연구의 결과가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분석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은미(2006)는 초등미술교육에서 협동학습 방법에 의한 효율적 지도 방안 연

구에서 아동들이 협동학습 방법으로 미술 수업을 함으로써 미술표현 능력 향상 이외

에도 참여도, 책임감, 타인존중, 지구력, 성취감, 자신감 등의 정의적인 면에서 유의

미한 발전을 보 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이 연구는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토 로 협동학습 형태를 재구성한 프로그램이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협동학습 프

로그램을 적용에 한 아쉬움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2005)는 협동학습 모형을 분석하여 미술수업 알맞게 적용함으로

써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하 다. 그 결과 협동학

습 모형을 적용한 미술수업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연구자의 학급과 이웃학급으로 설정

되어 있어 연구 상의 동질성에 한 신뢰도 확보가 미흡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효과성에 한 연구는 미술 교과와 연계한 것보다는 

국어, 어, 수학, 사회 등의 주지교과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많았다.

  둘째, 미술과와 협동학습을 연계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부분 장애아동을 상으로 미술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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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연계한 연구들도 일개 학년의 일반 아동들을 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

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급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진 아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

지 못한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학업, 생활습관, 교우관계 등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 편이나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행동 개선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특수 아동은 아니지만 일반 아동들과

의 인관계에 장애를 겪는 결손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과를 매개로 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덧붙여 초등학교의 교사라면 

누구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해 손쉽게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일반

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일이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Ⅲ. 실태분석 및 실행목표의 설정

1. 실태분석

가. 초등학교의 결손가정 아동 실태

  결손가정의 사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양친이 다 같

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자녀의 심리적 교육이 

결핍된 기능적 결손가정33)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큰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청 및 관련기관의 혼인과 이혼, 가족형태, 가족구조 등을 알아본 결

과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의 증 , 이혼의 증  및 편부모 가정의 증 가 두드러진 것

으로 나타났다.34) 특히 현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변화해 감에 따라 

결손가정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3) 최경숙 저 《발달심리학》 p.376. 효문사. 2000. 서울. 조희선 〈결손가정자녀의 가정환경과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p.18.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1978. 서울

34) 청소년보호위원회 저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p.5. 청소년보호위원회  

  용역연구 결과보고서. 2001. 서울



- 125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 나라 이혼건수는 128,035건으로 조이혼율35)

이 6.5건을 기록해 프랑스 2.0건, 독일 2.3건, 스웨덴 2.4건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4년 이하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70.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도의 전국 

이혼 건수는 124,524건으로 조이혼율이 6.8건으로 증가하 고 2007년도에는 전국 이

혼 건수가 124,072건 조이혼율이 7.0건으로 지속적 증가를 보 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36) 

우리나라 전국 이혼발생 건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전국 평균 이혼 건수37) 

전국 평균 이혼 건수

년도 이혼건수 조이혼율 비고

2005 128,035 6.5

통계청 통계자료2006 124,524 6.8

2007 124,072 7.0

  〈표 5〉에서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과는 반 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손

가정 아동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보다 심층적인 결손가정 아동들의 특징 파악을 위해 서울 및 광주 시내 

초등학교 현직 교사 1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 결과 결손가정 아

동들은 학교생활에서 일반가정 아동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응답되

었다. 설문 상 교사 분포는 〈표 6〉과 같다.

35)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36) 인구동태조사. 통계청. http://www.nso.go.kr

37) 통계청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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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설문 상 교사 분포

소재지 분류 교육기관명 응답자 수 소계

서울 초등학교

용산구 산천동 원효초등학교

마포구 염리동 염리초등학교

광진구 성수동 경수초등학교

20 명

20 명

15 명    

55 명

광주 초등학교
동구 산수동 산수초등학교

송정구 우산동 송정우산초등학교

15 명

15 명
30 명

인천 초등학교 남동구 만수동 인동초등학교 15 명 15 명

계 초등학교 현직 교사 100 명

  설문 내용은 문항에 따라 한 가지 또는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형식으로 문항을 

작성하 는데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 교사의 

98%가 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과 다르다는 응답을 하 다. 설문 결과는〈표 

7〉과 같다. 

〈표 7〉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차이

〈N=100〉

항목 세부항목 응답자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차이

차이가 있다 98 명

차이가 없다 2 명

계 100/100

〈도판 1〉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차이

〈표 7〉의 결과를 보면 부분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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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결손가정 아동에 한 교사의 편견이 개입되었음을 감안하더라

도, 100명의 응답 교사들 중 98명의 교사가 결손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를 

보인다는 응답을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가정환경은 인간형성의 중요한 장으로써 다른 환경요인 즉,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

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38) 가정은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고 육

성하며 기본적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곳이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들은 가정의 

결손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학

교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모든 결손가정 아동들이 학교생

활에 있어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결손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

를 보인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문제점은 생활습관, 학업, 교우관계, 정서 및 성격 등 여

러 역에 나타나는데 구체적 설문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문제점

〈N=100〉

항목 세부항목 응답자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문제점

정서적 불안정 73
산만함 48
자신감 결여 72
학습 결손 36
학습 준비 미흡 35
교우관계 장애 38
과잉행동 12
판단력 결여 11
성취의지 부족 11

계 336/10039)

  100명의 교사를 상으로 결손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나타내는 항목을 

38) 이미옥․고정자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아동학회지》 제13호. p.101. 한국아동학회. 1992.5. 서울

39)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형식이었으므로 응답자 수치가 전체 인원보다 많이 나왔다.    

   〈표8〉의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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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으로 서술하도록 설문하 는데 정서적 불안정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감 

결여가 72명으로 비슷하게 많은 응답을 보 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산만함, 학습 결

손, 학습 준비 미흡, 교우관계 장애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동시

에 나타나므로 더욱 지도에 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동의 생활습관은 부분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이러한 기본적 생활습관은 학

업 및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아동의 학업은 학교교육과 가

정교육의 조화 속에서 발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더욱 큰 향을 미친다. 가

정환경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향은 아동의 지능보다 높고, 학교보다 높으며 지역 사

회 환경의 향보다 크다고 하겠다. 가정환경 변인들 중에서 학업 성적과 직접적인 상

관관계를 갖고 있는 요인들은 부모의 교육 정도, 가족의 구성, 가족의 구성, 문화 수

준, 독서 수준, 부모의 관심, 부모의 기  등이다.40)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인관계의 기

술을 습득한다. 결손가정의 부모들은 생계유지와 가정관리의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가정의 부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일반가

정 아동에 비해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은 지나치게 수줍어

하거나 지나치게 인정을 받으려는 극단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는 교사들의 보조 응답

이 있었다. 이는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행동 특성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결손가정 아동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결손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업이 부진하며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가정에서의 보살

핌이 아동의 학교생활에도 절 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9〉결손가정 아동의 예절성

〈N=100〉

항목 아주 바름 바른 편 보통 부족함 모름 계

응답자 3 10 62 23 2 100   

  결손가정 아동들의 예절성에 한 교사의 응답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 100명 중 

40) 이해연 저 《학업 성적 결정 이론》 pp.87~90 참조. 단국 학교출판부. 200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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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족하다는 응답도 23명이나 있었다. 그에 비해 예의가 바르

거나 바른 편이라는 응답은 13명에 불과했다.

  기본 생활습관의 형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담임

교사의 지도와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도 프로

그램이 없는데다가 결손가정 아동이기 때문에 더욱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 생활습관은 학업에 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나게 된다. 가정결손의 과정에서 부모의 무관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가정교육이 미흡했던 아동들은 기본 생활습관의 정착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표 10〉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 원인

〈N=100〉

항목 세부항목 응답자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 원인

생활환경 불안정 98
부모의 무관심 84

스트레스 48
계 230/10041)

  교사들이 생각한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 원인으로는 98명이 생활환

경 불안정을 지적했고, 84명이 부모의 무관심을 원인으로 들었으며, 48명이 부모의 

이혼 과정과 이혼 후의 가정 분위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들었다.

  〈표 10〉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분명 이혼 자체가 결손가정 아동들을 일반가정 아

동과 구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부모의 

무관심이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킴을 알 수 있다.

  아동은 성장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에 비해 주변 환경의 향을 많

이 받고 그것은 여과 없이 아동의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 가정결손과 결손 후의 불안

정한 생활환경은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은 학교생활 속에서 

그들의 불안정한 정서를 반 하는 부적응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행동유형이 학교생활 속에서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인다는 응답만으로도 아동에게 있어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41)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형식이었으므로 응답자 수치가 전체 인원보다 많이 나왔다.    

    〈표10〉의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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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동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밑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결손가정의 아동

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무관심으로 방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 경우 불완전한 가정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의 원만한 정서형성에 장애를 

가져 오고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한다.42)

〈표 11〉 결손가정 아동이 보이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점

〈N=100〉

항목 세부항목 응답자

결손가정 아동이 보이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점

정서적 불안정 73

산만함 48

자신감 결여 72

학습 결손 36

학습 준비 미흡 35

교우관계 장애 45

과잉행동 12

판단력 결여 11

성취의지 부족 11

계 343/10043)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문제점의 세부항목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이 73명, 자신감 

결여가 72명으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고, 산만함이 48명, 학습 결손이 36명, 학습 준

비 미흡과 교우관계 장애가 각각 45명, 과잉행동이 12명, 판단력 결여와 성취의지 부

족에 각각 11명의 응답자가 있었다.44) 정서적 불안정과 자신감 결여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은 응답자가 나왔는데 부모의 관심과 애정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이 두 항목은 

결  손가정 아동의 다른 학교생활 문제점에 근본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45) 

  결손가정 아동이 보이는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점 항목들은 모두 직접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반복적 학습 준비 미흡은 학습결손을 가져오고, 학습 결손의 누적은 

42) 박명숙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교육에 관한 고찰〉《인문과학논집》 제2집.  pp.292~298  

    참조. 강남 학교. 1996. 경기도 용인

43)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형식이었으므로 응답자 수치가 전체 인원보다 많이 나왔다.    

   〈표 11〉의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44) 주관적 답변들을 설문자가 임의로 비슷한 항목끼리 구분하여 통계하였으므로 실제 설문응  

 답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5) 이미옥․고정자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아동학회지》 제13호. pp.100~103 참조. 한국아동학회. 1992.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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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동은 성취감을 상실

할 수 있고 과잉행동46)과 같은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인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나. 본교의 결손가정 아동 실태

  초등학교의 결손가정 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재직 중인 D 초등학교의 

결손가정 실태를 조사하 는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본교의 결손가정 실태  

 〈2008년 9월 기준, N=1152명〉

구분 재학생 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기능적 결손
계

명 1,152 94 39 10 42 185

비율 100% 8.2% 3.3% 0.9% 3.6% 16.0%

  결손가정 유형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기능적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

적인 생활이 상호 보장과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자녀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

정, 지속적인 불화가정, 지속적인 아동학 , 아내학  가정,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교

육에 한계성을 지닌 가정, 취업 등의 사유로 장기 별거 상태인 가정 등 가정의 본질적

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을 뜻한다.47) 물론 다문화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형태

로는 결손가정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외국인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정서적 유 감 형성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적 결손으로 간주하고 결손 

가정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46) 과잉행동은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움직이고, 수업 중에  

 자리를 떠나는 행위이다. 과잉행동 아동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  

 처럼 행동하며,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성 혜 저 《아동심리학》 p.265.  

  숙명여자 학교 출판국. 2002. 서울

47) 최경숙 저 《발달심리학》 p.376. 효문사. 2000. 서울; 조희선〈결손가정자녀의 가정환경  

     과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p.18.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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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포구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위치한 본 연구자의 근무 학교는 서울 시내

에서도 생활수준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 표면적 조사결과에 의한 

결손가정 아동은 전체학생수 비 16.0%인데, 학급당 평균 4~5명 정도로 결손가정의 비

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손가정이나 재혼가정, 

기능적 결손가정이 더 있음을 감안하면 결손가정 아동의 수는 더 많으리라 추측된다.

〈표 13〉본교 결손가정 학생의 학교 집단생활 적응 실태 (담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함)

〈N=182명〉

원만함 양호함 부적응 계

31명 64명 87명 182명

17% 35% 48% 100%

  〈표 13〉은 본교 182명 결손가정 아동들의 담임에게 아동의 학교 집단생활 적응 실

태를 설문한 내용이다. 원만하다는 응답이 17% 고 양호하다는 응답이 35% 으며 부

적응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이 48% 다. 이는 결손가정 아동 약 2명 중 1명은 학교 집

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으로, 담임의 주관에 의한 판단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교 집단생활에 부적응 하는 결

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표 14〉연구 상 학급의 결손가정 아동 수

〈N=28명〉

구분 학급 아동 수 편부가정 편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기능적 

결손가정
계

아동 수 28명 0명 3명 2명 2명 7명

백분율(%) 100% 0% 10.7% 7.15% 7.15% 25%

  〈표 14〉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연구 상 학급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

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수로 보면 7명이지만 학급 아동 재적이 28명인 것을 생각하면 

그 비율이 25%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학교 전체 결손가정 아동의 비율이 16.0%인 것에 

반해 1.6배 정도로 높은 편인데, 이는 학급 담임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학급 내 

결손가정 아동의 상태를 면 히 조사한 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연구 상인 5

학년 아동의 부분이 1997년 출생으로, 1990년  말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공황인 

IMF의 향을 받아 유아기에 가정결손을 경험하고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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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년의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연구대상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실태

  본 연구자는 연구 상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 개선을 위해 해당 아동의 상태 및 

문제점을 면 히 파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성장 환경, 생활 환경, 외모 및 행동

특징, 학교생활 특징의 5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면담과 관찰의 방법으로 분석하 고,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는 설문의 형식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치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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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유형별 결손가정 아동의 특징

인적사항 김○건, 5학년 남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한부모가정(편모)

성장

환경

․ 유아 시기에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누나 2명과 함께 성장함

․ 아버지에 한 기억이 별로 없으며 아버지에 해 말하는 일이 거의 

 없음

생활

환경

․ 어머니가 보험 업 사원이며 누나들이 학생, 고등학생으로 나이 

차이가 많음

․ 어머니는 잠든 후 늦은 밤에 들어오시며 누나들도 늦게 들어와 방과 

후 시간을 부분 혼자 보냄

․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함

외모 및 

행동 특징

․ 잘생긴 호남형, 그러나 치아가 심하게 돌출하여 교정이 꼭 필요하지

만 가정 형편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임, 치아 돌출로 다소 어눌한 인

상을 줌

․ 친구간에는 말이 매우 많아‘수다쟁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분위기 파

악을 못하는 돌출 행동을 자주 함, 그에 비해 학과 수업시간에는 말

이 없고 조용하며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힘들어함

․ 친한 친구끼리나 개방적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함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이해도가 느리고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림

․ 집중 시간이 짧고 분위기에 잘 휩쓸림

․ 설명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내용을 

바로 다시 질문하는 행동을 반복함

․ 기초 계산 수학 문제는 잘 해결하는 편

이나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는 거의 풀

지 못함

․ 전반적으로 학습 부진은 아니지만 중하 

위권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부진함

․ 친구들의 말이나 하는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면

이 있음

․ 자기 일에 집중을 하 을 때는 주변상

황에 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음

․ 분위기 파악을 제 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눈치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음

․ 특정하게 친한 친구가 없으며 남학생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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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방○준, 5학년 남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조손가정

성장

환경

․ 유아 시기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도 결국

양육을 포기하고 친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맡겨짐

․ 어머니에 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아버지에 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음

․ 가정형편이 매우 빈궁하고 항상 생활고에 시달려 왔음

생활

환경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특정 직업이 없이 국가 기초수급을 받고 박스를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려감, 생계가 매우 어려움

․ 한 벌의 옷을 거의 반복적으로 입고 오며 날씨가 추워도 반팔을 입고 

올 때가 잦음

․ 집안에서 훈육의 담당자나 도덕적 판단의 조력자가 없어 본인의 판단으 

로 생활해 온 경향이 있음

외모 및 

행동 특징

․ 매우 잘생긴 얼굴이나 매우 말랐으며 또래에 비해 신체 발육이 다소 늦

음, 여학생들에게 은근히 인기가 있음

․ 체육기능이 매우 뛰어나며 운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함

․ 장난이 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함

․ 할아버지, 할머니에 한 애정이 남다르고 가끔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는 의지를 표현할 때가 있음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지능 및 이해력이 우수하고 학업 성취

도가 높은 편임

․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

는 이유를 알고 평소에 열심히 노력함

․ 학업 성취도에 수준에 비해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부족함

․ 초등학교 5학년으로써 당연히 알고 있

어야 할 단어나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음

․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주저없이 판단을 

내리지만 다른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때

가 많음

․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으

면 충 넘기는 경우가 많음

․ 친구들의 말이나 하는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면

이 있음

․ 남학생 또래집단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 

지만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그 

친구를 심하게 배척하는 경향이 있음

․ 폭력성이 강하고 뜻 로 되지 않을 경

우에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승부에 집착이 강하고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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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김○형, 5학년 남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한부모가정(편모가정)

성장

환경

․ 유아 시기부터 아버지의 어머니에 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결국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게 됨

․ 아버지에 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망과 미움이 있음

․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어머니는 교육에 

한 열의가 매우 높음

생활

환경

․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 시간에는 거의 부분 혼

자 또는 누이동생과 시간을 보냄

․ 일년에 한두번 아버지를 만나는 듯 하나 어렸을 적 아버지가 휘두른 폭

력에 한 기억으로 아버지에 한 반감이 큼

외모 및 

행동 특징

․ 잘생긴 얼굴에 보통의 체격으로 인상이 매우 좋음

․ 고집이 센 편이고 자신의 뜻 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를 잘 참지 못함

․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상 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즉석에

서 따지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이 잦음

․ 자존심이 매우 세고 자신의 주장이 매우 강함, 싫은 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격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기초학습 훈련이 잘 되어있고 이해력 

및 사고력이 매우 우수하여 따로 학원

을 다니지 않아도 학업 성적이 매우 

좋음

․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

는 이유를 알고 매우 열심히 노력함

․ 평소 책을 즐겨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

는 것 보다 혼자서 조용히 독서하는 것

을 좋아함

․ 수리적 이해력과 언어적 표현력이 고루 

뛰어나 전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함

․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어려워함

․ 자신이 맡은 일인일역이나 학급의 일을 

자주 잊고 하지 않음

․ 친구들의 말이나 하는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면

이 있음

․ 특정한 남학생 또래집단에 소속하지 못 

하고 주로 혼자서 생활함

․ 협동학습이나 단체활동에 비협조적이며 

자신의 주장 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변함

․ 정리정돈을 잘 못해서 자리가 항상 지저 

분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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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황○호, 5학년 남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기능적 결손

성장

환경

․ 어렸을 적에는 유복하게 살았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함

․ 종교적 믿음이 독실한 집안으로 인성교육은 중요시하지만 학과에 관한 

교육은 다소 소홀한 편임

생활

환경

․ 아버지는 빚쟁이들에 쫓겨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를 다님

․ 가정형편이 매우 빈궁하고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편임

․ 고등학생 누나는 학교에서 늦게 들어오고 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냄

외모 및 

행동 

특징

․ 보통의 체격과 키에 평범한 인상임

․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느려서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인상을 줌

․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따라서 

문제 해결 속도도 늦어 시간 내에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업 성취도에 수준도 낮고 창의력이나 

응용력은 더욱 부족함

․ 초등학교 5학년으로써 당연히 알고 있

어야 할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열심히 노력은 하나 노력에 비해 결과

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협동학습을 할 때 자신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함께 모둠활동 

하는 것을 싫어함

․ 그리기에 소질이 있고 본인도 좋아함

․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어려워함

․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음

․ 행동이 느리고 실수가 많아서 친구들이 

답답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함

․ 남학생 또래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부

분  의 시간을 혼자서 보냄

․ 소심하고 소극적이며 운동이나 신체활

동 하는 것을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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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진○성, 5학년 남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기능적 결손

성장

환경

․ 기초수급 가정으로 빈궁한 생활이 지속되어 왔음 

․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음

․ 어머니는 식당에서 새벽까지 일을 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만한 여

력이 없음

․ 방과 후 부분의 시간을 학교인근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거나 여동생과 

집에서 지내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

생활

환경

․ 아버지가 고정 수입이 없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 버는 돈으로 생활 

하는데 생계가 매우 어려움

․ 가정형편이 빈궁하나 특별히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지속적 생활고에 시 

달리는 편임

․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고 엄마는 식당일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 아이들을 제 로 돌보지 못함

외모 및 

행동 

특징

․ 보통의 체격과 키에 평범한 인상이나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체육과에 

기량을 보이고 본인도 매우 좋아함

․ 친구들을 매우 좋아하며 또래집단에 어울려 다니는 것을 즐겨함

․ 학업에는 관심과 흥미가 없으며 의욕도 없음

․ 기초지식 및 상식이 없어 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음

․ 욱하는 성질이 있으며 충동조절을 제 로 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해주어야 겨우 

이해를 하고 그 속도도 매우 느림

․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며 수업 시간에 

멍한 표정으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음

․ 학업 성취도에 수준도 낮고 창의력이나 

응용력도 부족함

․ 초등학교 5학년으로써 당연히 알고 있어

야 할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친

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잦음

․ 자신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부끄러워하

지 않으며 실제 실력보다 과 평가하고 

잘난 척 하는 것을 좋아함

․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어려워하며 잘못된 판단을 할 경 

우가 많음

․ 참을성이 없고 성격이 급하여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이 잦음

․ 뜻 로 되지 않을 때는 폭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하는 활동을 

좋아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시키는 일만 

할 뿐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함

․ 학업에는 관심이 없으나 자신을 꾸미고 

멋있게 보이려는 노력은 잘함

․ 어머니가 새벽에 들어와 아침에도 잠을 

자고 깨워주지 않아 1~2교시에 등교하 

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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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김○연, 5학년 여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조손가정, 편부가정

성장
환경

․ IMF 당시에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는 2살 된 ○연이를 두고 가출
함, 이 후로 연락은 전혀 없음

․ 아버지는 아직까지 직업이 없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
연이를 양육하는 형편임

․ 기초수급 생활가정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우며 가끔 교회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쌀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함, 그마저 없어서 굶는 경우도 
많았다고 함

생활
환경

․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가 동네에서 고물을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려감

․ 가정형편이 매우 빈궁하고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편임
․ 아버지는 ○연이를 양육하기 위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고 직업을 갖
고 생계를 꾸려가고자 하는 의욕이나 능력이 부족함, 수입이 거의 없음

․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훈육에는 엄격하여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바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음

외모 및 
행동 
특징

․ 평범한 외모에 다소 통통한 편임,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 밝은 인 
상을 줌

․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매우 민감하며 사소한 것에 쉽게 상처받고 그것
을 매우 고통스러워 함, 자주 담임에게 그러한 점으로 상담을 요청함

․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지만 예민하고 고집에 
세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음

․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잘 해주나 자신보다 못하
다고 생각되는 친구에게는 인정 없이 하고 무시하는 편임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성실하고 이해도가 빨라서 특별한 사교

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상위권 성적

을 유지함

․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음

․ 가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이미 알

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

나 차분히 설명해 주면 곧잘 이해함

․ 자신이 모르는 문제는 친구들이나 선생

님에게 물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강함

․ 도덕적 판단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

는 일을 어려워하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음  

․ 차분하고 참을성이 많은 듯 하나 친구

들과의 다툼으로 우는 일이 잦음

․ 친구와 다툼이 있으며 그것으로 매우 

괴로워하며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평

정을 찾지 못함

․ 교사가 있을 때는 순종적이나 친구들

과의 사이에서는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함

․ 교사를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 자주 눈에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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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김○희, 5학년 여학생 결손가정의 유형 기능적 결손가정

성장

환경

․ 어렸을 적 이혼한 아버지가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룸

․ 생활 형편은 양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지 않음

생활

환경

․ 지금의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으로 자녀 세자매가 각각 성이 
다르고 혈연적 유 관계가 없음

․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밤늦게 들어오는 편이며 낮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거나 언니들과 생활하지만 언니들이 주로 멋 내고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아 오히려 부정적 향을 미침

․ 언니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나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
하는 것을 충고해주는 조언자는 없음

․ 아버지는 ○희가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딸이라고 생각함

외모 및 

행동 

특징

․ 예쁘장한 얼굴에 균형 잡힌 체격을 가지고 있음. 여러 학생들과 섞여 있
어도 예쁜 얼굴 때문에 눈에 띄는 편임

․ 학교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온순한 편이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
를 벗어나면 180도 돌변한다고 함

․ 학교나 학급에서는 특정하게 친한 친구가 없으나 학교를 벗어나면 같이 
놀러다니는 친한 친구가 많은 편임

․ 학과공부나 성실한 생활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멋있
게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많음

․ 거짓말을 자주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는 언행을 자주 함

학교 생활 특징

학습면 생활면

․ 기초학습능력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업성취도를 올리려는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도 없음․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며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거나 책에다 낙서하는 행동을 
자주함․ 교사나 친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상 방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함․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충 푸는 경
향이 있어 쉬운 문제도 곧잘 틀림․ 학습 결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
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본인의 의지 및 
부모의 관심이 절실한 상태임․ 학과 공부보다는 체육이나 예체능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음

․ 숙제를 거의 해오지 않으며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일이 많음․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일이 잦고 세수
를 하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학교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멍하니 있
는 경우가 많고 집중하여 어떤 일을 해
결하는 모습이 거의 없음․ 어떤 일을 시킬 경우 여러 번 자세히 
설명 해주어야 겨우 이해함․ 시키는 일을 제 로 하지 못하거나 실
수 하는 경우가 잦음․ 협동활동 시에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해
내지 못하고 친구들이 시키는 로 따
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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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관계 요인 검사

  본 연구자는 학급 내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인 자

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

을 실시하 다. 자아존중감 평가를 위한 설문지의 내용은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번안한 것을 5학년 수준

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또한 사회성 검사는 정범모(1971)의 사회성 검사 척도를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표 15〉 연구 상 아동의 자아존중감 검사 결과 비교

                     구분

 항목
일반가정 아동(n=21) 결손가정 아동(n=7)

자아존중감 점수 평균 52.21점 39.31점

  연구자가 학급 내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검사한 결과는 일반

가정 아동이 결손가정 아동보다 12.9점이나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연구 상 아동의 사회성 검사 결과 비교

                     구분

 항목
일반가정 아동(n=21) 결손가정 아동(n=7)

사회성 점수 평균 65.20점 51.18점

 〈표 16〉을 보면 사회성 검사 결과도 자아존중감 검사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이 결손

가정 아동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은 65.20점, 결손가정 

아동은 51.18점으로 그 편차점수는 14.02점이나 차이를 보 다. 

〈표 17〉 연구 상 아동의 인간관계 검사 결과 비교

                     구분

 항목
일반가정 아동(n=21) 결손가정 아동(n=7)

인간관계 점수 평균 62.96점 55.63점

  인간관계 검사 도구는 Schlin과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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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모(1980)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5학년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 다.〈표 

17〉을 보면 인간관계도를 조사한 점수도 일반가정 아동이 62.96점 결손가정 아동이 

55.63점으로 7.33의 차이를 보 다.

〈표 18〉 연구 상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결과 비교

                      구분

 항목
일반가정 아동(n=21) 결손가정 아동(n=7)

학교생활 적응도 점수 평균 66.59점 56.62점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는 임정순(1993)의‘아동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

호택의‘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검사 점수는 일반가정 아동이 66.59점 결손가정 아동이 56.62점으로 결손가

정 아동의 점수가 9.97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실태조사 내용으로 볼 때 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결손가정 아

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가 모두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내용은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기술에 기본이 

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인간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결과는 본 연구자가 담임인 학급의 일반가

정 아동 21명과 결손가정 아동 7명에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행목표의 설정

  본 연구를 위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결손가정 학생들에서 찾아낸 공통적인 학교생

활 문제점은 학습부진, 낮은 자존감, 자기감정 조절 능력 부족, 기본 생활습관 형성 

미흡, 판단력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은 학교 집단생활 중 또래

집단 내에서 인관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현

장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인 관계 개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의 향상으로 설정하 다. 그것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결손가정 학생에게 사전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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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선정한다.

  둘째, 협동적 미술활동을 통해 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

한다.

  셋째, 결손가정 학생들을 상으로 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완하여 완성한다.

  넷째, 연구의 자료 및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다섯째,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천과제 1 사전조사 및 기초연구를 통한 상 학생 선정   

실천과제 2 인관계 개선을 위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실천과제 3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및 수정·보완

실천과제 4 연구의 자료 및 결과 분석

실천과제 5 연구 자료 및 결과의 일반화

Ⅳ.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포구에 위치한 D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 28명을 

연구 집단으로 동학년의 다른 한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 상을 정하

다. 연구 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형식의 질문지법으로 실시하

다. 또한 연구 집단 내에서도 결손가정 아동 21명과 일반가정 아동 7명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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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등의 방법으로 변화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 다.

〈표 19〉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 상자 수 

구분 학년 반 남 여 총 학생 수 

연구집단 5학년 A반 14 14 28

비교집단 5학년 B반 15 14 29

2. 절차 및 방법

가. 연구 실행의 절차 

  연구자는 연구의 시작에 앞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에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 다. 그 후 연구집단에는 협동적 미술활동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실시 후 다시 두 집단에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검사, 인간관계 검사, 학교생

활적응도 검사를 실시하 다. 또한 연구집단 내에서도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

을 비교·관찰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 변화에 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결과

를 얻고자 의도하 다.

  협동적 미술활동의 적용 기간 및 절차는 〈표 20〉과 같다. 본 연구의 수업 적용은 

예비 프로그램의 적용을 포함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까지의 미술시간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 다.

〈표 20〉 협동적 미술활동의 적용 기간 및 절차

단계 적용절차 주요 내용 기간

준비
서전검사 및 

래포형성

․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 래포 형성을 위한 예비 프로

그램 실시

2008. 9. 1~ 9. 30

전개
협동적 미술활동의 

실시
․협동적 미술활동의 실시 2008. 10. 1~ 12. 31

정리
사후검사 및

관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실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200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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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행목표의 실천

1. 실행목표 1의 실천 

  사전조사 및 기초연구를 통한 상 학생 선정

  본 연구자는 연구의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먼저 결손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결손가정 아동이 자아존중감, 사회성, 사교성, 

인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 등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발달 정도를 보인다

는 정보를 수집하 다. 또한 현직교사 1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손가

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정서적 불안정, 자신감 결여, 학습결손, 교우관계 장애 등

의 문제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고 그들을 위한 행동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

  그 후 이러한 결손가정 아동들의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적 수단을 

모색하 는데 그 중에서 협동적 학습활동이 인관계 기술 향상에 가장 적절한 방법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협동적 학습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므로 활동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

관련 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 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D 초등학교 5학년의 한 개 

학급을 실험 상으로 선정하고 학급 내 결손가정 아동 7명을 집중 연구 상으로 선

정 하 다. 그리고 동학년 한 개 학급을 비교 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 결

과를 비교하고자 계획하 다. 

2. 실행목표 2의 실천 

  인관계 개선을 위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가.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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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자는 결손가정 아동의 원만한 인관계의 요인이 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표 21〉

과 같이 구안하 다.

〈표 21〉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내용

과정
활동 목표 자아탐색 및 상호관계의 중요성 수용하기

탐색

및 

진단

활 동 내 용 기  효 과

1회기 자화상 그리기 자기탐색, 자기존중도 향상

2회기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아동탐색, 아동 가정환경의 이해

3회기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아동탐색,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이해

       내용

과정
활동 목표 신뢰적 상호관계 형성

래포 

형성

활 동 내 용 기  효 과

4회기 다함께 강강술래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5회기
믿음의 산책로 

(눈을 가리고 길 찾기)
상호 신뢰감 형성

6회기 함께 재미있는 사진 찍기 관심 및 친 감 형성

        내용

과정
활동 목표 자기 표현의 기술 향상, 상호관계의 중요성 수용하기

협동

미술

활동

활 동 내 용 기  효 과

7회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모

둠협동 작품으로 완성하기

자기탐색 및 상 방 존중의 기회 

상호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8회기
나의 장점을 표현하여 모둠 

협동작품으로 꾸미기
자기탐색 및 상호탐색의 기회

9회기
친구의 장점을 표현하여 모

둠 협동작품으로 꾸미기

상 방 탐색의 기회 조성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회

10회기

우리반 친구의 장점을 표현

하고 모둠 협동작품으로 

꾸미기

긍정적 자아존중감 강화

타인 탐색 및 의사소통능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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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과정
활동 목표 자기 표현의 기술 향상, 상호관계의 중요성 수용하기

협동

미술

활동

활 동 내 용 기  효 과

11회기
장점을 적은 손 본으로 협동

작품 구성하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과정을 경

험하며 함께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 

느끼기

12회기

‘갖고 싶은 것’만들고 협

동작품으로 구성하여 완성

하기

상호 탐색의 기회 조성 자기 표현 

및 협동의 중요성 알기

13회기
‘20년 후의 나의 모습’만

들어 모둠별로 역할놀이 하기

긍정적 자아 형성, 인관계 기술 

습득

14회기 그림 돌려 그리기
타인의 작품 존중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15회기

복사한 내 사진을 꼴라쥬로 

꾸미고 학급 전체 작품으로 

완성하기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

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쁨 알기

16회기
학급 단체 사진을 나누어 색

칠한 후 다시 붙여 완성하기

분업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하는 

기쁨 느끼기 상호 의사소통의 방법 

다지기

17회기 명화 합동 작품 만들기

분업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하는 

기쁨 느끼기 상호 의사소통의 방법 

다지기

18회기
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

들기

상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협동활

동을 통해 성취감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 느끼기

     내용

과정
활동 목표 향상된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확립

사후

관리

활 동 내 용 기  효 과

20회기
달라진 나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만들기

긍정적 자아상 확립,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

21회기 학급전체 롤링페이퍼 만들기
인관계 기술 확립하기,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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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수업 절차

  본 연구자는 결손가정 아동의 원만한 인관계의 요인이 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동적 미술활동을 주로 모둠 성

취도 배분 학습 모형(STAD)을 활용하여 구성하 다. 이 모형은 기본 기능의 습득이나 

사실적 지식의 이해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업에 적용하기 쉽게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

한 보상체제의 구조가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활발한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학습동기를 

촉진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용하기가 간편하여 다인수 학급에서도 용이

하게 활용할 수 있고, 향상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도가 낮은 아동에게도 

동기유발과 참여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 

  배분 학습 모형의 수업절차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매 회기의 프로그

램 운  절차는 〈표 22〉와 같다

〈표 22〉배분 학습 모형의 협동적 미술활동 절차

도입 전개 정리

학습과제

제시
교사의 설명

개인 및 모둠 

협동학습

개별적·

모둠별

평가

모둠 점수

부여

보상 및

평가

․ 학습과제

제시

․ 학습의 순서 

안내

․ 교사는 다양

한 학습자

료를 활용

하고 도입, 

전개,정리의 

순서로 수

업을 전개

․ 모둠의 구성

원들은 각자

역할을 정해

서 상호작용

하며 활동에

참여함

․ 학습한 내용

을 개별적 또

는 모둠별

로 표현함

․ 모둠별 활동 

점수 및 개

인별 향상

점 수를 바

탕으로 모둠

종합 점수 

부여

․ 우수 모둠 

보상

․ 활동과정의 

평가 및 

반성

  매 회기의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을 거치며 활동주제에 따라 다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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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질 수 있다. 도입단계에서는 교사가 동기 유발 활동과 함께 학습 과제를 제시

한다. 전개의 단계에서는 교사가 본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개인별 활동, 모둠별 활동

의 시간을 갖는다. 정리단계에서는 개인 및 모둠을 평가하고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고 

다음차시의 활동과 준비물을 예고하고 마무리한다. 

  활동의 결과는 사진과 관찰기록 및 체크리스트로 기록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정리하

기로 하 다. 28명의 아동들을 모두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손가정 아동 7명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

고 나머지 일반가정 아동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동만을 기록하기로 하 다. 

3. 실행목표 3의 실천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및 수정·보완

 

가. 탐색 및 진단 프로그램

(1) 1회기 자화상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 활동은 실험 상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탐색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하 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관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어려워하지 않는데 반해 자신감이나 자아존중

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편이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아동들에게 미술적 표현의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를 위해서 자화상을 그냥 그리게 하지 않고 유명한 명

화를 활용하기로 결정하 다. 아동들에게 친숙한 명화의 얼굴 부분을 지워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써 완성하도록 의도하 는데 이 방법은 인물표현에 한 부담감

을 다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손가정 아동의 활동 모습을 관찰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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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결손가정 아동의‘자화상 그리기’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미술적 표현에 한 두려움이 커 보 다. 미술과목에 관심은 있으나 그에 

비해 표현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았다.“넌 얼굴이 잘 생겼어”라고 살짝 독

려해 주니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방○준

거울을 보면서도 자꾸만 만화같이 표현하려고 하여 계속 지우고 다시 

하게 하 다. 진지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잔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 다. 

김○형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싫어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나마 그린 것을 자꾸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다가 제 시간에 

끝내지 못했다. 

황○호

○호는 미술에 매우 자신감을 가진 아동이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

찰하면서 털 한 올 한 올까지 열심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주어 교사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다만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까웠다. 

진○성

○성이는 아예 그리는 활동에 관심이 없어 보 다. 거울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고 친구들이 그린 것만 보고 자꾸 키득거려서 교사의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 ○성이는 미술적 표현활동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이 없는 아동이다. 

김○연
○연이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보통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 교사는 열심히 노력한 점을 칭찬하 다. 

김○희

○희는 평소에도 만화를 즐겨보는 아동이다. 그래서 모든 인물 그림은 

만화처럼 표현하는 편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자고 여

러 번 타일 는데도 끝내 만화 속의 여자 주인공처럼 표현하여 교사에

게 실망을 주었다.

〈표 24〉1회기‘자화상 그리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탐색 및 진단 회기 1회기

학습주제 자화상 그리기

학습목표 자신의 얼굴을 명작을 활용한 자화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명작 사진 ppt, 여러 가지 자화상 ppt, 얼굴이 지워진 명작 

그림 학습지,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그 외 그리기 도구,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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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자신의 얼굴에서 마음에 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발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명작을 활용하여 자화상으로 완성하기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의 얼굴을 관찰한다.

 ․ 얼굴이 지워진 인물화 학습지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다.

* 다양한 감상

작품을 소개

하여 표현 욕

구를 자극한

다.

전개

개별학습
◎ 자화상 완성하기

 ․ 얼굴이 지워진 학습지에 거울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

을 그려 넣는다. 

 ․ 만화처럼 그리지 않고 실제 자신의 모습을 면 히 

관찰하여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 자화상

학습지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얼굴을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 는지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학생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을 찾아 보상

한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 모습
채색하여 완성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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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활동 모습 스티커를 붙여 평가하는 모습

〈도판 2〉1회기 ‘자화상 그리기’ 활동 과정 

자화상 교실 게시판에 전시한 모습

〈도판 3〉1회기 ‘자화상 그리기’ 활동 결과물 

  자화상 그리기 활동에 앞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보는 거울일 텐데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꺼려하

거나 장난을 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는 아동들이 꽤 많았다. 그런 아동

에게 교사가“넌 눈이 참 예쁘게 생겼어.”라든가“선생님이 보기에 ○○이는 참 잘생

겼는걸.”과 같은 칭찬의 말을 해 주었더니 기분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 활동 역시 다른 활동 프로그램처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

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지한 분위기로 전환시키자 아동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얼굴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완성된 후에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하는 아동들이 꽤 많았다. 

또한 평가의 시간에 스티커를 2개씩 주고 마음에 드는 작품에 붙이라고 했더니 의외

로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는 활동에 열의를 보 다. 스티커를 많이 받은 아동에게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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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스티커와 함께 막 사탕을 주었는데, 어떤 아동은“이런 것 또 언제 할 거예

요?”라는 질문을 하며 다음 시간을 벌써부터 기다리는 눈치 다.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자기 얼굴을 표현하는 활동을 어려

워하 는데, 교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격려에 달라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주변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큰 학습동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수업이었다. 

(2) 2회기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활동은 아동의 가정생활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탐

색 활동이었다. 동작성 가족그림은 가족들이 집안에 다 모여 있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서 가족들이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같은 종이 안에 표현하는 그림이다. 일반

적으로 가족간의 긍정적 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상호교류가 활발한 가정의 아동들

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다. 예를 들자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함께 간식을 먹으며 담소

를 나누고 있는 풍경 등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상호교류가 단절된 가정의 아

동들은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 풍경을 표현하거나 특정 

구성원은 아예 집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현 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결손가정 아동의 동작성 가족그림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결손가정 아동의 ‘동작성 가족그림’ 분석

이름 그 림  분 석  내 용

김○건

그림 속의 ○건이는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아버지, 어머

니는 모두 기차(지하철)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부분의 오후·저녁 

시간에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이의 가정 생활을 읽을 수 있었다. 

방○준

○준이 역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방과 후 

시간은 혼자서 보내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나마 자신의 모습을 그

리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할머니와 어머

니의 모습을 표현하 는데 어머니는 ○준이가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김○형

○형이는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한 방 모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 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에 한 유 감이 상당

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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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

○호는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를 표현하지 않았다. 부분 아버지의 모습

을 그리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의 글이라도 표현하는데 아예 

표현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아버지의 부재나 유 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진○성

○성이는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자고 있는 풍경을 그렸는데, 가족간

의 유 관계가 매우 두터워 보인다. 그림의 순서와 크기가 가족 내의 서

열 또는 ○성이에게 있어 존재감을 말해주는 것 같은 가족그림 이었다..

김○연

○연이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이다. 그림 속의 가족들은 각각

의 공간에서 따로 자기의 일을 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가족간

의 유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아 보인다.. 그 중에서 ○연이와 할머니만

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다. 구석에 그려진 할아버지는 

○연이에게 존재감이 가장 작은 인물로 추정되며 ○연이에게 가장 가까

운 존재는 할머니로 보인다.

김○희

○희의 가족화에는 같이 살고 있는 새어머니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다. 그에 비해 각각 어머니가 다른 두 언니와는 친하게 지내는 듯 한 

공간에 함께 표현하고 특히 큰언니를 ○연이의 바로 옆에 표현한 것으

로 보아 둘의 사이가 특히 좋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연이와 멀

리 떨어진 장소에 편안하게 누워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왠지 아버지와

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표현하고 있는 듯 보 다. 

일반가정 아동의 가족화 결손가정 아동 방○준의 가족화

〈도판 4〉2회기 ‘동작성 가족그림’의 비교

  일반가정 아동의 동작성 가족그림에서는 가족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화목하게 웃고 

있다. 반면 결손가정 아동 방○준의 동작성 가족그림에서는 각각의 역에 가족들이 

따로 분리되어 표현되어 있고 그나마 아예 모습을 그리지 않은 가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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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회기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탐색 및 진단 회기 2회기

학습주제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학습목표 저녁시간에 자신과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도화지, 그 외 그리기 도구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저녁 시간에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에 하여 이야기

하기
◎ 학습주제 소개
 ․ 저녁시간에 자신과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표

현하기
◎ 활동 방법 안내
 ․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저녁시간 중 일정한 시간

을 정하기
 ․ 그 시간에 자신의 가족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떠올리기
 ․ 8절 도화지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표현

*. 아 동 들 이 
서로의 그
림을 볼 수 
없도록 가
림판을 사
용한다

전개 개별학습 ◎ 동작성 가족화 표현하기 ▶
그리기 
기구

정리

활동소감 
발표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는지 반성

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아 동 파 악 
자료를 수
집하기 위
한 활동이
므로 별도
의 평가나 
감상은 하
지 않는다.

스케치 하는 모습 가림판으로 가리고 그리는 모습

〈도판 5〉2회기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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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활동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라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실

시하 다. 특히 일부 아동들은 잘 하는 친구의 작품을 따라 하는 특성이 있어서 공개

적으로 실시할 경우 해당 아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판단에서 다. 활동 시작에 앞서 교사가“이것은 어떠한 평가에도 반 되지 않으

니, 편안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만 볼 거예요.”라고 부담감을 덜어 주었더니 아동들

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 다.

  자화상 그리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일부 아동들은 자꾸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하기도 

하 는데, 이런 아동은 교사가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며 고치지 말 것을 충고하거나 

아예 지우개를 빼앗기도 하 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아동들의 미술적 표현에 한 

두려움과 소극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3회기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활동은 아동의 학교생활 교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

시한 탐색 활동의 일부 다. 동작성 학교그림은 공부시간 이외에 자신과 친 한 친구

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같은 지면상에 표현하는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표현하는 그림에는 자신과 여러 명의 친구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또래집단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자신을 

친구들과 동떨어져 표현하거나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닌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한다. 

  결손가정 아동의 동작성 가족그림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결손가정 아동의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그림 분석

이름 그 림  분 석  내 용

김○건

○건이는 그림 속에서 두 친구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에 끼어들지 

못하고 바깥쪽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컴퓨터 중독이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건이의 학교생활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방○준

○준이는 평소에도 체육시간을 매우 좋아하는데 동작성 학교그림도 축

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준이의 바로 앞에는 친한 친구 ○성

이가 있으며 실제로 두 친구는 체육 시간에 실력을 다투는 라이벌 관계

이다. 친구들과 함께 체육경기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준이

의 교우관계는 원만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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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그림 속의 ○형이는 그림의 중심에 비교적 큰 모습을 하고 축구공을 차

고 있다.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교우관계

가 비교적 원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명의 친구들이 모여

서 따로 떨어져 있는 ○형이를 방어하고 있는 내용의 그림을 살펴보면 

○형이의 친구들을 향한 소외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황○호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호의 그림은 ○호의 평소 교

우관계를 아주 잘 반 하고 있다. 약간 떨어진 배경에서 그림자 처리한 

한 명의 친구만 있을 뿐 그림 속에는 ○호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진○성

○성는 기초체력이 강해서 운동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때문에 체육시

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림에서도 역시 앉은뱅이 피구를 하는 장면을 

표현하 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동그

랗게 둘러 않은 친구들에 비해 ○성이의 크기가 작게 표현된 것으로 보

아 친구들에게 비교한 자신에 한 자아존중감을 엿볼 수 있다. 

김○연

○연이는 그림 속에서 교실에서 하는 앉은뱅이 피구를 하고 있다. 친구

들은 즐겁게 웃고 경기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연이의 표정을 그리 

밝지가 않다. 또한 ○연이의 곁에 앉아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친구들과의 단절감을 표현해주는 듯 하 다.

김○희

○희는 피구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 다. 그런데 피구 경기장 

바깥에서 혼자 동떨어져 방어를 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친구들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며 왠지 경기에 끼지 못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 듯 

하다. 평소에 여학생 또래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희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김

○

건

방

○

준

김

○

형

황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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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연

김

○

희

〈도판 6〉결손가정 아동의 ‘동작성 학교그림’ 활동 결과물

〈표 28〉3회기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탐색 및 진단 회기 3회기

학습주제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학습목표
학교생활에서 자신과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도화지, 그 외 그리기 도구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학교에서 공부 이외에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에 

하여 이야기 하기

◎ 학습주제 소개

 ․ 학교 일과 중에 자신과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활동 방법 안내

 ․ 학교 일과 중 공부시간 이외의 일정한 시간을 정하기

 ․ 그 시간에 자신과 친구들이 하는 일을 떠올리기

 ․ 8절 도화지에 자신과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

는지 표현하기

* 아동들이 서

로의 그림을 

볼 수 없도록 

가림판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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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개별학습 ◎ 동작성 학교화 표현하기
▶ 그리기

도구

정리

활동소감 

발표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는지 반

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아동파악 자

료를 수집하

기 위한 활

동이므로 별

도의 평가나 

감상은 하지 

않는다.

스케치 하는 모습 가림판으로 가리고 그리는 모습

〈도판 7〉3회기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활동 모습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활동의 결과물은 교사가 아동의 학교생활 및 인관계를 분

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실시하 다. 이 활동 역시 아동 상호간에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판으로 가리고 비공개로 실시하 다. 지난 회기에 동작성 가족그

림을 그렸던 때문인지 활동 방법에 한 별 다른 궁금함이나 질문 없이 교사의 지시

로 따라주어 2회기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여 마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부 결손가정 아동뿐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 중에서도 교우

관계나 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동들의 동작성 학교화에는 그 아동이 친구들 무

리에 속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표현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아동들에게 

협동적 미술활동을 통해 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겠

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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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래포형성 프로그램

(1) 4회기 다함께 강강술래

 ‘다함께 강강술래’ 활동은 모둠 또는 학급전체 학생이 협동하여 강강술래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유 감과 협동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부분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은 남·여 간에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

촉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활동은 남녀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모둠별 강강술래 활동에서 돌아가면서 술래를 맡고 그 사람

이 책임지고 모둠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분담에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의의를 두었다. 

  결손가정 아동의 활동 모습을 관찰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결손가정 아동의 ‘다함께 강강술래’ 활동 모습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강강술래 놀이에 참여했

다. 자신이 술래가 되었을 때는 다소 실수도 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에서 별 지적 없이 친구들에게 수용되었다. 이번 활동을 매우 즐거워하

다. 

방○준

○준이는 자신이 리더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 다. 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술래에겐 자꾸 들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교사가 옆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다툼이 될 뻔하기도 하 다.

김○형

○형이는 친구와의 스킨십에 매우 어색해 하 다. 특히 여자 아동들과 

손을 잡는 것을 안 하려고 자꾸만 피했는데 교사가 설득하여 함께 활동

을 마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려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은 

매우 즐기는 모습이었다. 

황○호

○호는 평소 다른 활동에서도 리더들이 원하는 로 따라하는 스타일이

다. 때문에 자신이 리더가 되어 모둠원을 이끄는 활동을 부담스러워 하

고 매우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 다. 그러나 자신감 없는 태도에 비

해 리더의 역할은 무난하게 해 내어서 다소 자신감으로 고무되는 듯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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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성이는 평소 또래집단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편이었다. 이번 활동에서 자

신이 이끄는 로 모둠원들이 따라주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는 듯 하

고 다른 친구가 술래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다는 식의 충고를 

해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연

○연이는 자신이 술래가 되었을 때 실수를 할 까봐 조마조마 하면서도 

나름 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연이는 자

신이 맡은 역할 이상의 것도 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기 감을 들게 했다. 

김○희

○희는 학업과 관련된 이외 활동은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신체를 

이용한 활동에 매우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데 이 활동 역시 매우 즐겁게 

참여하 다. 평소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자신이 술래가 

되어 모둠을 이끄는 모습이 놀라웠다. 

모둠원끼리 처음 손을 잡는 모습 모둠별로 강강술래 놀이를 시연하는 모습

다른 모둠과 연합하여 강강술래 하는 모습 반 전체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 하는 모습

〈도판 8〉4회기 ‘다함께 강강술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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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소주제

제시하기

◎ 동기유발 활동

 ․ 함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에 해 이야기하기

 ․ 강강술래의 기원과 의의

◎ 학습주제 소개

 ․ 모둠별로 협동하여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 강강

술래 놀이하기

◎ 소주제 제시

 ․ 강강술래의 방법 알기

 ․ 타인을 배려하며 질서 지켜서 강강술래 놀이 하기

 ․ 협동하여 함께하면 좋은점 알기

◎ 모둠 조직하기

▶

*

*

동 상

안 전 사 고

가 일어나

지 않도록 

놀이 규칙

을 충분히 

설명한다.

협동과 배

려의 중요

성을 충분

히 강조한

다.

전개

계획수립

및 역할 

나누기

협동하여

강강술래

놀이하기

◎ 계획수립 및 역할 나누기

 ․ 술래 및 막내 역할의 순번 정하기

◎ 강강술래의 규칙 익히기

◎ 모둠별로 강강술래 놀이하기

 ․ 돌아가며 술래 역할을 맡고 나머지는 술래의 지시

와 행동을 따라하기

◎ 모둠끼리 연합하여 다함께 강강술래 놀이하기

* 술래는 모

둠원 모두

가 돌아가

며 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차시예고

◎ 모둠별 강강술래 공연하고 서로 감상하기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강강술래의 규칙을 지키며 협동하 는지 반성하기

 ․ 타인을 배려하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 는지 

반성하기

◎ 활동 우수 모둠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 할‘믿음의 산책로’활동에 해 소개하기

〈표 30〉4회기 ‘다함께 강강술래’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래포형성 회기 4회기

학습주제 다함께 강강술래

학습목표 친구들과 협동하여 강강술래 놀이를 하고 서로 친 감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교사 강강술래 음악, 동 상 자료, 사진기

학생 간편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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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동 상을 시청하며“우리도 오늘은 강강술래를 직접 해 볼 거예요”라고 말

했더니 남자 아동들에게서“어, 저것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나 하는 놀이잖아요?”

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반응에 교사가 협동심과 단합을 위해 행해졌던 강

강술래의 기원과 의의를 설명해 주고 어린이들의 협동심 함양에 아주 필요한 놀이라

는 점을 강조했더니 반응들이 다소 달라졌다. 

  처음 시범을 보이게 된 모둠의 남·여 아동들이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야

단을 치기 보다는 손을 잡지 못하겠으면 손목 주변의 옷을 잡아도 된다고 허용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 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회전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꽉 잡아야 더 편

리하다는 점을 터득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손들을 잡았으나 몇몇 아동들은 끝까지 다

른 이성 친구의 손을 잡지 않기도 하 다. 

  모둠별 연습 시간을 거쳐 프로그램의 끝부분에서는 반 전체가 연합하여 강강술래를 

하자고 제안하니 아동들이 매우 기뻐하며 한껏 고무되는 분위기를 보 다. 이 날 비가 

내려서 운동장 수업을 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으나, 좁은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방

해를 주지 않고 모둠 활동을 하는 배려심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많은 아동들이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 와서 연구자로써는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2) 5회기 믿음의 산책로

 ‘믿음의 산책로’활동은 상 방을 믿어야 함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닫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 안 를 

착용하여 시각장애인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실 

안의 책상들을 미로처럼 배치하여 안 를 한 사람은 안내자가 없으면 그 코스를 통과

하기가 어렵도록 상황을 미리 설정해 놓는다. 안내자는 시각장애인 역할 아동의 몸을 

건드릴 수 없고 오직 말로만 친구를 인도할 수 있다. 책상의 배치는 수시로 변경하고 

중간에 장애물이나 방해꾼을 두어 눈을 가린 채 혼자서 길을 통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

니기 때문에 안내자의 안내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눈이 정해진 코스를 쉽게 통과할 수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안내자의 역할을 서로 바꾸기 때문에 상 방의 입장이 되어 

어려운 점과 힘든 점을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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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결손가정 아동의‘믿음의 산책로’활동 모습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활동에 매우 즐겁게 참여하 다. 안 를 썼

을 때는 다소 소심한 태도로 돌변하기도 하 지만 안내자 역할을 할 때

는 자세하게 안내하여 친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 냈다. 

방○준

○준이는 무슨 활동이든지 잘 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주어진 코스

를 빨리 통과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코스를 미리 외워 

두었다가 안 를 썼을 때 안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한 로 

재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 다. 평소에도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 로 결정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준이의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준이 때문에 코스를 수시로 바꿔야

만 하 다. 

김○형

○형이는 평소에도 실수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 활동에서도 실

수해서 잘못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안내자의 말 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 다. 상 방을 믿고 따라 해야 코스를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조언을 여러번 해 준 뒤에야 겨우 시각장애인 역할을 벗어날 

수 있었다. 

황○호

○호는 상 방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강했다. 안내자의 지시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정해진 코스를 통과했는데 중간 중간에 서로 의사 소통이 되

지 않을 때에는 꼼짝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다음 안내를 기다렸다. 

때문에 활동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주어진 코스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진○성

○성이 ○준이처럼 코스를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강하나 미

처 코스를 외우지 못해서 중간 중간에 자꾸 장애물에 부딪혔다. 연구자

가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안내자의 지시를 잘 듣고 따라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자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는 듯 하 으나 평

소에도 상 방을 잘 듣지 않는 생활습관이 활동에 장애를 주는 것처럼 

보 다. 

김○연

○연이는 비교적 무난하게 활동을 마쳤다. 안내자 역할을 할 때에는 친

절하게 친구를 인도해 주었고 자신이 시각장애인 역할을 할 때에는 안

내자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코스를 통과하 다. 

김○희

○희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 다. 안 를 끼우자 매우 두려운 듯 

안내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아서 교사가교 일부러 손을 떼어 놓아야만 

하 다. 자신이 안내자 역할을 할 때에도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해 상 방 친

구가 답답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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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의 인도로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 장애물을 피해서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활동 소감문을 작성하는 모습

〈도판 9〉5회기‘믿음의 산책로’활동 모습

  이번‘믿음의 산책로’프로그램은 그 이전의 활동들에 비해 아동들의 반응과 호응

도가 매우 좋았던 수업이었다. 수업을 마치자“다음에 한 번 더 하자”는 아동들의 건

의가 쏟아졌고 교사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처음에 안 를 꼈을 때는 다소 주춤하던 아동들도 친구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서 

무난하게 코스를 통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듯 하 고 친구의 안내를 의

심하던 친구들도 차츰 마음을 바꿔서 상 방을 믿고 지시 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을 보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단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남과 함께 돕고 살아가는 사회인을 육성하

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도 해야 함을 실감하 다.

  활동 과정상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보 던 반응은 략 매우 소심하거나 매우 적극

적이거나 하는 양분된 태도 다. 소심함을 보이는 아동들에게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

고 지나친 적극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는 침착함과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했다. 활동의 준비와 진행에서 아동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힘든 수업이었지만 조

금씩 달라지는 아동들의 태도에 또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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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소주제

제시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서로 도와야 할 수 있는 놀이에 해 이야기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모둠별로 협동하여 ‘믿음의 산책로’ 놀이하기

◎ 놀이방법 안내

 ․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여러 모둠을 구성한다.

 ․ 4명이 2명씩 짝을 짓는다.

 ․ 한명은 안 를 착용하고 한 명을 말로써 그 친구를 

주어진 코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코스를 통과하면 역할을 바꾸어 다시 실시한다.

* 경쟁에 치

우쳐 안전

하고가 일

어나지 않

도록 유의

한다.

전개

계획수립

및 역할 

나누기

협동하여

믿음의 

산책로

놀이하기

◎ 역할 나누기 및 순서 정하기

 ․ 모둠별로 역할과 순서를 의논해서 정한다.

◎ 놀이의 규칙 익히기

◎ 모둠별로‘믿음의 산책로’놀이하기

 ․ 한명은 안 를 차고 한명은 길을 안내해주면서 정해

진 코스를 통과하기

◎ 역할을 바꾸어 정해진 코스를 다시 통과하기   

▶

*

안

친구를 인

도할 때에

는 절  손

이나 도구 

등을 사용

하지 않음

을 주지시

킨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강강술래의 규칙을 지키며 협동하 는지 반성하기

 ․ 타인을 배려하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 는지 

반성하기

◎ 활동 우수 모둠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준비물 ‘디지털 카메라’ 안내하기

〈표 32〉5회기 ‘믿음의 산책로’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래포형성 회기 5회기

학습주제 믿음의 산책로

학습목표
친구들과 협동하여‘믿음의 산책로’놀이를 하고 서로 친 감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안 , 사진기
학생 간편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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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회기 친구들과 협동하여 재미있는 사진 찍기

  이번 활동 역시 같은 반 친구들과 친 감과 유 감을 형성하기 위한 래포형성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수업이었다. 학급 재적 28명을 5개 조로 나누어 재미있는 설

정 사진을 찍는 것이 학습 목표 는데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서 아동들이 매우 흥미진

진한 태도를 보 다. 처음 계획할 때는 설정사진 찍는 연습만 모둠별로 실시하고 찍는 

것만 교사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 으나 아동들끼리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5  준비하여 각각의 모둠에게 나

누어 주고 자율적으로 찍을 것을 허락하 다. 

  원래는 한 차시로 계획하 으나 아동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여서 한 차시는 교실에서 

실시하고 추가로 야외에서 촬 하는 활동을 한 차시 더 실시하 다. 자율권을 한껏 허

락한 만큼 아동들이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사진 찍는 활동을 하 는데, 교사는 소

외되는 아동이 없는지, 아동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한 활동이었다.

〈표 33〉결손가정 아동의‘협동하여 사진찍기’활동 모습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 사진의 모델 역할을 매우 좋아하 다. 친구

들이 지시하는 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열심히 모둠 사진작품을 만드

는 활동에 협조하 다. ○건이가 속한 모둠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

서인지 별다른 이상행동을 관찰할 수 없었다. 

방○준

○준이는 모델보다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의 역할을 하고자 주장하 다. 역

할을 바꿔가며 다양한 경험을 해 볼 것을 권유하 으나 매번 사진기를 들고 

있는 것은 ○준이 다. 평소 학교생활서도 리더십과 자기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준이의 기세에 눌려 모둠의 다른 친구들은 불만이 많은 듯 보 다. 

김○형

○형이는 사진을 찍는 것도 자신 없어 하 고 특히 누군가 자신의 사진

을 찍는다는 사실을 꺼려하는 듯 하 다. 그러나 교사가“모둠 전체 활

동인데, 네가 빠지면 좋은 작품이 안 될 것 같구나”라고 ○형이의 책임

감 높은 태도를 자극하 더니 의외로 친구들의 지시에 협조해가며 다양

한 포즈를 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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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

○호는 평소에도 자기의 주장이 별로 없는 편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기보다 자신보다 강한 친구의 의견을 따라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활동

에서도 친구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를 보 다. 그러나 이번 활

동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이 필요했으므로 친구들은 ○호의 소

극적인 태도를 답답해 하 다.

진○성

○성이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지 자

꾸만 모둠 친구들에게 장난을 걸어서 교사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 

모둠의 의견에 따라 자세를 취하는 활동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나 남

는 시간에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보다 주변의 친구에게 장난을 거는 모습

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 반면 ○성이는 작은 칭찬에도 매우 민감하 는

데 소소하게 내던지는 교사의 칭찬에도 무척 기분 좋아 하 다. 

김○연

○연이는 교사의 관찰로는 무난한 성격인 듯 보 는데 이런 모둠활동을 

할 때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

지 않으니 화가 나서 그렇다고 답하 다. 교사가 개별적으로 다가가 

왜 ○연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해 화를 나누고 나서

야 그러한 태도가 다소 풀어지는 것처럼 보 다

김○희

○희는 이번에도 공부와 관련이 없는 신체활동이라서 매우 즐거운 듯 보

다. 친구들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활동에 임하 다. 특

히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찍어 주는 활동이 재미있는 듯 했다. 

친구들의 모습을 촬 하는 모습 역할을 나누어 사진 촬 하는 모습

역할을 나누어 사진 촬 하는 모습 재미있는 동작을 연구하고 있는 모습

〈도판 10〉6회기‘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 찍기’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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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사진의 활용과 유익함에 하여 이야기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모둠별로 협동하여 재미있는 사진작품 만들기 

 ․ 재미있는 사진의 예시작품을 보여주기

◎ 사진촬  방법

 ․ 4~7명씩 모둠을 구성한다.

 ․ 재미있는 설정사진 촬 을 위한 스토리 보드를 함

께 구상한다.

 ․ 촬 자와 모델로 역할을 분담한다. 역할은 바꿀 수 

있다.

 ․ 스토리 보드에 따라 재미있는 사진작품을 여러 장 

촬 한다.

* 개 인 적 인 

행동을 하

지 않도록 

모둠의 협

동을 강조

한다.

전개

계획수립

및 역할 

나누기

촬 하기

◎ 역할 정하기

 ․ 모둠별로 역할과 역할을 바꾸는 순서를 의논해서 

결정한다.

◎ 스토리 보드 구상하기

 ․ 재미있는 설정 사진이 될 수 있는 장면을 구상하여 

스토리 보드로 작성한다.

◎ 모둠별로 재미있는 설정사진 촬 하기

 ․ 교실의 공간을 모둠별로 나누어 지정해주고 그 안에

서 자신들이 구상했던 재미있는 사진을 촬 한다.

◎ 역할을 바꾸어가며 여러 가지 상황의 설정사진 촬

하기

▶ 디지털

카메라

〈표 34〉6회기‘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 찍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래포형성 회기 6회기

학습주제 재미있는 사진 찍기

학습목표 친구들과 협동하여 재미있는 사진 작품을 찍을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재미있는 사진 작품 ppt, 사진기

학생 디지털 카메라, 설정 사진을 위한 소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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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역할을 공평하게 바꾸어가며 활동하 는지 반성하기
 ․ 모둠원들의 의견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 는지 반

성하기  
◎ 서로의 사진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기 위한 그리기 도구 안 

  내하기

▶ 아 동 들 이 

촬 한 사

진자료

1모둠 우수작품 3모둠 우수작품

2모둠 우수작품 4모둠 우수작품

〈도판 11〉6회기‘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 찍기’모둠 작품

  이 활동은 전반적으로 부분의 아동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매우 즐거워했던 활동

이었다. 모둠별로 디지털카메라를 주어 자유롭게 촬 하도록 자치권을 한껏 허락하

고 연구자는 아동들의 질서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만 하 기 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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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교과시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일부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활동에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 다. 특히 결손가정 아동 중 ○희는 멋진 포즈를 생각해내서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교사도 의외

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회기의 성공 이유를 분석해보니 무엇보다도 주제가 아동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었고 활동 공간이 교실을 벗어난 야외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실시 프로그램에서도 아동들이 자발적이고 즐겁

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활동 방법과 장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해야겠다. 

다. 협동적 미술 활동

(1) 7회기 자신의 자화상으로 모둠 협동 작품 만들기

 ‘자화상 그리기’활동은 이미 1회기에 자기탐색을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

기는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모둠의 협동 작품으로 완성하

는 활동이었다. 자신의 얼굴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협동작품

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 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구안한 프로그램이다. 

  자화상 그리기는 이미 했던 활동이어서인지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모둠별 협동작

품 만드는 활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교사의 중재가 필요한 모둠이 있었다. 

〈표 35〉결손가정 아동의‘자화상으로 협동작품 만들기’활동 모습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 활동을 매우 좋아 하 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본인의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과물은 형편없고 친구들은 이러

한 ○건이에게 실망을 한다. 그래도 교사의 눈에 희망적으로 보이는 점은 ○건

이가 좌절하지 않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방○준

○준이는 미술적 표현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나 이미 본인의 부단한 노력으

로 어떤 정도까지 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터득한 듯 보 다. 자신이 터득한 방법의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 듯 보이

나 그 이상의 노력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 다.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모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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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형이는 이번 활동에서 친구들과 다툼을 벌여 아예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돌출행동을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기주장이 강한 편인 ○형이는 자

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부러 심술궂게 행동하거나 다른 친

구들과 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 다. 

황○호

○호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는 일은 없었고 친구들이 하자는 로 맞춰주는 듯 보 다. 어떤 친구들

은 이런 ○호의 태도에 "네 생각은 없냐?”는 식으로 답답해하기도 하 다.

진○성

○성이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것에 흥분된다는 태도를 보 으

나 정작 활동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에게 장난을 걸거나 함께 노는 것

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교사에게 여러 번 제지를 받았으나 잠시 뿐이었

고 또다시 흐트러진 자세를 보 다. 

김○연

○연이는 모둠 친구들과 의논하기보다 자꾸 교사에게 와서“이렇게 해도 되나

요?”를 물어보곤 하 다. 처음에는 교사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나 자꾸 

물어보았기 때문에“이제는 너희 모둠 친구들과 의논하라”는 답변을 주었다. 

김○희

○희는 친구들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하지만 친구들도 ○희

의 실력을 알아서인지 어려운 것은 아예 역할분담을 시키지 않았고 ○희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듯 보 다. 

거울 보고 자화상 그리기 모둠 협동작품 만들기

모둠 작품 발표하기 우수모둠 스티커 붙여주기

〈도판 12〉7회기‘자화상으로 협동작품 만들기’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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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7회기‘자화상으로 협동작품 만들기’활동 결과물

〈표 36〉 7회기 ‘자화상으로 협동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탐색 및 진단 회기 7 회기

학습주제 자화상 그리기

학습목표
명작을 활용하여 자화상을 표현하고 모둠별 협동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명작 사진 ppt, 여러 가지 자화상 ppt, 얼굴이 지워진 명작 그

림 학습지,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4절 색지, 그 외 그리기 도구, 거울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명작을 감상하며 자화상과 초상화의 차이점 알기

◎ 학습주제 소개

 ․ 명작을 활용하여 자화상 완성하기 

 ․ 각자의 자화상을 모둠의 협동작품으로 완성하기

◎ 활동 방법 안내

 ․ 4명씩 모둠을 구성한다. 

 ․ 자신이 원하는 학습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는다.

 ․ 모둠원들의 모습을 오려서 같은 색지 위에 배열한다.  

 ․ 배열에 따라 맞는 상황을 설정하고 인물의 사를 

적어준다.

* 다양한 감

상 작 품 을 

소 개 하 여 

표현욕구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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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자화상 완성하기

 ․ 얼굴이 지워진 학습지에 거울로 보이는 자신의 얼

굴을 그려 넣는다. 

 ․ 만화처럼 그리지 않고 실제 자신의 모습을 면 히 

관찰하여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자신의 모습을 오려낸다.

 ․ 같은 종이 위에 모둠원들의 얼굴을 배치하여 붙인다.

 ․ 배치된 그림들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의 사를 적

어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한다. 

▶

*

자화상

학습지

개인별 실

력에 맞는 

학 습 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

러 가지 학

습지를 준

비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얼굴을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 는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 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

인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스티커

*지난번에 

비해 열심

히 활동한 

아동을 찾

아 보상한다.

  이전까지의 모둠 활동은 단순히 함께 오리고 꾸미는 활동이었으나 이번 활동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협동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

다. 각자가 그린 자화상으로 학교생활 중 한 장면을 결정하여 그 상황에 맞는 내용으

로 꾸미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모둠 작품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중요했다. 어떤 모둠은 빠른 결정으로 협동 작품을 수월하게 

만들어 가는 반면 어떤 모둠은 장면 결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나머지 모둠작품 제작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 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런 모

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신 벌점을 주어 다음 활동에서의 발전된 모습을 기 한

다고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벌써 7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생소하게 생각했

던 아동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활

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협동학습을 할 때 모둠 내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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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잡히는 듯 보 다. 교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도 차츰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동들의 태도 변

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자의 동기부여와 자극 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

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들이 자신의 역

할을 다할 때 사회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음을 강조하 는데 이제 아동들도 그러한 점

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 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 8회기 나의 장점을 표현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이번 회기는 자신의 장점을 떠올려 그림으로 표현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

이었다.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이번 활동을 계획하 다. 활동에 앞서 교사가 먼저 여러 학생들의 사소한 면까지 

칭찬을 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재미있는지 아동들도 친구 칭찬을 

이어갔다.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은 점과 자신이 생각하기에 칭찬을 받을만하다고 생각

되는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활동이었는데, 

엄 히 말하면 협동적 미술활동이 아니라 협동적 칭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결손가정 아동의 ‘장점표현’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 다. 이

번 활동을 매우 즐기는 듯 했고 교사에게“다음에도 또 할 거예요?”라

는 질문을 하 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또 앞으로 다른 친구들을 칭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소감을 말해 연

구자를 보람 있게 만들어 주었다. 

방○준

비교적 장점이 많은 ○준이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표현을 매우 당황스러

워 하 다.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듯 교사에게 질

문을 하 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 발표를 할 때에는 상당히 떨리고 쑥스

러운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모습을 보 다. 반명 친구들에게 칭찬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매우 기쁜 듯 웃음을 지어 교사를 흐뭇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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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형이는 쑥스러워 하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친구들에게 멋

지다는 말을 들을 때 매우 기분이 좋아 보 다. 또 다른 친구들의 발표

를 들으니 친구들이 멋져 보 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무엇이든지 칭

찬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을 적었다. 

황○호

○호 역시 친구들이“넌 너무 멋져! You so hot!"을 외칠 때 씨익 웃으

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 다. 앞으로 배려심이 깊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싶다는 소감을 보니 ○호에게 매우 뜻 깊은 수

업이었던 것 같다.

진○성

○성이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목소리도 크고 활발한 편이지만 여러 

친구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타는 아동이다.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며 

스스로 칭찬을 할 때 매우 긴장을 하는 듯 하 으나 ○성이 역시 친구들

로부터 멋지다는 말을 들을 때 활짝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기분을 표현

하 다.

김○연

○연이는 자신을 칭찬하는 발표를 할 때 평소처럼 당당하게 의사표현을 

하 는데 친구들이‘멋지다’라는 칭찬을 할 때는 얼굴을 붉히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앞으로 친구들을 많이 칭찬할 것이다”라는 

활동 소감을 보며 연구자도 앞으로 ○연이를 더 많이 칭찬해 주어야 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희

○희는 평소처럼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매우 쑥스러워 하는 듯 

보 다. 친구들이‘멋지다’는 칭찬을 할 때에도 별 표정의 변화가 없

어 보 는데 나중에 활동 소감문을 보니“친구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용기가 솟았다”는 표현을 하여 이 수업이 ○희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

임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장점을 표현하기 친구들 앞에서 나의 장점 발표하기

〈도판 14 〉8회기 ‘장점표현’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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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8회기 ‘장점표현’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8회기

학습주제 나의 장점을 표현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학습목표
나의 장점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칭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4절 색지, 가위, 풀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서로를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활동하기

◎ 학습주제 소개

 ․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다.

 ․ 자신의 장점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을 떠올리기

 ․ 떠올린 장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기

 ․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과 장점을 발표하기

*.
여러친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교

사가 분위기

를 조성한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 자신이 잘 하는 점을 떠올려 칭찬하는 글이나 그림

으로 꾸민다.  

 ․ 주어진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장점을 표현하도록 

한다.

◎ 나의 장점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작품 발표와 더불어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칭찬한다.

 ․ 듣는 친구는 원더걸스의 노래“넌 너무 멋져요~ You 

so hot!"을 외쳐주며 발표하는 친구를 격려한다. 

▶

*

그리기 도

구, 가위, 풀

스스로의 장

점을 찾아내

지 못하는 아

동은 교사 사

소한 장점이

라도 칭찬해

준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장점을 최 한 떠올렸는지 반성하기

 ․ 자신의 장점을 발표할 때 자신감 있게 했는지 반성

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작품 스티커 붙이기

◎ 자신의 장점을 자신 있게 발표한 친구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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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8회기 ‘장점표현’ 활동 결과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아동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활동을 꺼려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사소한 것도 모두 칭찬할 수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친구가 칭찬 발표를 

할 때는 무조건“멋지다”라는 말만 할 수 있다는 활동의 규칙을 여러 번 설명하 다. 

  수업 초반에는 서로 쑥스러운지 키득거리며 눈치만 보면서도 아동들의 얼굴에서 웃

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수업 내내 진지한 분위기로 전환하지 않고 다소 자유스러운 분

위기를 유지하 다. 칭찬에 매우 즐거워하는 다수의 아동들을 보며 이번 활동은 연

구자에게도‘칭찬’의 교육적 효과를 실감할 수 있던 활동이었다. 거의 모든 아동들의 

활동소감에서“또 하고 싶다”“앞으로는 칭찬을 많은 받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칭찬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연구자도 앞으로 아동들을 교육하는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3) 9회기 선물 받은 장점들로 작품 꾸미고 발표하기

  이번 활동도 8회기 활동과 마찬가지로‘칭찬’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 다. 다만 

8회기는‘스스로를 칭찬’하는 활동이었으나 9회기는‘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활동 

주제 다. 남이 알려주는 자신의 장점을 인식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

기 위해서 이번 활동을 계획하 다. 

  먼저 색도화지를 4등분 하여 한 칸에 한 가지씩 자신을 포함한 모둠원 4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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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을 적는다. 그리고 자신에 한 칭찬은 자기가 갖고 각자에게 그 칭찬을 오려 선

물한 후 선물 받은 친구는 그것들로 자신의 칭찬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의 수업 진행이

었다. 이 활동 역시 자신의 칭찬을 발표하는 시간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었으며 아동

들도 매우 흥미 있게 이 시간을 즐기는 듯 보 다.

〈표 39〉결손가정 아동의 ‘장점들로 작품 꾸미기’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친구들이 선물해준 칭찬 그림을 매우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 다.“어 내가 이것을 잘했었나?”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척 하면서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 친구들도 자신의 장점을 들

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표현되는 듯 하 다.

방○준

○준이는 친구들이 건네주는 그림을 당연한 듯 받는 척 하지만 내심 매

우 즐거운 것 같았다. 또한 자신이 받은 만큼 다른 친구들에게도 잘 해

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는지 다른 친구들을 위한 칭찬 그림을 매우 열심

히 그렸다. 

김○형

○형이는 자신에게 칭찬 그림을 선물하는 모둠원들에게 일일이 깍듯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 다. 활동 소감문에서 칭찬 그림을 받을 

때“신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 는데“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관용어구가 생각나 교사도 웃음이 절로 났다. 

황○호

○호는 말로는 의사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림으로는 자신이 의사표현을 

잘 하는 아동이다. 친구들에게서 받은 칭찬 그림들이 고마웠는지 자신

도 최선을 다해서 칭찬 그림을 그려 주었다.

진○성

그림 실력이 부족한 ○성이는 매우 미안해하면서 칭찬 그림들을 모둠 

친들에게 선물하 다. 그러나 활동 소감문에서“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라는 글을 보며 ○성이의 실력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한 듯 

보 다. 

김○연

○연이 역시 친구들을 칭찬하는 그림을 매우 열심히 그렸다. 이러한 태

도는 받은 만큼은 돌려준다는 평소 ○연이의 생활태도가 여지없이 반

되는 듯 보 다. 

김○희

○희는 수업을 마친 후에 친한 친구에게“이렇게 많은 칭찬은 처음 받

아본다”라는 말을 하 는데, 평소 ○희가 타인에게 받는 칭찬이 많지 

않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희도 많은 칭찬을 계속 받을 수 있

다면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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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원의 장점을 칭찬하기 2. 칭찬 표현을 오려서 모둠 
친구에게 선물하기

〈도판 16〉9회기 ‘장점들로 작품 꾸미기’ 활동 과정

3.각자 받은 칭찬들을 모아 
작품으로 꾸미기

4.여러 친구들 앞에서 칭찬 
받은 것을 발표하기

〈도판 16〉9회기 ‘장점들로 작품 꾸미기’ 활동 과정

〈도판 17〉9회기‘장점들로 작품 꾸미기’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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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9회기 ‘장점들로 작품 꾸미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9회기

학습주제
모둠 친구의 장점을 서로 선물하고 선물 받은 장점들로 칭찬작품 완

성하기

학습목표
모둠 친구의 장점을 서로 선물하고 선물 받은 장점들로 칭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4절 색지, 가위, 풀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서로를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활동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모둠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여 서로를 칭찬할 수 있다.

 ․ 친구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4절 도화지를 4칸으로 접어 한 칸에 모둠원 한 명

의 장점을 표현하기-모두 4개

 ․ 장점 표현을 오려서 본인에게 선물하기

 ․ 각 개인의 장점 선물을 모아 작품으로 구성하기

 ․ 다른 친구들 앞에서 짝꿍의 작품을 발표하며 그 친

구 칭찬하기

* 여러친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교

사가 분위기

를 조성한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 모둠원의 장점을 떠올려 칭찬하는 글이나 그림으로 

꾸민다.  

 ․ 주어진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장점을 표현하도록 

한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자신의 작품을 오려내고 모둠원에게 선물한다.

 ․ 모둠원들로부터 선물 받은 자신의 장점을 배치하여 

작품을 꾸민다.

 ․ 배치된 장점들을 보고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꾸며 준다.

 ․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칭찬을 발표하고 듣는 친

구들은“넌 너무 멋져! You so hot!"을 외쳐준다.

▶

*

그리기도구, 

가위, 풀

친구의 장점

을 찾아내지 

못하는 아동

은 교사가 힌

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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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모둠원의 장점을 떠올려 적극적으로 칭찬하 는지 

반성하기

 ․ 자신 있게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진지하

게 들었는지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

인·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수업 초반에 ‘칭찬’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환호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교

사 자신도 매우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이미 칭찬의 기쁨을 경험한 아동들이

라 교사의 안내에 따라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칭찬들

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어서 연구자도 마치 발표자가 된 것

처럼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선물해 준 칭찬들로 구성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친

구들에게 또 칭찬을 받을 때 얼굴을 가리거나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도 현장연구의 보람과 희열을 맛볼 수 있었다. 

(4) 10회기 우리반 친구의 장점을 표현하여 선물하고 모둠 협동작품으로 꾸미기

  이 활동은 8회기, 9회기의 활동 내용을 반 전체로 확 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 친구

를 칭찬하는 그림을 그려서 해당 아동에게 선물한 후 각자 선물 받은 칭찬 그림을 모

아 모둠 작품을 구성하도록 하 다. 이 활동은 9회기, 10회기에서 형성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최종적으로 확립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구안한 활동이다. 이 때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친구를 칭찬하도록 보상을 걸어 독려하 는데, 친구도 기분 좋게 하고 선생

님께 보상도 받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 생각해서인지 서로 경쟁이 붙어 매우 활발한 

칭찬활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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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결손가정 아동의 ‘장점 선물로 모둠 협동작품 꾸미기’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그림 그리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 으나 

다른 친구들이 칭찬 그림들을 많이 그려 서로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인도 다소 자극을 받은 듯 하 다. 활동 후 소감문에“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글을 썼는데 3회기에 걸친 칭찬 관련 프로그

램이 ○건이에게 매우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준

○준이는 활동 소감문에“서로를 칭찬하는 것을 이런 활동에서만 할 것

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겠다”는 글을 남겼다. 더불어 “이

런 활동이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인 줄 처음 알았

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협동적 미술활동이 ○준이에게 매우 긍정

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형

이제 ○형이는 모둠별 협동활동을 즐기는 듯 보 다. 모르는 부분은 친

구들에게 물어보고 의논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견해 보 다. 활동소감문에는“협동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남겨 교사의 ○형이에 한 관찰을 확신케 해 주었다. 

황○호

○호는 친구들에게 칭찬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었

다. 받은 칭찬으로 모둠 작품을 꾸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둠원들을 

도왔고 소감문에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행복했다”는 표현을 남

겼다. 

진○성

○성이는 개인 활동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편이나 모둠 활동에서는 

항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그런 태도 때문에 교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활동 소감문에 여전히 “또 하고 싶다”라는 표

현을 보고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연

이제는 친구 장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익숙하다는 듯 많은 그림을 그

려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었고 활동 소감문에는“이제 친구의 장점을 빠

르게 찾을 수 있다”는 글을 남겼다. 적극적인 태도로 모둠 역할을 해내

는 모습이 견해 보 지만 의사 합의를 볼 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

았다. 

김○희

○희는 활동 내내 웃음이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활동 소감문에는“친구

들이 이렇게 자신을 잘 봐주는 것에 놀랐다”라고 썼는데 ○희의 평소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생활이 이번 활동으로 달라졌으

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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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 친구를 칭찬하는 그림 그리기 2. 본인에게 선물하기

3. 선물 받은 칭찬들을 모아 
모둠 작품 만들기 4. 함께 전시하기

5.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6. 지속적으로 전시하여 자부심 
느끼게 하기

〈도판 18〉10회기‘장점 선물로 모둠 협동작품 꾸미기’활동 과정

〈표 42〉10회기‘장점 선물로 모둠 협동작품 꾸미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9회기

학습주제 우리반 친구의 장점을 표현하고 선물하여 협동작품으로 완성하기

학습목표
우리반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여 서로를 칭찬하고 협동 작품으로 꾸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4절 색지, 가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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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칭찬 받았을 때의 느낌이나 기분 발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우리반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칭찬

할 수 있다.

 ․ 자신의 장점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친구들의 여러 가지 장점을 떠올리기

 ․ 떠올린 장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기

 ․ 친구의 장점 표현을 칭찬의 주인에게 선물하기

 ․ 자신이 받은 칭찬 작품을 모아서 모둠 작품으로 

구성하기

* 교사가 먼저 

경험담을 들

려주어 아동

들의 표현욕

구를 자극한

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친구들의 장점 생각하여 표현하기

 ․ 친구들의 사소한 장점이라도 떠올려 그림이나 글

로 표현한다.

 ․ 표현한 작품을 본인에게 선물하고 칭찬의 말을 건

넨다.

 ․ 주어진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장점을 표현하도록 

한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자신이 선물 받은 장점 작품을 오려낸다.

 ․ 같은 종이 위에 모둠원들의 장점을 배치하여 작품을 

꾸민다.

 ․ 배치된 작품들을 보고 모둠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

게 할 수 있도록 꾸며준다.

▶

*

그리기 도구, 

가위, 풀

모둠작품 구

성에서 교사

가 지도·조언

을 해 주어 표

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

록 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친구들의 장점을 최 한 칭찬했는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

며 협동 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모둠별 활동 

결과물을 교

실에 전시하여 

지속적으로 

자부심을 느끼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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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손 본을 뜨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하지만 그것을 오리는 과정이 ○건이에

게는 매우 힘들어 보 다. 같은 모둠의 친구가 더 빠른 속도록 오려서 

모둠작품에 붙이는 것을 보고 다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친구를 

칭찬하는 행동을 보 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활동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협동활동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동들도 더러 있었지만, 단순한 제재만으로 그 아동들은 금세 자

신의 역할로 되돌아왔다. 전반적으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분위기가 매우 즐겁고 

행복해 보 으며 작품을 발표하는 아동들의 표정도 생기가 넘쳐 보 다. 

  더불어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던 아동들도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못하는 미술활동을 하기 싫은 협동까지 해가며 해야 함을 매우 싫어하는 

아동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동들에게서 그 어떤 반감도 느낄 수 없는 활동 분위기

에 교사의 연구 의욕도 한껏 고무되었다. 

(5) 11회기 장점을 적은 손 본으로 협동작품 구성하기

  이 활동의 시작은  반 친구의 손을 종이 위에 고 윤곽선을 본 뜨는 것이다. 그런 

후 손 모양의 본을 오려 각각의 다섯 손가락에 손 주인의 장점을 다섯 가지 적어 주어

야 한다.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 한의 손 본을 만들어야 하며 각자의 손 

본은 모둠 협동작품을 꾸  때 주된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활동은 활동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스킨쉽을 경험하고 상 방을 수용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구안하

다.

  연구자는 최 한 많은 친구들의 손 본을 뜨고 그 친구의 장점을 적어주는 활동을 강

조하면서 보상을 제시했는데 아동들이 더욱 신이 나서 친구의 손을 본뜨고 다니기 시

작했다. 이 활동은 친구를 칭찬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손 본을 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스킨십의 순간도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 활동을 위한 서로의 신

체접촉은 상호존중감과 함께 유 감과 친 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3〉결손가정 아동의‘손 본 구성하기’활동 모습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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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

활동 중간에“어떤 기분이 드냐?”는 질문을 했더니“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기쁘다”는 답을 하 다고 열심히 하

려는 태도를 보 다. 미술을 싫어해서 다소 삐딱하던 ○준이의 달라진 

태도가 연구자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다. 

김○형

○형이는 활동 소감문에“우정이 더 두터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힘
들었지만 무척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는 글을 썼다. 활동 종료 후에 개
인적으로“이번 활동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 더니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답을 주어 연구자를 매우 기쁘게 
하 다. 

황○호
○호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 다. ○호와 ○연이가 같은 모둠이었는데 ○연이의 지시에 별다른 
반발 없이 따라 주어서 더욱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진○성

이번 활동에서는 다소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둠 협동작품에 가
장 많은 손 본이 붙어있는 모둠이 1등이라는 평가기준을 초반에 알려주
어서인지 모둠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성이의 모둠은 6등을 했는데 그 점을 매우 아쉬워하는 
듯 하 다. 

김○연

이번 활동에서 ○연이의 활약으로 ○연이의 모둠이 우승을 차지했다. 활
동 중간에 작은 다툼이 있긴 하 지만 부분의 모둠원들이 ○연이의 
의견에 맞춰주는 듯 했고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하여 분업의 덕을 본 것 
같았다. 활동 소감에“협동심이 없었다면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글을 보며 ○연이도 이제 상 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김○희

모둠의 우승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활동소감에는“이기고 싶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웠다. 하지만 너무 재
미있었다”라는 표현을 하 는데 ○희에게는 뜻 깊은 활동이 되었으리
라 생각된다.

1. 친구의 손 본 뜨기 2. 손 모양 로 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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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각의 손가락에 장점 적어주기 4. 모둠 작품으로 구성하기

〈도판 19〉11회기‘손 본 구성하기’활동 과정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기 교실에 전시하여 자부심 키우기

손 본 구성 세부모습 손 본 구성 세부모습

〈도판 20〉11회기‘손 본 구성하기’활동 결과물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성별이 다른 아동들끼리 손 본을 뜰까?”라는 의문

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모둠의 우승을 위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손 본을 뜨러 다

니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임이 입증되었다. 이제는 협

동학습의 기술을 터득했다는 듯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오로지 모둠의 우승을 위해 전

념하는 모습들이 부분이었다. 또한 그동안 주고받았던 수많은 칭찬들의 효과는 단

했다. 서로 조금씩 친절하게 하는 모습들이 역력했고 자신을 칭찬해 주었던 친구들



- 189 -

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교사에 한 신뢰심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아동들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협동적 미술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활동

의 마무리 단계에서는“이런 것 또 언제 하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러한 협조적인 

아동들의 태도는 비단 미술 활동 뿐 아니라 다른 교과의 지도 시간에도 반 되는 것 

같아 연구자이자 학급의 담임으로써 가르치는 보람을 키워갈 수 있었다. 

〈표 44〉11회기 ‘손 본 구성하기’ 활동 과정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1회기

학습주제 협동하여 손 본 구성하기

학습목표 나와 친구들의 장점을 적은 손 본으로 협동작품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예시작품

학생 여러 가지 색지, 가위, 풀, 전지 크기의 종이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찾아내기

◎ 학습주제 소개

 ․ 나와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손 본에 적을 수 있다.

 ․ 여러 친구들의 손 본을 떠서 모둠별 협동작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의 손 본을 뜨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장점을 

적기
 ․ 떠올린 장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기
 ․ 자신의 장점 표현을 오려서 모둠 협동작품으로 구

성하기
 ․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협동 작품 발표하기

◎ 자신의 손 본 만들기

 ․ 자신의 손 본을 뜨고 오린 다음 손가락 하나하나

에 자신의 장점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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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모둠원의 손 본 만들기

 ․ 모둠원의 손을 빌려 손 본을 뜨고 손가락 하나하

나에 그 사람의 장점을 적어준다.

 ․ 모둠원의 손 본을 여러개씩 만들고 각기 다른 장

점을 떠올려 손가락에 적어준다. 

 ․ 각자 만든 손 본을 전지 크기의 큰 종이에 배치하

여 모둠 협동 작품으로 구성한다.

▶

*

색지, 가위, 

풀, 전지

사소한 장점 

이라도 발견

하여 손가락

에 적을 수 있도

록 독려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친구의 장점을 최 한 떠올려 여러 개의 손 본을 

만들었는지 평가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

며 협동 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만들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난번에 비

해 열심히 활

동한 아동들

을 찾아 보상

한다.

(6) 12회기 ‘갖고 싶은 것’ 만들고 협동작품으로 구성하기

  이 활동은 아동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갖고 싶은 것을 찰흙으로 

만들어보고 모둠별로 협동작품을 꾸민 다음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활

동이었다. 연구자는 이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자기 표현 및 상호탐색의 기회를 경험함

으로써 긍정적 자아상을 발견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

다.

  갖고 싶은 것에는 사람, 물건, 동물, 곤충 등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다고 허용하 다.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때는 가림판을 

사용하여 상호간에 모방할 가능성을 배제하 으며 모둠별 협동작품을 꾸  때는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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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결손가정 아동의 ‘갖고 싶은 것으로 협동작품 만들기’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컴퓨터 게임 속의 한 장면을 표현하 다. 평소 ○건이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아동이었는데 평소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생활을 나타내 

주는 듯 보 다. 교사가 ‘갖고 싶은 것’을 표현하라고 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이해한 듯 하다.

방○준

한민국의 통일을 표현한 ○준이의 작품은 누구보다도 특이하 다. 

부분 갖고 싶은 물건들을 표현한 반면 ‘이루고 싶은 상황’을 표현 하

고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연구자는 

왠지 교사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준이의 마음이 느껴졌다. 모둠 활

동에서도 다른 모둠보다 잘 하고 싶었는지 매우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을 보 다.

김○형

○형이는 게임 아이템 중 하나를 갖고 싶어 했다.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아동 작품 치고는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

둠 발표시간에 평소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형이를 발표자로 정하

려 하자 크게 반발하며 심술을 부렸다. 

황○호

○호는 휴 폰과 사슴벌레를 만들었다. 학급 전체를 통 틀어서 사슴벌레 

같은 곤충을 만든 아동은 인호 뿐이었다. 또한 ○호는 협동학습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는데 모둠별 활동에서 비협조적인 친구를 참지 못하고 연

구자에게 자꾸 그 친구를 제재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진○성

○성이는 특이하게 세탁기 로봇이 가지고 싶다고 하 다. 평소 세탁기 

없이 빨래하는 엄마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작품 설명을 하여 어머니에 한 효심을 엿볼 수 있었

다. 이번에는 모둠활동을 할 때 장난을 치지 않아서 연구자에게 큰 칭찬

을 들었다. 

김○연

○연이는 핸드폰, 컵, 옷을 만들었다. 활동 소감문에“예쁜 옷을 입고 

싶었다”는 문구로 보아 평소에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 

듯 했다. 또한 모둠원 중의 비협조적인 친구를 심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보 는데 활동 후에서 그 친구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끝내 모둠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자 화를 내며 짜

증을 부리기도 하 다.  

김○희

○희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닌텐도와 노트북을 만들었

다. 평소 언니들만 사용하고 자신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만

이 많았다고 한다. 가질 수는 없지만 표현이라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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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12회기 갖고 싶은 것으로 협동작품 만들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2회기

학습주제 ‘가장 갖고 싶은 것’만들기

학습목표
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찰흙으로 만들고 모둠 협동작품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참고작품 ppt

학생 찰흙, 고무찰흙, 찰흙판, 찰흙칼, 신문지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지고 싶은 것 떠올려서 발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입체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서로의 작품을 모아서 모둠 협동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 떠올리기

 ․ 떠올린 것을 강 스케치하여 표현하기

 ․ 찰흙을 이용해서 입체 작품으로 표현하기

 ․ 자신이 만든 입체 작품을 모둠별로 한 공간에 배치

하고 꾸미기

* 갖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 가

능하다는 허용

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 표현하기

 ․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찰흙

으로 만든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개인 작품을 모둠별 하드보드지 위에 배치한다.

 ․ 자신의 작품을 모둠원들에게 소개하고 왜 그것이 

갖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한다.

 ․ 배치된 작품들을 보고 모둠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

게 할 수 있도록 꾸며준다.

▶

*

찰흙,고무찰

흙,찰흙칼, 

찰흙판

작품의 크기

나 종류에 되

도록이면 제

한을 두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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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 는

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 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만들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난번에 비

해 열심히 활

동한 아동들

을 찾아보상

한다.

자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 만들기 완성하고 다듬기

모둠 협동작품으로 구성하기 소감문 작성하기

〈도판 21〉12회기‘갖고 싶은 것 만들고 협동작품으로 구성하기’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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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작품 갖고 싶은 컴퓨터 학생작품 갖고 싶은 돈

〈도판 22〉12회기‘갖고 싶은 것 만들고 협동작품으로 구성하기’활동 결과

모둠 협동 작품 모둠 협동작품

〈도판 22〉12회기 ‘갖고 싶은 것 만들고 협동작품으로 구성하기’ 활동 결과

  이번 활동은 다른 활동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찰흙을 이용한 입체작품으로 표현하

는 것이었다. 찰흙 표현은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 되면 그리기 활동보다 

더욱 활발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개인적으로‘가지고 싶은 것’을 표

현할 때에는 타인의 간섭이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가림판을 사용하 고 모둠 활동

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상호 의사소통을 허용하 다. 모둠활동은 개인적으로 만든 작

품을 모아서‘이야기가 있는’협동작품으로 꾸며 보는 활동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친

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신이 났던 것 같았다. 그런데 서

너 명의 아동들이 모둠원들과의 의견충돌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돌출 행동을 

하 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동들이 모두 결손가정 아동들이었다. 결국 두 모둠은 모둠

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매우 재미있었다는 반응이었다.  

  특이하게도 아동들의 표현 작품들을 살펴보니 부분의 아동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만들었던 반면 결손가정 아동 일부를 포함한 몇몇 아동들은 바꾸고 싶은 상황이나 이

루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 다. 교사가 활동과정이나 주제를 설명하는 과



- 195 -

정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해도 좋다고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아동들을 그 아동의 평소 스트레스나 불안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7) 13회기 ‘20년 후의 나의 모습’ 만들고 모둠별로 역할놀이 하기

  이 활동은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찰흙을 이용한 입체작품으로 표현하

고 모둠별로 20년 후 동창회 상황으로 꾸며 역할놀이를 하는 활동이다. 연구자는 아

동들이 자신의 미래를 표현하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고 친구들과 역할놀이

를 하면서 인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활동을 

계획하 다.

  모둠별 역할놀이 연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반 전체 친구들 앞에서 연습했

던 역할놀이를 시연하는 장면까지 활동의 과정으로 계획하 다. 이번 회기에는 작품을 

잘 만들고 협동을 잘 한 아동 뿐 아니라 역할놀이를 재미있게 잘 한 아동까지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하 는데, 그 때문인지 부분 아동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재미있게 활

동에 참여하 다. 

〈표 47〉결손가정 아동의 ‘20년 후의 나의 모습 만들기’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 부쉈다를 반복하며 제 로 된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 결국에는 철사로 자신이 만든 인물을 교수형 시키는 작

품을 만들어서 연구자에게 큰 야단을 들었다. 

방○준

○준이는 다른 아동들과는 다르게 검투사의 모습을 표현하 다. 초등학

교 5학년 정도의 학년이면‘20년 후’의 자기모습을 현실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비현실적인 꿈의 미래를 표현한 점이 

다른 아동들과 구별되었다. 

김○형

처음에 ○형이는 어떤 모습을 만들지 몰라 자꾸 찰흙만 주물럭거렸다. 

연구자가“넌 머리가 좋아서 과학자를 하면 잘 할 것 같아.”라고 말해

주었더니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결과

를 발표하는 모습을 멋지게 표현하 다. 교사가 “머리 좋고 열심히 공

부하는 ○형이는 20년 후에 꼭 이 모습일거야.”라고 또다시 말해주니 

무척 기분 좋아하며 웃었다.



- 196 -

황○호

○호는 그리기 실력에 비해 만들기 실력이 좋지 않았다. 평소 찰흙을 

다루어본 일이 없었던 듯 하다. 교사가 조언하고 도와준 후에야 겨우 

회사원이 된 20년 후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진○성

○준이는 축구선수의 모습을 만들었다.“○준이는 공부도 참 잘하는데, 

왜 축구선수를 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던지자 “돈을 많이 벌 수 있

잖아요.”라고 답한다. 주변에 축구 선수를 표현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 작품을 따라서 만든 것 같았다.

김○연

○연이는‘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하 다.“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선생님을 보면 참 멋있어 보여서요.”라는 답

과 함께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김○희

○희는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 유독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실제

로 ○희는 다른 여자 아동들보다 예쁘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행동하곤 했다. 체적으로 자신

은 다른 친구들보다 못났다는 자아에 한 평가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보 다.

  찰흙을 이용한 입체작품 만들기가 2번째이기 때문인지 표현에 한 망설임은 별반 

없는 듯 했다. 다만 인물 표현을 위해서는 철사로 뼈 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

을 처음 해봐서인지 연구자가 뼈  만들기에 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했고 40% 정도

의 아동은 직접 뼈 를 만들어 주어야만 하 다. 

  작품 제작 후에 모둠별로‘20년 후 동창회’상황을 설정하여 역할놀이를 하는 활동

에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 는데 평소 다른 교과에서도 역할놀이 활동은 아동들이 매

우 좋아하는 주제이다.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사는 상황에 끼어들거나 제재를 하지 않고 아동

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역할놀이 상황을 엿듣기만 하 다. 그런데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고 실감나게 화하는 아동들의 모습에 연구자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꼭 연구의 

일부로써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의 지도에서도 아동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효과 극 화에 도움이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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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  만들기 2. 완성하고 다듬기

3. 모둠별로 역할 놀이하기 4. 모둠별로 역할놀이 하기

〈도판 23〉13회기‘20년 후의 나의 모습’만들고 모둠별로 역할놀이 하기 활동 과정

학생작품1 과학자 학생작품2 판사 학생작품3 군인

〈도판 24〉13회기‘20년 후의 나의 모습’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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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13회기‘20년 후의 나의 모습 만들고 역할놀이 하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3회기

학습주제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기

학습목표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입체작품으로 표현하고 모둠별로 역

할놀이를 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철사, 찰흙, 찰흙판, 찰흙칼, 신문지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장래희망 발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입체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 20년 후의 입체작품으로 모둠별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의 장래 희망 떠올리기

 ․ 떠올린 장래의 모습을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하기

 ․ 자신의 20년 후의 모습을 입체작품으로 표현하기

 ․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20년 후의 동창회 모습을 역

할놀이 하기

* 사전에 장래

희망을 생각

해오는 과제

를 내주는 것

이 효율적이

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20년 후의 나의 모습 표현하기

 ․ 자신이 20년 후에 꿈을 이루어 멋진 모습이 되어있

을 것을 상상하여 그 모습 로 입체작품을 만든다.

◎ 모둠별 협동하여 역할놀이 꾸미기

 ․ 개별 작품을 같은 공간에 모은다. 

 ․ 20년 후의 동창회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서

로 의논하여 역할놀이로 꾸미기

◎ 학급 친구들 앞에서 모둠별로 역할놀이 발표하기

▶

*

철사, 찰흙, 

찰흙판, 찰흙

칼, 신문지

모둠별 역할

놀이를 발표

할 때 상품을 

제시하여 참

여 의욕을 자

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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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20년 후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점 발

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이 생각한 것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자 하

는지 반성하기

 ․ 역할놀이를 꾸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 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 소감 발표하고 활동 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8) 14회기 그림 돌려 그리기

  그림 돌려 그리기 활동은 모둠원의 순번을 정한 후 5분 동안 그림을 그린 다음 다

른 모둠원에게 그림을 넘겨 이어 그리게 하는 활동이다. 모둠은 4명이 한 모둠을 구성

하고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은 원래 그림의 주인이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은 각각 10

분을 주었다. 처음 빈 도화지의 주인이 그림을 그리 때에는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독려하 지만 다른 친구의 그림을 이어 받았을 때에

는 자신의 생각 보다는 원래 그림 주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활동 

방법을 숙지시켰다. 이는 자기표현 능력 함양과 함께 상 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활동

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

 

〈표 49〉결손가정 아동의 ‘그림 돌려 그리기’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처음 자신의 작품을 표현할  무척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친구의 작품을 넘겨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고민만 하다가 의도 로 표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 버린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변

명하는 말을 자꾸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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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

○준이는 무엇이든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면 남들보다 잘 하려는 욕구가 

앞선다. 그림 실력은 뛰어나지 않아도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표

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었다.

김○형

○형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림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학기 초

에는 미술시간을 제일 싫어한다고 꼽을 정도 는데, 이제는 이런 미술

적 표현 시간이 매우 기다려진다고 하 다. 

황○호

○호는 묵묵히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었다. 자신의 생각 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끔 질문도 해

가며 친구의 작품을 더욱 멋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견하 다.

진○성

○성이 평소에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 안하려고 피하는 스타

일이다. 친구의 작품을 더욱 멋지게 꾸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친구의 작품을 넘겨받았을 때 그 작품에 새롭게 첨가하여 그리는 

것이 거의 없다. 단지 일부 부분을 채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연

○연이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최 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지만 항상 더 발전된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연이의 태도가 견스러웠다. 

김○희

○희는 자신의 작품과 넘겨받은 친구의 작품에 만화풍의 조잡한 그림들

을 그렸다. ○희가 그린 것들은 나중 모둠별 이야기 시간에 불만의 

상이 되었다. 

1. 자유주제로 그림 그리기 2.옆 사람에게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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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어 받아 그리기(반복) 4. 활동 종료 후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기

〈도판 25〉14회기 그림 돌려 그리기 활동 과정

학생 협동작품 1 학생 협동작품 2

〈도판 26〉14회기 그림 돌려 그리기 활동 결과

〈표 50〉14회기‘그림 돌려 그리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5회기

학습주제 그림 돌려 그리기

학습목표 모둠원끼리 그림을 돌려 그려 협동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조용한 음악

학생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가림판



- 202 -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혼자 있을 때의 기분이나 느낌에 해 발표하기

 ․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이나 느낌에 해 발

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모둠원끼리 그림을 돌려 그려 협동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10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5분 후 그림을 미리 정한 다음 순서의 친구에게 넘

겨주기

 ․ 그림을 넘겨받아 그 그림에 어울리는 것 그려주기

 ․ 5분 마다 그림을 순번 로 친구에게 건네주고 받은 

그림을 이어서 그리기

*

 

그 림 돌 려

그 리 기 의 

규칙을 준

수하는 것

이 중요함

을 강조한

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아름다운 풍경 표현하기

 ․ 4절지 종이에 10분 동안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하여 

스케치하기 .  

◎ 모둠원과 그림 돌려 그리기
 ․ 5분 후 다음 사람에게 그림을 넘겨주고 건네받은 

그림을 정성껏

  그려준다.

 ․ 5분 마다 그림을 넘겨주고 자신의 그림이 돌아오면 

10분 동안 그림을 마무리한 후 활동을 종료 한다.

▶

*

그 리 기 도

구, 가림판

친구의 그

림을 소중

히 다뤄야

함을 주지

시킨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규칙을 지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

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그림을 소중히 여

기고 그림

  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

히 활동한 

아 동 들 을 

찾아 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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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을 계획하면서 아동들이 그림 표현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게

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그런데 게임처럼 진행하다 보니 교사의 의

도와 맞지 않게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아동들이 생겨났다. 어떤 아동들은 넘겨받은 친

구의 그림내용과 맞지 않아도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그리기도 하 고, 또 어떤 아동들

은 충 그려 놓고 빨리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어떤 

아동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마구 문지르다가 교사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

다. 그러나 부분의 아동들은 처음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변해있는지에 해 무척 

궁금해 했고, 그림이 자신에게 되돌아왔을 때는 만족 또는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 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그림이 훌륭한 그림으로 변하여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자신이 먼저 친구의 그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려주려는 태도를 보 어야 했다는 교사

의 말에 일부 아동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9) 15회기 내 사진을 꼴라쥬로 꾸미고 학급 공동작품 만들기

  이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의 개인 사진이 필요했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자신

에게 가장 멋져 보인다고 생각되는 포즈를 연구하게 하고 개인별 사진 촬 을 하 다. 

그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복사’효과를 준 후 인쇄한 사진을 아동 자

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동들은 마치 복사한 것처럼 인쇄된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색

칠을 한 다음에 잡지나 신문을 오려서 꼴라쥬로 꾸며주어 개인별 작품을 만들었고 그

리고 개인별 작품을 모아서 반 전체 형 작품으로 완성하 다. 이 활동은 긍정적 자

아상을 확립시키고 학급 공동 작품 제작 과정에서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

신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이었다.

〈표 51〉결손가정 아동의 ‘내 모습 꾸미기’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자신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자세로 사진을 찍는 일이 무척 부끄러운 

듯 자세를 취하지 못해서 교사가 특정 자세를 지정해 주고 촬 을 마

칠 수 있었다. 의외로 그 사진이 무척 만족스러웠는지 정성을 다해 색

칠하고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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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

○준이도 그동안 사진촬 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듯 보 다. 누군

가의 앞에서 멋진 자세를 취하는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연신 쑥스러운 

표정을 짓긴 하 지만 나름 로 멋진 포즈를 취해 주었다. 

김○형

○형이는 여러 번 사진을 찍기 싫다고 연구자에세 말을 하 다. 친구

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형이 이후로 교사와 아

동 개인만 사진을 찍도록 하 다. 

황○호
○호는 특별한 자세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사진 촬 을 마치고 자신을 

멋진 모습으로 꾸미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

진○성

○성이도 사진촬 이 너무 쑥스러운가 보다. ○성이가 촬 을 할 때에

는 여러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자꾸 “웃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상기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래도 자신의 사진이 복사된 것처

럼 인쇄되어 나오자 그것이 무척 신기했는지 들고 다니면서 “이것 봐

라. 멋지지?”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김○연
○연이는 나름 로 연구한 멋진 포즈를 카메라 앞에서 취해 주었다. 

항상 연구자에게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는 ○연이가 견해 보 다.

김○희

○희 특별하지는 않지만 나름 로 연구한 포즈 로 사진 촬 을 마쳤

다. 처음 해보는 꼴라쥬가 무척 재미있었는지 교사가 약간의 도움을 

주자 신이 나서 자신을 꾸몄다.

1. 사진 찍기 2. 포토샵으로 인쇄하여 채색하기

3. 꼴라쥬로 꾸미기 4. 오리기

〈도판 27〉15회기 ‘내 모습 꾸미기’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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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15회기‘내 모습 꾸미기’협동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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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5회기‘내 모습 꾸미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5회기

학습주제 내 사진을 꾸미고 학급공동 작품 만들기

학습목표 멋지게 꾸민 자신의 사진으로 학급 공동작품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개인 사진

학생 색연필, 싸인펜, 가위, 풀, 학습지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학교 행사나 학급 행사에서 촬 한 개인 및 단체사

진 감상하기

◎ 학습주제 소개

 ․ 자신의 사진을 꼴라쥬 기법으로 꾸  수 있다.

 ․ 학생 개인의 꼴라쥬 작품을 모아 학급 공동작품으 

로 완성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자신의 모습을 색칠한다.

 ․ 한 조각씩 각자 채색한 후 다시 붙여 하나의 작품

으로 만들기

 ․ 채색 중간 중간에 모둠원들과 그림을 맞춰보면서 

느낌과 분위기 조절하기

▶ 개인 사진을 

포토샵으로 

복사 효과를 

주어 인쇄한 

자료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개인 사진 색칠하고 꼴라쥬로 꾸미기

 ․ 복사 효과 처리된 자신의 사진을 채색한다.

 ․ 채색한 사진을 잡지에서 오린 사진이나 그림으로 꼴라

쥬하여 꾸민다.

◎ 학급 협동작품 만들기

 ․ 각자 채색하고 꾸민 사진을 큰 종이 위에 배치해본다.

 ․ 각자의 모습을 붙이고 학급 협동작품으로 완성한다.

▶

*

그리기도구, 

가위, 풀

채색 실력이 

부족한 학생

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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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하려고 노력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준비 자료를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아동들의 자기 사진에 한 태도를 통해 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엿볼 수 있다. 자기

의 사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아동은 비교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D학교로 전근을 와서 아동들에게 

생소했던 점 중의 하나는 많은 아동들이 사진에 찍히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로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는데 아동

들의 비협조적이고 어색한 태도는 연구자를 다소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교사는 카메라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포즈를 취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여 주고 아동들에게 그와 비슷한 자세를 연구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 후 개인 사

진 촬 을 하 는데 처음에는 많은 아동들이 그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사실이 더 부담스러웠는지 촬 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참관을 금지하고 교사와 

아동이 단독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동 개개인의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복사한 것처럼 효과

를 주어 나누어 주었더니 많은 아동들이 신기해하며 탄성을 질 다. 물론 몇몇 아동들

은 채색을 충 하고서 장난을 쳐서 교사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최 한 멋지게 꾸미는 아동들이 부분이었다. 학급 협동작품을 제작한 후에 교실 게

시판에 작품을 걸어두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가서 들여다보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연구자도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하 다.

(10) 16회기 학급 단체 사진을 나누어 색칠하기

  이번 활동은 학급 단체 사진을 나누어 색칠하는 주제이다. 학급 단체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복사효과’를 주어 윤곽선과 그림자만 남게 처리한 다음 그것을 B4사

이즈로 인쇄하여 모둠별로 한 장씩 나누어 준다. 모둠은 그것을 4등분하여 각자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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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다음 다시 조각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협동 작품으로 완성한다. 채색 도중에는 

채색의 분위기를 맞춰야 하므로 모둠원들과 맞춰보거나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완

성된 작품은 칠판에 게시하여 다른 모둠원들로부터 스티커로 평가를 받는다. 이 활동

은 분업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역할이 공동체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는 관계를 자각하

고 상호 의사소통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안하 다. 

〈표 53〉결손가정 아동의‘학급 사진 색칠하기’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모둠원들이 ○건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맡은 부분을 망칠까봐 

자꾸 도와주고 간섭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관심

을 받는 것이 좋은지 ○건이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방○준
○준이는 모둠원들과 의논해가며 모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

다. 특히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색칠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형

모둠원 중 한 여학생이 ○형이가 제 로 색칠을 못한다며 한마디 하자 

잔뜩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다가 이내 풀어져서는 나머지 부분을 열심

히 채색하 다. 

황○호

이제 ○호의 그림실력을 신뢰하는 모둠원들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

보고 의지한다. ○호도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쁜지 더 열심히 친

구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진○성

○성이도 단순한 채색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 다. 그림의 이음새 부

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친구가 맞춰보자고 하니까 기꺼이 자신의 그

림을 내어 주며 그 친구가 ○성이의 그림을 고쳐도 뭐라 하지 않았다. 

김○연

○연이는 항상 모둠이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 자신

의 부분을 열심히 채색하고 그림 실력이 부족한 남학생 몫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김○희

○희는 무난하게 자신이 맡은 부분을 채색하 다. 모둠에서 미술을 잘

하는 다른 여학생이 ○희의 그림을 다소 고쳤는데 그 친구의 의견을 존

중한다는 태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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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복사하여 나누기 2. 협동하여 색칠하기

3. 이어 붙이기 4.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도판 29〉16회기‘학급 사진 색칠하기’활동 과정

〈표 54〉16회기‘학급 사진 색칠하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6회기

학습주제 학급 단체 사진을 나누어 채색하고 협동작품으로 완성하기

학습목표
우리 학급의 단체 사진을 나누어 채색하고 조화로운 협동작품으로 완

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급 단체 사진을 복사하여 나눈 학습지, 사진기

학생 색연필, 싸인펜, 스카치테잎,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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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한 학기동안 학급에서 재미있었던 일에 해 이야기

하기

 ․ 학교 행사나 학급 행사에서 촬 한 학급 단체사진 

보여주기

◎ 학습주제 소개

 ․ 우리반 단체 사진을 모둠원이 나누어 채색할 수 있다.

 ․ 나눠 채색한 그림을 다시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

성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단체사진 복사한 것을 4등분하여 나누기

 ․ 한 조각씩 각자 채색한 후 다시 붙여 하나의 작품으

로 만들기

 ․ 채색 중간 중간에 모둠원들과 그림을 맞춰보면서 느

낌과 분위기 조절하기

* 우 리 반 이 

일년 동안 

찍었던 여

러 가지 단

체 사진들을 

보 여 주 어 

표현욕구를 

자극한다.

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단체사진을 복사한 학습지의 조각 채색하기

 ․ 모둠원끼리 나누어 맡은 우리반 단체 사진의 조각을 

채색한다.

 ․ 채색 중간에 다른 모둠원들과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시키도록 노력한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각자 채색한 단체사진의 조각을 모은다.

 ․ 작품의 뒷면을 스카치테잎으로 붙인다.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도록 

보완한다.

▶

*

그리기

도구, 스카

치테잎

채색 실력

이 부족한 학

생은 친구들

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하려고 노력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준비 자료를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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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작품 1 모둠작품 2

〈도판 30〉16회기‘학급 사진 색칠하기’활동 결과

  이번에도 지난 활동처럼 활동 자료가 재미있었는지 아동들이 흥미 있게 활동에 참여

하는 태도를 보 다. 단순한 채색 활동이지만 4조각을 모아 놓았을 때 분위기가 맞아

야 하므로 채색 도중 모둠원들이 그림들을 맞춰 보는 활동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협동하는 모습들이 매우 즐거워 보 다. 

  연구자가 이 학습 자료가 재미있어 옆 반 교사에게도 똑같은 형식의 자료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학급에서는 친구들의 모습을 괴물로 만들고 이상하게 칠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에 비해서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성껏 색칠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반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도 협동적 미술활동의 효과 중 일부라는 생각이 들

었다. 

(11) 17회기 명화 합동작품 만들기

  이번 활동은 모둠원들이 4등분한 명화의 밑그림을 나눠 색칠하고 함께 맞추어 완성

하는 활동이었다. 명화는 아동들에게 친숙한 작품으로 선정하 으며 표현에 한 부담

감을 덜어주기 위해 명화의 원작을 컬러로 프린트하여 보고 채색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활동 역시 분업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호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전시켜나

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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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결손가정 ‘명화 합동작품 만들기’ 아동의 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건이는 모둠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었다. 모둠원들도 그러한 노력을 알았는지 부족한 실력을 뭐라 하지 

않고 오늘따라 ○건이에게 친절한 것 같았다. 

방○준

○준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활동 중간 중간에 다른 모둠의 작

품들을 살펴보러 돌아다녔다. 아마 자기 모둠보다 잘 한 모둠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 같았다. 

김○형

요즘 활동에서는 ○형이의 모둠원들과의 다툼이 관찰되지 않는다. 어떻

게 하면 친구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한 듯 

하다.

황○호

협동적 미술활동에서의 ○호의 활약은 점점 빛을 내는 것 같았다. 한달

에 한 번 바꾸는 모둠 편성에서도 ○호가 같은 모둠이 되는 것을 환

하는 분위기 다. 

진○성

○성이는 이제 협동적 미술활동에서 장난을 쳐서 교사에게 혼나는 일이 

없어졌다. 부족한 실력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실력 범

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라고 생각된다. 

김○연

여전히 고집은 부리는 경향이 있으나 모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항상 기특하다. 모둠원들도 비교적 ○연이의 지시에 잘 따르는 

듯 보 다. 

김○희
○희는 요즘 들어 그림 실력이 부쩍 늘었다. 자신감이 붙었는지 오늘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 다. 

1. 명작을 4등분 하기 2. 각자 부분 채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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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명작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발

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명화의 밑그림을 모둠원이 나누어 채색할 수 있다.

 ․ 나눠 채색한 그림을 다시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

성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명작 밑그림을 4등분하여 나누기

 ․ 한 조각씩 각자 채색한 후 다시 붙여 하나의 작품

으로 만들기

 ․ 채색 중간 중간에 모둠원들과 그림을 맞춰보면서 

느낌과 분위기 조절하기

* 명화의 원작

을 미리 보여

주어 채색의 

두려움을 없

애고 표현욕

구를 자극한

다.

3. 그림 맞추기 4.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도판 31〉17회기‘명화 합동작품 만들기’아동의 활동 과정

〈표 56〉17회기 ‘명화 합동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7회기

학습주제 명화를 협동하여 완성하기

학습목표
명화의 밑그림을 모둠원이 나누어 채색한 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여러 가지 명화의 밑그림 학습지

학생 색연필, 싸인펜, 스카치테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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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개별학습

협동학습

◎ 명화의 조각 채색하기

 ․ 모둠원끼리 나누어 맡은 명화의 조각을 채색한다.

 ․ 채색 중간에 다른 모둠원들과 맞춰가면서 그림의 

분위기를 통일시키도록 노력한다.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각자 채색한 명화의 조각을 모은다.

 ․ 그림의 뒷면을 스카치테잎으로 붙인다.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도록 

완성한다.

▶

*

그리기도구, 

스카치테잎

채색 실력이 

부족한 학생

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하려고 노력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활동 모둠 보상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모둠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

들을 찾아 보

상한다.

〈도판 32〉17회기 ‘명화 합동 작품 만들기’ 활동 결과

  아동들에게 익숙한 명작들을 분업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변신시키는 활동주제가 상호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원작을 프린트 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그 로 보고 따라 하는 모둠도 있었던 반면 모둠원들끼리 의논하여 새로운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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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했던 모둠도 있었다.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모

둠은 작품을 빨리 완성하 으며 연구자에게 보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다. 1등 상품을 받

은 모둠의아동 한 명이 “협동하니까 좋구나. 우리 다음에도 1등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분업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터득해서인지 이번 활동에서도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아동들의 모습에 연구자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과정을 말끔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2) 18회기 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들기

  이번 활동은 처음 계획에 없던 활동이었는데 눈 오는 날 연구자의 즉흥적인 결정으

로 실사하게 되었다. 겨울방학 중이었는데 아침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학급의 결손

가정 아동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5명을 소집할 수 있었다.

  5명이 한 모둠이 되어 눈 위에 설치작품을 만드는 주제 는데 각자 구역을 나누어 

맡은 부분을 꾸미도록 하 으나 빨리 끝내는 아동과 속도가 느린 아동들이 있어 미리 

끝낸 아동들이 나머지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내리는 추

운 날씨 으므로 한꺼번에 설치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추위를 녹이는 휴식시간

을 갖는 바람에 작품을 완성하는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표 57〉결손가정 아동의‘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들기’활동 모습 관찰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방○준
교사가 나눠준 장갑이 얇아서인지 자꾸 손을 시려워 해서 잠시 쉬라고 

하 으나 끝까지 교사 곁을 떠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하는데 노력하 다. 

김○형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작품을 망칠까봐 매우 조심스러워 했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터득했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

하 다.

황○호
그림 실력에 비해 무엇인가를 배치하거나 설치하는 활동에는 다소 서툰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누구보다도 훌륭했다. 

김○연

○연이는 교사가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시켰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그 

일들을 도와주었다.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는지 책임감 있는 태도

를 보 다. 

김○희

○희는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 다. 속도가 다소 느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은 부분을 완성하지 못해서 ○연이가 많이 도와

주는 것을 고마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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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빨 와 산가지로 꾸미기 2. 구역을 나누어 설치하기

3. 모둠 협동작품으로 완성하기 4. 완성작품

〈도판 33〉18회기‘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들기’활동 과정

〈표 58〉18회기 ‘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협동 미술활동 회기 18회기

학습주제 협동하여 야외 설치작품 만들기

학습목표 눈과 조화를 이루는 설치작품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학생 빨 , 산가지,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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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실내)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겨울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에 해 이야기

하기

◎ 학습주제 소개

 ․ 눈과 조화를 이루는 설치작품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만들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눈 오는 날 빨 와 산가지를 이용하여 설치작품 만

들기

 ․ 모둠원끼리 구역을 나누어 서로가 맡은 부분을 책

임지고 완성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성된 설치작품 

만들기

* 실외 활동이

므로 교사의 

통제와 지도

를 위해 결손

가정 아동들

만 상으로 

실시하 다.

전개

(실외)

개별학습

협동학습

◎ 개인별 구역 꾸미기

 ․ 산가지와 빨 를 이용하여 모둠원끼리 각자 맡은 

구역을 꾸미기

◎ 모둠별 협동작품 만들기

 ․ 각자 맡은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기

▶

*

 

산가지, 빨

속도가 느린 

친구는 서로 

도와서 모둠 

협동 작품이 

완성될 수 있

도록 지도한

다.

정리

(실내)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기

 ․ 협동작품을 구성할 때 모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동하려고 노력하 는지 자신의 태도 반성하기

◎ 지난 활동에 비해 활동 태도나 결과가 향상된 개인·

보상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그리기 도구 안내하기

▶

*

스티커

자신의 역할

을 마치고 다

른 친구를 도

와준 아동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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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활동을 한 아동들은 5명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교사가 그들 곁에서 계속적으

로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딴 짓을 하는 아동이 없었으며 자

신에게 맡겨진 부분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눈이 

내리는 날 야외에서 활동을 해서인지 아동들은 시종일관 흥분되고 즐거운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 활동을 하는 시간에도 눈이 내렸고 날씨가 매우 추워 다소 미안함 마음

도 들었지만 오히려 “이런 즐거운 활동을 하게 해주어서 고마웠다.”라는 소감문의 

글을 보면서 또 한번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아동들과 연구

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유 관계가 형성된 듯 하다.

다. 사후관리 프로그램

(1) 19회기 달라진 나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만들기

  이 활동은 그동안의 협동적 미술활동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문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위해서 과거나 현재의 사진을 미리 준비해오도록 했는

데 소중한 가족사진까지 들고 오는 아동도 있었다.

  각자 신문 기사에 실을 내용을 정하고 연습 종이에 미리 글을 써 두도록 하 는데 

그것과 어울리도록 즉흥적으로 4칸 만화나 삽화를 그려 넣는 아동들도 꽤 있었다. 

〈표 59〉결손가정 아동의 ‘달라진 나의 모습 신문 만들기’ 활동 관찰 내용

이름 활 동 모 습  관 찰 내 용

김○건

나름 로 열심히 신문을 만들었으나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본인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태

도를 보 다.  

방○준

○준이는 “학년이 끝나가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다”라는 글

을 신문에 썼는데 그것을 보고 교사도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건네자 

순간 슬픈 표정을 지어 보 다. 

김○형

재미있는 4컷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샀다. 그 만화

를 완성하느라 속도가 다소 뒤쳐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신문을 만들었다. 신문 기사에 “이제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덜 부린

다”라는 내용을 보며 교사와 친구들을 한 번씩 웃게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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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
○호는 자신의 신문을 얼른 만들고 모둠의 친구를 도와주는 멋진 모습

을 보 다.

진○성

○성이는 5학년인데도 맞춤법을 잘 모르고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서툴

다. 연구자가 ○성이의 신문기사 작성을 꽤 신경 써서 도와주었는데 다

른 친구들만큼 멋지게 신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기쁜 듯 

보 다. 

김○연

자신의 돌 사진까지 가져와 신문에 넣으려고 하 다. 연구자가 “소중

한 사진 같은데 잘라도 되겠니?”라고 물었더니 “이 신문을 원히 

간직할건데요.”라는 답을 하여 신문에 한 애착을 보여 주었다. 

김○희

○희는 평소 준비물을 잘 가지고 오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사진을 다양하게 준비해왔다. 자료가 많아서인지 더 열심히 신문을 만

드는 듯 보 다.

아동 활동모습1 아동 활동모습2

아동 활동모습 3 아동 활동모습 4

〈도판 34〉19회기 ‘달라진 나의 모습을 신문으로 표현하기’ 활동 과정

  이번 활동에서는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동안의 

달라진 모습을 알리는 기쁨도 느끼고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변

화와 비교해 보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다.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다소 어려워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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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도 있었으나 표현의 잘하고 못함은 절  평가하지 않겠다고 학생들 앞에서 다짐

을 하고 이번 시간은 최 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한 친구를 보상하겠다고 격려하

다. 뜻밖에도 교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빨리 끝내고 부진한 친구들을 돕는 모습을 보

며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 다. 이번 회기의 작품은 코팅을 해서 각자 아동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아동들이 

매우 기뻐했고 일부 아동들은“고맙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표 60〉19회기 ‘달라진 나의 모습 신문 만들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사후관리 회기 19회기

학습주제 달라진 나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만들기

학습목표
협동 미술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신문으로 표현하여 발표

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그동안의 활동 사진 ppt

학생 색연필, 싸인펜, 가위, 풀, 자

단계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방법

안내하기

◎ 동기유발 활동

 ․ 그동안 했었던 협동미술 활동과 관련한 사진 되돌

아보기

 ․ 한 학기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협동 미술활동 발표

하기

◎ 학습주제 소개

 ․ 협동 미술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표현

할 수 있다.

 ․ 달라진 나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협동 미술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 떠올

리기

 ․ 그동안 나를 변하게 만들었던 활동이나 사건 떠올

리기

 ․ 달라진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신문 만들기

* 한 학기동안 

활동했던 모

습과 작품들 

사진을 다양

하게 보여주

어 표현 욕

구를 자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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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개별학습

발표하기

◎ 달라진 나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만들기

 ․ 협동 미술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신문 

기사로 작성한다.

 ․ 신문 기사, 그림, 사진 등으로 신문을 만들고 꾸며

준다.

◎ 친구들 앞에서 작품 발표하기

 ․ 신문을 발표하며 새롭게 가지게 된 자신감을 발표

한다.

 ․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며 앞으로 

자신이 더욱 노력할 점도 발표한다.

▶ 그리기 도구, 

가위, 풀, 자

정리

활동소감 

발표하기

정리 및

반성  

차시예고

◎ 활동소감 발표하기 

◎ 평가 및 반성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는지 

생각하기

 ․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

는지 반성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우수 아동 보상하기

◎ 활동소감문 작성하기

◎ 협동 미술활동의 마무리 단계임을 알리기

▶

*

스티커

지 난 번 에 

비해 열심히 

활동한 아동을 

찾아 보상한

다.

(2) 20회기 학급전체 롤링페이퍼 만들기

  롤링페이퍼는 한 장의 종이에 같은 

주제로 아동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을 

적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그동안의 협

동적 미술활동을 마감하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한 문장씩을 적어보도록 

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 다. 

  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분이 

“헤어져서 아쉽다”“나를 잊지 말아

라”“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내용으

로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이었다. 
〈도판 35 〉20회기 학급 롤링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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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0회기‘롤링 페이퍼 만들기’프로그램 지도안

활동구분 사후관리 회기 20회기

학습주제 롤링 페이퍼 만들기

학습목표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롤링페이퍼로 만들 

수 있다. 

준비물
교사 사진기, 롤링페이퍼 틀

학생 필기도구

학습절차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학습주제

소개하기

활동하기

◎ 동기유발 활동

 ․ 그동안 했었던 협동미술 활동과 관련한 사진 감상

하기

 ․ 협동 미술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일 발표하기

◎ 학습주제 소개

 ․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롤링페이퍼로 만들 수 있다.

◎ 활동 방법 안내

 ․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떠올리기

 ․ 롤링 페이퍼에 적고 돌려보며 읽어보기

▶ 롤 링 페 이

퍼 틀

Ⅵ. 검증 및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적 미술활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협동적 미술활동이 아동의 인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친 향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연구자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검

사도구를 활용하여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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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러나 정의적 역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양적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활동과정상에 있어서의 관찰과 활동 후 아동이 작성한 

활동소감문,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증 및 평가 도구

가.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는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7)의 아

동용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송인섭(1989)이 번안한 것을 5학년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부록 1 참조)

  이 검사 도구는 자아존중감을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

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4개 하위 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검사지로써 이 

4개의 하위 척도를 합하여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의 

하위 역에 한 내용은 〈표 62〉와 같다. 

〈표 62〉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의 하위 역별 문항 구성

하위 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50)

일반적

자아존중감
자신에 한 전반적인 평가

1,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36, 37, 38, 43, 

26

사회적

자아존중감

타인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에 

한 평가

4, 11, 18, 25, 32, 39, 

46, 53
8

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 가족 등에 한 자아존

중감

5, 12, 19, 26, 33, 40,

47, 54
8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교사, 친구, 공부에 한 자

아존중감

7, 14, 21, 28, 35, 42,

49, 56
8

  각 문항은 긍정과 부정의 문항 진술문으로 구분한 다음 3단계의 응답을 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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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나와 비슷하다’일 경우 2점,‘나와 비슷하지 않다’일 경우 0점으로 처리

하고, 부정문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처리하 다. 

 

나. 사회성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성 검사 도구는 정범모(1971)의 사회성 척도를 이성현(1997)

이 개조한 것을 5학년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부록 2 참조) 

  이 검사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의 4개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구성한 검사로써, 이 4개의 하위 척도를 합하여 총 사회성을 나타낸다. 각 

문항에 한 응답 형식은‘나와 같다’는 3점,‘보통이다’는 2점,‘나와 다르다’는 

1점을 부여하여 30점에서 90점의 점수가 산출되도록 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성 검사 도구의 하위 역에 한 내용은 〈표 63〉과 같다. 

〈표 63〉사회성 검사 도구의 하위 역별 문항 구성

하위 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30)

준법성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

하려는 감정이나 의지
1, 2, 3, 4, 5, 6 6

협동성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집단 활

동에 협력하는 정도
7, 8, 9, 10, 11, 12 6

사교성

타인과 친 하게 지내며 참여적이

고 상 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태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

자주성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독

창적이며 능동적인 감정이나 의지
25, 26, 27, 28, 29, 30 6

다. 인간관계 검사 도구

  인간관계 검사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의 

인간관계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Schlin과 Guerney(1971)의“Relationship Change Scale"

를 문선모(1980)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김선남(1986),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이명희

(2005) 등 다수의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 다.(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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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사지는 5개의 하위요인에 걸쳐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1점

에서 5점까지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관계 능력이 높음을 뜻한다. 구체적인 하

위 요인은 의사소통,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 이며 그 내용은 〈표 64〉와 같다.

〈표 64〉 인간관계 검사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하위 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20)

의사소통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능력에 한 자

기 자신의 평가 
5, 10, 13, 14, 19 5

친근감 타인과 친 하게 지낼 수 있는 태도 1, 7, 11, 12, 18 5

민감성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받아

들이도록 노력하는 태도
2, 6, 8, 15, 16 5

이해성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

하는 정도
3, 4, 9, 17, 20 5

라.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임정순(1993)의‘아동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검사지’와 전호택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알맞게 수정·보완하 다. 

(부록 4 참조)

  하위요인으로는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규칙준수의 항목이며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65〉와 같다.

〈표 65〉 인간관계 검사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하위 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20)

교사관계 아동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정도 1, 5, 9, 13, 17 5

친구관계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정도 2, 6, 10, 14, 18 5

학교수업
학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

울이는 정도
3, 7, 11, 15, 19 5

규칙준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정도
4, 8, 12, 16,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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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은 긍정과 부정의 문항 진술문으로 구분한 다음 3단계의 응답을 하게 구성

하 는데,‘그렇다’일 경우 5점,‘보통이다’일 경우 3점,‘아니다’일 경우 0점으로 

처리하고, 부정문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처리하 다. 점수는 0점～100점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검증 도구에 따른 효과 분석

  협동적 미술활동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집단을 제외한 7반을 상으로 사전 검사

를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가 연구집단과 가장 비

슷한 집단 한개 반을 선정하여 비교집단으로 선정하 다. 그러나 비교집단의 구성원에

서 결손가정 아동은 배제하고 일반가정 아동들끼리만 검사결과를 비교하 는데 이는 

연구자가 담임을 하고 있지 않는 비교집단의 결손가정 아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유에서 다. 그 때문에 비교집단의 일반가정 아동 속에 기능적 결손가정 아동이나 

담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손가정 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제한점으로 언

급한다.

  또한 결손가정 아동에 한 효과 분석도 비교집단의 결손가정 아동과 비교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임을 맡지 않은 반의 결손가정 아동을 면 히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결손가정 아동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 양적 연구 분석

(1) 자아존중감의 변화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표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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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비교          (만점 100점)

자아존중감

검사항목

(하위 역)

연구집단(n=21) 비교집단(n=23)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자아존중감 26.94 5.90 31.28 6.98 26.46 8.16 27.32 7.51

사회적 자아존중감 7.95 2.76 9.28 4.54 7.46 2.56 6.82 2.38

가정적 자아존중감 9.84 3.06 11.46 2.56 9.42 2.02 9.56 3.7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84 2.51 9.38 2.62 7.76 2.27 7.18 3.12

계 52.21 12.99 61.40 16.7 51.10 15.01 50.88 16.72

  

  협동적 미술활동을 적용한 연구집단은 총 자아존중감이 52.21에서 61.40로 9. 19나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적 미술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사전·사후검사 평균이 거의 비슷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또래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협동적 미술활동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사

료된다.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비교는 〈표 67〉과 같다.

              〈표 67〉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비교       (만점 100점)

자아존중감

검사항목

(하위 역)

결손가정 아동(n=7)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자아존중감 19.84 5.75 28.98 6.68
사회적 자아존중감 5.73 2.36 8.36 2.94
가정적 자아존중감 7.92 2.96 12.16 1.92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5.82 2.33 8.78 3.52

계 39.31 13.4 58.28 15.06

  협동적 미술활동을 적용하기 전 결손가정 아동의 처음 자아존중감 점수가 39.31이

었으나 적용 후 자아존중감은 58.28로 18.97이나 상승하 다. 이는 일반가정 아동이 

9.19 상승한 통계치에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이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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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협동적 미술활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61.40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58.2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결손가정 아동에게 자아존

중감 향상을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때부터 부모 및 형제간의 상호관계 등에서 자연

스럽게 형성된다. 부모와의 상호관계 및 양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손가

정 아동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회가 그만큼 적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런 

아동들에게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존중감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협

동적 미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사회성의 변화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표 68〉과 같다. 

               〈표 68〉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변화           (만점 90점)

사회성

검사항목

(하위 역)

연구집단(n=28) 비교집단(n=28)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준법성 13.97 2.13 15.14 1.84 13.76 1.57 13.40 2.01

협동성 13.40 2.03 15.02 1.77 13.59 2.91 13.39 2.16

사교성 25.50 2.71 27.83 4.00 25.04 4.78 25.65 3.18

자주성 12.33 2.27 13.35 2.06 12.52 2.41 12.31 1.95

계 65.20 9.14 71.34 9.67 64.91 11.67 64.75 9.30

  협동적 미술활동을 적용한 연구집단은 총 사회성이이 65.20에서 71.34로 10.14의 

상승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 다. 그러나 실험처치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64.19, 사후검사 64.75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별학습 방식의 일반수업보다 친구들과 더불어 활동하고 학습하는 협동적인 

수업방식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고, 아동들의 인

관계 폭을 넓혀 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 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협동적 미술활동이 서로에 한 관심과 이해심을 높이며 협동심을 

기르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변화는 〈표 6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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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9〉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변화 비교        (만점 90점)

사회성

검사항목

(하위 역)

결손가정 아동(n=7)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준법성 9.75 2.33 13.18 1.74

협동성 10.24 1.96 14.06 1.65

사교성 19.95 2.51 22.52 3.84

자주성 11.24 2.36 11.7 1.99

계 51.18 9.16 61.46 9.22

  협동적 미술활동을 적용하기 전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51.18이었으나 실시 

후 점수가 61.46으로 10.28이나 상승 하 다. 이는 일반가정 아동이 6.14상승한 수치

에 비해 훨씬 많은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성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면 자극을 

받고 발달하게 된다. 체적으로 인관계 기술이 원만한 아동은 사회성이 바르게 형

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동 주변의 연장자나 또래가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주변 연장자의 지도나 훈육을 제 로 받지 못했던 결손가정 아동일 

경우 일반적인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면을 학교생활 속 협

동적 활동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다면 결손가정 아동의 긍정적 사회성 발달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관계의 변화

  일반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표 70〉과 같다. 

〈표 70〉 일반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변화 비교          (만점 100점)

인간관계

검사항목

(하위 역)

연구집단(n=21) 비교집단(n=23)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12.33 2.85 18.82 3.05 13.16 4.18 13.28 3.06

친근감 18.32 1.92 20.96 2.88 17.28 2.25 18.09 3.45

민감성 15.06 2.28 17.68 3.12 14.94 1.96 14.66 2.10

이해성 17.25 2.66 19.95 1.98 16.65 2.36 16.92 2.49

계 62.96 12.50 77.41 11.03 62.03 10.75 62.9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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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62.96, 62.03

으로 비교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협동적 미술활동을 적용한 연구집단은 사후검사에

서 14.45가 상승한 77.41의 점수를 보 고 비교집단은 0.92의 미미한 차이만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협동적 미술활동이 아동의 인간관계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알려준다. 세부 하위 역에서는 의사소통이 6.49로 제일 큰 상승을 보

인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협동활동에서 모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의사를 

교류하고 합의점을 의논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훈련된 의사소통 기술이 긍정적

인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점수 변화 비교는 〈표 71〉과 같다.

〈표 71〉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변화 비교         (만점 100점)

인간관계

검사항목

(하위 역)

결손가정 아동(n=7)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9.83 3.12 15.45 2.98

친근감 14.46 1.65 19.66 1.88

민감성 16.20 2.38 17.92 2.11

이해성 15.14 2.96 18.65 3.05

계 55.63 12.50 71.68 10.02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점수 변화를 비교해보면 협동적 미술활동 실시 전에는 

55.63이었던 것이 실시 후에는 71.68로 16.05 상승하 다. 일반가정 아동의 상승 점

수가 14.45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도가 1.6

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도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동적 활동

을 실시한다면 그 변화도는 더 커지리라 추측할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점수 중에서 특이하게 ‘민감성’ 역이 일반가정 아동 

15.0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흔히 하는 말로 ‘눈치’라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상 방을 파악하는 능력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손가정 

아동이 높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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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 적응도의 변화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표 72〉와 같다. 

〈표 72〉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변화 비교        (만점 100점)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항목

(하위 역)

연구집단(n=21) 비교집단(n=23)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관계 13.52 3.85 19.96 4.18 15.05 5.18 16.18 3.98

친구관계 16.38 2.42 19.28 2.94 17.12 3.18 17.25 3.16

학교수업 19.25 3.18 18.34 2.11 19.18 2.22 19.06 1.98

규칙준수 17.44 3.05 19.96 2.32 18.02 1.96 17.66 2.25

계 66.59 12.50 77.54 11.55 69.37 12.54 70.15 11.37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연구집단은 사전검사 

66.59에 사후검사 78.78로 10.95가 향상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

적 미술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가 0.78 상승하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교생활 적응도를 향상시키는데 협동적 미술활동이 긍정

적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관계 한 에서 6.44라는 상승을 보

는데, 이는 프로그램 진행시 연구자의 우호적인 태도와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술활동 

제공으로 인해 교사에 한 신뢰도가 상승한 향이라 판단된다.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점수 변화 비교는 〈표 73〉과 같다.

〈표 73〉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변화 비교        (만점 100점)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항목

(하위 역)

결손가정 아동(n=7)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관계 12.18 2.78 18.15 3.78

친구관계 14.04 3.12 17.43 1.92

학교수업 15.33 2.98 17.19 1.75

규칙준수 15.07 1.96 16.98 3.04

계 56.62 12.50 69.7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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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진행 전에는 56.62

던 것이 진행 후에는 69.75로 13.13이나 상승하 다. 일반가정 아동이 10.95 상승한

데 비해 2.18이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 협동적 미술활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결손가정 아동에게 더욱 긍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하위 역을 변화도를 살펴보면 교사관계가 5.97로 

가장 많이 상승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교사에 한 

신뢰도가 상승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나. 질적 연구 분석

(1) 활동 소감문에 의한 분석

  통계적 방법에 따른 양적 검증이 갖는 신뢰성에 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

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회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작성한 활동소감

문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표 74〉와 같다. 이 내용은 결손가정 아동들의 소감문

을 중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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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회기별 활동 소감문의 내용 요약

회기 프로그램 활동 소감문의 내용

1

탐색

및 

진단

자화상 그리기

․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 명화를 활용하여 자화상을 그리니 더욱 재미있었다. 

․ 친구들이 자화상을 그린 것을 보니 재미있었다.

2
동작성 가족그림 

그리기

․ 교사의 아동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지 않음

3
동작성 학교그림 

그리기 

․ 교사의 아동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지 않음

4

래포

형성

다함께 강강술래

․ 정말 재미있고 실감나는 활동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하니 더욱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니 부담감이 

덜했다

․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 ○○이가 제 로 인도해 주지 않아서 짜증이 났다. 

5 믿음의 산책로

․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를 인도해준 친구가 잘 해주

어서 믿음이 생겼다. 

․ 나를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

서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 안내해 주는 친구를 믿어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게임

을 할 수 있다.

6 협동사진 찍기

․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서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이

었다.

․ 함께 의논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멋진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것 같다.

․ 너무 재미있는 활동이어서 다음에 꼭 다시 하고 싶다.

․ 협동을 하지 않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화가 났다. 

7

협동

미술

활동

자화상으로 

모둠작품 만들기

․ 내 얼굴을 빨리 그려야 모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 오늘 활동으로 협동심이 길러진 것 같다.

․ 모둠활동은 협동을 해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았다. 

8

나의 장점으로

모둠 협동작품 

만들기

․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활동이 부끄러웠지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 친구들이‘You so hot!'이라고 외칠 때 너무 부끄러

웠지만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왔다.

․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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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프로그램 활동 소감문의 내용

9

협동

미술

활동

모둠 친구에게 

선물 받은 나의 

장점으로 모둠 

협동작품 

만들기

․ 친구들이 나에게 선물해준 장점 그림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 내 장점을 그려준 친구들과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

음 알았다. 

10

반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나의 

장점으로 모둠 

협동작품 

만들기

․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장점과 친구들의 장점을 많

이 알 수 있었다.

․ 친구들이 잘 그리고 잘 만들어 주어서 너무 뿌듯했다. 

․ 친구와 사이가 좋아지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

․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해보고 싶다. 

11

친구 손 본을 

떠서 모둠 

협동작품 

만들기

․ 친구들의 장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었다.

․ 좀 더 노력해서 장점을 늘려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 친구들의 손의 크기를 알 수 있었고 더 친해진 것 

같다.

․ 나를 도와 준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12

갖고 싶은 것을 

만들어 모둠 

협동작품 

꾸미기

․ 만들기가 어렵기도 했지만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다.

․ 친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친구와 더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 함께 이야기를 꾸  때 너무 재미있었다.

․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앞으로 더 다양하게 해

보고 싶다.

13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모둠 

협동작품 

꾸미기

․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 20년 후에 오늘 만든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더욱 노

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 역할놀이 할 때 친구들이 너무 웃겨서 즐거운 시간

이 되었다. 또 했으면 좋겠다.

․ 만들기를 못해도 미술 시간이 재미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경험했다. 

14
그림 돌려 

그리기

․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참 재

미있는 활동이었다.

․ 활동 내내 친구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지 궁

금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 내 그림을 예쁘게 완성해 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 내가 친구에게 존중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친

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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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프로그램 활동 소감문의 내용

15

협

동

미

술

활

동

내 사진을 

꾸미고 학급 

협동작품으로 

만들기

․ 실제 내 모습보다 멋지게 꾸미니 기분이 참 좋았다.

․ 꼴라쥬를 하니 참 웃기고 재미있었다. 내 작품을 발

표할 때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 

․ 친구들과 협동하여 전체 학급작품을 멋지게 만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16

학급 단체 

사진을 나누어 

색칠하기

․ 협동을 잘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내 모습을 예쁘게 색칠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

꼈다. 

․ 다음번에 또 한다면 친구들의 모습을 더욱 정성껏 

꾸며주고 싶다. 

17
명화 합동 작품 

만들기

․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니 금방 작품이 

완성 되었다. 협동을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다.

․ 다른 모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협동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음번에는 꼭 일등을 해보고 싶다. 

협동하여 야외 

설치 작품 

만들기

․ 친구들과 협동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뿌듯한 마

음이 들었다. 

․ 추운 날씨 지만 보람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18

나를 알리는 

신문 만들기

․ 내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 앞으로 더 많은 장점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

해 노력 해야겠다. 
19

20
롤링페이퍼 

만들기

․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

․ 협동을 할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 6학년 때에도 

이런 활동을 꼭 다시 해보고 싶다. 

  소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비협조적이던 아동들의 태도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기가 더해갈수록 아동들의 소감문에서 

“다음에 꼭 다시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글들이 교사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 되어 주었다. 또한 활동 초반에는“○○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는 고발성 문장 활동 후반으로 갈수록“○○가 도와주어서 

고마웠다”라는 보답성 문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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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관찰에 의한 분석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 진행 종료와 함께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손가정 아

동들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변화 모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

  협동적 미술활동의 진행 결과 아동들의 자기표현 능력이 다양하게 향상되었다. 활동

의 결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학기가 지나갈수록 교과전담 교사들로부터“학급의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되었고 이러한 칭찬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

사 모두 학년 1등의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

어 연구자가 프로그램 이외의 과목을 수업하기가 수월해졌으며, 친구가 실수를 하더라

도 너그럽게 웃으면서 넘기는 분위기가 재미있는 수업의 밑거름이 되곤 하 다. 또한 

아동들이 미술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는

데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점이어서 연구자를 더욱 기

쁘게 하 다. 일반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술적 표현욕구와 결과물이 후퇴하

는 것과는 정반 의 현상이었다.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은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신장

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변화 요인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진행 결과 아동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하 다. 처음

에는 모둠활동을 할 때 꼭 말다툼을 하거나 토라지는 아동들이 있었는데 회기가 진행

되어 갈수록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의논하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연구자도 다투거나 겉도는 아동들을 중재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갈수록 그런 아동들이 줄어들었고 연구자도 더욱 

수월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태도 변화에는 매 회기 마무리단

계마다 실시했던 모둠별 보상이 큰 향을 미친 것 같았다. 여러 번 협동적 미술활동

을 경험해본 결과 다툼이나 의견 립이 발생하면 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의견 합의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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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사와 같은 연장자와의 의사소통 기술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학기초에 질

문이나 선생님과의 화를 어려워하던 결손가정 아동들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연구자와 잦은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면서 나름 로의 의사소통 방법

이나 자신감을 터득한 듯 보 다. 교사 주변에서 맴돌며 말을 붙여오는 아동들이 늘어

났고 연구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반응이 변화하 다.    

(다) 학교활동 참여 태도의 변화

  협동적 미술활동은 아동들의 학교활동 참여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학과 공부와 

관련된 활동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체육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의 활동에서 긍정

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학년말에 학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교내학예발표 회에서 연구자의 학

급이 학년 표로 무 에 서는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교사도“잘 할 수 있

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는 태도와 함께 멋진 공

연을 해 내서 선생님들과 전교의 학생

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하 다. 
〈도판 36〉학년말 교내 학예 발표 회 모습

  결손가정 아동인 ○성이의 어머니는 공연 후에 직접 교사를 찾아와 “우리 ○성이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눈

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이런 사건은 연구자 개인적으로도 연구 결과

를 떠나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다. 

(라) 담임교사에 한 신뢰도 향상

  담임교사에 한 신뢰도는 아동의 학교생활 태도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조력자

나 중재자로써의 부모의 역할이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미흡한 상황의 결손가정 아동

들에게 있어 학급의 담임교사의 역할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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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를 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결손가정 아동들

에게 특별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특별한 관심이 결손가정 아동들의 담

임교사에 한 신뢰도 향상에 큰 향을 미친 것 같았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구자

를 찾아와 의논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털어놓기도 하 다. 심지어 학기말에 전학을 간 ○건이는 한동안 연구자에

게 한동안 날마다 전화를 하며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교사의 마음을 기쁘고도 

안타깝게 하 다. 무엇보다 연구자가 시키는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성심껏 도와주고 

사탕 하나에 웃음 짓는 결손가정 아동들의 태도는 힘든 연구의 과정에 있는 연구자를 

보람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담임교사에 한 태도와 인식 변화는 결손가정 아동들의 남은 학교생활 중 

인관계 기술 향상에 분명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되었다.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집단 부

적응 요인을 개선하여 인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하 다. 이를 위해서 결손가정 아동의 실태 및 문제 상황을 조사하고 미술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협동학습 모형을 연구하여 20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

용해 보았다.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관계의 주요 요인이 되는 자아

존중감, 사회성, 인간관계, 학교생활 적응도를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하 으

며 운 은 일반가정 아동집단과의 통합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적용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검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실시해본 

결과 큰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결손가

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협동적 미술활동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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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협동적 미술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하위요소인 준

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의 모든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결과 결손가정 아동의 인간관계 기술이 향상되었다. 세부 하위

요소인 의사소통,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 등의 모든 역에서 향상도를 감지할 수 있

었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역이 가장 큰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는 협동학습의 과

정 속에서 모둠의 친구들과 의논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은 결과

라 할 수 있겠다.

  넷째,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 다. 주목할 만 한 점

은 세부 하위요소인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규칙준수의 역 중 교사관계가 

가장 발전한 점인데, 이는 연구의 과정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가졌던 교사의 특별

한 관심이 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설문지 형식으로 실시했던 정형화된 검사에 의한 결론인데 그 이외에

도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 관찰자의 시각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변화로는 자기표

현 능력의 향상,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학교활동 참여태도의 변화, 담임교사에 한 

신뢰도 향상 등이었다. 

  결론짓자면 협동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

성, 인간관계 기술, 학교생활 적응도 등에서 긍정적인 향을 미쳤고 그 이외에도 학

교생활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통합수업으로 함께 참여했

던 일반가정 아동에게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었으나 상 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결손가정 아동에게 더 큰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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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집단에 부적응하는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인관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의 방법과 미술과의 역을 통합하 는데 미술과 이외

의 다른 역과의 통합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자는 교육과정과의 연결점을 찾기보다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내

용을 구안하 는데 교육과정에 근거한 협동적 미술활동의 수업방안에 한 후속연구

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적용에 있어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하 고 적용 기간 및 회기도 

제한되어 있었는데, 연구의 상을 확 하고 적용 기간 및 회기도 변화시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협동적 미술활동의 인관계 개선 효과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간관

계, 학교생활 적응도에 중점을 두어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이외의 역은 교사의 관찰

과 판단에 의한 결과를 논하 는데 다양한 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진행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및 소집단의 규모, 수업 조건 등과 관

련된 학교 상황변인과 교사변인, 아동 생활환경 등의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선 교사들의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이

다. 연구의 과정 속에서 교사가 무엇인가 특별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해

가는 아동들을 발견하면서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선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동들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학교 현장의 문제점은 조금씩 개선되고 변

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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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자아존중감 검사                           5학년    반 이름:

설문지

  본 질문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므로 질문에 해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에 한 평가나 성적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나와 다름

1 나는 특별한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2 나는 나에 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을 한다.

4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편이다.

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다.

6 나는 어떤 문제에 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7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

8 나는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어렸으면 좋겠다.

9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

10
나는 어떤 문제에 해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편이다.

11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2 나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13 나는 항상 옳은 일만 한다.

14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

15 나는 누군가가 내가 할 일을 말해주어야 하는 편이다.

16 나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7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해서 자신감이 없다.

18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편이다.

19 나의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20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21 나는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22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23 내 문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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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나와 다름

24 나는 지금 행복하다.

25 나는 나보다 어린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한다.

26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기 를 갖고 계신다.

27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는 편이다.

28 나는 수업시간에 내 이름이 불리면 기분이 좋다.

29 나는 나 자신에 해 잘 알고 있다.

30 나는 나 자신에 해 엄격하다.

31 나는 제 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32 친구들은 내 의견을 잘 따라주는 편이다.

33 우리집 식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34 나는 야단을 잘 맞지 않는다.

35 나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6
나는 결심을 하면 결심한 로 끝까지 고 나가는 

편이다.

37 나는 내가 남자(여자)인 것이 못마땅하다.

38 나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9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0 나는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41 나는 부끄러운 적이 별로 없다.

42 나는 학교에서 자주 화를 내지 않는다.

43 나는 가끔 내 자신이 부끄럽다.

44 나는 다른 사람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45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46 친구들이 자주 나를 욕하거나 흉을 보는 것 같다.

47 내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편이다.

48 나는 절 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9 내 주변의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0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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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사회성 검사                                 5학년    반 이름:

설문지

  본 질문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므로 질문에 해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에 한 평가나 성적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보통 나와 다름

1 나는 학급 규칙을 잘 지킨다.

2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3
나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싶지만 규칙을 

지킨다.

4
나는 선생님의 말씀이 지루할 때도 끝까지 잘 

듣는다.

5 나는 학습 활동을 학습 약속에 따라 실천한다.

6 나는 빌린 물건은 제때에 돌려준다.

7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다.

8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9 나는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다. 

10
나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11
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학급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는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협동을 잘 한다.

13 친구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들 한다.

14
나는 무엇이든지 새롭고 의심나는 것을 잘 물

어본다.

15 나는 친구를 잘 사귀고 오랫동안 함께 잘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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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보통 나와 다름

16
나는 농담을 잘 하며 사람들을 잘 웃기는 편

이다.

17
나는 새 친구가 전학 오면 다른 아이들보다 

친절하게 잘 해준다.

18 나는 아는 사람을 보면 먼저 아는 체 한다.

19
나는 친구의 어려운 문제를 곧잘 해결하여 준

다.

20
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노는 곳에 가서 즐

겨 논다.

21
나는 내 잘못을 친구가 지적해 줄 때 고맙게 

듣는다.

22
나는 아는 집에 심부름 갈 일이 있어도 부끄

러워 하지 않고 잘 간다.

23
나는 친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의 

기분을 잘 바꿔주는 사람이다.

24
나는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잘 참고 용

서해 준다.

25 나는 혼자서 정리정돈을 잘 한다.

26
나는 하루 생활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실천한

다.

27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상 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28
나는 내 역할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하

는 편이다.

29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늘 하는 방법보

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한다.

30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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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보통 나와 다름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3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4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5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에 해 관심이 많고 인정 있게 
한다.

8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많이 표현하는 편이다.

9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0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 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편이다.
12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잘 해
결하는 편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화를 할 때, 어려움을 느
끼지 않는다.

15 나는 다른 사람에 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한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다.

17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8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19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 나는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지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부록 3〉인간관계 검사                              5학년    반 이름:

설문지

  본 질문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므로 질문에 해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에 한 평가나 성적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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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   문 나와 비슷함 보통 나와 다름

1 나는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화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

3 나는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남의 눈
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한다.

4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5 나는 내 마음 속의 비 을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싶다.

6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7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9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인사를 먼
저 건넨다.

10 나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친구
들을 나의 집으로 초 하기도 한다.

11 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수업 이외의 활동도 열심히 한다.

13 선생님은 나를 예뻐하는 편이다.

14 나는 모르는 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5 요즘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17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분 이해한다.

2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부록 4〉학교생활 적응도 검사                      5학년    반 이름:

설문지

  본 질문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므로 질문에 해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에 한 평가나 성적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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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독서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 연구

서 울 신 북 초 등 학 교

김 명 수

● 서론

● 이론적 배경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결과

● 연구의 결과의 논의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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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권력 이동(Power Shift)”에서 

현 시 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

식 자본(knowledge capital)이 강조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온전한 사회 참

여 및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

습 능력(learning abilities)이 중시된다. 

  새로운 정보 획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들 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 능력이

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 전달이 이전에 비해 그림이나 

상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 전달의 주 매체는 문자(written 

language)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문자가 학습자의 사고 체계

를 직선적인 정보처리 형식(linear processing)으로 정형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 향상에 상당한 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문화의 발전으로 해가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고 있다. TV의 량보급,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독서환경이 열악해지고 독서에 한 관심도가 점차 감

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매체 접속시간은 125분에 이

르지만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전국의 공립

도서관은 433개 밖에 없고 도서관이 없는 초ㆍ중ㆍ고교도 약 20%나 된다. 공공도서관

과 학교도서관이 시험공부 장소로 둔갑한 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따라서 독서 능력의 

발달은 정보화 시 에 교사들에게 주어진 절 절명의 과제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서 능력은 독서 활동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두 유형은 바로는 정독(精讀)과 속독(速讀)인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 역은 정독을 하여야 하고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문학, 신문, 잡지와 같이 과학적이지 않은 글은 속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

져 있다. 속독은 학습능력의 토 가 되는 지식기반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면, 학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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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획득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속도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발음

하는 속도로 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읽기 속도에 한계가 있

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호를 촬 하는 안구(眼球)와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

달된 정보를 기억하는 정신 훈련이 독서심리학적 이론 위에서 개발되고 이것의 실제 

효과성에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에 관한 다양한 

모형들을 탐색하고, 읽기 지도의 유형과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상세히 검토하

다.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안구운동(유창성), 집중력,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 으며, 실제 서울신북초등학교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2. 연구 세부 과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방법 개발에 관한 

본 연구의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다. 

[과제 1]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1. 안구운동(유창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2.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3.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과제 2]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2-1.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한 집단의 언어지능, 읽기 성취도가 학습 전

보다 학습 후에 향상되었는지 평가한다. 

   2-2.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한 집단과 학습하지 않은 집단 간의 언어지

능, 읽기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한다. 

   2-3.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해력과 읽기 유창

성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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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 과정의 개념

‘읽기’는 인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다양한 상징 기호를 포함한 문자 체계를 만들

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언어 사용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발화와 동시에 사라져 버려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 구어와는 달리 기록

되고 보존되어지는 속성을 지닌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미 전달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소통에 가해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화, 라디오, TV,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등 여러 매체가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텍스트 읽기는 인간의 여러 의사소통 기능 중에서 절

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읽기’의 역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읽기를 지도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 또한 계속 되어왔다. 읽기를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읽기 지도는 

지도 상인 학습자로서의 독자에게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 지도는 읽기 과정에서 독자와 텍

스트 간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향 요소로서 작용하는 여러 변인들

에 한 명확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한다. 

읽기 과정에 한 관점은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변화하 다. 1970년 까지 읽기

에 한 정의는‘독자의 해석’보다는‘텍스트의 해독(decoding)’을 강조하는‘텍스트 

중심’의 정의이다. 표적인 예가 1970년  초 Gephart(1970)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

의 개념 규정인데, 다음과 같이 읽기를 정의하고 있다. 

  읽기는 필자에 의해 시각적 자극으로 부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의미로 변하는 

상호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이 상호작용 속에는 ① 읽을 자료, ② 독자가 알고 있는 지식, ③ 

독자의 생리적․지적 작용들(Physiological and intellectual activities)의 세 가지 요소가 항상 

포함된다.

  즉, 읽기를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보았고, 개념의 초점이‘독자’보다는 

‘읽을 자료’에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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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중반부터 독자의 배경 지식과 읽기 상황 요인을 강조하는 스키마 이론의 

향으로 텍스트보다 독자에 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 다. 1980년 의 ‘읽기’에 

한 정의는 의미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강조점이‘텍스트’보다는‘독

자’ 쪽으로 기울어 졌다. 그 당시 읽기 개념에 한 표적인 예로는 미국 국립 교육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의 위촉을 받은 위원회의 보고서에 제

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 의 정의는 읽기를‘쓰인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해독보다는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독자 중심’의 

정의이다. 종전에는 읽기 기능을 독립적인 여러 하위 기능들의 집합으로 보았지만, 여

기서는 하나의 복잡한 기능(a complex skill)으로 간주한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드러

낸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읽기의 제반 과정에서 독자와 텍스트 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한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표적인 모형으로는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

형, 상호작용 모형이 있다.

가.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bottom-up processing model)

  상향식 과정 모형은 읽기를 인쇄된 문자들과 단어들을 인지하고, 가장 작은 텍스트 

단위들 즉 문자, 단어들로부터 좀 더 큰 단위 구, 절, 문장 간 결합을 살피는 순으로

의 텍스트에 한 의미를 세움으로써 글쓴이가 의도한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해독과

정이라고 보는 관점이다(권미정, 1999). 이 모형은 종이 위에 쓰인 문자 기호를 독자

가 눈으로 확인하고 지각하는 순간에서부터 그 문자의 의미를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련의 단선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미 구성의 출발점을 언어라고 상

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 모형 내에서의 독자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리고 

읽기 과정에 작용하는 정신 작용을 여러 작은 정신적 사건의 연쇄적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의 표적인 모형

은로는 Gough(1972)의 모형과 LaBerge & Samuels(1974)의 모형이 있다.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은 읽기 과정을 부분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장점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 이론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노명완, 1990). 

① 같은 낱자들이나 철자들로 구성된 언어 기호의 인식에서, 무의미 철자군보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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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철자군, 즉 단어가 더 빠르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철자의 인식 과정에서 의미 

요소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② 같은 무의미 철자들이라도 이 철자들의 구성이 음운 체계와 부합될 때 인식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 

③ 단어 지각 과정에서도 문장의 통사 구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단어 지각에서도 그 단어의 의미에 한 배경 지식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⑤ 이중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장이 문맥에 의해 쉽게 해석이 된다. 

나. 하향식 읽기과정 모형(Top-down processing model)

  상향식 모형이 독자보다는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향식 모형에서는 텍스

트 자체보다는 텍스트에 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추측을 토 로 의미를 파악

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텍스트에 한 해석도 독자가 하는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때 독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을 때 내용

에 한 독자의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글에 한 이해가 쉽다. 독자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독자 지향적인 읽기라고 할 수 있다(이경화, 2003).

  Goodman(1973)의 설명에 의하면 독자는 여러 측면에서 텍스트가 의미 구성에 제공

하는 단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읽기 능력이 뛰어난 독자일수록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고 텍스트 자체에 한 확신은 덜 필요할 것이라고 하 다. 독자는 언어의 문자 

음소적, 통사적, 의미적 체계를 사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한다기 보다는, 의미를 추측하

기 위해 이러한 언어의 세 층위에서 제공하는 단서를 활용할 뿐이다. 

  하향식 모형에서 핵심적인 것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언어

지식에 결부시킴으로써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독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매우 능동적인 의미의 생산자나 창조자로 인정되

고 있다. 하향식 과정 모형의 표 모형은로는 Goodman(1970)의 모형이 있다.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이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역할을 제한하고 텍스트 자체에

만 초점을 둔 것에 해 독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은 나름 로의 장

점을 지니지만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노명완, 1990).

① 하향식 모형은 읽기 과정의 많은 세부 측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막

연하게 상위 차원의 정보들이 하위 차원의 정보 처리에 크게 향을 미친다고만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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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② 하향식 모형이 강조하는 능동적인 표집과 예측이 실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능숙한 

독자의 경우에도 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때에는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측

을 하지 않고, 이해 가능한 글의 경우도 예측을 하지 않는다. 

  이경화(2003)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읽기 학습, 읽기 지도와 읽기 평가의 중점에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비교

상향식 읽기 하향식 읽기

글의 의미 구성 글에 내재되어 있음 글에서 독자가 추출함

단어와 이해의 관계 단어 인지는 이해에 필수적 단어는 몰라도 이해 가능

읽기 진행 방향 해독→어휘→통사→글 글, 통사, 어휘→해독

읽기 학습 단어 인지 기능을 숙달하는 학습 유의미한 맥락에서의 읽기 학습

지도의 중점 단어의 정확한 인지 글의 의미 이해

평가의 중점 하위 기능의 숙달 정도 독자가 얻은 정보의 종류와 양

다. 상호작용적 읽기 과정 모형(Interactive processing model)

  상호작용적 읽기 과정 모형은 자극체로서의 텍스트의 언어적 정보의 향과 해석자

로서의 독자의 인지가 읽기에 동시에 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상호작용 모형

에서는 텍스트 내용에 한 독자의 가정과 추측, 그리고 언어적 요소에 한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상향식과 하향식이 각각 텍스트와 독자 한쪽에 초점

을 두었다면 상호작용적 모형에서는 텍스트의 향과 독자의 향을 모두 인정하면서 

읽기 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노명완(1990)에는 상호작용적 읽기 과정 모형의 표적 모형인 Rumelhart(1977)의 

모형과 그 작용 기제에 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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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umelhart(1977)의 상호작용적 모형

  읽기의 과정은 문자소 자극을 통해 입수하여 저장한 시각적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상호 작용 과정은 바로 저장된 시각적 정보들을 처리하여 시각적 자질을 추출하는 데

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추출된 시각적 자질들은 이 모형의 핵심이 되는 ‘형태 종합 

장치(pattern synthesizer)’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 처리된다. 형태 종합 장치

는 가설적인 개념으로서 통사론적 지식, 의미론적 지식, 어휘론적 지식 그리고 정서법

(철자법)에 관한 지식들이 함께 작용하는 공동 활동의 장이다. 형태 종합 장치에서는 

이 네 가지의 지식들이 각기 또는 협동적으로 작용하여 시각적 자질들을 필요한 수준

(철자 수준, 어휘 수준, 통사 수준, 의미 수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Rumelhart(1977)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메시지 센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메시지 센터는 입수되는 언어 자극에 한 여러 가지 가설 들을 보관한다. 각각의 지식

원들은 자기들이 담당하여 처리해야 할 가설들이 입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시 메시지 

센터를 탐색한다. 그리고 자기의 몫이라 생각되는 가설이 들어오면 곧바로 해당하는 전문

화된 지식을 동원하여 이 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분석 결과, 메시지 센터에 

있는 가설들은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고, 메시지 센터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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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새로운 가설이 만들어 지식도 한다. 이 같은 절차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

속되며, 마침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그 언어 자료에 한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 모형은 읽기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노명완, 1990). 

① 상호 작용 모형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는 자료 중심적 정보 처리 과정과 위에서 

아래로 나아가는 개념(지식) 중심적 정보 처리 과정 모두를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읽

기 과정이 어느 정도 자료 중심적이고 어느 정도 개념 중심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텍스트의 의 향과 독자의 지식의 향 사이에 일어나는 일

종의‘절충적 상호 작용’이 더 정교하게 이론화되어야 한다. 

③ 상호 작용 모형의 핵심은 독자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의 능동적인 기능에 있다. 이 모

형에서는 독해를 입력 정보에 한 기존 지식의 해석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배경 

지식이 형성되어 있는 아는 것은 잘 알 수 있고, 배경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모르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과정

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읽기 지도의 유형

  읽기 지도에 한 관점은 기능 중심 지도, 활동 중심 지도, 전략 중심 지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각각의 지도 유형은 앞서 제시한 읽기 과정에 한 모형과 관점을 

공유한다. 즉 읽기 지도에 한 관점은 읽기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가. 기능 중심 지도

1) 개념

  기능(skill) 중심 지도는 텍스트 자체의 해독(decoding)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의 관점을 취한다. 주로 20세기 초에서 1960년 까지 읽기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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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으며, 기능 중심 지도가 목표로 하는 바는 텍스트 내용에 한 주의 집중, 

언어 기호와 의미의 연결, 여러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계성에 한 예측, 여러 아이디

어들의 정확한 결합, 중요한 의미 요소의 확인, 문맥이나 그림 자료로부터 의미의 도

출이다. 

  기능 중심 지도에서 강조하는 효과적인 읽기 기능은 첫째, 의미의 분석과 선정(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확인 및 선정), 둘째, 의미의 연결과 조직(필자의 내용 조직 파

악), 셋째,  의미의 평가(비판적인 해석), 넷째, 의미의 파지 등이다. 

2) 항목

  Barrett(1976)는 읽기 기능의 층위를 축어적 재인(再認) 및 회상, 재조직

(reorganization), 추론, 평가, 감상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 기능 

목록을 제시하 다. 

<표 2> Barrett(1976)의 읽기 기능

① 축어적 재인(再認) 및 회상

(literal recognition or recall)

· 세부 내용에 한 재인 또는 회상

· 중심 생각의 재인 또는 회상

· 줄거리의 재인 또는 회상

· 비교의 재인 또는 회상

· 원인-결과 관계의 재인 또는 회상

· 인물의 특성에 한 재인 또는 회상

② 재조직(reorganization)

· 유목화 

· 개요

· 요약

· 종합

③ 추론(inference)

· 뒷받침이 되는 세부내용 추론

· 중심생각 추론

· 줄거리 추론

· 비교 추론

· 원인과 결과 관계의 추론

· 인물의 특성 추론

· 결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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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evaluation)

· 현실과 환상의 판단

· 사실과 의견의 판단

· 정확성과 타당성의 판단

· 수용 가능성의 판단

⑤ 감상(appreciation)

· 주제나 구성에 한 정의적 반응

· 인물이나 사건에 한 공감

· 자기가 사용한 언어에 한 반응

3) 제한점

  기능 중심 지도는 세분화된 개별적 기능들을 나열하고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숙달하

면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읽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추출

하여 제시함으로써 읽기 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체계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실제의 읽기 과정과 읽기 지도에 적합한 것인가에 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과연 세분화된 기능 숙달의 총합이 학습자의 전체 읽기 능력

의 종합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 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 중심 지도에 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읽기의 실

제 과정에 한 고찰이 정확한 것인가에 한 것이다. 실제 읽기 과정에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하위 단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독하여 점차로 상위 단위의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적이고 상향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한 단어의 해독 과정에도 정서법에 한 지식, 

어휘 의미에 한 지식, 통사 구조에 한 지식, 문맥에 한 지식 등 상위 차원의 정

보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고, 소위 상위 차원의 

기능이 하위 차원의 기능보다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실제

의 현상을 단선적인 개별 과정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제시함으

로써 실제의 읽기 과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는 본질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 교수학습 측면의 사항이다. 즉 교사는 세분화

된 하위 기능만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실제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처리해야 할 하

위 기능의 종합적 운용은 전적으로 학습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즉 세부적 기능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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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전체 읽기 능력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한 설명의 부족과 더불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세부적 기능의 종합적 운용 능력은 실제 교수 내

용의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한계를 보인다. 

나. 활동 중심 지도

1) 개념

  기능 중심 지도가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상향식 읽기 과정 모형의 관점을 취하 다

면, 활동(activities) 중심 지도는 독자에 초점을 맞춘 하향식 읽기 과정의 관점에 맥

을 같이 한다. 활동 중심 지도는 1960년 와 1970년  초반까지 주로 활용되었으며, 

독해를 조장하기 위한 독자의 읽기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읽기 지도 방식이다. 

활동 중심 지도의 특징은 첫째,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둘

째, 제목이나 삽화와 같은 선행 조직자를 활용하며, 셋째, 읽기 전·중·후에 행해지

는 보조 질문을 활용하고 넷째, 독자의 생산적 사고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2) 항목

  활동 중심 지도는 읽기 과정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활동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읽

기 단계의 구분과 각 단계에서 활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김

중섭, 2002).

가) 읽기 사전 단계(Pre-reading stage) 

  이 단계는 읽을 텍스트에 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하고 학습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읽기 텍스트

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나) 읽기 도중 단계(During-reading stage)

  읽기 사전 단계에서 얻은 사전 정보와 스키마를 토 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이 

예측한 것을 텍스트 내용을 토 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이다. 읽기 교육 현장을 보

면 부분 텍스트를 한 두 번 읽고 텍스트 내용에 해 교사가 질문하고 학습자들이 

이에 답하는 단선적인 구조로 읽기 수업이 운 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읽기 교

육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 및 종류, 난이도에 따라 강 읽기, 훑어 읽기, 뜯어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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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읽기 과정을 적절히 혼용하여야 한다. 읽기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

습자들이 분명한 읽기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텍스트

의 내용 및 흐름을 무시한 채 단어, 문법 등의 하위 항목을 이해하는 데 지나치게 신

경을 쓰는 것은 읽기 목적을 제시하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어휘, 문법 등에 편중하여 텍스트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만 이해하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읽기 사후 단계(Post-reading stage) 

  이 단계는 읽기 활동을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텍

스트 내용 이해를 심화, 정착시키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텍스트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적당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여 읽기 활동이 다른 언어 기능들과 통합

되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미정(1999)이 제시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읽기 활동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읽기 단계별 활동 유형

단  계 활  동

읽기 사전 단계(Pre-reading stage) 

① 미리 보기

② 예측하기

③ 연상하기

④ 건너뛰며 읽기

⑤ 빈칸 메우기

읽기 도중 단계(During-reading stage)

① 글자 인식하기

② 단어 지식 늘리기

③ 제목과 중심 생각 찾기

④ 글 조직 유형 찾기

읽기 사후 단계(Post-reading stage) 

① 빨리 읽기

② 훑어 읽기

③ 묶어 보기

④ 정교화하기

⑤ 요약하기

⑥ 연결 짓기

⑦ 빈칸 메우기

⑧ 자기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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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활동 중심의 읽기 지도는 읽기 과정에서 독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고 실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읽기 능력을 체득하도록 하는 시도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독해가 유용하다고 하여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인지적 활동이나 언어활동은 텍스트 

분석 이론이나 인간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이 아니다. 이 활동은 부분 관

념적인 추정이나 경험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어서 교수학습 이론으로의 성립에는 검증

이 필요한 상태이다. 언어활동이나 인지적 활동 중심의 지도 방법들은 읽을 글의‘내

용 학습’을 조장하는 방법들이지,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해 가며 활용할 수 있는‘학

습 방법의 학습’전략들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맹목적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노명완, 1990).

다. 전략 중심 지도

1) 개념

  전략 중심 지도는 독자에게 읽기 행위에 한 목적, 읽기 과제의 성격, 읽는 방법으

로서의 전략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 방법이

다. 즉 학습자들에게 읽기에 필요한 유용한 전략을 이해시켜 스스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세분화된 하위 기능의 연습과 숙달만을 강조하는 기능 중심 지도와 

읽기 활동 그 자체의 강조로 인해 읽기라는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에 독자의 의식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닌 활동 중심 지도의 안적 성격을 갖는다.

  1970년 부터 학술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 읽기 지도 연구에서 최

의 관심사로 부각된‘상위인지(metacognition)'에 한 연구는 곧 학생들의 정신적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지적 의식과 자기 통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한 관심

으로 이어졌고 이런 동향이 읽기 지도에 반 된 것이 전략 중심 지도이다. 전략 중심 

지도는 과정(process) 중심 지도라는 점에서 종전의 지도 방법과 다른 특색을 지닌다. 

즉, 전략 중심 지도는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독해 결과와 독해 

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수 장치를 마련하 다는 점이 다른 지도 방식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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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2) 항목

  읽기 전략을 제시한 국내외 연구는 Pressley(1984), Jones et al(1985), Jones(1988), 

Oxford(1990), Devine(1991), Plipp(1991), Dole(1991), 박수자(1994), 박 목(1996), 

이경화(2001) 등이 있다. 이 중 Oxford(1990)가 제시한 여러 읽기 전략의 유형은 아

래의 표와 같다. 그의 읽기 전략은 언어 학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읽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지도되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 준다. 읽기 전략 중에서 기억, 인지, 보상 

전략은 직접적 전략이고, 상위인지, 정서적, 사회적 전략은 간접적 전략인데 직접 전

략과 간접 전략은 상호 보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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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읽기에 유용한 전략들(Oxford, 1990, 박수자(1995)에서 재인용)

직

접

적 

전

략

기억 

전략

심적 연결망 구성하기
묶음 만들기, 연상하기, 정교화하기, 맥락 속

에 새로운 단어 넣어보기

이미지와 음을 적용하기
이미지 사용하기, 의미 지도 그리기, 핵심어 

사용하기, 기억 속에 음을 표상하기

재검토하기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기

행동해 보기
물리적 반응이나 감각을 이용하기, 기계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인지 

전략

연습하기
반복하기, 공식과 패턴을 인식하고 사용하

기, 자연스럽게 연습하기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아이디어를 빨리 얻기, 메시지 송수신을 위

한 자료 이용하기

분석하고 추리하기
연역적 추리하기, 표현을 분석하기, 조적

으로 분석하기, 번역하기, 전이하기

입출력에 한 구조 형성

하기
공책 정리하기, 요약하기, 초점화하기

보상 

전략
지능적으로 추측하기 언어 단서(linguistic clues) 이용하기

간

접

적 

전

략

상위 

인지 

전략

학습을 중심화하기
이미 배운 글을 검토하고 학습 상 글과 

연결 짓기, 주의 기울이기

학습을 정리하고 계획하기

언어 학습에 해 알기, 조직하기, 목표와 

상을 설정하기, 언어 과제의 목표를 확인하

기, 언어 과제 계획하기, 연습 기회 모색하기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기 자기 점검하기, 자기 평가하기

정서적 

전략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휴식하고 깊은 숨 들이쉬기, 명상하기, 음악 

이용하기, 웃어보기

격려하기
긍정적인 말을 하기, 현명하게 위험을 처

해 보기, 자기 보상하기

감정을 유지하기

생체 리듬에 귀 기울이기, 목록을 만들어 

체크해보기, 언어 학습 일기 쓰고 비교하기,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해 이야기해 보기

사회적 

전략

질문하기 명료화와 증명을 요구하기

협조하기
친구들과 협조하기, 능숙한 언어 사용자의 

협조하기

다른 것들을 강조하기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다른 이의 생각

과 감정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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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자(1995)는 읽기 전략을 인지적인 읽기 전략과 상위인지 읽기 전략, 독해 전략

과 학습 전략, 읽기 전 전략과 읽는 동안의 전략, 읽은 후의 전략, 글 처리 전략과 읽

기(행위)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이경화(2001)는 읽기 전략을 읽기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읽기 과제와 읽기 목적 분석하기

② 미리 보기

③ 사전 지식 활성화하기

④ 읽기의 목적 설정하기

⑤ 예상하기

⑥ 질문 생성하기

⑦ 중요 개념과 관련 개념 예측하기 

⑧ 추론하기

⑨ 읽기 점검하기

⑩ 교정 전략 사용하기

⑪ 문맥적으로 낱말 이해하기

⑫ 사전 지식과 새 정보 통합하기

⑬ 담화에 해 반응하기

⑭ 개념, 사건, 관련성의 재구성하기

⑮ 요약하기

⑯ 읽기 목적에 관련시켜 반성적 사고하기

3) 제한점

  전략 중심 지도가 독자의 의식 조절에 한 지도를 초점으로 하고 개별 기능의 신장

이 아닌‘읽기 속에서의 전략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도 방식과는 

변별되는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읽기 목적, 읽기 자료, 읽기 과정에 한 독자의 의식적인 인지와 상위인지를 

의미하는 효율적인 읽기 전략을 강조하지만 전략은 읽기의 핵심인 독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본질보다는 수단에 가깝다. 

  둘째, 중심 생각 찾기 전략, 추론 전략, 요약 전략, 자기 통제 및 조절 전략 등 전

략 중심 지도에서 강조되는 주요 전략들과 1960년  기능 중심 지도에서 강조되었던 

기능(skills)과의 변별이 모호하다. 즉 본질은 같은 지도 항목을 관점의 차이로 인해 

별개의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전략 중심 지도 방식에서 나열된 세부 전략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지도 방

법 역시, 세분화된 기능을 위계적으로 가르침으로 인해 비판 받았던 기능 중심 지도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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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지도의 요소

  읽기는 텍스트에서 얻어진 시각적 정보와 독자의 복잡한 인지적 처리 과정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읽기 지도를 위해서는 텍스트나 독자의 인지 과정 중 한 쪽에만 초점

을 맞추는 것보다는 전체 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읽기 지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 여기서는 크게 읽기 행위의 주체

인 독자 관련 요소와 읽기의 상인 텍스트 관련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 독자 관련 요소

  읽기 행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독자는 읽기 과정 속에서, 시각 지각을 통해서 텍스

트의 정보를 처리하고, 인지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또한 이 전체 과정에 동

기, 흥미 등 정의적 요소가 관여하며, 상위인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읽기 행위를 계

획, 감독, 조정, 평가해 간다. 

1) 시각 지각

가) 안구 움직임

  시각 지각에 한 연구는 읽기 연구의 초창기부터 이루어졌으며 특히 안구의 움직임

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안구 움직임(saccadic movements)’이란 글을 읽을 때 

시선이 글자에 차례 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몇 글자씩 건너서 눈이 정지하고 계속

해서 그런 움직임으로 글을 읽는다는 시선(視線)의 특유한 동작을 의미한다. 

  읽기에서의 안구 움직임은 TV화면을 보거나 풍경을 볼 때와는 달리 전체를 한꺼번

에 보는 것이 아니다. 시선은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와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트래킹(tracking)이라고 한다

(전정재, 2001). 

[그림 2] 트래킹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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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읽기의 여러 모형에서는 이러한 안구 움직임에 한 개념도 상이한데, 

상향식 과정에서는 독자가 매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점을 강조하고, 하향식 과정에

서는 독자가 특정 단어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독자는 매 단어에 눈동자를 오래 멈추되, 특정 단어에 더 오래 머문다고 

보고 있다.

나) 읽기 속도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속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어휘 능력, 문법 지식, 사전 지

식, 동기, 흥미, 감정 상태 등 다양하다. 무조건 빨리 읽는 것이 읽기 능력의 전부는 

아니며 텍스트에 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읽기 속도는 정해진 시간에 텍스트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가에 한 것으로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

다. 텍스트 이해 정도가 동일하다면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이해에 도달한 독자를 능

숙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한 시각적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당 읽는 단어 수와 더

불어 픽세이션과 줄바꾸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처리할 때, 눈의 

움직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단어를 읽다

가 단어와 단어가 개념으로 변하여, 그 변하는 개념을 이해하려 하고, 그 도중에 사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잠깐 멈추게 된다. 이것을 픽세이션(fixation)

이라고 한다. 이 픽세이션은 1～3 단어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며, 한 문

단에 한 번도 안 올수도 있다. 만일 이 픽세이션이 올 경우는 한 번에 1/50초 정도 걸

린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할 때는 2～10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줄바꾸

기는 텍스트의 문자가 횡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으로 읽기 속도에 향 

요소로 작용한다. 성인의 경우 문장에서 줄이 바뀌어도 시간의 소요가 그리 많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발달기의 아동들은 줄을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

다. 일반적으로 한 줄에서 다음 줄로 갈 때 1/5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것도 문장의 길이, 문장의 내용,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 사전 지식 등이 이 

속도에 향을 미친다(전정재, 2001). 

전정재(2001)에서 제안한 읽기 속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계산

    ㉠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단어 수: 평균 3단어, 소요 시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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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세이션 시간: 3단어마다 한 번씩. 소요 시간: 1/50초

    ㉢ 줄바꾸기: 한 줄에 평균 12단어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줄바꾸기는 12단어마다 일어

나고 이 때 소요 시간은 1/50초

  ② 한 줄(12단어)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 12단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 3단어씩 4회 → 4× 1/5초

    ㉡ 픽세이션에 드는 시간: 3회 →                3× 1/50초

    ㉢ 줄바꾸기에 드는 시간: 1회 →                1× 1/50초

      ∴ 12단어를 읽는데 걸린 시간 =                  44/50초

  ③ 1분 동안 읽는 속도 계산

    12단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44/50초이므로 1초에는 50/44×12=150/11 단어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1분 동안 읽을 수 있는 단어 수는 150/11×60=9000/11≒818.2

즉 1분에 818~819 단어 정도를 읽는다고 볼 수 있다.  

  ④ 눈의 움직임과 읽기 속도 (실험 결과)

<표 5> 읽기 속도

3단어 읽을 때 스카딕 움직임 픽세이션 사이 간격

보통 읽는 학생 1/4 ~ 1/6초 1/50 ~ 1/45초

잘 읽는 학생 1/6 ~ 1/7초 1/50 ~ 1/45초

2) 스키마(Schema)

가) 개념 및 특성

  스키마(Schema)란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을 말한다. 스키마는 거시 구조, 프레임, 

플랜, 본, 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어지며, 읽기 연구에서는‘스키마’라는 용어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데에 어

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존 지식의 일부분이 되도록, 즉 통합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글을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기억 속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 거나 기

존의 정보에 수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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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뜻한다. 스키마는 추상적인 지식 구조나 기억 속에 저장된 일반적인 개념을 

표상하는 자료 구조이다. 이 지식 구조가 읽기 자료의 정보와 적절히 합치될 때 독서 

과정은 의식적인 지적 노력 없이도 순조롭게 진행된다(이경화, 2003).

  스키마는 본질적으로 구조성(構造性)과 추상성(抽象性)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스키마는 구조성(構造性)을 띤다. 하나의 스키마는 그 스키마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하위 구성요소(slot)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요소 상호 간에 그리고 그것과 상위 스키마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구성요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스키마가 될 

수 있고, 그 역시 하위 구성요소인 다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스키마

는 어느 층위에서나 가능하고 그 구조는 위계를 형성한다.  둘째, 스키마는 추상적(抽

象的)이다. 특정 지식의 원형으로서, 스키마는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로 구

성되어 있다. 추상적인 지식 체계인 하나의 스키마는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많은 

정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다(박수자,  2001).

나) 유형

  스키마는 텍스트의 구조(형식)를 담당하는 부분과 내용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하

여 구조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로 나누어진다. 

(1) 구조 스키마 

  구조 스키마는 형식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를 통해 어떻

게 구성해 가는가에 해 독자가 가진 지식을 말한다. 즉 구조 스키마는 이야기, 묘

사, 설득, 설명적인 텍스트 등의 유형이 가진 각각의 관습적인 구조에 한 독자의 지

식을 말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구조에 한 지식이 있으면 특정 유형의 텍스트 구조로

부터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야기 구조에 해 독자

가 텍스트를 읽기 전에 알고 있다면 그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 구조에 한 지

식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더 쉽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경화(2001)는 구조 스키마가 읽기에 미치는 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의 연구에서 구조 스키마의 어떤 점이 읽기와 관련이 있는 가를 선행 연구를 유형화하

면서 제시하고 있다. 읽기에 향을 미치는 구조 스키마에 한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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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가 필자의 텍스트 구조 조직에 따라 읽어간다면 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② 텍스트 구조의 조직 정도에 따라 회상이 달라진다는 연구. 

  ③ 텍스트 구조 지식은 독자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발달한다는 연구. 

  ④ 이야기에 관한 독자의 구조 지식은 초등학교의 문학적 경험과 이후의 서사 문학 체험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

(2) 내용 스키마

  내용 스키마는 텍스트 내용 역에 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말한다. 

권미정(1999)은 내용 역에 해 독자가 처해 있는 외부 환경에 한 지식과 독자의 

내적인 경험 역으로 구분하여 내용 스키마를 사회․문화 문맥적 지식과 배경 지식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문화 문맥적 지식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한 지

식을 말하고, 독자의 배경지식은 독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

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말한다.

  이경화(2003)는 내용 스키마가 읽기에 미치는 향에 한 관심사를 관련 주요 연

구 동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① 독자가 가진 세상 지식의 구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 선택과 회상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② 독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텍스트의 해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③ 내용 역에 한 지식의 차이에 따라 내용 관련 개념의 회상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④ 독자가 가진 사전 지식이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읽기가 방

해가 된다는 연구.

다) 기능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읽기의 과정에서 스키마는 그 상호작용의 매

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읽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자 기호에 한 기계적인 해석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으로 변화하 는데 그 관점 변화의 핵심이 바로 스키마에 

한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키마가 읽기에 미치는 향에 한 여러 논의 중 Anderson(1985)과 이경화(2003)

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즉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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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읽기 과정에서 전체 내용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정보의 선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

고, 독자의 기억과 회상에 작용하며, 내용의 예측을 돕고, 내용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 내용 이해의 틀

  텍스트에 담긴 내용의 통합을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읽기의 인지적 처리과정

에서 새로운 정보는 그 원형 그 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한 지식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 수용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의 자리

매김이 가능하려면 기존 지식에 한 틀과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일련의 빈칸(slot)이 

필요한데 스키마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즉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들을 기존

의 정보들에 연결시켜 지식을 어떤 일관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선별적 정보 선택

  정보의 선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의미 구성의 효율성과 의미 파악의 정확성에 

기여한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모든 단어에 동일한 비중의 이해를 위한 에너지

를 할당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중요한 정보와 부차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의미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스키마는 이 과정에서 주의집중의 할당을 

다변화하여 중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만든다. 또한 텍

스트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의어의 경

우에 의미 선택의 기준은 독자의 스키마의 향을 받게 된다. 즉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한 단어의 의미를 스키마가 맥락에 맞게 초점화하여 의미 파악의 정확성을 돕는다.

(3) 효율적인 기억과 회상

  독자의 스키마가 텍스트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기억과 회상에도 향을 미친다. 

텍스트 기억 과정에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기억하게 하며 그 기억을 회상하

여 정보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억의 효율적 탐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즉 스키마는 

정보를 저장하거 회상하는 작용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게 

하고 이것을 회상하는 데도 선조적(linear) 방식으로 처음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회상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4) 예측을 통한 내용 이해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글을 읽는 과정을 면 히 살펴보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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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으로 지각되는 정보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연관된 과거의 정보에 

한 회상과 앞으로 전개될 미래 정보에 한 예측이 실시간적으로 처리되어 의미를 

구성해 간다. 이 때 독자의 스키마는 기억뿐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데 예측하며 

텍스트를 읽으면 내용의 이해 정도와 동시에 읽기 속도도 향상된다.  

(5) 추론의 정교화

  독자의 스키마는 내용을 추론할 때 정교화를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는 매체 특성상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다. 따라서 독자는 글에서 생략된 정보를 추론해서 

내용 전개에 필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사

전 지식의 여백에 텍스트를 통해 수용된 새로운 정보가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더라고 

그 사이사이의 간극을 독자의 추론을 통해서 채워가는 현상을 말한다. 독자의 스키마

는 이런 빈 공간을 추론을 통해 채우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스키마의 다양한 기능은 한 텍스트에 한 가지씩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에 작용한다. 박수자(2001)는 스키마 이론이 읽기 지도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전 읽기 활동과 이해전략 훈련에 한 강한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해 준다. 둘째, 상위의 배경 지식이 언어 지식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학

습자가 글을 읽기 전에 주제에 한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 충분

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글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주어

야 한다. 

3) 상위인지(metacognition)

  읽기 지도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읽기 관련 기능․활동․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도록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계획․점검․조정․통제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

하다. 이러한 읽기 지도의 필요성에 의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상위인지 능력에 한 

지도이다. 

가) 개념

  Flavell(1978)은 상위인지를 ‘ 상을 인식하거나 인지 작용의 여러 양상을 조정하

는 지식'으로 규정한 바 있다. 상위인지란 간단히 말해서 학습에 한 조정이나 통제

에 관여하는 매우 복잡한 지적 작용이다. 여기에는 텍스트에 한 지식을 비롯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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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행에 한 점검 기준에 한 인식,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읽기 전략에 한 점검 

등에 한 인식이 모두 포함된다.

상위인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권미정, 1999).

  ① 인지에 한 지식:‘정보원에 한 지식’과 ‘통제에 한 지식’을 말한다. 정보의 원천이 

텍스트에서 모순이나 오류를 감지해내는 것 또는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

식에 따라 각기 적합한 읽기 전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② 인지에 한 자기 통제: 읽기 과정에서 전략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 예

를 들면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읽기 전략이나 학습 전략을 계획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능

  상위인지 기능은‘인식(awareness), 점검(monitoring), 보완 전략(compensatory strategies)

의 사용’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읽기에 포함되는 상위인지 기능은 다

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Flavell, 1978, 박수자(2001)에서 재인용).

  ① 읽기 목적 확인

  ② 메시지의 주요 부분 확인

  ③ 주요 내용 초점화

  ④ 이해 여부에 한 지속적인 점검

  ⑤ 목표 성취를 위한 자문(自問)의 사용

  ⑥ 목표 성취 실패 시 정정하기

다) 활용

(1) 읽기 전략 점검표

  읽기 지도에서 상위인지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 이경화(2003)

에서는 아래와 같은 ‘읽기 전략 점검표’를 제시하 다. 텍스트 읽기의 단계를 사전, 

도중, 사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나는 ~ 하는가?’

라는 자기 질문을 사용하여 상위인지 전략 지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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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읽기 전략 점검표

단계 전략 (⇒ 나는 ~하는가?) 점검

읽기 전

· 글의 제목이나 글 속에 있는 그림이나 도표 등을 략 살펴본다.

· 앞 뒤 표지를 읽고, 겉표지 안쪽에 인쇄된 것을 읽는다.

· 글 내용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킨다.

· 이 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다.

· 의문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

· 이 글의 화제에 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읽기 중

· 내가 품은 의문에 한 답을 찾는다.

·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한 내용과 맞는지 틀리는 지 비교한다.

· 혼동되는 부분과 잘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읽는다.

· 삽화, 사진, 표를 설명하기 위해 위아래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는다.

·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다. 

· 글 내용을 예상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며 읽는다.

읽기 후

· 자신이 만든 질문에 한 답을 적는다.

·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한다.

· 느낀 점을 말하고 쓴다.

· 좋아하는 부분을 다시 읽는다.

· 글에 나오는 인물들, 장소들,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본다.

·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2) SQ3R

  SQ3R방식은 Survey, Question, Reading, Recite, Review의 약자로 독해 전략의 

하나이다. 이 독해 전략에서는 자기 질문을 통한 읽기 과정 전반에 한 자기 점검과 

통제가 이루어져 상위인지를 이용한 읽기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신용진, 1995).  

  ① Survey: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목차, 서론, 제목, 그림 등을 살펴본다. 저자가 글을 쓴 

목적과 글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구조 등을 개관하기 위한 것이다. 

  ② Question: 주제, 부제, 또는 주제문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

는 것은 자신에게 읽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주의를 집중토록 하며, 자기 스

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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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Reading: 질문에 한 답을 찾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텍스트의 정보를 연관시

키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④ Recite: 구두 언어나 문어를 통해서 본문의 두드러진 요점들을 재생한다. 밑줄을 긋거나 

필기 등을 한다. 정보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복습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⑤ Review: 표시해 놓은 것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재확인한다. 읽은 내용의 중요성을 평

가하고 그것을 장기간의 연상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4) 정의적 요소

  읽기 과정에는 시각 지각에 한 정보의 인지적 처리와 더불어 독자의 정의적 요소

도 향을 미친다. 읽기와 관련된 정의적 요소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읽기 능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동기와 태도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동기 유발 요인

  독자는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 정도, 관여 정도, 

흥미, 선호도 등 다양한 감정적 요소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 한철우 외(2001)에 의하면 읽기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존감, 읽기 효능

감, 읽기 목적, 읽기 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작

용한다. 

(1) 자존감

  자존감(Self-esteem)은 개인의 성취동기에 향을 주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자존감

과 학업 성취와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적 상관이 있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생

은 높은 학업 성취율을 보인다. 자아 존중감과 읽기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

구는 많지 않으나, 읽기 역시 학습 과제로 볼 때 정적 상관이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읽기 수행에 해 학교나 가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험이 많은 

학생은 높은 자존감과 높은 읽기 동기를 보일 것이고, 읽기 수행에서 실패를 많이 경

험한 학생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읽기 동기를 보일 것이다.

(2) 읽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과제를 잘 수행하여 기 하는 결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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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한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

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이다. 읽기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

하고 적용해야 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므로, 자기 조절 기제로서 효능감이 향을 미

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읽기에서 독자의 효능감에 한 관심은 읽기 성취도를 향

상시키는 중재 요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읽기 과제에 한 지속력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독자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된다. 

(3) 읽기 목적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개는 쓸모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미학적

인 차원에서의 리 경험, 정신적인 휴식 등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의 읽기 전략에 있어서 동기의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된다. 

전통적으로 읽기는 곧 독서라 하여 정서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여겨왔지만, 현실

적으로는 입시나 시험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구적이고 기

능적인 면의 강조만으로 읽기 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교육에서 

읽기를 학습을 위한 도구나 기능으로서보다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역으로

서 문학과 접목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읽기 목적은 개인의 

동기에 향을 미치므로 읽기 지도에서 읽기 목적이 주는 향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 태도 형성 요인

  읽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 지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효과를 달성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읽기에 해 바른 태도를 갖고 앞으로의 읽기 과정 속

에서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또한 읽기 지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

항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텍스트 정보 처리 훈련을 통한 단기간의 성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가 읽기에 해 흥미를 상실하거나, 속도나 단순 정보 처리에만 초점을 두

어 의미의 내면화를 통한 자아 성찰 등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읽기 목적에 한 태도

를 잘못 형성할 경우 그 읽기 지도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읽기 지도 교사는 현재까지 형성된 학습자의 읽기 태도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과 기능의 차원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도해야 한다. 학

습자의 기존 읽기 태도에 한 진단이나 효과적 읽기 태도 형성을 위해 읽기 태도 형



- 286 -

성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옥정인(1999)은 읽기 태도 형성 요인으로 과거의 읽기 

경험, 읽기의 결과에 한 신념, 타인의 기 에 한 신념, 환경 요인의 네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1) 과거의 읽기 경험

  과거의 읽기 경험은 읽기 태도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독자가 읽기 행동에서 새

로운 것을 알아가는 인지적 만족을 느꼈거나 즐거움이나 감동과 같은 감정적 만족을 

맛보게 되면 읽기에 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읽기에 한 좋은 경험뿐 아니

라 나쁜 경험도 그 로 태도에 향을 주어 읽기에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2) 읽기의 결과에 대한 신념

  읽기 행위를 잘 해내거나 읽고 난 후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읽기에 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읽기에 한 거부감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된다. 반면

에 자신이 읽기를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읽기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읽기를 거부하게 되고 점차 읽기에 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되어가기 쉽다.

(3)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념

  타인이란 독자에게 향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일컫는다. 부

모, 형제, 친척, 친구, 교사, 독자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동아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상이 타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이 읽기에 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독자에게 그

들과 같게 되고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독자의 읽기 태도에 향을 미친다. 

(4) 환경 요인

  환경은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구조나 외적 조건인데, 이것이 독자의 읽기 태

도에 향을 미친다. 환경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향을 

준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가족들이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많이 읽어준 경험, 읽기가 

중요하다는 가족들의 충고, 학교에서 하는 독서 행사들, 수업 중에 잘 읽는다고 하는 

교사의 칭찬, 책을 많이 읽는 친구,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시설 등이 환경 요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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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텍스트 관련 요소

  읽기 지도에 관련된 요소 중 독자에 관한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텍스트 관련 요

소이다. 텍스트의 특성과 구조 등이 읽기에 향을 미치는데 설명 텍스트 읽기 능력이

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게 여기서는 설명적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

기로 한다. 

1) 텍스트의 개념

  텍스트는 원래 라틴어의 ‘textus(짜 맞추다, 엮다)’에서 유래된 것으로‘조직’, 

‘연결’,‘관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텍스트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읽기 

교육에서 통용되는 텍스트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는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 형식이며, 둘째, 텍스트는 통일되고 완결된 사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텍스트는 문자 언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종

합하면‘하나의 통일되고 완결된 사고 내용을 담은, 문장 이상의 언어 형식으로서, 문

자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문장들이 무작위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통일적인 구조체로 문장들의 연결 관계를 결정하여 주

며, 텍스트가 산출된 상황과 텍스트가 표현하고자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2) 텍스트의 요건

  문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형식적인 응집성과 내용적인 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요건이 텍스트를 의미론적으로 완결된 내적 구조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조도 문장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단어나 문장

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의 조직체이며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할 수 있다(곽인희, 1999).  

<표 7> 텍스트의 응집성과 결속성

응집성 cohesion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들의 의미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문장들이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의미 

내용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결속성 coherence

텍스트 표층의 구성 요소들이 문장의 연쇄(sequence) 속에서 

상호 연관 짓는 방식에 관련된 것으로, 표층 요소들 간의 관계

를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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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의 구조는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명제

들은 위계적으로 그 의미 관계를 맺어 감으로써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을 그림으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미시 구조(micro structure)와 거시 구조(macro structure)

로 나타낼 수 있다(Van Dijk & Kintsch, 1983).

[그림 3] 텍스트 구조

  김봉순(1999)에서는‘단오’라는 글을 예시로 하여 위의 텍스트 구조와 이해의 관계

성에 해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텍스트 구조의 

정확한 이해는 텍스트 내용의 이해에 결정적인 향 요소이다. 텍스트 구조를 인식한

다는 것은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체계적 이해와 동시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8> 텍스트 구조의 예 

  단오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이와 경기를 하며 이 날을 즐겼다. 어린이들은 누

가 여러 가지 풀을 더 많이 뜯는가 내기를 하기도 하고, 풀쌈을 하기도 하 다. 풀

쌈은 두 어린이가 질경이 줄기를 서로 얽고 잡아당겨서 끊어지지 않는 편이 이기

는 경기다.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큰 나무에서 옆으로 뻗은 가지에 매거나, 큰 통

나무 둘로 기둥을 세우고 매었다. 그네는 주로 소녀들이나 나이가 찬 처녀들이 즐

겨 뛰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바람에 치맛자락을 날리며 그네를 뛰는 모습에

서 선녀가 나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남자들은 씨름을 하 다. 이 경기는 마을에서 가까운 넓은 잔디밭이나 모래밭에

서 벌어졌다.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은 상으로 황소를 받고 장사로 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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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단오’의 텍스트 구조

4)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 유형에 한 분류 기준은 화행론적 텍스트 유형, 심리적 텍스트 유형 등 다

양하다. 여기서는 언어 사용 기능에 따른 텍스트 유형과 국어과 교육에서의 텍스트 유

형에 해 살펴보겠다.

가) 언어 사용 기능에 따른 텍스트 유형

  이도 (1998)은 야콥슨의 여섯 가지 언어의 기능(지시적, 요구적, 감정 표시적, 시적, 

친교적, 메타언어적)에 기초하여 텍스트의 기능 유형을 제보적 기능, 설득적 기능, 미적 

기능, 친교적 기능의 4가지로 분류하 다. 

<표 9> 언어 사용 목적에 따른 텍스트 유형 분류(이도 , 1998)

언어의 
기능

텍스트 
기능

텍스트 
유형

개별 텍스트
언어 
사용 
과정

언어 
활동

주된 관련 
사고

강조점
언어 

사용의 
성격

지시적, 
메타언어적
, 요구적, 

감정 
표시적, 
시적, 
친교적

제보적
제보적 
텍스트

설명문, 보고문, 
기사문, 뉴스 등 개별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을 
위한 
언어 
사용 
과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사실적 
사고

객관성

도구성, 
규범성, 
창조성

설득적
설득적 
텍스트

논설문, 광고, 
선전, 충고, 

토론, 토의 등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효과성

표현적
표현적 
텍스트

일기, 기도 등
성찰적 
사고

진실성

미적
미적 

텍스트

시, 소설, 
드라마, 유머, 

농담 등

상상적/창
조적 사고

심미성

언어 
사용의 
기초

문자, 발음, 각종 규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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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텍스트 유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담화 기능을 정보전달, 설

득, 친교 , 정서 표현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네 가지 담화(텍스트) 기능을 교과서 

단원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10> 국어과 교육과정의 담화 기능과 유형
담화 기능 담화 유형

정보 이해 및 전달을 

위한 담화

백과사전, 보고서, 설명, 신문, 기사, 광고, 법조문, 안내문, 과학, 

사회 등의 교과서 지문, 요리책, 안내 책자, 각종 표와 그림, 안내 

방송, 텔레비전 뉴스, 소개, 인터뷰, 일상 화 등 

비판적 분석과 설득을 

위한 담화

신문, 광고, 자보, 전단, 연극평, 화평, 시사만화, 논설, 토의, 

토론, 연설, 주장, 건의, 텔레비전 광고, 일상 화 등

친교적 반응을 

위한 담화

편지, 메모, 초 장, 회고록, 비망록, 고백, 인사말, 격려의 말, 

사과의 말, 감사의 말, 항의, 농담, 초청장, 전화, 송사, 답사, 일상 

화 등

정서 표현을 위한 담화

시, 동화, 수필, 동요, 신화, 민담, 전설, 연극 본, 화 본, 

만화, 텔레비전 드라마 본, 구연동화, 수수께끼, 노랫말, 일상 

화 등

5) 설명적 텍스트

가) 특성

  설명적 텍스트란 필자가 독자에게 어떤 것에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텍

스트이다. 정보 전달의 기법으로 묘사, 개념 정의, 비교, 분석, 예시, 예증, 조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표적인 유형으로는 강의, 보고, 지시, 시범, 소개 등이 있다. 

그러므로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단서들에 따라 내용의 

조직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노명완 외(1986)에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안을 개발하면서 한 조사에 의하

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텍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희곡 - 동화, 소설 - 전기 - 시 - 여행 관찰 기록문 - 일기, 편지 - 설명문 - 논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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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설명적 텍스트는 초등학생들의 선호도에서 논설문 다음으로 낮았다. 하지만 

부분의 교과서 텍스트가 설명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설명적 텍스트 읽기 능력은 학

습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 구조 유형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Kintch(1974)와 

Meyer(1975)는 기술 구조, 집합 구조, 인과 구조, 반응 구조(문제 해결, 질문 답), 

비교 조 구조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고, Carrell(1984)과  Meyer & Freedle(1984)

은 이 다섯 가지에서 기술 구조(description)와 집합 구조(collection)을 합하여 광범

위하게 집합 기술 구조(collection of descriptive)로 분류하 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조직 유형(organizational pattern)을 기준으로 한다. 

① 집합(collection) 기술(description) 구조 (수집 구조)

② 인과 구조

③ 문제·해결 구조

④ 비교· 조 구조

(1) 집합 기술 구조

  정보들 사이에 선행하는 내용 요소와 후행하는 내용 요소가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방

식이다. 이 유형은 의미를 통합해 주는 공통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개념

이나 생각을 관련짓는 방식이다(이경화, 2003). 기술 구조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생각을 나열하는 구조이고, 집합 구조는 특별히 시간이나, 공간 순서

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두 구조를 합쳐서 집합 기술 구조라고 부른다. 

1 .  집 합 기 술 ( c o l l e c t i o n  o f  d e s c r i p t i o n )

주 제 ( 집 합 기 술 )

첫 째 둘 째 셋 째

[그림 5] 집합 기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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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옛날에 비하여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교양서적을 멀리하게 된다.

<표 11> 집합 기술 구조의 예

  언어의 기능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상에 한 지식

을 전달하거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다른 언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화자는 명령을 하여 청자를 움직이게 하거나, 선

전과 설득을 통해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

(2) 인과 구조

  정보들 사이에 원인이 되는 선행 요소와 결과가 되는 후행 요소가 상호 관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각 요소들이 시간적으로는 선후 관계에 놓이며, 원인과 

결과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전개된다(이경화, 2003).

2 .  인 과 ( c a u s a t i o n )

주 제 ( 인 과 )

원 인 결 과

인 과 적

[그림 6] 인과 구조

<표 12> 인과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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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해결 구조

  정보들 사이에 문제를 나타내는 선행 요소와 해결을 나타내는 후행 요소가 상호 관

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 유형은 문제와 해답 또는 문제의 진술과 해결

책을 제시하는 정보의 조직 방식을 취한다. 이 때 명제들 사이의 관계는 내용적으로는 

문제와 해결의 관계가 되면서 동시에 인과 관계라는 조직적 요소를 내포한다

(이경화, 2003).

3 .  문 제 해 결 ( p r o b l e m / s o l u t i o n )

주 제 ( 문 제 / 해 결 )

문 제 해 결

요 구 와 결 부
시 켜 답 한 다

[그림 7] 문제 해결 구조

<표 13> 문제 해결 구조의 예

  크게 보아 오늘의 농촌 문제는 소득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집약할 수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농민이 늙고 젊고 간에 도시 못지않은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

  농 회사 운 을 지원한다든가, 생산자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 양곡 관리제 하나만 고쳐도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4) 비교 대조 구조

  정보들 간에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지니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상호 관련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이다. 비교 조 구조는 둘 이상의 화제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 조할 

수도 있고, 하나의 화제를 여러 관점에서 조명하여 사항별로 비교 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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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2003).

4 .  비 교 ( c o m p a r i s o n )

주 제 ( 비 교 )

비 슷 한 점 차 이 점

비 교

[그림 8] 비교 조 구조

<표 14> 비교 조 구조의 예

  텔레비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텔레비전은 전파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 또한 각종 

담 프로그램이나 정보 전달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텔

레비전에서 얻을 수 있다.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을 통해서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면도 적

지 않다. 텔레비전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 

빼앗기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시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화가 단절되

기도 한다. 또, 방송사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교양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질이 

낮은 프로그램을 많이 내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설명적 글 구조 유형 중에서 인과 유형, 문제 해결 유형, 비교 조 유형은 반드시 

의미 관계가 쌍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성 유형의 관계 쌍은 교점(node)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즉, 교점 사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집 유형이

나 기술 유형보다 구성력이 긴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미 관계 쌍을 이루는 구

성 유형이 독자로 하여금 그 유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정

보를 처리하게 해 준다. 정보 인출(retrieval)에서도 이러한 관계쌍이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여 정보를 많이 회상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설명적 글의 구성 유형에 따라서 

독자의 인지 과정이 차이가 날 것이며, 이로 인해 텍스트 내의 정보에 한 저장과 회

상 등이 달라질 것이다(이경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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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 방법

(1) 의미 시각화 방법의 원리

  텍스트 구조를 활용한 읽기 지도 방법 중에서‘의미 시각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앞서 텍스트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횡적으로 나열된 문자는 텍스트를 이루면서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 일련의 구조를 갖는다고 하 는데 이 의미의 구조를 도형이나 표 등

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그 원리로 한다. 

  텍스트 구조를 의미 시각화로 나타내는 방법은 마인드 맵(MInd map)이나 의미론적 

지도(semantic mapping)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의미론적 지도란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자가 파악하도록 하는 일종의 도표이다. 먼저 중요한 단어나 주제를 선택하는데 

그 단어와 관계가 있는 어군들을 쉽게 나열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이어

야 한다. 선택된 낱말 주변에 원을 긋고 학생들에게 낱말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생각

하도록 한다(신용진, 1995). 

  의미 시각화의 방법은 도해 조직자 전략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이은숙, 1998). 도해 

조직자(Graphic organizer)는 글의 조직을 반 하여 개념 간의 관계에 한 의미파악

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천경록(1995)은 이 도해 조직자의 사용이 

개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이미 읽은 

글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읽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글에 한 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조직자(organizer)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그

래픽 조직자이다. 참고로 권미정(1999)에서 구분한 조직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 조직자: 제목이나 소제목의 형식으로 글 앞에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그림이나 사

진 등도 선행 조직자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그래픽 조직자: 이러한 제목, 소제목을 연결하여 만든 글 내용의 구조로, 예를 들어 설명문의 내

용을‘원인-결과, 문제-해결, 정의-속성’ 등의 관계로 구조화하거나 스타인과 글렌(1979)의 이야기 

구조 방식과 같이 구조화(배경, 사건의 발단, 내적 반응, 내적 계획, 시도, 결과, 반응)하는 것이다. 

(2) 의미 시각화 구성 방법

① 글을 주의 깊게 읽는다.

  ․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경험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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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② 직사각형 종이 가운데에 네모 칸을 그리고 제목을 쓴다.

③ 글을 충 읽으면서 2-4개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찾고 적절한 머리말 밑에 쓴다. 가능하면 문장

으로 쓰지 않는다. 정보를 기억하기 쉽게 간단한 낱말로 쓴다.

④ 각 범주 주위에 네모 칸을 치고 제목 상자에 연결한다.

⑤ 완성된 의미의 시각화를 보고 정보의 조직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제목

1______
_______

4______
_______

2______
_______

3______
_______

제목

1______
_______

4______
_______

2______
_______

3______
_______

[그림 9] 의미 시각화 구성 방법(곽인희, 1999)

  그림이 완성된 후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학습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① 위의 글은 어떤 구조를 가진 글입니까?

② 위 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표지어는 무엇입니까?

③ 각 문단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④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말해 봅시다.

⑤ 읽은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 구조에 맞게 의미를 시각화해 봅시다. 

(3) 텍스트 구조 유형별 의미 시각화의 예

  이경화(2003)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텍스트에 한 의미 시각화의 예를 보면 아래

와 같다. 

① 집합 기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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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집합 기술 구조 텍스트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준다.

  첫째, 나무는 여러 가지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 사과, 배, 포도, 추, 밤

과 같은 것들이 나무에 열려 맛과 건강을 함께 전해준다.

  둘째, 나무는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신선

한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나무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재가 되며, 여

러 가지 가구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또한 종이의 원

료가 되어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나무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잘 보호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6> 집합 기술 구조 의미 시각화

나무가 주는 이로움

첫  째

둘  째

셋  째

② 인과 구조

<표 17> 인과 구조 텍스트

  철수네 마을 어린이들은 마을을 위해 어린이 봉사 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활동

을 하 다. 그 결과 더러웠던 마을길이 깨끗해졌고, 마을 앞에 꽃길을 가꾸어 사철 

꽃피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 또한 교통 지도 활동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어

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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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인과 구조 의미 시각화

원인 결과

어린이 봉사 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마을이 깨끗해 짐

2. 사철 꽃피는 아름다운 마을이 됨

3. 마을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음

③ 비교 조 구조

<표 19> 비교 조 구조 텍스트

  나무는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뉘어 진다. 

  침엽수는 소나무와 삼나무 같이 잎이 바늘 모양인 긴 나무로, 개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쓰인다.

  활엽수는 느티나무, 오동나무, 옻나무와 같이 잎이 넓적한 나무로, 화려한 무늬

가 있다. 그리고 그 무늬는 나무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가구의 제작과 실

내 장식용으로 쓰인다.
 

<표 20> 비교 조 구조 의미 시각화

침엽수 활엽수

종류 소나무, 삼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잎 모양 바늘 모양 넓적하고 화려한 무늬

용도 건축 재료 가구 제작 및 실내 장식용

④ 문제 해결 구조

<표 21> 문제 해결 구조 텍스트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이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물의 오염이 심각하다. 물의 오

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에서는 합성 세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무심코 쓰는 

샴푸나 설거지와 빨래를 할 때에 사용하는 세제의 거품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장에서는 폐수를 정화시켜 내보내야 한다.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염된 물은 물

고기가 기형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농약 사용을 줄여야 한다. 농촌이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들이 강과 바다로 흘

러들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농약 사용을 줄여 깨끗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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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문제 해결 구조 의미 시각화

문제 제기

▷ 해결방안

6) 텍스트 구조 표지어

가) 개념

  도로에 신호가 있어서 방향을 안내하듯 텍스트에는 표지어(word signal)가 있어서 

텍스트 구조의 표상을 신호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Meyer(1975)는 텍스트 구조 

표지어(markers of text structure)의 정의를 “화제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지 않으

면서도 담화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명백히 알려주는 

단어들”이라고 규정하 다. 

  필자는 전달하려는 정보를 각기 다른 형태로 조직하면서 명제와 명제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다양한 구조 표지어를 사용한다. 또한 독자는 정보 사

이의 관계나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표지어를 단서로 이해해 간다. 이러한 구조 

표지어들은 독자로 하여금 글을 내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 이야기

의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하게 한다(이경화, 2003).

나) 유형

  구조 표지어의 형식은 다양한 언어 형식을 통해 실현되다.‘첫째’,‘둘째’ 등과 

차례를 나타내는 형식은 집합 기술 구조의 표적인 구조 표지어이고,‘그러므로’나 

‘결과적으로’등은 인과 구조의 표적인 형태이다. 문제·해결 구조에서는‘문제

는’,‘해결책은’등이 사용되며 비교· 조 구조에서는‘반면에’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텍스트 구조에 따른 표적인 구조 표지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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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텍스트 구조 표지어의 유형(이재승, 1997) 

집합 기술

예를 들어, 나열하면, 그리고, 또한, 자세히 말하면, 다시 말해, 뿐만 아

니라, 덧붙여 말하면, 역시, 게다가, 더군다나, 또 다른 예로는, 첫째, 

그 다음으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인과 관계
그 이유를 말하면, 그 결과, 그러므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리하여

문제 해결 문제는…, 답은…

비교 대조
반면에, 이와 같이, 공통점으로는, 한편, 하지만, 그러나, ~달리, 반 로, 

달리 보면

다) 읽기 지도에 미치는 향

  구조 표지어가 읽기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는 상황과 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 있다. 김봉순(1996)의 경우는 구조 표지어의 사용이 독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하

고, 천경록(1997)에서는 특히 읽기 부진을 보이는 독자에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즉 읽기 부진을 보이는 독자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구조 표지어를 텍스트의 구

조를 이해하는 단서로서 활용을 못하는 것인데, 구조 표지어에 한 교육적 처방이 가

해지면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읽기 능력이 상 적으로 우수

한 독자의 경우는 구조 표지어를 자신의 읽기 방법에 텍스트 의미 파악의 도구로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조 표지어의 교육은 그리 큰 교육적 효과를 보이지 않

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림 10] 설명적 텍스트 구조의 이해력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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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순(1999)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상으로 텍스트 구조별 이해력 

발달 단계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 다. 결과는 [그림 11]과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는 설명적인 글에 익숙하지 않고 독해 능력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잘 이해

하지 못하지만, 3학년 단계에서는 독해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설명적인 글을 

제 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3·4·5학년은 체로 평행하게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데, 

관계 유형별로 이해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체로 나열(원소-

원소)·인과(원인-결과)·반응(문제-해결) 관계는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중심내

용 파악·상술(핵심-부가) 관계는 이해도가 낮으며, 조( 응점- 응점)관계는 그 중

간 정도로 나타난다. 6학년은 모든 관계 유형의 파악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여서 텍스

트 구조 파악의 안정기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안구운동(유창성), 집중력,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1일까지 서울 학교 사범 학 조창섭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

아 개발하 다. 

가. 안구운동(유창성) 훈련 프로그램 

  독서는 감각기관에 의한 문자나 기호의 인식이라는 육체적 활동과 문자나 기호의 뜻

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신적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독서

를 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파악하는 안구의 육체적 활동도 중요하다. 

  주자(朱子)는 독서 방법에 하여 “독서삼도(讀書三到)”를 주장하 다. 독서할 때 

세 가지 집중할 바가 있는 데, 글 읽기에 눈을 집중하고, 소리내어 읽을 때 다른 소리

를 내지 않도록 입을 집중하고,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 다. 주

자가 제시한 독서 방법의 첫 번째인 눈의 집중은 안구가 사진기의 렌즈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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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기호의 포착 속도와 범위를 증 시켜 1분에 5400자를 독파할 수 있는 독서

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생리학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문자나 사물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동

자가 최소한 0.16초에서 0.17초 정지해야 한다고 한다(김현택, 조선 , 박순권, 2000 

공역). 문자나 어구를 이해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며 눈동자가 정지하는 시간을 고정

시간이라고 한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지각은 불가능하다. 눈동자에 포착되는 

부분을 시야라고 하며 눈을 기준으로 하여 시야의 폭은 120도라고 한다. 읽어 이해하

는 부분은 지각시야라고 한다. 지각시야의 폭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순간적으로 읽

어 이해하는 범위는 6cm 정도라고 한다(도표 I 참조). 또한 도표 Ⅱ에서 계산하여 보

인 것처럼 변수에 따라 독서력은 무한히 증가될 수 있다. 변수의 요인은 안구 운동으

로 안구 운동이 속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속독훈련의 첫 단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 단계로 구성된 안구운동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첫째,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고 깜박이지 않고, 7cm 크기

의 직사각형 중앙에 있는 눈의 모형에 1초씩 응시하며 1줄을 4초 동안 본다. 둘째, 한 

줄을 보는데 4초 동안 균등하게 볼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한다. 셋째, 바른 자세로 머리

를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좌에서 우로 7cm 간격으로 묶어서 샘플 문장을 읽어내려 가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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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Ⅰ                              

시 야

지각시야

  시점

         도표 II

120。

104cm

30cm

독서 최적거리

[그림 11] 안구운동 원리

<도표 설명>

• 안구 운동으로 지각 시야부분이 시야 부분을 

흡수하면 지각시야가 확 된다.

• 고정시간 후에 오는 안구의 흔들림을 극히 

줄 다고 가정하면 고정시간은 6회가 되어 

다음의 결과가 나온다. 6(A) × 6(B) = 36cm

(A) : 고정시간 회수

(B) : 이해의 폭→훈련에 의해 개선되므로 변수 

에 속함. 36 × 60(C) = 2,160cm

(C) : 초를 분으로 환산한 것임.

      2,160 ÷ 10(D)216행

(D) : 국판책의 행의 길이

      216 × 25(E)=5,400자

(E) : 국판 한 행의 글자수

• 안구가 고정된 때 변수는 6에서 52까지, 즉 

10배 가량 증가되지만 안구를 굴릴 경우에는 

크게 증가된다. 변수는 10배만 증가됐다 가정

하면 1분에 54000자를 읽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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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안구운동 프로그램

나.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긴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경우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생각이 제멋 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처럼 흐트러진 여러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강력하게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력이다. 즉, 집중력이란 정신을 가다듬어 산만한 상

태를 모두 없애고, 지각, 표상, 사유를 한데 모아 강력한 체험 내용을 지향하게 만드

는 능력이다. 

  집중력은 훈련에 의해 확 될 수 있다. 훈련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는 상을 주시하여 음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 번째의 시각부분을 모두 무시하고 눈

을 감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사고에 몰두하는 방법이다. 긴장이 풀리지 않고 문제해결

의 주제에 몰두하거나 주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3분이며, 집중하 다고 해서 모

두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리력과 문장력으로 구성된 학습지를 

개발하 다. 매일 학생들에게 수리력 5문항, 문장력 5문항을 해결하도록 하 으며, 총 

50일 차를 적용하 다.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집중력

을 향상시키도록 하 다.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리력 문항은 연상되는 형

태 찾기, 수의 규칙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똑같은 그림 찾기, 이름 기억하기, 물건 위

치 기억하기, 분류하기, 어울리는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수표에 의한 수 찾기, 선 따

라가 번호 찾기, 도형의 개수 찾기, 도형의 조각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 305 -

13]은 연상되는 형태를 찾도록 하는 수리력 문항의 한 예이다. 

문제 1 다음 네 번째에 올 그림은? (       )

① ② ③

[그림 13]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수리력 문항)

  둘째, 문장력 문항은 낱말이어쓰기, 3행시 짓기, 앞 뒷말 관계 짓기, 흩어진 글자로 

완전한 문장 만들기, 연상 낱말 쓰기, 중심문장 밑줄 긋기, 중심 낱말 찾기, 문장에서 

틀린 낱말 찾기, 꾸미는 말 쓰기, 낱말과 비유하는 뜻의 문장 찾기, 시간이나 상황에 

맞는 문장의 순서 쓰기, 반 말 찾기, 비슷한 말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4]는 

문장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도록 하는 문장력 문항의 한 예이다. 

제시된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체크[√] 하시오.

  1. 우리 나라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살고 있습니다.

  2. 여름이면 냇가에 들어가서 멱을감았습니다.

[그림 14]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문장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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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구조를 이용한 읽기 능력 향상 프

로그램을 개발하 다.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사고 기술법, 텍스트 구조 표지어 

파악, 텍스트 구조의 의미 시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고 기술법

  사고 기술법이란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사고기술 기호로 표시하게 하

는 방법이다. 보통 밑줄을 긋거나 핵심어에 동그라미 정도의 표시를 하나, 다양한 사

고기술 기호를 사용토록 하여 독자의 능동적 읽기 태도를 고양하고 내용에 한 의미

의 내면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사고기술 

기호는 다음과 같다. 

<표 24> 사고기술 기호 

 __  (밑줄: 중심 문장)

 ○  (핵심어)

 ?  (어렵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  (새로운 사실이나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X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의견에 동의가 될 경우)

  학습자들이 사고기술 기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오

르는 생각을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텍스트에 직접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처음에는 교

사의 시범이 필요하다.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기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도 권장할 수 있으며 기호뿐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그 로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된

다. 특히 동일한 텍스트를 읽게 한 후, 학습자 상호 간의 사고기술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면 다른 사람과 느낌의 차이를 공유할 수 있어 역동적이고 흥미 있는 읽기 수업

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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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구조 표지어 파악

  텍스트에는 글의 신호등과 같이 표지어(word signal)가 있어 텍스트 구조의 표상을 

신호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글을 읽는 동안 텍스트 구조의 표지에 주의를 기울이

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 구조 표지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5> 텍스트 구조 표지어의 유형 

기술 집합

예를 들어, 나열하면, 그리고, 또한, 자세히 말하면, 다시 말해, 뿐만 아

니라, 덧붙여 말하면, 역시, 게다가, 더군다나, 또 다른 예로는, 첫째, 그 

다음으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인과 관계
그 이유를 말하면, 그 결과, 그러므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리하여

문제 해결 문제는…, 답은…

비교 대조 반면에, 이와 같이, 공통점으로는, 한편, 하지만, 그러나, ~달리, 반 로

  텍스트 구조 표지어의 사용은 능숙한 독자와 그렇지 못한 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텍스트 구조 표지어 사용 지도는 특히 읽기 부진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효과

적이다. 텍스트 구조의 단서가 되는 구조 표지어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며 각 구조 표

지어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텍스트 구조 표지어 찾기 훈련은 저학년의 

학습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내에 소화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로 고학년 학습

자를 상으로 훈련시킨다.

3) 텍스트 구조의 의미 시각화

  설명적인 글의 텍스트 구조는 다른 개념에 한 어떤 개념의 하부조직뿐만 아니라 

개념들 간의 논리적 연결을 구체화시킨다. 따라서 텍스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제 및 역을 고려하여 12개의 텍스트를 선정하 다. 사용한 텍

스트 구조 및 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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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텍스트 구조 및 역

텍스트 구조 텍스트 선정 영역

• 집합 기술 구조

• 인과 구조

• 문제 해결 구조

• 비교 조 구조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저학년 교과서 (인문, 사회, 자연 

포함)

• 어린이 신문 기사문 (사설 포함)

• 안내문 (행사 안내문) 

  텍스트 구조의 의미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왼쪽에 주어진 텍스트를 

읽은 후 오른 쪽의 구조 시각화 틀에 내용의 요점을 적도록 한다. 초기 지도 단계에는 

텍스트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한 것으로 하며 시각화의 틀을 제공하여 과제를 수행하

도록 한다. 이때 교사의 적절한 시범이 도움이 된다. 학습자의 의미 시각화 능력이 향

상되고 익숙해지면 차츰 시각적 틀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백지에 나름 로 텍스트 구

조를 파악하여 의미 시각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구 분 특 징 종 류제 목 구 분 특 징 종 류제 목

[그림 15] 구조 시각화 틀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은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첫째, 사고기술 기호 표시하며 

읽기 단계는 5분이 소요되며, 학생들로 하여금 오른쪽 페이지에 예시되어 있는 사고기

술 기호를 사용하여 주어진 지문을 읽도록 한다. 이 때 주어진 사고기술 기호 외에 창

의적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활용하여도 된다. 

  둘째, 구조표지어 찾기 단계는 5학년 이상 고학년을 상으로 5분간 실시하며, 글의 

구조를 결정짓는 구조표지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진 글속에서 구조표지어를 찾도록 한다. 

  셋째, 의미 시각화 단계는 고학년은 5분, 저학년은 10분간 실시하며, 주어진 글을 

의미 시각화의 방법에 따라 요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의미 시각화의 상으로 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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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가장 표적인 4가지(수집, 인과, 문제/해결, 비교/ 조)로 되어 있다. 6회 차 

이상 실시한 숙달된 고학년의 경우는 주어진 그림과 달리 자신이 창의적으로 의미시

각화를 시도하도록 권장한다. 

  넷째, 강평 및 토의 단계에서는 2~3명씩 모둠을 만들어 자신이 표시한 생각기호, 

구조표지어, 의미시각화를 비교하고 토의하도록 하고, 몇 개의 예에 하여 교사가 강

평한다. 

2.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신북초등학교 3, 4, 5학년에서 각각 1개 반을 표집하여 총 100명의 

초등학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의 학년별 인원수와 성비 구성은 <표 27>과 

같다. 

<표 27> 연구 상의 학년별 성비 구성

성별 인원수 총인원수

3학년
남자 15명

32명
여자 17명

4학년
남자 18명

34명
여자 16명

5학년
남자 17명

34명
여자 17명

  서울신북초등학교의 부분 학생들의 가정 환경은 부분 사회경제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서울시의 다른 공립학교들에 비해서 전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학부모들의 학력을 략적으로 살펴보면, 졸이상이 60%, 고졸이 35%, 중졸 

이하가 15%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균 학력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전검사 결과, 서울신북초등학교의 경우 37점 만점인 언어지능 검사에서 3학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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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평균 15.37점, 4학년 학생들이 평균 19.82점, 5학년 학생들이 평균 20.91점을 

받았다. 반면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표집한 비교학교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이 평균 

14.4점, 4학년 학생들이 평균 17.96점, 5학년 학생들이 평균 21.51점을 받았다. 언어

지능에 있어서 서울신북초등학교 학생들이 비교학교의 학생들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

한 수준을 보 다. 

  그리고 읽기성취 검사에서 서울신북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든 학년에 있어서 비교학

교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조금씩 높았다. 반면에 읽기이해능력 검사에서는 서울신북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비교학교의 학생들보다 2점 정도 높았으나 5학

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비교학교 학생들보다 4점 정도 낮았다. 

나. 연구 절차 

1) 사전검사

  2008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신북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각 1개 

학급 학생들을 상으로 언어지능 검사, 읽기성취 검사, 읽기 이해능력 검사를 실시하

다.

2) 프로그램 실행

  2008년 9월 29일에서 12월 6일까지 안구훈련, 집중력 훈련, 독해력 훈련을 통합하

여 3, 4, 5학년의 한 학급씩 실시하 다. 매일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안구훈련을 10분 

동안 실시하고, 집중력 훈련과 독해력 훈련을 20분간 실시하 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안구훈련을 매일 30분간 실시하도록 하 다. 

  프로그램 실시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구훈련에 있어서 

처음에는 눈이 아프다고 하는 학생, 무의미한 그림에 안구를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학

생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가 훈련의 목적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높은 기 심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다. 30일쯤 경과했을 때 학생들이 눈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동화책을 읽을 때 안구의 움직임이 빠른 학생을 여러 명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집중력과 독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는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 다.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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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3) 형성평가 

  학습 능력 향상에 한 확인 검사로 2008년 9월 22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총 10주 동안 형성평가가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읽기 이해력 검사와 읽기 유창성 검사 

1회~5회를 격주로 나누어서 해결했다. 읽기 이해력 검사는 한 회분에 20분의 제한 시

간이 주어졌고, 24개의 문제를 풀도록 하 다. 읽기 유창성 검사는 1분 30초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설명문을 읽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읽은 부분까지를 표시하고 난 후, 글

의 핵심단어를 찾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 다. 

  검사도구의 동형성을 비교하기 위한 준거 집단으로 서울봉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 4, 5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 다. 2008년 10월 첫째 주에 읽기 

이해력 검사와 읽기 유창성 검사의 1회에서 5회분 전체가 실시되었다.

4) 사후검사 

2009년 4월 1, 2일 서울신북초등학교 4, 5, 6학년 전체를 상으로 언어지능 검사와 

읽기성취 검사를 실시하 다. 피험자는 읽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

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 다. 

다. 검사 도구 

1) 사전·사후검사 도구

가) 언어지능 검사 

  학생들의 언어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동일 등(2003)에 의해서 개발된 Accent 인

지능력 검사의 언어이해 역의 문항들을 사용하 다. 언어지능 검사지 문항들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지능 검사의 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다. 

  둘째, 언어지능 검사는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소에는 어휘, 상식, 

일반화, 이해의 네 요소가 있다. 

  둘째, 용이도 수준이 0.3 이하이거나 0.7 이상의 너무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배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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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학년 간 정답률 차이가 0.1미만인 문항은 배제되어 있다. 

  넷째, 저·고학년 정답률을 비교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간 정답률의 차이가 0.2 이

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별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언어지능 검사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서 Cronbach alpha 

값이 .88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언어지능 검사의 평균은 16.98이고 표준편차

는 6.78이며, 저·고학년별 검사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저학년이 12.38이고 고학년이 

21.24로 저학년과 고학년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난다. 하위 요소인 어휘, 상식, 일반

화, 이해의 각 요소별 점수 분포를 보면 체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가지고 있

고, 하위 요소들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 

나) 읽기성취 검사 

  학생들의 읽기성취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종호와 신태섭(2003)에 의해서 개발된 Accent 

읽기 검사의 문항들을 사용하 다. 읽기성취 검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용 검사와 고학년(4~6학년)용 검사로 나누어진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용 검사는 35문항이고, 고학년용 검사는 40문항이다. 

  셋째, 문항의 형태는 선택형, 배합형, 서술형 등으로 제작되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을 반 하는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용 검사는 1, 2, 3학년의 내용 역을 모두 반 하며, 고학년용 

검사는 4, 5, 6학년 내용 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 학년적인 성격을 띤다. 

  여섯째, 동형화 검사가 같이 제시됨으로써 반복적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학년을 상으로 저학년용 읽기성취 검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사전·사후검사에서 4~5학년을 상으로 고학년용 읽기성취 검사를 사

용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고학년용 읽기성취 검사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서 

Cronbach의 alpha 값이 .82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검사의 평균은 

22.57, 표준편차는 6.40이며, 프로그램 실시 후 한 학년 진급한 각 학년별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4학년이 18.13, 5학년이 22.89, 6학년이 26.44로 학년이 올

라감에 따라 평균점수가 점차 향상되고,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년별 

읽기성취 점수의 분포는 4, 5학년의 경우 정규분포에 가까우며, 6학년의 경우 약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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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문

하하새는 독수리보다 빠르다.

제비는 투투새보다 빠르다.

투투새는 콩콩새보다 빠르다.  

제비는 콩콩새보다 크다.

하하새는 독수리보다 크다.

콩콩새는 투투새보다 크다.

적 편포를 나타낸다. 고학년 본 검사와 Accent 인지검사의 언어이해 역 간의 상관

은 .63으로 높게 나타난다.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학년 본 검사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 13개가 추출되었으며, 제 1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고유치를 나타내므로 비교적 단일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읽기이해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읽기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종호와 권희경

(2003)에 의해서 개발된 검사지를 사용하 다. 본 검사는 읽기이해능력의 개인차를 확

인하기 위해 Potts & Peterson(1985), Hannon & Daneman(2001)이 개발, 활용한 검

사를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읽기이해능력 검사는 1개의 연습지문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검사지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지문과 처음 2개의 검사지문은 2개의 속성이 기술된 6개

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의 검사지문은 1개의 속성이 기술된 3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검사의 지문을 제시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에 제

시된 검사지문은 2개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6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진술문은 2개의 실제사물(독수리와 제비)과 3개의 인공물(하하새, 투투새, 콩콩새)을 

속도와 크기의 두 속성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들 진술문들에 한 충분한 학습을 하도록 하며, 검사지문에 한 

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8개의 검사문항들을 제시한다. 이들 검사문항들은 자료기

억, 자료추론, 지식접근, 지식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역별로 2개의 문항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에서 학생들은 각 검사지문에 속해 있는 8개의 검

사문항에 해 진위를 판단하도록 요구된다.

<표 28>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읽기이해능력검사 문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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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문항

- 투투새는 제비보다 빠르다.  (자료기억 오)

- 제비는 콩콩새보다 빠르다.  (자료추론 정)

- 제비는 독수리보다 빠르다.  (지식접근 오)

- 하하새는 콩콩새보다 빠르다. (지식통합 정)

- 콩콩새는 투투새보다 크다. (자료기억 정)

- 투투새는 제비보다 크다.   (자료추론 오)

- 독수리는 제비보다 크다.   (지식접근 정)

- 하하새는 투투새보다 크다. (지식통합 정)

  실제와 인공 사물들에 한 상호 비교를 1개의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검사지문

의 경우에도 검사문항은 8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9> 참조). 이 경우에는 먼저 자료

기억, 자료추론, 지식접근, 지식통합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각각 1개씩 만든 후에, 이

들 문장과 진위가 반 가 되도록 4개의 문항들을 추가로 작성하 다. 검사 실시와 관

련하여서는 학생들에게 먼저 4개의 검사문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해 진위를 판단하

도록 한 다음, 다음 검사지 지면에 그 다음 4개의 검사문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해 

진위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접에 의한 기억효과를 최소화 한다. 

<표 29> 한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읽기이해능력검사 문항의 예

검사지문

자전거는 붕붕카보다 빠르다.

수퍼카는 자동차보다 빠르다.

싱싱카는 수퍼카보다 빠르다.

검사문항

- 자동차는 싱싱카보다 빠르다.(자료통합 오)

-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빠르다.(지식접근 정)

- 자전거는 붕붕카보다 빠르다.(자료기억 정)

- 붕붕카는 싱싱카보다 빠르다.(지식통합 오)

- 붕붕카는 자전거보다 빠르다.(자료기억 오)

- 싱싱카는 자동차보다 빠르다.(자료통합 정)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빠르다.(지식접근 오)

-싱싱카는 붕붕카보다 빠르다.(지식통합 정)

  본 연구에 사용된 읽기이해능력검사의 신뢰도는 =.63이다. 문항 난이도의 최

값은 .92이고, 최소값은 .50으로 문항 간 난이도 차이가 상 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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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평가도구

가) 독해력 검사

  독해력 검사는 총 5회로 개발되었고, 한 회분의 검사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문이 

8개, 지문당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24개의 문제로 되어 있다. 지문은 설명문, 

논설문을 주로 다루었으며 지문의 길이는 500자 내외로 제시되었다. 3개의 문항은 각

각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로 제작되었다. 

사실적 이해 문항은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추론적 이해 문

항은 글 속에 생략된 부분과 유추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적 이해 

문항은 문장 혹은 단락의 논리적 흐름, 판단 능력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표 30>에 제시하 다. 독해력 검사의 문항은 채점의 편이성을 위해 부분 객관식으

로 출제되었고, 주관식 비율은 전체 24문항 중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0> 독해력 검사 문항 예시

문항의 종류 문항의 예시

사실적 이해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사실은?

추론적 이해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평가적 이해 논리적 흐름이 어색한 문장을 포함한 문단을 고르시오.

나) 읽기 유창성 검사

  읽기 유창성 검사는 총 5회분이 개발되었고, 각 회의 검사지에는 략 2500정도의 

글자수를 갖는 지문이 2 페이지 정도로 제시되었다. 지문의 내용은 설명문과 논설문이

며 학생들이 이해 활동 없이 무조건 빨리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읽은 내용과 관련

하여 핵심 단어를 3개 찾고, 읽은 부분까지의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질문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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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구운동

(유창성) 훈련 프로그램,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첫째, 안구운동 훈련 프로그램은 7cm 크기의 직사각형 중앙에 있는 눈 모형 응시하

기, 한 줄을 4초 동안 균등하게 보기,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좌에서 우로 7cm 

간격으로 문장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은 수리력 문항과 문장력 문항으로 구성된다. 수리력 문

항은 수의 규칙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이름 기억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문장력 문항

은 낱말 이어쓰기, 3행시 짓기, 앞 뒷말 관계 짓기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은 텍스트 구조를 이용한 읽기 능력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었다.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은 사고기술 기호를 표시하며 읽기, 텍스트 구조 표지어 

찾기, 텍스트 구조의 의미 시각화 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 가지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세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실험집단의 언어지능과 읽

기성취에 있어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 다. 둘째, 읽기 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한 실험집단과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하지 않은 동

일 학년의 통제집단 간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점수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하 다. 셋

째, 실험집단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5회의 형성평가에 있어

서 유의미한 성장률의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 다.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검정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 t-검정을 사용하 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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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집단 사전-사후검사 결과 비교  

  학년별로 실험집단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에 있어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학년의 경우 <표 31>과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t-검정 결과 언어지능과 읽기성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언어지능에 있어서는 사후검사 점수가 더 높으나 

읽기성취에 있어서는 사전검사 점수가 더 높다. 

<표 31> 4학년 언어지능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28)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15.18 5.2174 .83
5.360 .000

사후검사 19.0357 5.0698 .9860

<표 32> 4학년 읽기성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27)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27.48 3.31 .64
-8.515 .000

사후검사 21 4.9614 .9548

  5학년의 경우 <표 33>과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5

에서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모두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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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5학년 언어지능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32)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19.78 5.09 .90
2.888 .007

사후검사 22.1250 4.6611 .8240

<표 34> 5학년 읽기성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33)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23.91 5.64 .98
3.050 .005

사후검사 25.9697 5.8496 1.0183

  6학년의 경우 <표 35>와 <표 3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언어지능에 있어서는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나 읽기성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5> 6학년 언어지능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30)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21.23 5.77 1.05
3.705 .001

사후검사 23.90 4.2292 .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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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6학년 읽기성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n=27)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사후-사전)

유의확률

(양쪽)

사전검사 27.96 5.93 1.14
.757 .456

사후검사 28.5556 6.9633 1.3401

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학년별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습한 실험집단과 학습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의 언어지능 검사 점수와 읽기성취 검사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학년의 경우 

<표 37>과 <표 3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37> 4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지능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28 19.0357 5.2174 .9860
.564 .574

통제집단 104 18.4231 5.0698 .4971

<표 38> 4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성취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27 21 4.9614 .9548
-.279 .781

통제집단 101 21.3465 5.9134 .5884

  5학년의 경우 <표 39>과 <표 4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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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5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지능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32 22.1250 4.6611 .8240
1.930 .056

통제집단 98 20.4286 4.2011 .4244

<표 40> 5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성취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33 25.9697 5.8496 1.0183
1.470 .144

통제집단 94 24.2553 5.7341 .5914

  6학년의 경우 <표 41>과 <표 4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41> 6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지능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30 23.9000 4.2292 .7721
.192 .848

통제집단 99 23.7071 4.9719 .4997

<표 42> 6학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성취 점수의 차이

인원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실험-통제)

유의확률

(양쪽)

실험집단 27 28.5556 6.9633 1.3401
.169 .866

통제집단 88 28.2955 7.0011 .7463



- 321 -

다. 형성평가 결과 

  실험집단을 상으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 과정에서 독해력과 읽기 유창성

에 관한 형성평가를 5회 실시하 다. 독해력과 읽기 유창성에 관한 형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해력 

가) 3학년 독해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3학년 학생들의 독해 점수는 <표 43>과 [그림 16]과 같다.  

 

<표 43> 검사 시기별 3학년 독해 점수 분석 

(n=32)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13.88 12.88 11.03 12.24 12.97
표준편차 4.17 3.81 4.12 3.48 3.64
최소값 7 3 2 7 4
최 값 24 22 22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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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검사 시기별 3학년 독해 점수 분포

나) 4학년 독해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4학년 학생들의 독해 점수는 <표 44>와 [그림 17]과 같다.  

<표 44> 검사 시기별 4학년 독해 점수 분석 

(n=33)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16.15 14.94 14.58 14.39 14.79

표준편차 3.90 3.65 3.85 3.71 3.96

최소값 8 8 8 6 4

최 값 22 24 23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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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검사 시기별 4학년 독해 점수 분포

다) 5학년 독해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5학년 학생들의 독해 점수는 <표 45>와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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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검사 시기별 5학년 독해 점수 분석

(n=33)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17.94 16.48 16.82 16.76 16.21

표준편차 3.82 3.38 4.07 3.80 3.77

최소값 10 9 8 8 6

최 값 24 22 23 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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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검사 시기별 5학년 독해 점수 분포

라) 독해력의 성장률 

  학년별 독해력 성장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3학년의 경우 <표 46>에 제시되어 있

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독해력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표 46> 3학년 독해력의 성장률

(n=32)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27 .85 .15 -1.825 .078

  4학년의 경우 <표 4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독해력의 유의미

한 변화가 있었으나, 성장률의 평균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독해력이 형성평가 과정

에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표 47> 4학년 독해력의 성장률

(n=33)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31 .66 .12 -2.727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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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도 4학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5에서 독해력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성장률의 평균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독해력이 형성평가 과정에서 감소

하 음을 알 수 있다. 

<표 48> 5학년 독해력의 성장률

(n=33)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32 .71 .12 -2.571 .015

2) 읽기 유창성 

가) 3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3학년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 점수는 <표 49>와 [그림 19]

과 같다.   

<표 49> 검사 시기별 3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석 

(n=32)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929.63 1203.35 1252.28 1633.66 1612.31

표준편차 370.78 562.11 672.97 747.50 698.87

최소값 482 511 396 415 626

최 값 2113 2721 2579 2821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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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검사 시기별 3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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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4학년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 점수는 <표 50>과 [그림 20]

과 같다. 

<표 50> 검사 시기별 4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석 

(n=33)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1149.39 1203.03 954.64 1558.09 2024.00

표준편차 413.00 520.96 517.89 476.53 425.49

최소값 612 361 336 642 1223

최 값 2361 2676 2295 2560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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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검사 시기별 4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포

다) 5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5회에 걸친 형성평가에서 5학년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 점수는 <표 51>과 [그림 21]

과 같다. 

<표 51> 검사 시기별 5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석 

(n=33)

        검사시기

통계치
1회 2회 3회 4회 5회

평균 1208.71 1472.36 1590.34 2074.48 2129.29

표준편차 459.57 607.37 596.63 623.30 474.62

최소값 449 471 623 624 885

최 값 2458 2699 2579 2821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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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검사 시기별 5학년 읽기 유창성 점수 분포

라) 읽기 유창성의 성장률 

  읽기 유창성의 경우 <표 52>, <표 53>,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의수준 

.05에서 3, 4, 5학년의 읽기 유창성이 형성평가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변하 다. 성장

률의 평균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안구운동(유창성) 훈련 프로그램이 학습자들

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3학년 읽기 유창성의 성장률 

(n=32)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164.0882 152.9083 27.0306 6.07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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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4학년 읽기 유창성의 성장률 

(n=33)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208.4571 132.6396 23.0896 9.028 .000

<표 54> 5학년 읽기 유창성의 성장률 

(n=33)

평균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양쪽)

성장률 236.9636 127.4969 22.1944 10.677 .000

Ⅴ. 연구 결과의 논의 및 활용

  본 연구는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읽기 과정과 읽기 지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

로 안구운동(유창성) 훈련 프로그램,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

울신북초등학교 3, 4, 5학년의 한 학급씩을 상으로 2008년 9월 29일부터 12월 6일

까지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 다. 그리고 읽기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집단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에 관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지능과 읽기성취 점수를 비교하고, 

실험집단의 독해력과 읽기 유창성에 관한 형성평가 점수의 성장률을 조사하 다.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개발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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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

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언어지능과 읽기성

취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성평가에서 독해력의 

유의미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효

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읽기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능력인 읽기 

유창성은 프로그램 적용기간 동안 유의미한 성장을 보 다. 읽기 유창성의 향상이 읽

기 이해 향상에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효과성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은 독해력 향상에 단기적으로는 큰 향을 미

치지 못하지만, 유창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학교 단위별, 학년별 독서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독서 지도 활용에도 응용할 수 있다. 

  셋째,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의 통합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야 한다. 

  첫째, 적어도 1학기 이상(바람직하게는 1년)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

장에 적용되고, 적용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활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읽기 유창성과 독

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인지적 측면(언어지능, 읽기성취)에서만 

살펴 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읽기활동에 한 학생들의 동

기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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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1. 안구운동(유창성) 훈련 프로그램(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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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예시자료)

1 일

다음 그림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문제 1 다음 네 번째에 올 그림은? (    )

① ② ③

문제 2 다음 네 번째에 올 그림은?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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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다섯 번째에 올 그림은? (    )

① ② ③

문제 4 다음 아홉 번째에 올 그림은?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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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을 

찾아 체크[√] 하시오.

  1. 우리 나라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살고 있습니다.

  2. 여름이면 냇가에 들어가서 멱을감았습니다.

  3. 시의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하는일을 알아보았습니다.

  4. 우리 일을 내일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5. 우리는 자갈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몸을 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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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사람들은 7이라는 수를‘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있

습니다. 서양 사람은 왜 7이라는 숫자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유태인들

의 향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또 6 년 간 

농사를 짓던 땅도 7년째가 되면 씨앗을 심지 않고 묵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의 

곱인 49(7×7)년째가 되는 해를 매우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서 49세가 되면 그 해

에는 밭을 묵히고, 꾸어 준 돈은 못 받았어도 장부에서 지워버립니다. 유태인의 명

절 중에서 가장 큰 두 번의 축제는 유월절(애굽에서 탈출한 기념일)과 추수 감사절

인데, 이때가 되면 각각 7일 동안 축제를 계속합니다.

  유태인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애굽(이집

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날을 유태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7개월 후를 1년의 시작인 새해로 맞이합니다. 

  미국의 새해는 1월1일 이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달은 미국이 독립한 7월입니

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이나 각급 학교의 첫 학기도 모두 7월부터 시작됩니다

7이라는 수

1. 서양 사람들이 '7'이라는 수를 행운의 수로 여기는 까닭은 어느 지역 사람의 향 

때문인가요? (     )

① 동양인     ② 서양인     ③ 유태인     ④ 아프리카인

2. 유태인들이 ‘7’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아닌 것은? (     )

① 안식일     ② 유월절     ③ 추수감사절     ④ 독립기념일 

3. 유태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무엇인가요? (     )

① 안식일과 독립기념일     ② 유월절과 독립기념일 

③ 유월절과 안식일         ④ 유월절과 추수감사절

4. 미국에서 각 학교의 시작과 국가 예산의 시작이 7월인 까닭은? (     )

① 독립한 해     ② 독립한 달     ③ 독립한 날     ④ 독립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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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석은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암석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합시다.

화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 성분이 녹아서 된 마그
마가 지표로 분출하거나 땅 속에서 서서히 식으면서 다시
굳어져서 된 암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그마란 암석이 다
시 녹은 액체와 일부 기체 상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위
와 같이 열에 의해 녹은 마그마가 다시 굳어져서 암석이
되었다고 해서 화성암(불이 돌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합
니다. 화성암에는 현무암, 화강암, 유문암, 반려암 등이 있
습니다. 

퇴적암은 빗물이나 강물 및 바람 등에 의해서 돌이 부스
러지고 물에 의해서 운반된 다음, 퇴적된 돌 부스러기나
침전물 및 조개와 같은 생물의 유해 등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말합니다. 퇴적이란 물 속에서 가라앉아 쌓였다는
뜻입니다. 퇴적암에는 역암, 사암, 이암, 셰일, 석회암 등이
있습니다.

한편,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열이나 압력 또는
다른 작용을 받아 그 성질이 변화된 암석을 가리킨다. 이
때 만일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 녹았다면 마그마가 되
고, 이것이 식으면 화성암이 됩니다. 그러므로 변성암은
암석 자체가 고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암석의 성분
이나 치밀한 정도가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성암
에는 편암, 편마암, 천매암, 규암 등이 있습니다.

1 (      )년 (   )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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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읽으면서 생각기호를 표시해 봅시다.

__  (밑줄: 중심 문장)
○ (핵심어)
?  (어렵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 (새로운 사실이나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X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의견에 동의가 될 경우)

생
각
기
호

2. 구조 표지어를 찾아 □표시를 해봅시다.
3. 글의 내용을 의미 시각화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 봅시다.

구분 특징 종류제목

5학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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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도구 

1. 언어지능 검사지

1. 다음 그림과 첫소리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     )

 <그 림>

 

   ①          ②  

   ③          ④ 

2.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많이 쓰는 것을 뜻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절약                     ② 근면             

③ 낭비                     ④ 나태

3. 주어진 낱말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비

① 퍼붓다   ② 내리 쬐다    ③ 그치다    ④ 적시다

4. 주어진 낱말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

                눈시울

① 붉다     ② 뜨겁다       ③ 촉촉하다   ④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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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가하다’와 비슷한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고요하다   ② 한산하다  

③ 여유있다    ④ 적막하다

6. ‘어림쳐서 헤아리다’와 비슷한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상상하다               ② 짐작하다  

③ 생각하다               ④ 숙고하다

7. ‘상승’의 반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저조      ② 퇴보      ③ 쇠락      ④ 하강

8. ‘무뚝뚝한’의 반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상냥한    ② 무심한    ③ 섬세한    ④ 밋밋한

9. 다음 밑줄 친 ‘ 들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너는 이 집안의 들보란다

① 힘이 센 사람   ② 중요한 사람

③ 성가신 사람   ④ 쓸모없는 사람

10. 다음 밑줄 친 ‘줄잡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사람들이 줄잡아 천 명은 왔을 거야  

① 혹시   ② 얼추   ③ 틀림없이   ④ 넉넉히

11. 다음 밑줄 친‘손’의 의미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② 그 집안에 손이 귀하다.

③ 빨리 손을 써라.

④ 손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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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     )

․ 호미로 막을 것을 (    ) 막는다   

① 괭이로   ② 삽으로   ③ 가래로   ④ 낫으로

13. 다음 그림 중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그

림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② 

   ③    ④  

14.‘개밥에 도토리 격이다’라는 속담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그림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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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낱말과 낱말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15번~21번)

15. 나무 : 재 = 초 : (     )             

① 심지   ② 나방   ③ 등불   ④ 촛농

16. 화가 : 붓 = 요리사 : (     )      

① 부엌   ② 칼   ③ 요리   ④ 앞치마 

17. 학교 : 졸업 = 병원 : (     )     

① 환자   ② 퇴원   ③ 진찰   ④ 감기

18. 악보 : 음표 = 극본 : (     )  

① 본   ② 종이   ③ 인물   ④ 문자

19. 고함 : 속삭임 = 장 비 : (     ) 

① 겨울비   ② 소나기   ③ 장마   ④ 이슬비

20. 계단 : 지하실 = 사다리 : (     )   

① 공사장   ② 언덕   ③ 지붕   ④ 차고

21. 조바심 : 안절부절 = 느긋함 : (     )

① 유구무언   ② 유유상종   ③ 유비무환   ④ 유유자적

※ 주어진 낱말 중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22번~25번)

22.    ① 칼   ② 가위   ③ 톱   ④ 망치

23.    ① 미끌미끌   ② 시끌시끌   ③ 터실터실   ④   꺼칠꺼칠

24.    ① 누리끼리하다   ② 푸르스름하다   

       ③ 불그죽죽하다   ④ 어두컴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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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① 어머니   ② 이모   ③ 할머니   ④ 외할머니

26. 소방관과 경찰관의 공통점을 있는 로 고르세요.  (     )

① 공무원이다.

② 치안을 유지한다.

③ 화재를 진압한다.

④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27. 다음 말의 공통점을 고르세요.  (     )

   온          즈믄

① 숫자에 관한 말이다.

②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28.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     )

① 한글날   ② 개천절   ③ 국군의 날   ④ 광복절

29. 칠월 칠일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만드는 새는 무엇입니까?  (     )

① 참새   ② 까치   ③ 비둘기   ④ 제비

30. 우리나라의 명절과 전통 놀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추석 - 강강술래         ② 단오 - 연날리기  

③ 설날 - 윷놀이           ④ 정월 보름 - 쥐불놀이

31. 다음 중 음악가와 표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모차르트 - 운명교향곡   

② 베토벤 - 미완성교향곡 

③ 슈베르트 - 한여름 밤의 꿈

④ 차이코프스키 - 호두까기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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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러시아                  ② 중국

                   

   ③ 스코틀랜드              ④ 일본

33. 다음은 과학자와 이론을 연결한 것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뉴턴 - 지동설   ② 다윈 - 만유인력의 법칙

③ 코페르니쿠스 - 진화론   ④ 아인슈타인 - 상 성 이론

34. 달은 지구보다 가볍습니다. 희가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     )

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무게가 변화가 없다.

② 달이 희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날 것이다.

③ 달이 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

④ 달이 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날 것이다.

35.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있는 로 고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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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육지의 면적이 좁아진다.

②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 

③ 태풍이 강해져서 피해가 심해진다. 

④ 우리나라에 귤나무가 자라지 않게 된다. 

36. 아래 소크라테스의 의견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소크라테스는 “법은 국가와의 약속이므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일지라도 지켜야한다”고 말하 습니다.

① 철수 :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② 현수 : 운전자라면 마땅히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③ 민수 : 현수와 친해지기 위해서 현수의 숙제를 도와준다.  

④ 수 : 동생을 잘 돌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동생을 돌본다.  

37. 다음은 쌀 수입에 해  농부, 주부, 쌀 수입상, 농림부 장관이 말한 의견입니다. 자

신의 입장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농부 : 우리나라 쌀은 정성과 사랑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 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② 주부 : 수입된 쌀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쌀을 사야겠어

③ 쌀 수입상: 한국의 쌀의 품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④ 농림부 장관 : 쌀은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해 독립성을 가

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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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학년용 읽기성취 검사지 

1.'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잘못되게 함'을 뜻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독려　　　　　　　　　　② 훼방　　　　　

　③ 격려　　　　　　　　　　④ 훼손

2.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 개 3월 초가 됩니다. 경칩이라는 말은 땅 속

에서 몸을움츠리고 겨우내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는 뜻입니다. 경칩은 봄이 시작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출발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① 절기의 기원　　　　　　　② 경칩과 민속놀이

　③ 경칩의 뜻　　　　　　　　④ 겨울잠

3. 다음 문장을 권유하는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                                  )

 

4. 다음 중 모양이 바뀌지 않는 낱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켤레　　　　　　　　　　② 환한

③ 없이　　　　　　　　　　④ 많다

5. 나머지와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낱말끼리 짝지워진 것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학교/교실　　　　　　　　　　② 집/안방

③ 어머니/아버지　　　　　　　　④ 바다/상어

6. 다음 교정 부호에 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     )

①   - 붙여 쓸 때 　　　　　　　　② ∨ - 띄어 쓸 때 

③ ‿ - 여러 글자를 고칠 때 　 　④  - 줄을 이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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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어떤 글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      ) 

*  어떤 사실이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설득하는 글이다 

*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 

① 설명하는 글　　　　　　　　　② 주장하는 글

③ 알리는 글　　　　　　　　　　④ 묘사하는 글

8. 하루살이가 찾아간 장소는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    ) 안에 쓰시오.

연못가  (          )  마을 

"아, 드디어 난 태어났어! 날개를 단 거야."
  새벽, 연못가에서 갓 태어난 하루살이가 소리쳤습니다.
"물 속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하루살이는 연못 주변을 맴돌다가 좀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낮이 되자 비가 부슬 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비 때문에 잠시 
날개를 접고 풀숲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비가 온담. 어서 비가 그치고 불빛을 볼 
수 있는 밤이 왔으면."
  마음이 언짢아진 하루살이가 고개를 떨구자 풀잎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금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심심하겠지만, 그래도 불빛
을 찾아
가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뭐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어두침침한 풀숲에 앉아 있는 것보
다는 화려한 불빛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
  비가 그치자, 하루살이는 풀잎이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하루살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
가 보고 싶어하던 화려한 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9.'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 쓰시오. 

(                              )

  그런 꿈쟁이를 보며 나는 문득 '돌연변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사

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던 흰 제비처럼 꿈쟁이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특

별한 고추잠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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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비유한 말은 무엇입니까?  (      )

  첫날, 차에서 내린 우리 회사 직원들은 마치 낚싯줄에 꿰인 복어처럼 볼을 

부풀렸습니다. "원, 사장님도, 돈도 안 되는 일인데요. 더군다나 붓이나 망가뜨

리기 딱 좋은 곳이라니까요." 그러나 난 여느 때보다도 더 정성스레 보라색 페

인트통을 따며 말했지요.

① 복어　　  　　　　　　　② 낚싯줄

③ 투덜이　　　　  　　　　④ 회사

 

11. 원고지에 말줄임표를 쓸 때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      )

① 한 칸에 1개씩 쓴다.　　　　　 ② 한 칸에 2개씩 쓴다.

③ 한 칸에 3개씩 쓴다.　 　　　  ④ 한 칸에 모두 쓴다.

12. 다음 화를 보고 상황에 맞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찾아보시오. (      )

   "지 이라는 애 아니?"

   "그건 명수한테 물어봐. 명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다 알아."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② 입이 무겁다.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④ 발이 넓다.

13. 아래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공룡은 작게는 몸 길이가 1미터가 넘지 않고 몸무게도 3킬로그램 정도인 

것에서부터 길이가 수십 미터이고 몸무게도 100톤이 넘는 것까지 무척 다양

하다. 최근에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룡은 세이스모사우루스

이다.

①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최근에 발견된 공룡이다.　

② 공룡은 거 한 동물이다.

③ 공룡의 종류는 다양하다.　　　　　　　　　　 

④ 공룡은 매우 무겁다.

14. '왼손잡이를 바르게 이해하자'는 주장에 한 근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

① 왼손잡이의 생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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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왼손 잡이에 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인식 비교

③ 위 한 업적을 남긴 왼손잡이의 예

④ 왼손잡이를 오른손 잡이로 바꾸어 나타난 부정적인 연구 결과

15. 다음 중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교통사고  음주　　　　　　　② 환경오염  절약

③ 산불  화재예방　　　　　　　④ 수해  재활용

16. 밑줄 그은 부분의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하여 써 보시오.

  입학하던 날, 교장 선생님께서 서 계시던 운동장 조회 가 왜 그리 높게만 

보 던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득히 높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듯하

다. 가을 운동회 때,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큰 목소리로 응원하던 일, 책갈피

에 곱게 끼워 두었던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던 일, 

철봉에 손이 닿지 않아 4학년 언니가 번쩍 안아 철봉을 잡게 해 주던 일…….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                                                                )

17.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차별이 끼치는 해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

교, 피부색, 빈부 등과 같은 차이를 이유로 갖가지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끼치는 해악 중의 하나는 차별 받는 사람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

거나 사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

라고 해서 해고의 우선 순위가 된다든지,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다든지 하

는 경우입니다.

(                                                      )    

18. 이 글의 중심 내용에 알맞은 제목은 어느 것입니까?  (    )

  성장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키가 자라면서 뼈를 싸고 있는 

막이 늘어나 뼈 주위의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장통은 성

장 속도가 빠르고 활동적인 어린이에게 흔히 나타난다. 

① 성장통의 원인　　　　　　　　　　　② 성장통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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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장통의 증상　　　　　　　　　　　④ 성장통의 치료

19.' 어 낱말을 일상에서 쓰는'예는 어느 것입니까?  (      )

① 버스　　　　　　　　　　　② 피구

③ 필승　　　　　　　　　　　④ 사이비

20. 다음 중 낱말 하나만으로 지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     )

① 믿음

② 꿈여울

③ 강나루

④ 봄햇살

21. 다음 중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 있는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갑자기 해연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② 제가 사준 장난감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③ 그 나무 조각의 모서리에 꽤 날이 서 있었습니다.

④ 저에게 장난감값을 돌려주시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22. (           )에들어갈 제자의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그것은 무엇에 쓰 던 새끼줄이라고 생각하느냐?"

   "썩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일 것입니다. (              )"

   "썩은 생선은 나쁜 친구이니라."

① 생선 가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생선 꿸 때 쓰는 새끼줄이기 때문입니다.

③ 새끼줄을 바다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④ 새끼줄에서 여전히 비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23. 사물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연필 한 다스　　　　　　　　② 옷감 한 냥

③ 실 한 타래  　　　　　　　　④ 그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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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은 강릉지역 방언을 사용한 '한석봉과 어머니' 역할극 사의 일부분입니다. 표

준어를 사용한 사로 바꾸어 써 보시오.

   나는 떡으 쓸테이까, 니는 글으 쓰거라이

25. 계절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아 쓴 것은 무엇입니까?  (      )

   ㉠ 매미가 극성을 부릴 때이면, 

   ㉡ 해님은 중천에 있고,

   ㉢ 바람은 살랑살랑 불며, 

   ㉣ 햇살은 따사롭다.

① 매미　　　　　　　　　　　  ② 해님

③ 바람　　　　　　　　　　　　④ 햇살

26. 밑줄 그은 부분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쓰시오. (            )

그래서 저는 그 장난감을 동생에게 선물하 습니다.

27.'잊어 버리고'를 글의 내용에 맞게 고쳐 쓰시오. (                      )

누가 잊어 버리고 간 것이 틀림없소. 남의 물건을 가질 수는 없소.

28. '우리 형이 면접에서 미역국 먹었어'에서 '미역국 먹었어'와 같은 관용적인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너 자신문반 시험에서 미역국 먹었다면서

②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③ 어제는 제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④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지

29. 이 글에서는 동물의 무엇에 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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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에 따라서도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다. 같은 새라도 참새처럼 곡식을 쪼

아 먹는 새는 부리가 짧고 뭉툭하다.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파서 벌레를 잡아

먹는 새는 부리가 매우 뾰족하게 발달하 고, 매나 독수리처럼 고기를 잡아먹

고 사는 새는 부리가 고기를 찢기에 알맞게 발달하 다. 

  사는 곳에 따라서도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다. 같은 곤충이라도 물 속에 사

는 물방개는 뒷다리가 헤엄을 치기 좋게 생겼고, 땅 속에 사는 땅강아지는 앞

다리가 땅을 파기에 좋게 생겼다. 같은 물고기라도 물 속 바닥에 사는 가자미

와 멀리 헤엄쳐 다니는 고등어는 생김새가 많이 다르다.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에 맞게 모습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① 먹이와 사는 곳 　　　　　　　　　② 먹이에 따른 적응의 모습 

③ 사는 곳에 따른 적응의 모습 　　　④ 적응에 따른 생김새의 달라짐 

30. 아래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우리 한약재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미국 등 엄청

난 규모의 외국 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중국산에 비해 우리 한약재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사용해 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우리 

한약재를 고급화하고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생산 원가를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①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②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③ 생산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④ 수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

31. 밑줄 친 부분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      )

   너도 보이지.

   오리나무 잎사귀에 흩어져 앉아

   바람에 몸 흔들며 춤추는 달이.

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달　　

② 오리나무와 춤추는 달

③ 슬픈 감정            　　　　　　　　　　　

④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

32. <ㄴ>,<ㅁ>앞에 오는 받침은 <ㄴ>,<ㅁ>,<ㅇ>으로 소리난다는 원칙이 적용된 낱말

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국물 　 ② 곤란    ③ 옷맵시　 ④ 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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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야기를 시로 고쳐 쓰기 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연과 행을 구별하여 쓴다.　　　　　　　

② 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게 쓴다.

③ 장면 묘사나 생각을 자세하게 쓴다.　　　

④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한 인상을 준다. 

34. 다음 중 '어떤 일을 잘 잊어버리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      )

① 건방증 ② 건망증

③ 기억상실증 ④ 골다공증

3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인조 5년(1627년)에 조선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정묘호란

이다. 후금은 명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만주 지역에 세운 나라이

다. 광해군이 집권을 한 시기에는 후금과 조선 사이에 큰 마찰이 없었다. 이 

시기에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

조가 즉위하면서 조선과 후금은 마찰을 빚기 시작하 다. 인조 때는 명나라를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 기 때문이다. 결국, 후금은 명나

를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조선을 침략하 다.  정묘호란은 50일 동안 계

속되다가 '정묘조약'을 맺음으로써 끝이 났다. 정묘조약에는, '조약을 맺은 후 

후금은 즉시 물러날 것, 물러난 후 다시는 압록강을 건너오지 말 것, 양국은 

형제의 관계를 맺되 명나라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정묘호란은 명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② 후금과 명나라는 형제의 관계 다.

③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 다.

④ 광해군은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다.

36. (        )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       ) 청소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① 왜냐하면 ② 그 이유는

③ 그래서 ④ 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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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래의 ㉠에서 ㉤ 중에 (보기)의 밑줄 친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인 낱말은 모두 몇 

개입니까?   (        )

(보기) 미술 시간이 되자 교실의 휴지통은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동생은 세수를 한다고 물을 틀어 놓은 채 마당에서 공을 ㉠찼습니다. 세면

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신 할머니께서 혀를 ㉢

차셨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욕실로 가라고 하고 문 앞에 있는 낙엽을 쓸었습니다. 쓰

레기통은 금방 낙엽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수를 다하고 온 동생은 할머니께 혼이 났는지 괜히 쓰레기통을 ㉤찼습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의 말을 어순에 맞게 바르게 고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외가는, 연희네, 고장입니다, 사과로, 유명한

  ① 사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연희네 외가는

② 유명한 고장입니다 사과로 연희네 외가는

③ 연희네 외가는 사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④ 연희네 외가는 고장입니다 사과로 유명한

39. 다음의 '그러나'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동수는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랑합니다.

① 그래서    ② 그러므로    ③ 하지만    ④ 왜냐하면

40.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이어주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 한 벌을 입기로 하 습니다. 

(         ) 새로 지은 옷을 입어 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질질 끌렸습

니다.

① 그러므로 ② 왜냐하면

③ 그런데 ④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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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해력 검사지  

가. 제 1회 독해력 검사지

  책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먼 옛날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

에 책을 펴낼 수가 없었다. 문자가 생겨나고 종이를 만들어 내면서부터 인간 

생활의 모든 모습을 책에 담을 수 있었다.

  현  사회에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물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얻으려는 

것이 바로 독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의 방법에는 차근차근 앞뒤의 문맥과 내용을 살피며 읽어 가는 정독이 

있고, 강의 내용만을 취하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읽어 가는 다독이 있

다. 독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독과 다독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책을 읽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읽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있건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좋은 독서 습관

을 기르지 않으면 독서에 흥미를 잃고 결국 책을 멀리하게 된다.

1.‘정독’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    )

① 강의 내용만을 취하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읽어가는 독서 방법.

② 소리를 내어 문자나 말을 확인하며 읽는 독서 방법. 

③ 차근차근 앞뒤의 문맥과 내용을 살피며 읽어가는 독서 방법.

④ 한 권의 책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 골라 읽는 독서 방법

2. 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    )

① 책과 독서

② 현 사회와 정보

③ 말과 글

④ 독서의 양

3. 밑줄 친 ㉠부분의 주장에 적합하지 않은 근거를 고르시오.(    )

①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독서에 흥미를 잃고 결국 책을 멀리하게 된다.

② 어렸을 때 길러진 독서 습관이 어른이 되서도 지속된다.

③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면 몸이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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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올바른 독서 습관으로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만나서 즐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만나서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며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   )을/를 준다. 길거리에서 나쁜 짓

을 하며 놀기만 하던 한 소년이 어느 부인의 따뜻한 인사말을 듣고 훌륭한 사람

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친절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밝아진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고 도우려는 사람이 많으면 빗나

가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추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도 줄어들 것이다.

  친절한 마음은 명랑한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문화 국민의 자랑이다. 우리 자신

은 물론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하여 친절한 마음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

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타협을 잘 하는 사람. 

②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며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

③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웃어른을 잘 모시는 사람.

④ 씩씩하고 용감하며 불의를 보고 담하게 맞서는 사람.

5. ㉠(    )안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    )

① 기쁨   ② 우정   ③ 희망   ④   걱정

6. 글쓴이의 주장을 15자 이내로 쓰시오.

   (                                                               )

  윷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져 온 우리 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이다. 좁은 장

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윷놀이는 삼국 시  이전부터 널리 행해져 왔다. 부여에서는 왕이 다섯 종류의 

가축을 다섯 부락에 나누어 주고, 그 가축들을 잘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윷놀이를 하 다고 한다.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에도 도, 개, 걸, 윷, 모를 돼

지, 개, 양, 소, 말 등에 비유하기도 한다.㈏

윷가락을 던져서 네 개가 다 엎어진 것은‘모’요, 네 개가 다 잦혀진 것은 

‘윷’, 한 개가 엎어지고 세 개가 잦혀진 것은‘걸’, 두 개가 엎어지고 두개

가 잦혀진 것은 ‘개’, ㉠ (                                        )은 

‘도’라 한다.㈐

윷이 가는 말을 보면, 도는 한발, 개는 두발, 걸은 세발, 윷은 네발, 모는 다섯

발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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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

①윷놀이의 기원은 부여에서 시작되었다.

②윷가락 모양을 동물에 비유한다.

③윷가락의 색깔로 말을 정한다.

④윷놀이는 가축의 번식과 관련이 있다.

8. 밑줄 친 부분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유추하여 쓰시오.

     (                                                  )

9.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시오. 

   (    ) 

“앞서 가는 상 편의 말을 잡을 수도 있다.”

① ㈎     ② ㈏     ③ ㈐     ④ ㈑

  온돌은 우리 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이다. 보온 효과가 뛰어나 오늘날의 현

식 주택에도 이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온돌은 진흙과 널찍한 돌로 만든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을 아랫목이라고 하고, 먼 쪽을 윗목이라고 한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홈을 따라 온기가 방안에 골고루 퍼진다. 

㈑먼저 작은 돌을 몇 줄로 세워 홈을 만든 다음, 널찍한 돌을 그 위에 얹는다.

㈒널찍한 돌 사이의 틀은 진흙으로 막고 그 위에 장판지를 깐다. 

  겨울에는 개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 온기를 보존한다. 추운 겨울날 꽁꽁 언 

몸을 이불 속에 넣으면 금세 온기가 전해져 온몸이 나른해진다. 또, 옛날에는 

이불 밑에 밥주발을 넣어 밥이 식지 않게 하기도 하 다.

10.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

① 아궁이에 가까운 쪽을 아랫목, 먼 쪽을 윗목이라고 한다.

② 온돌은 현 식 난방방식이다.

③ 아랫목에 밥주발을 넣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④ 온돌은 진흙과 널찍한 돌로 이루어진다.

   11.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자신의 의견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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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상생활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③ 상상력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글을 창작하기 위해

④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12. ㈎~㈒의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     ⇒      ⇒      ⇒      ⇒      )

  요즘 어린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온실의 화초처럼 몸이 

허약하다. 그런가 하면, 행동이 난폭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그릇된 식생활 습관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격 

형성에 향을 주는 그릇된 식생활에 해 알아보자. 

  첫째, 단 것을 많이 먹는다. 어린이들은 과자, 청량음료와 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을 지나치게 즐겨 먹는다.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뇌신경

이 예민하게 되고, 성격이 난폭해질 수 있다.

  둘째, 즉석 음식이나 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음식물에는 지장을 산

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즉석 음식을 즐겨 

먹다보면, 편한 것만 찾게 되고, 성격이 조급해지기 쉽다.

 ㉠(                                                )

  건전한 식생활은 어린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성격을 원만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것, 즉석 음식 등을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 한다. 

13.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

① 똑똑해진다. 

② 뇌신경이 예민하게 되고 성격이 난폭해질 수 있다.

③ 기다리기 싫어하고 조급해진다.

④ 건강해진다.

14. 본문의 ㉠(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내용을 고르시오. (    )

① 뼈와 피를 구성하는 칼슘이 많은 생선류를 적게 먹는다.

② 과자보다 과일을 좋아한다.

③ 질병을 예방해주는 채소를 좋아한다.

④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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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중 ‘사실’에 해당한 것은? (    )

① 과자는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

② 생선이나 채소는 먹고 싶을 때만 먹어야 한다.

③ 즉석음식이나 가공음식을 많이 먹는다.

④ 건전한 식생활을 통해 몸과 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세계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인종은 피부 빛깔, 털의 모

양, 코의 모양에 따라 구분된다.

 (가) 피부 빛깔은 인종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황인종이라는 말은 피부 빛깔의 차이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열 지

방에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 많고, 추운 지방에는 피부가 흰 사람이 많다. 

 (나) 털의 모양도 인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백인종은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 많으며, 황인종은 곧은 머리카락이 많고, 흑인종은 부분 곱슬곱

슬한 머리카락이다. 

 (다) 백인종이나 흑인종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

으려면 몸을 자주 씻어야 한다.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 코의 모양도 인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지방에 사

는 인종은 일반적으로 코가 낮고 넓으며, 콧구멍도 크다. 이에 비하여 추운 지

방에 사는 인종은 코가 가늘고 길다. 그 중간지방에 사는 인종은 중간형인 코

가 많다. 

16.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세계 인종은 여러 신체적 특징이 있다.

② 피부 빛깔, 털의 모양, 코의 모양에 따라 인종이 구별된다.

③ 황인종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다.

④ 피부빛깔은 인종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17.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① 피부 빛깔, 털의 모양, 코의 모양

② 열 지방, 추운 지방

③ 세계인종의 신체적 특징

④ 백인종과 흑인종의 차이

18. 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설명이 적절하지 못한 문단은?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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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사는 물매미와 소금쟁이는 발끝에 있는 털이 귀의 구실을 합니다. 물매미

와 소금쟁이는 이 털을 이용하여 물위에 뜨기도 하고, 작은 곤충이 물에 빠져 허

우적거리는 소리도 알아냅니다. 풀무치는 어떻게 소리를 들을 까요? 날개를 들추

어 보면 가습과 배 사이에 초승달 모양의 오목한 것이 보입니다. 풀무치는 이것

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메뚜기의 경우, 귀의 구실을 하는 것은 날개 밑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논길을 걷다 보면 벼메뚜기들이 후드득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벼메뚜기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치

와 귀뚜라미의 무릎 밑에는 작고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 안에 소

리를 듣는 고막과 소리를 전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여치와 귀뚜라미는 아주 예민

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도 어느 새 울음을 뚝 그칩니다. 바퀴벌레는 뒷다리 위쪽에 

있는 가느다란 감각 털로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안테나 구실을 하여 소리의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19. 귀의 구실을 하는 것이 날개 밑의 가슴에 붙어있는 곤충은? (    )

① 물매미와 소금쟁이

② 풀무치

③ 벼메뚜기

④ 여치와 귀뚜라미

20. 윗글의 글감이 바뀌는 순서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    )

① 물매미 - 귀뚜라미 - 풀무치 - 바퀴벌레

② 바퀴벌레 - 풀무치 - 귀뚜라미 - 소금쟁이

③ 소금쟁이- 풀무치 - 벼메뚜기 - 여치

④ 여치 - 소금쟁이 - 바퀴벌레 - 벼메뚜기

21.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    )

① 곤충이 어디로 소리를 듣는지 설명해주기 위해

② 다양한 곤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③ 곤충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④ 곤충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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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 동요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

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이다. 전래 동요는 민족의 생활 모습과 정서가 배

어 있기 때문에 민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난 노래이므로, 어른들이 즐겨 부른 일반 민요와 구별되기도 한다. 어른들

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낸 일반 민요와는 달리, 전래 동요에는 어린이들만의 

순박한 생각이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소꿉놀이를 하거나 잠자리를 잡으면서, 동무를 놀리거나 말장난을 하면서, 빠

진 이가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불 다. 그러므로 ㉢전래 동요는 모든 어

린이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온 전통으로서,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전래 동요는 누가 지은 것인지, 누가 처음 불 는지 알 수가 없다.  오랜 세

월을 두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퍼진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노래를 처음 지은 사람과 부른 사람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

가능하다. 

22. 전래동요를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

① 지은이가 이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②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③ 전래 동요는 원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④ 전래 동요는 아이들이 지어냈기 때문에

23.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시오. (    )

① 전래 동요를 바르게 알자.

② 전래동요는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은 내용이다.

③ 전래동요와 민요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④ 전래동요는 농사를 지으면서 부른 노래이다.

24. ㉠ ~ ㉣의 문장 중에서 의견에 해당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    )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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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

가 저물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오누이가 걱정하고 있을 무렵, 방문 

밖에서 문을 열라는 목쉰 목소리가 들려 왔다.   오누이는 어쩐지……

4. 읽기 유창성 검사지 

가. 제 1회 읽기 유창성 검사지

   1. 학년, 반, 이름을 적어주세요.

   2. 선생님이 ‘시작’ 하면 다음 장에 있는 글을 읽어주세요.

   3. 선생님이 ‘그만’ 하면 자신이 현재 읽은 부분에  로 표시해 주세요.

     

공룡은 현존하는 동물 못지않게 우리의 의식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물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공룡에 해 어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심지어 어려

운 공룡의 이름까지 척척 외어 댄다. 그럼 공룡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생 의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나 쥐라기와 백악기에 크게 번성하다가, 백악

기 말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파충류의 한 무리, 이것이 과학자들이 지금까

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공룡의 정의이다. 공룡이라는 이름은 국의 고생

물학자인 리처드 오언이 1842년에 처음 사용하 다. 공룡은 ‘공포의 도마

뱀’이라는 뜻으로, 거북이나 뱀, 도마뱀처럼 비늘 모양이나 가죽 모양의 피

부를 가졌고, 폐를 갖추었으며, 딱딱한 알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형 파충류

가 모두 공룡은 아니다.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하늘을 나는 형 파충류는 공

룡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공룡은 땅이나 얕은 호수에서 살았으며, 바다를 헤

엄치거나 하늘을 날지는 못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중생 에 살던 파충류 

중에서 허리뼈의 모양에 따라 새의 허리뼈를 닮은 무리들과 도마뱀의 허리뼈

를 닮은 무리들만을 공룡이라 일컫는다. 

공룡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공룡은 600여 종 정도이다. 공룡의 화석은 현재도 계속 발견되고 있

기 때문에 그 종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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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에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있었는데, 육식 공룡들은 초식 공룡까지 

공격하여 자신의 먹이로 삼았다. 초식 공룡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도 했고, 육식 공룡이 나타나면 재빨리 줄행랑을 놓기도 했다. 

잡히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거 하고 사나운 육식 공룡은 중생 의 

제왕이었다. 육식 공룡과 맞설 수 있는 것은 같은 육식 공룡뿐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석은 ‘울트라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룡이다. 1979년에 미국에서 발견된 이 공룡은 몸길이 30.5미

터, 머리까지의 높이는 18미터에 무게는 136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공룡이 

발견되기 전에는 길이 30미터인 ‘슈퍼 사우루스’가 가장 거 한 공룡이었다. 

이 두 공룡은 모두 미국 콜로라도 주 깊은 골짜기의 쥐라기 지층에서 발견되었

다. 이 곳은 ‘공룡의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거

한 공룡이 발견될지 두고 볼 일이다. 공룡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처럼 거 한 

것은 아니다. 몸길이가 50-6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룡도 있다.

그러면 공룡들이 어떻게 해서 화석이 외었을까? 하나의 가상 공룡 화석을 

예로 들어 보자.

급작스런 육식 공룡의 공격을 받고 먹이가 되어 버린 초식 공룡. 그는 이제 

뼈만 남은 가엾은 공룡이다. 비가 내리면 공룡의 시체는 빗물에 휩쓸려 웅덩

이 속으로 려간다. 비는 계속 내린다. 웅덩이 옆의 흙이 씻겨 들어가서 뼈

만 남은 공룡의 시체를 덮어 버린다. 공룡이 묻힌 곳은 단단한 바위가 된다.

공룡이 죽었다고 해서 이처럼 모두 화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땅 속에 묻히

면 부분은 흙 속의 산이나 세균 때문에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가끔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바로 물이나 흙 속에 봉되어 산

과 세균으로부터 차단된 것들이다. 시간이 흐르면 껍질이나 뼈는 썩게 되는

데, 이  뱃속의 작은 구멍으로 광물 성분이 함유된 물이 스며들어 뼈를 단

단하게 굳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약 1억 년 전에는 공룡의 천국이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

견되고 있다. ‘공룡의 골짜기’라는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에서 1973년

에 최초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1977년부터 이 곳에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공룡의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의 화석이 계

속 발견되었다. 아직도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이 곳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공룡의 골짜기’ 이외에도 합천, 진주, 군위 등지에서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되었고, 경상남도 고성의 해안과 함안, 진동, 통 , 울산, 경산 등지에서

도 수천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됨으로써 한반도는 백악기에 공룡이 크게 번

성했던 곳 중의 하나 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중생 의 무법자 던 공룡은 왜 지금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공룡

은 이 지구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어 버렸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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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화석을 통해 연구된 가설만이 있을 뿐이

다.

한 가설은 운석 충돌설이다. 거 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여 그 충격 때문

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그래서 공룡이 사라졌다는 가설이다. 

운석의 충돌로 생긴 미세한 먼지가 몇 년 간이나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식

물이 자라지 못하여 초식 공룡이 굶어 죽고, 다른 동물들도 굶어 죽었으며, 

마침내는 육식 공룡들도 굶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설은 포유류 번식설이다. 약 6500만년 전, 조그마한 포유류가 

크게 번성하면서 공룡의 알을 마구 훔쳐 먹어 공룡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

설이다.

식물 변화설이라는 가설도 재미있다. 공룡한테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독을지닌 새로운 식물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공룡이 서서히 사라졌을 것 이

라는 추측이다.

이 밖에도 가설은 많다. 혜성 폭발설, 화재설, 전염병설, 심지어는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사라졌을 것이라는 설까지 있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공룡의 세계. 공룡이 이처

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공룡에 해 알려진 것은 우리

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다. 이 시간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

운 사실들도 발표되고 있을 것이다. 

   4. 읽기가 끝난 후 제시된 두 문제에 답해 주세요.

 

   1) 현재 읽은 부분까지 핵심 단어 3개를 찾아 적어주세요.

   2) 현재 읽은 부분까지의 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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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책  

(서울특별시의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 울  중 앙 여 자 고 등 학 교

서  영  창

● 서론

●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배경

● 연구의 설계

● 실증적 자료 분석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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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터넷 활용은 급속히 중화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청소

년에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청소년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고,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 판단 능력에 

맡겨 줄 것을 바라고, 또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재래식 교육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관심이 없는 분야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특히,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분야에는 흥미를 갖고 그 관심분야에 쉽게 빠져들어 가

는 세 를 N세 라고 한다. 이러한 N세 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사고방식뿐 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 N세 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즐기며 자기중심적이

고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 할 수 있는 것

을 추구하고, 또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책 보다는 인터넷, 편지보다는 E메일, TV보다는 컴퓨터에 친숙한 사이버 세 로서 

그 행동 양식은 근본적으로 자율성이 강한 세 라 할 수 있다. 이런 세 의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원하고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며 이성 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방보다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도 학력 

편차가 심하고 학생들의 여가 활동이 상 적으로 부족하면서 쉽게 인터넷 중독에 빠

질 것이 걱정이 된다. 

  연구의 내용은 제 1 장에서 서론으로 제 1 절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제 2 절 연구 

범위와 연구의 검증하고, 제 2 장의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제 1 절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유형과 제 2 절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밝히고, 제 3 장은  연구의 

설계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 설정과 자료수집 방법과 S형 검사지의 채점기준을 설정하고, 

제 4 장은 실증적 자료 분석(서울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으로 인터넷 중독 요인분석

과 연구모형에 한 가설을 검증하고 제 5 장은  결론에는 연구의 요약과 인터넷 중독의 

예방 책, 연구의 시사점과 기여도와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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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과 유형 등은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서 창, 2006)와 인터넷 중독의 절망에서 희망찾기(서 창, 2009)

에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 다.

  연구과제로서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지와 진단서를 토

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현황을 파악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 등을 제시

하 다. 

  특히 부분의 청소년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논문들이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학

교, 상담기관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의 책 등은 부록에서 보완하 다. 자기 스스로 인터넷 중독 극복하기, 부모가 도움 

주기, 상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도움주기와 인터넷 중독의 예방 책인 사이버집단 

상담예방 프로그램인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은 박사학위과정에서 공부한 정신

의학적, 상담심리학적인 학문을 토 로 연구된 프로그램을 소개하 다. 

  부록(1~5)은 30년간의 교단에서의 상담 경험과, 등 청소년상담실을 인터넷 웹사이

트를 개설하여 20년 동안 사이버 상담을 해왔던 경험을 토 로 인터넷 중독 사이버 

상담의 모범적 실제 사례집을 부록에 첨부하여 소개하여 청소년, 학교, 상담기관 등의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종합 백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연구의 검증

  연구 범위는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통하여 서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

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책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립한다.

  둘째,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 소재의 4개의 학교인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인터넷 중독 현황을 파악한다.

  세째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검증은 첫째 인터넷 중독 현황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히기 위한 검증으로 

통계용 프로그램은 엑셀 및 SPSS 10.0처리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향에 해 빈도분석, 비율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및 

현황 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 논문은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을 느끼는 청소년과 인터넷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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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되었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 상담의 모범적 실제 사례집의 이름

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제 2 장 인터넷 중독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유형

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말을 처음 언급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인터넷 중독은 현재

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자마다 자신이 

만든 진단 준거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정의하 으며,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과

도한 인터넷 사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학습적, 직업적, 관계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미한 

장애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학습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몇 몇 학자들에 의

해 지적된 바 있다(Brenner, 1997; Scherer, Bost, 1997; Young, 1999).

  다른 중독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직업적, 

학습적,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충동적 도박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실, 갈망과 내성 증상, 학업 실패 등 사회

적인 문제로 발전한다고 하 다(Young, 1996a).

  또한, 인터넷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현실적 관계가 가상적 관계로 치되어 

정서불안과 심리적 고통이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 증상이라고 했다(Stein, 1997). 

  DSM-IV의 약물 의존 진단 준거로 비교하 는데, 인터넷에 비의존적인 100명은 주 

평균 4.9시간을 사용한 반면, 인터넷 의존적인 396명은 주 평균 38.5시간동안 인터넷

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정생활을 망친 43세의 

한 여성의 예는 3개월에 걸쳐 채팅에 50~60시간을, 연속적으로 14시간을 소비한 적

도 있다고 한다(Young, 1996a).

  일상적인 생활의 장애 요인에 해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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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응답자 중 8.1%가 병리적 사용자로 분류되었고, 여성(3.2%)에 

비해 남성(13.2%)이 많았다는 결과를 확인하 고, 병리적 사용자의 주 평균 사용시간

은 8.48 시간으로 조사되었다(Schumacherf, 1997).

  국내 연구에서 조사된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국내 

PC통신 이용자 1,930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

인 905명은 PC통신을 하지 않으면 생활 리듬에 향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

소년 인터넷 사용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10 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74.1%로, 30, 40 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20 의 67.8%보다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경적요인 중 부모의 태도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

는데 중독이 심할수록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학생 중독의 경우 

또래집단의 향을 남자보다 더 많이 받고 중독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한 관심은 떨어진다고 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인 변화의 차

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가 있고,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에 해서 남

자가 여자에 비해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종원, 조옥귀, 2002).

  인터넷 중독 현황에 한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조사 분석 상의 18.9%가 중독경향 집단, 19.5%가 경계(판단보류) 집단, 61.6%가 

비중독(정상) 집단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 검사 결과 남학생의 27.1%가 중독경향 

집단, 22.2%가 경계(판단보류) 집단, 50%가 비중독(정상)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의 경우 11.1%가 중독경향 집단, 16.3%가 경계(판단보류) 집단, 72.6%가 비중독(정

상) 집단으로, 그리고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여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김광수, 장승현, 조병만, 임을미, 2001).

  수도권 남녀 중고생 중 인터넷 이용자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696명의 응

답자 중 14.3%의 90명이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고,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을 상으

로 한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총 1,930명 중 11.0%의 212명의 응답자들은 통상 인터

넷 중독자로 나타났고(윤 민, 2000), 전국 남녀 초, 중, 고등학생 2,366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학생들(29%)이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났다

(김진숙, 2000). 

  서울시내 2개의 남녀 고등학생 396명을 상으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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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59.5%의 222명이 정상적인 사용자인 반면, 37.8%의 114명은 초기 인터넷 중

독자로, 2.7%의 10명은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각각 분류되어 전체 조사 상자 가운

데 40% 이상이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다(서주현, 2000).

  초등학생 551명 상 중에 51.2%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으로, 2.0%는 중독 증세를 보여서 세심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서현숙, 2001).

  인터넷 중독의 현황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정신치료권장집단)이 7.91%, 중위험 사용

자군(상담권장집단)이 13.89%, 일반교육필요 사용자군(저위험집단)은 78.02%로 나타

났고, 중독자 중에 남고생이 43.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고생의 경우는 일반 교육

필요 사용자군으로 30.9%로 고등학생의 경우에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심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집단을 보면 고위험 사용자군(정신치료권장집단)이 

13.5%이고, 중 위험사용자군(상담권장집단)이 6%, 일반 사용자군은 0.5%로,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 창, 2004).

  인터넷 활용 유형의 분류와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임상학적으로 심각

한 장애나 고통을 유발하는 비적응적 인터넷 형태를 정의한 Goldberg는 일 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중 3가지 이상의 현상을 나타내 보일 때 인터넷 중

독요인으로 규정하여 설명하 다(강만철, 오익수, 2001). 첫째, 인터넷 집착 때문에 

자신의 책임 소홀 또는 중요한 일이나 인관계를 미루거나 소홀히 하면서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우, 둘째, 인터넷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 동요, 걱정,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에 한 집착적 사고, 인터넷에 한 꿈 또는 환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손가

락으로 타이핑하는 것과 같은 손동작을 보이는 현상, 셋째,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

간을 인터넷 활용에 소비하거나 금단 현상을 보인다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

도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강박적 사용), 넷째,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다양

한 행위들에 매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인터넷과 관련된 책을 구입하거나 새로

운 브라우저를 시도해 보거나 인터넷 업체들 조사하거나 또는 다운 로드된 파일들을 

정리하는 행위, 다섯째, 인터넷 활용을 중단하거나 활용 시간을 줄이는데 실패하는 경

우(재발) 여섯째,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내성) 

일곱째, 금단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의존성), 여덟째, 인터넷 

이용에 의해서 악화 될 수 있는 육체적, 사회적, 직업적 또는 심리적 문제들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에 몰입하여 수면 결핍, 부부생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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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아침 지각, 업무 태만 등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

에 중독이 되었다(Glodberg,1995).

나.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Goldberg의 인터넷 중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와, Young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Greenfield의 강박적 인터넷 장애(compulsive internet 

disorder)와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on), Suler의 컴퓨터 및 가상공간 중독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Lavin 및 Scherer의 인터넷 의존성(internet 

dependence, ID), 컴퓨터 중독이나 가상공간중독 혹은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웨버홀리즘(webaholism) 등이 있다.

  인터넷 중독의 일반적인 정의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도박중독, 알콜중독, 마약중독 

등과 비슷한 현상으로 정서 불안정이나 강박적 집착으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장애(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현실구분장애(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긍정적 기 (addictive automatic thought), 금단(withdrawal), 가

상적 인관계 지향성(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일탈행동(deviate 

behavior), 내성(tolerance), 반사회적 정보윤리의식의 마비, 충동적 장애, 신체적 장

애 등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은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에 

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흥미나 쾌락에만 탐닉하게 되어 인

터넷 에 빠져 정서적 불안과 현실 도피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기 파멸에 빠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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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중독의 유형

  인터넷 활용의 중독유형을 분류해 보면 인터넷에서 스타크래프트, 와우, 피파, 스페

셜 포스, 포트리스, 리니지 등 게임을 즐기기 위한 유형과 인터넷에서 화투, 포카 등 

도박을 즐기기 위한 유형과 인터넷에서 S/W, MP3 다운, 서핑, 만화, 엽기물, 동 상 

등을 보기 위한 유형과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 포로노그래피 검색, 음란채팅 등을 위

한 유형과 인터넷에서 메신저, 채팅, 블로그,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로 일촌찾기, 다음 

카폐, 버디홈피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유형과 인터넷에서 이성간의 교

제를 위한 유형과 또 인터넷 활용에서 긍정적인 측면인 외국어, 교과학습 시청, 숙제 

등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활용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활용 유형의 구분에서 인터넷 중독과 접하게 관련된 활용 요인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사이버 섹스 중독증으로 성인 

채팅 방이나 사이버 섹스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행동적 장애와, 둘째, 사이버 관

계 중독증으로 실제 친구나 가족 관계를 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 방이나 머

드 혹은 동호회 등의 온라인 인관계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관계의 장애와, 

셋째, 사이버 도박이나 전자상거래 구매 등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터넷 강박증, 

넷째, 강박적인 웹 서핑이나 자료검색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정보 과부하중독증

과, 다섯째, 사이버 게임중독증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강박적 몰입으

로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중독증 등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증의 유형을 3가지 즉, 게임중독, 통신 중독, 음란

물 중독 등으로 구분하 다(어기준, 2000; 김광수 등, 2001). 통신 중독증의 원인을 

첫째,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솔직성, 매번 새로운 상 를 만날 수 있다는 기 감, 

둘째, 채팅을 이용한 이성간의 만남을 화처럼 낭만적인 환상을 갖게 됨, 셋째, 심리

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사이버섹스 중독, 사이버교제 중독, 인터넷 강

박증, 정보 중독, 컴퓨터 중독으로 구분하 다(Young, 1999).

  인터넷 활용에서 중독 현황을 발표한 김 건 교수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는데, 첫째, 청소년에게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병적인 인터넷 

사용, 강박적 관념에 사로잡힌 컴퓨터 게임 중독인, 일명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 사이버 게임 중독이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과도하게 몰입하여 생기는 

사이버 관계 중독, 셋째, 일명 사이버 음란물 중독으로, 인터넷 중독 중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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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장 큰 악 향을 미칠 중독 현상 중의 하나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기존의 음란물 연구 및 사이버 음란물 접속 실태 연구와는 비교 될 수 

없을 정도로 연구가 부진한 분야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가 보급되면서 성생활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사이버 중독 현상이다. 넷째, 강박관념에 사로잡인 온라인 도박, 

쇼핑 또는 사이버 주식중독과 같은 중독, 다섯째, 강박적인 서핑이나 정보 탐색으로 

정보과부화로 구분하 다(김 건, 2004).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음란물이나 성인방 등에 몰입하

여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섹스중독증, 둘째는 머드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니

지 등에 집착하여 수면 부족으로 일상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게임중독증, 

셋째는 사이버공간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며 채팅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인관

계에 정서적인 결함을 보이는 사이버 e 인관계중독증, 넷째는 사이버도박중독증, 다

섯째는 강박적인 웹 서핑이나 자료검색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정보과부하중독증, 

여섯째는 전자상거래 구매 등에 몰입하는 특징을 보이는 사이버소비중독증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서 창, 2004).

제 2 절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원인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인터넷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동기에서 벗어나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인생관 확립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또 부모

의 통제가 감소되면서 새로운 자아개념의 구조화와 만족스런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탐색을 추구하게 시기이다.

  이때는 심리적, 생리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인데 외부적인 조건보다 또래 친구들의 

상호작용으로 자아에 눈뜨게 되어 부모나 친구와의 인관계 등을 통하여 자아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원인은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더불어 누구나 인터넷 환경만 갖

추면 손쉽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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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 속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의 격식이나 외

모 등의 외형적인 형식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부분의 N세 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

작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

기만의 공간 속에서 편안하게 취미가 같은 친구들과 접속하려 함께 즐기다가 인터넷

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환청과 수면 부족 등으로 현실 생활을 멀리하면서 은

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면서 인터넷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의 특징인 목표 달성을 위해 순위, 레벨 업, 점수, 새로

운 전술, 아이템 모우기, 캐릭터의 성장 등에 집착하면서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자극으

로 인해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실력향상의 성취감, 승리의 쾌감 등으로 병적

인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보편적인 원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인 문제는 가족들의 이해부족과 편애와 엄친아의 비교와 부모의 방치

나 과잉보호 등으로 사회적응력이 부족하다.

  둘째 교육환경적인 문제는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 기 감을 상

실하거나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우관계에서 왕따를 당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력이 부족하다.

  셋째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판단이 부족하고 자제력이 약하거나 자신감

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약하여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넷째 인터넷의 속성적인 요인인 익명성, 즉시성, 수월성, 능동성, 상호작용성, 개방

성, 다양성, 평등성, 독립성,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즐겁고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를 

신나게 풀 수 있어 인터넷 유혹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인터넷 중독

에 빠지기기 쉽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기 쉬운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으로 정보윤리, 충동성, 인관

계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인터넷의 속성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과 교육적인 요

인을 학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은 정보윤리의식과 충동성, 인관계로 구

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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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인터넷 중독 요인과 관련된 사이버 윤리 문제로서 정보윤리의 개념이 중요한데 

“정보윤리란, 윤리문제를 정보 또는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

며,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

계라 할 수 있다”고 하 다(정경수, 1995; 김광형, 2002).

  정보윤리의 특성은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복제의 용이성과 정보의 불가역성뿐만 아

니라 사이버 범죄 등에 한 보안 능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해 즉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사이버

공간 이용에 있어서 각 개인과 기업과 공공기관과 국가들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이라 할 수 있다.

  또 사이버윤리에 한 정의를 내리면 협의의 정보윤리를 포함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 글로벌화 된 민주 시민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과 규범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성격요인인 충동성이란 심리학에서는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 없

이 본능적․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충동성의 개념은 여러 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전문용어이기도 하다. 성격심

리학의 역에서는 하나의 성격특질로 간주되는가 하면,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역에서는 하나의 행동장애 증후로 간주되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행동을 측정하고 기

술할 때 ‘충동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성격특질로서의 충동성은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한 성격을 기술하는 것으로 충

동성을“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기술하 다.  

  또한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하고,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으

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임상 증후로서의 충동성은 사고 및 행동통제 장애와 관련지

어져 연구되기도 했다(김지연, 김광웅, 1999).  

  충동성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특성, 위

험이나 불이익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

을 보이는 성격차원 혹은 반응 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한 제지를 잘 하지 못하며 미

래 상황에 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여 등으로 정의하 다(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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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격이며 조급하고 무계획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성격으로 인터넷 중독의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사고적 판

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 충동적인 성격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인터넷 중독 성격요인인 인관계를 살펴본다. 

  인터넷 검색엔진인 다음의 사전에서 인관계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

며, 사회성 발달만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정서적 특징의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동료관계, 이성관계, 직장에서의 인

간관계 등이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인관계의 심리학에 해 고찰한 F. Hyder는 인관계라는 용어에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상 가 자기에 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

엇을 하여주기를 기 하는가, 상 의 행위에 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의 내용이 포

함된다고 하 다. 

  인간사회에서 타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로 중요시되어 왔다고 하

다. 타인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즉 우리는 한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정체감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건전

한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하게 되며(구본

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 , 1990), 타인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완

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들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여 

자신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홀로 보낼 수밖에 없을 때는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

을 하게 된다.

  인관계를 소수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로는 요즈음 흔히 사용되고 있

는 인간관계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심리적인 관계 또는 사람  사람과의 상호적 

행위양식 혹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형성되는 원만한 심리상태인 인화술, 사교술로 

보았다(이선 , 1999)

  인관계는 사람을 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  1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이 광의의 인간관계와는 

구별하 다. 이러한 인관계는 개인이 지닌 여러 성격변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파악

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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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며, 또한 만족

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인이 지닌 여러 성격 변인들

의 상호작용을 대인관계라고 한다. on-line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이 지닌 여러 성격 

변인들의 상호작용 중에 대인관계는 인터넷 중독의 관련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격적 요인을 정보윤리의식과 충동성, 대인관계로 구분하여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

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서영창, 2006). 

나. 사이버 공간의 속성적인 요인

(1)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다. 자신이 원하는 별칭(ID)을 사용하기 때문

에 자신이 원하는 개성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며 또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의 개성이 존

중되며 모든 활동이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미지의 상 방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2)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다.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재래식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수용 방식

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심이 없는 정보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망에 해서는 흥미를 갖고 많은 접근하며 또 한번 소문난 정보망

은 전자 메일의 활발한 교환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

(3) 변화하는 맞춤형 정보의 공간이다. 

  완성된 정보보다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정보나, 최신 정

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만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4) 새로운 공동체의 공간이다. 

  동아리 활동이나, 머드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인이 수천 명에 달하는 다른 사

람들과 경쟁하거나 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관심분야가 

같은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동질감이나 결속이 강하여 다른 그룹이나 타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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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5) 비대면성을 가진 공간의 공간이다.

  얼굴을 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자신의 욕구나 갈등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란성, 거친 말투, 무례한 언어 등으로 자신의 감정

을 여과도 없이 표현하기 쉬운 공간이다. 그래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감정의 통제가 

어렵다.

(6) 정보의 가공과 유통이 편리한 공간이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하고 또 원하는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서 여러 명에게 동시

에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7) 평등성과 개방성의 특징을 가진 공간이다. 

 현실에서는 어떤 특정인만의 독점적인 정보 소유가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이

버공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교환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다.

(8) 또 다른 만남의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상 방의 사고방식에 따라 자신의 모습도 그에 맞도록 쉽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만남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에 마치 오랫동안 펜팔을 통해 사귄 친구

를 실제로 만나는 것과 같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이산가족의 만남과 

비슷한 경우인데, 생각했던 모습보다 정반 의 모습일 때 매우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 로 사전에 교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일 때는 상 방을 쉽게 이해하고 깊게 빠

져드는 경우도 있다. 또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보다 만남과 헤어짐이 쉽다.

  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적, 비동시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이다. 

  비동시적인 경우는 전자 메일, 토론실,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신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내고 싶을 때 자신의 글을 보낼 수 있어 

자유롭게 의사 교환이 가능하며 또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된다. 또 채팅실을 

이용할 경우는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하여 취미, 오락 등의 각종 정보를 동시에 많이 교

환할 수가 있다.

  이미 N세 들의 삶의 공간이 되어버린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이버 공

간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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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미래사회의 예측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요약하면 익명성, 즉시성, 수월성, 능동성, 상호작용성, 개방

성, 다양성, 평등성, 독립성, 미래지향성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

간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개성

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 판단 능력에 맡겨 줄 것을 바라고 

있고 또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재래식 교육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관심이 없는 분

야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분야에는 흥미를 갖고 그 속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 사회․교육적인 요인 

(1)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요인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요인에 해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한 연구에서 사회 환경적요인 중 부모의 태도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유이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데 중독이 심할수록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연구한바 있다. 또 여자의 경우 중독이 또래집단의 향을 남자보다 더 크게 받

고 중독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가 있고,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에 해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한다(김종

원, 조옥귀, 2002).

(2)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요인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교육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학교와 학원에  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실력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경쟁

에서 려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현실도피의 한 방편으로 PC방이

나 풀스방을 방황하거나 혹은 과중한 경쟁 교육의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

한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 활동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흥미 생활이나 취미 활

동의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들면서 새로운 사이버공동체인 인터

넷 중독에 쉽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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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의‘청소년통계’자료(동아일보 2008년 5월5일 기사내용)를 

살펴보면 <그림2-1>아래와 같다. 

      <그림2-1>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하는 여가활동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가를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며 보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컴퓨

터 게임이나 TV 시청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상으로 한 성(性)학  

건수는 5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청소년들의 우울한 현실이다.  화 관람

-스포츠 활동 원하는데 만 15∼19세 청소년의 28%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꼽았다. 화 연극 등 문화예술 관람(15%), 스포츠 활동

(13.1%), 미술 음악 등 창작적 취미활동(5.9%)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많았다. 평소 공

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야외 활동과 다양한 취미생활로 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엿보인

다. 이런 희망사항과 달리 실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

(25.1%)과 TV 시청(23.3%)이었다. 휴일에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자 비율은 0.7%로 최

하위 다.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가 있듯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 활동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흥미 생활이나 취미 활동의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인터넷

과 게임에 빠져들면서 새로운 사이버공동체인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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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 중독 극복의 장해요인

  인터넷 중독의 극복에 한 장해요인은 친구를 만나지 않고 거의 외부접촉이 없거

나,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구분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행동한 잘못된 행위에 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인터넷 중독이라는 인식이 자각되지 않아서 인터

넷 중독은  극복하기가 더욱 힘들다.

(1) 대인관계에서 거의 외부접촉이 없다.

 타인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고독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며, 

또한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인이 지닌 여러 성

격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인관계라고 한다. 은둔형 외톨이로서 일상생활은 포기하고 

거의 외부접촉이 없고 on-line에만 몰두하여 인터넷 중독이 발견하기가 어렵다.

(2) 정신적인 피폐 현상으로 빠지기 쉽다.

  충동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격이며 조급하고 무계획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성격으로 사고적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 충동적인 성격

으로 정신적인 피폐 현상으로 빠지기 쉬워 회복하기가 어렵다.

(3) 죄의식을 정당화하기 쉽다. 

  정보윤리의 특성은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복제의 용이성과 정보의 불가역성뿐만 아

니라 사이버 범죄 등에 한 보안 능력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사이버 범죄에 해 무감각해지면서 자기 자신의 죄의식을 정당화하기 쉽다. 

네티켓을 무시하고 악플 등의 각종 사이버 범죄에 빠지기 쉽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4) 가정의 불화가 심화 된다. 

  가족들과 화에도 감정이 개입되면서 화가 상실되고 가족들의 이해부족과 편애

와 엄친아의 비교와 부모의 방치나 과잉보호 등으로 사회 적응력이 부족하면서 가정

의 불화가 심화 된다. 

(5) 환자라는 인식이 자각되지 않는다. 

  인터넷 중독은 정신 질환의 일종이다. 자기만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취향이 같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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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접속하려 함께 즐기다가 인터넷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환청과 수면 

부족 등으로 현실 생활을 멀리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면서 환자라는 인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터넷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6) 인터넷 속성과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첫째 사이버공간 속성은 앞장에서 서술했는데 익명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취미나 특기 등이 비슷한 상 방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

간의 속성이 청소년 들을 인터넷으로 빠져 들게 한다. 

  둘째 카트라이트, 리니지, 바람의 나라, 스타크래프트, 거상 등의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자신이 캐릭터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벨이 올라 가면서 더 높은 레벨

을 올리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또 조직을 구성하면서 전투를 즐기는 과정에서 경험치나 다양한 아이템이 필요한 게

임이 많다. 필요한 아이템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은 더 큰 성취감을 갖기 위

해 온라인 게임에 빠져간다.

(7) 상담의 성립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부모, 학교 선생님께 말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고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다고 속단

하거나 청소년 상담실에 찾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인터넷 중독 상황에서 벗어

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도움의 손길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격은 더욱 난폭해지고  나중에는 구원을 요청할 용기마져도 잃어버리고 혼

자서 컴퓨터 앞에서 외톨이가 되어 상담의 성립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 인터넷 활용이 인터넷 중독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모형이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 판단 척도의 

근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중독의 현황이 제 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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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된 척도를 토 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성격의 변수 그리고, 인터넷 활용의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향

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런 독립변수들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된바 있는 기존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가설 1, 2, 3을 설정하기 위해서 간단히 가설 

설정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한 기존의 연구로는 인터넷에 비의존적인 

100명은 주 평균 4.9시간을 사용한 데 반해, 인터넷 의존적인 396명은 주 평균 38.5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ung, 1996a).

  한편 학생들을 상으로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조사하 는데 여성(3.2%)에 비해 

남성(13.2%)이 많았고, 주 평균 사용시간은 8.48시간으로 나타났다(Martin, Schumacherf, 

1997). 사회 환경적요인 중 부모의 태도는 인터넷․게임중독과 유이한 관계를 보이는데 

중독이 심할수록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 또 여자의 경우 중독이 

또래집단의 향을 남자보다 더 크게 받고 중독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한 

관심이 하락한다.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가 있고, 학교 성적 하락의 변화에 해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한다(김종원, 조옥귀2002).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학년, 학교, 성별, 학급 성적, 인터넷 이용시간 , 

인터넷 중독의 자각, 평균 이용시간 등으로 구분하 다.

  가설 2와 관련한 성격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성격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

한 성질이나 품성을 말한다. 개인의 성격은 특유한 품성으로 일관성을 지닌다.

  성격적인 요인에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웹 서핑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사이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했는데 나이에 따라 인터넷의 중

독적 사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자기 통제력과 현실 세계

에서의 인관계 효능감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가상공간에서의 인

관계 효능감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원 , 오경자, 1999). 

  성격의 특징으로 충동성은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성급한 사람을 기술하는 것으로  충

동성을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기술하 다. 또한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도 없이 말하고,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임상 증후로서의 충동성은 사고 및 행동



- 393 -

통제 장애와 관련되기도 한다(김지연, 김광웅, 1999).

  윤리의식의 성격 요인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요인과 관련된 윤리로는 정보윤리의 

개념이 중요한데 “정보윤리란, 윤리문제를 정보 또는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

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

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고 하 다(정경수, 1995; 김광형, 2002). 인관계의 

성격 요인을 살펴보면 인관계란 인터넷 검색엔진인 다음의 사전에 의한 인관계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회성 발달만이 아니라 지

적 능력과 정서적 특징의 발달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동료관계․이성관계․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게 한다.

  가설 3과 관련 요인은 인터넷 활용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음란물이

나 성인방 등에 몰입하여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 섹스의 활용 유형, 둘째는 

머드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에 집착하여 수면 부족으로 일상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게임의 활용 유형, 셋째는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채팅에 

몰두하여 일상적 생활에서의 인관계에 정서적인 결함을 보이는  활용 유형, 넷째는 

사이버도박의 활용 유형과 다섯째는 강박적인 웹 서핑이나 자료검색에 몰입하는 특징

을 보이는 정보과부하의 활용 유형, 여섯째는 전자상거래에 구매 등에 몰입하는 특징

을 보이는 사이버소비의 활용 유형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 창, 2004).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동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이용시간, 성별, 성적, 중독

의식, 부모의 인터넷 사용 여부, 학교 등의 요인, 둘째 일상생활상의 성격적인 요인으

로 충동성, 윤리의식, 인관계 등의 요인, 셋째 인터넷활용 동기 요인으로 게임, 도

박, 정보과잉, 포로노, 인관계, 이성교제, 사이버 교육 등의 독립변수의 요인이 종

속변수인 일반상담, 일반교육, 일반교육필요집단, 상담권장 집단이 인터넷 중독에 어

떤 향이 있는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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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사 회 적요 인
( 학 년 , 학 교 ,  성 적 , 
이 용 시 간 , 중 독 인 식 )

성 격 요 인
(윤 리 의 식 , 충 동 성 , 대 인 관 계 )

인 터 넷 활 용요 인
(게 임 , 동 영 상 ,

대 인 관 계 , 교 육 )

독 립 변 수

중 독 집 단 분류

•일 반 집 단
•예 방 교 육 필요 집 단
•상 담 권 장 집단
•정 신 치 료 집단

종 속 변 수

가 설 1

가 설 2

가 설 3

[그 림 3-1] 연 구 모형

제 2 절 가설의 설정

  현재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척도의 근거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중독의 현황이 제 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환경에 맞는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이 척도를 토 로 인

구사회학적 변수가 인터넷 중독정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성격의 변수가 인터넷 중

독정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인터넷 사용 유형의 변수가 인터넷 중독정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 등의 요인을 밝히고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이 가설 1, 2, 3을 설정하 다.

  본 연구는 앞 장에서의 이론적 토 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적인 요인과 일상생활에서의 성격요인과 인터넷 활용 유형

이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일반적인 요인을 학년, 학교, 성별, 학급성적,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가? 자신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다고 자각하는가? 평균 이용

시간 등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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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의 설정의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즉, 일상생활에서의 인관계, 충

동성의 성격적인 변수가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함을 밝히는 것이고(서

창, 2004, pp. 73-91), 정보윤리의식은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복제의 용이성과 정보

의 불가역성뿐 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등에 한 보안 능력 등이 수반되어 사이버공간

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이 필요하여 그 유의함을 밝

히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의 성격적 요인 중에서 인관계, 충동성, 

윤리의식 등의 성격적인 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가설 3은 인터넷 사용 요인은 내용 별로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환경에 맞게 나누었

다. 인터넷에서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리니지 등 게임을 즐기는 유형과 인터넷에서 

화투, 포카 등 도박을 즐기는 유형과 인터넷에서 S/W, MP다운, 서핑, 만화, 엽기, 동

상 등을 보는 유형과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 포르노, 그래픽 검색, 음란채팅 등을 

보는 유형과 인터넷에서 채팅, 블로그, 싸이월드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유형, 

외국어, 교과학습 시청, 숙제 등의 사이버교육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요인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설명된 이론적 근거에 일반사회학적 요인, 일상생활의 성격요인, 인터넷 활용요인이 

인터넷 중독 정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1 :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인터넷 중독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소로서 일반적 요인인 학교, 성별,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시간 , 인터넷 중독 의식 자각, 평균 이용시간 등의 요인이 인터넷 중독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가설 2 : 일상생활상의 성격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일상 생활상의 성격요인 즉,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충동성, 일상

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 폭력 등으로 괴롭히고 싶은 윤리의식, 인터넷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인관계 등이 중독자집단별로 어떠한 관

계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가설 3 : 인터넷활용 요인은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게임과 도박과 동 상 요인, 인관계 요인, 포르노 이성교제 요인과 정보과잉이 인터

넷 중독정도와 우선 순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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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방법과 S형 검사지의 채점기준

가.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의 방향

  본 논문의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의 방향은 개발된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와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배부 및 수거 

완료하 다. 설문지 배부 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등 4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인 16개 학급의 516명을 

상으로 하 다. 

  수거된 총 51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50부로 엑셀 및 SPSS 

10.0으로 통계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성격의 변수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나.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지란

  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지(K-척도)의 40문항

을 토 로 정보윤리의식, 신체적 장애, 충동적 장애 요인을 추가하여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지로 개발하 는데 빈도분석, 회귀분석, 비율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및 가설 검증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 창이 개발한 진단서를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지라고 한다.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지의 채점 기준의 특징은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지는 50문항을 바탕으로 전체 점수가 250점 만점에 10개 요인으로 구분하 다. 

일반집단, 예방교육 필요집단(저위험 집단), 상담 권장 집단(중위험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고위험 집단)으로 4단계 역으로 상담지도 집단을 세분하여 구분하 다. 

  4단계를 역별로 세분한 이론적인 배경은 DSM-IV에서 장애의 강도와 경과에 

한 세부 진단을 근거로 하 는데, DSM-IV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현재 상태에 해 진

단이 적용되며 이미 회복된 개인의 과거 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장애의 강도와 경과를 알려 주는 다음의 세부 진단은 가벼운 정도, 중간 정도, 심한 

정도, 부분 관해, 완전 관해, 과거력이 있음 등을 구분하 다. 가벼운 정도, 중간 정

도, 심한 정도에 한 기술은 장애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에 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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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현재의 상태가 가벼운 정도인지, 중간 정도인지, 심한 정도인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임상가는 장애의 징후 및 증상의 양과 강도를 검토해 보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직업

적, 사회적 기능 장해를 고려해 본다. 부분의 장애에 있어서는 다음의 지침이 사용

된다.

  가벼운 정도의 의미는 진단을 내리는데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증상이 다소 있

고, 가벼운 수준에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해가 있다. 중간 정도의 의미는 증상이나 

기능 장해가“가벼운”정도에서“중간”정도 사이에 있다. 심한 정도의 의미는 진단을 

내리는 데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증상이 많이 있고, 특히 몇 가지 심한 증상이 있

다. 그리고 증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해가 심한 수준에 있다. 

장애의 완전 기준이 과거에는 충족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의 일부 증상이나 징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완전 관해의 의미는 이제는 장애의 증상이나 징후가 더 이상 존재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상적으로 장애를 고려해야 할 상태에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토 로 인터넷 중독의 역을 4 단계 역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집단은 총점, 각 요인별 점수가 110점 이하이거나, 큰 항목 4, 7, 10 요

인의 총점이 33점 이하로서 문항 총점수인 250점 만점에서 평균 백분률 44% 이하로 

설정한다.

둘째, 예방교육 필요집단은 인터넷 중독의 저위험 집단으로, 상담 권장 집단보다는 

정도가 낮은 집단이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학교생활에서 시험이나 숙제 등에 부담

을 느끼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전하거나 인관계에

서 고독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의 채점기준은 총점, 각 요인별 점수가 111점 이상 149점 이하이거나, 큰 항

목 4, 7, 10 요인의 각각의 점수가 34점 이상 44점 이하로서 문항점수인 250점 만점

에서 평균 백분률 45% 이상 59% 이하로 설정한다.

  셋째, 상담권장 집단은 인터넷 중독의 중위험 집단으로, 정신치료 권장집단보다는 

낮고 예방교육 필요집단보다 높은 집단이다.

  성격적으로 자기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고, 충동성이 강하고, 반사회적인 정보윤리



- 398 -

의식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

으며, 학교생활에서 시험이나 숙제 등에 부담을 느끼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

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자제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상담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의 채점기준은 총점, 각 요인별 점수가 150점 이상 187점 이하이거나, 큰 항

목 4, 7, 10요인의 각각의 점수가 45점 이상 55점 이하로서 문항총점수인 250점 만점

에서 평균 백분률 60% 이상 74% 이하로 설정한다.

  넷째, 정신치료권장집단은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 집단으로 성격적으로 자기감정을 

조절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 충동성이 강하고, 반사회적인 정보윤리의식으로 가

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

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서적 불안정으로 우울하거나 초조하여 습

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등의 강박적 집착과 내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

활에서 시험이나 숙제 등에 부담을 느끼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조

절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사용에 과도한 집착으로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게 되

는 현실구분 장애가 있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

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정신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집단을 말한다.

  이 집단의 채점기준은 총점, 각 요인별 점수가 188점 이상이거나, 큰 항목 4, 7, 10

요인의 각각의 점수가 56점 이상으로서,  문항 총점수인 250점 만점에서 평균 백분률 

75% 이상으로 설정하 다.

 자신이 인터넷 중독인지, 이미 어떤 단계에까지 빠졌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접

속한 시간으로만 평가하거나 일탈행위만으로 평가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S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정보윤리의식, 신체적 장애, 충동적 장애, 일상생활 장

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으로 

구분하여 10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첫째 생활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터

넷 중독이 심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둘째 중독여부를 4단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정확한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서영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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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척도기준 분류

전체 요인별 총점 백분률 4, 7, 10요인별 총점

일반집단   총점 110점 이하 44% 이하 33점 이하

예방교육 필요 집단

(저위험집단)

  총점 111점 이상 

  149점 이하

45% 이상 

59% 이하

34점 이상

44점 이하

상담 권장 집단

(중위험집단) 
  총점 150~187점 사이

60% 이상 

74% 이하

45점 이상

55점 이하

정신치료권장집단

(고위험집단)
  총점 188 점 이상 75% 이상 56점 이상

<표 3-2>  S형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표 

번 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1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채팅,블

로그 등에 따라 가면서 괴롭히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에서 나도 사건이나 정보 등을 고의로 허

위 정보를 유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에서 나는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일을 해

도 후회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에서 나도 성(sex)적이나 엽기적인 언

어폭력 등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에서 나도 기회(실력)가 있다면 바이러

스 유포, 해킹 등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6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손, 어깨 등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시력 등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허리 등이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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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모욕을 당하면 

바로 반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터넷 접속 중에 결정할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

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채팅, 싸이월드,블로그 등에서 감정적인 립

이 있을 때에 자제력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하고 싶은 말

은 참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16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하느라고 피곤해서 학교에 지

각이나 혹은 결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 로 못한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을 너무 사용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

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21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을 하는 공상에 잠긴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관련 캐릭터 아바타 등을 

보면 연관된 사이트에 접속한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음향이 들리

면 연관된 사이트에 접속한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인터넷에서의 체험을 일상생활에서도 체험을 하

는 듯한 착각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26 인터넷을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인터넷을 하는 동안은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28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30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31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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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4
인터넷을 며칠 동안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

고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36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7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

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38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

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를 소중하

게 여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화(이야기)가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41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도서관, 학원, 과외 등의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

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허락 받지 않은 다른 시간 , 다른 장소 등에서 

부모님, 형제들 몰래 인터넷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46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는 마

음이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7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하고 싶은 유혹

에 빠져 든다.
① ② ③ ④ ⑤

49
인터넷 접속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번번

히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인터넷을 시작하면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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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적 자료 분석(서울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제 1 절 인터넷 중독 요인분석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에는 「1」은 정보윤리의식, 「2」는 신체적 장애, 

「3」은 충동적 장애,「4」는 일상생활장애,「5」는 현실구분장애, 「6」은 긍정적 기

, 「7」은 금단 ,「8」은 가상적 인관계 지향성, 「9」는 일탈행동, 「10」은 내

성으로 10개 요인으로 구분하 다.

  10개의 요인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총 50문항이며 10가지 진단으로 나누었

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아이겐 값이 모두 2.34를 상회하며, 누적분산도 62%를 넘고 

있다. 전체 문항 중 진단32, 진단46은 제외되었다. <표 4-1> 자가 진단 요인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요인분석 결과

자가진단  1(윤리) 2(신체) 3(충동) 4(일상) 5(구분) 6(긍정) 7(금단) 8( 인) 9(일탈) 10(내성)

진단01
진단02
진단03
진단04
진단05

 
 
 
 
 

 
 
 
 
 

 
 
 
 
 

 
 
 
 
 

 
 
 
 
 

 
 
 
 
 

 
 
 
 
 

0.50 
0.70 
0.56 
0.68 
0.67 

 
 
 
 
 

 
 
 
 
 

진단06
진단07
진단08
진단09
진단10

 
 
 
 
 

 
 
 
 
 

 
 
 
 
 

 
 
 
 
 

 
 
 
 
 

 
 
 
 
 

0.78 
0.77 
0.62 
0.65 
0.47 

 
 
 
 
 

 
 
 
 
 

 
 
 
 
 

진단11
진단12
진단13
진단14
진단15

 
 
 
 
 

 
 
 
 
 

 
 
 
 
 

 
 
 
 
 

0.68 
0.66 
0.64 
0.75 
0.75 

 
 
 
 
 

 
 
 
 
 

 
 
 
 
 

 
 
 
 
 

 
 
 
 
 

진단16
진단17
진단18
진단19
진단20

 
 
 
 
 

 
 
 
 
 

 
 
 
 
 

 
 
 
 
 

 
 
 
 
 

 
 
 
 
 

 
 
 
 
 

 
 
 
 
 

0.58 
0.66 
0.48 
0.58 
0.64 

 
 
 
 
 



- 403 -

자가진단  1(윤리) 2(신체) 3(충동) 4(일상) 5(구분) 6(긍정) 7(금단) 8( 인) 9(일탈) 10(내성)

진단21
진단22
진단23
진단24
진단25

 
 
 
 
 

0.53 
0.77 
0.73 
0.74 
0.79 

 
 
 
 
 

 
 
 
 
 

 
 
 
 
 

 
 
 
 
 

 
 
 
 
 

 
 
 
 
 

 
 
 
 
 

 
 
 
 
 

진단26
진단27
진단28
진단29
진단30

 
 
 
 
 

 
 
 
 
 

0.49 
0.78 
0.76 
0.78 
0.76 

 
 
 
 
 

 
 
 
 
 

 
 
 
 
 

 
 
 
 
 

 
 
 
 
 

 
 
 
 
 

 
 
 
 
 

진단31
진단33
진단34
진단35

 
 
 
 

 
 
 
 

 
 
 
 

 
 
 
 

 
 
 
 

 
 
 
 

 
 
 
 

 
 
 
 

 
 
 
 

0.51 
0.70 
0.61 
0.65 

진단36
진단37
진단38
진단39
진단40

0.77 
0.78 
0.78 
0.77 
0.73 

 
 
 
 
 

 
 
 
 
 

 
 
 
 
 

 
 
 
 
 

 
 
 
 
 

 
 
 
 
 

 
 
 
 
 

 
 
 
 
 

 
 
 
 
 

진단41
진단42
진단43
진단44
진단45

 
 
 
 
 

 
 
 
 
 

 
 
 
 
 

 
 
 
 
 

 
 
 
 
 

0.67 
0.59 
0.61 
0.74 
0.65 

 
 
 
 
 

 
 
 
 
 

 
 
 
 
 

 
 
 
 
 

진단47
진단48
진단49
진단50

 
 
 
 

 
 
 
 

 
 
 
 

0.73 
0.67 
0.74 
0.62 

 
 
 
 

 
 
 
 

 
 
 
 

 
 
 
 

 
 
 
 

 
 
 
 

아이겐 값 3.62 3.44 3.36 3.18 3.05 3.05 3.00 2.53 2.52 2.34 

분산 7.55 7.16 7.00 6.62 6.35 6.35 6.25 5.26 5.25 4.88 

누적분산 7.55 14.71 21.71 28.33 34.69 41.03 47.28 52.55 57.80 62.6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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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

가. 인터넷 중독 집단 분류

  인터넷 중독의 집단은 척도기준 분류채점표를 기준으로 보면 진단결과 전체 450명

의 학생 중에 236명인 52.4%는 일반 집단으로, 130명인 28.9%는 예방교육 필요집단

(저위험 집단)으로, 66명인 14.7%는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으로, 18명인 4.0%는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체로 중위험 집단인 66명(14.7%)

과 고위험 집단인 18명(4.0%)을 합한 84(18.7%)명 정도는 상담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 집단에 한 진단결과 분류는 다

음과 같다.

<표 4-2>  진단결과 분류표

 빈도(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일반집단 236 52.4 52.4

저위험집단 130 28.9 81.3

중위험집단 66 14.7 96.0

고위험집단 18 4.0 100.0

합계 450 100.0  

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종합적 진단결과 교차를 살펴보면 일반사회학적 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빈도분석

의 연구 표본의 특성의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총 450명 중에 중학교 1학년 112(24.9%)명, 중학

교 2학년은 85(18.9%), 고등학교 1학년은 128(28.4%), 고등학교 2학년은 125(27.8%)

명이 응답했다. 상담권장집단(중위험집단)과 정신치료권장집단(고위험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1학년 전체에서 18(3.1%)명, 중학교 2학년은 2학년 전체에서  

15(3.4%),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 전체에서 23(5.1%), 고등학교 2학년은 2학년 전체

에서 28(6.3%)명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총 450명 중에 여자중학교 104(23.1%)명, 남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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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94(20.9%), 여자고등학교는 140(31.1%), 남자고등학교는 112(24.9%)명이 응답

했다. 상담권장집단(중위험집단)과 정신치료권장집단(고위험집단)의 통계를 살펴 보면 

여자중학교 20(4.4%)명, 남자중학교는 13(2.9%), 여자고등학교는 27(6.0%), 남자고등

학교는 24(5.4%)명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셋째, 성적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의 학급 성적은 우수(상위30%이내)한 학생은 

133(29.6%)명, 보통(31~70%)인 학생은 205(45.6%)명, 부족(71%이하) 한 학생은 

112(24.9%)명으로 응답했다. 이 중에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

단(고위험 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수(상위30%이내)한 학생은 23(5.1%)명, 보통

(31~70%)인 학생은 25(5.6%)명, 부족(71%이하)한 학생은 36(8.0%)명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빈도분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하루 중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를 보면 저녁/밤(18:00-24:00)

의 시간 가 308(68.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중에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상담권장 집단은 

48(10.7%)명과 정신치료 권장집단은 14(3.1%)명으로 통합하면 62(13.8%)명으로 인터

넷 중독의 빈도가 이 시간 에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독에 한 자신의 자각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인터넷에 중

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93(20.7%)명으로 나타나서 인터넷 중독에 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본인이 실제로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에 속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42(9.3%)명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시간 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접속할 때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 이용

자를 살펴보면 88(19.5%)명으로 응답했다. 

  일곱째,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의 전체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종 교육 통계 2008년도를 보면 중학교의 학생 수는 2,038,611 

명,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1,906,978 명으로 중 고등학생의 총 학생 수가 3,945,589명

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8.4.1 기준. 교육통계.: http://www.moe.go.kr).

    전체 응답자 450명 중에 중위험 집단인 66명(14.7%)과 고위험 집단인 18명(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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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한 84(18.7%)명 정도이다.  같은 비율로 전국 중고 학생을 통계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중 고등학교의 총 학생 수인 3,945,589명의 18.7%인 736509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4-3>종합적 진단결과 교차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종합적 진단결과 교차표

인터넷 중독정도

일  반

집  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단

정신치료

집단
계

학년

중1
빈도 61 33 13 5 112

전체 % 13.6% 7.3% 2.9% 1.1% 24.9%

중2
빈도 38 32 12 3 85

전체 % 8.4% 7.1% 2.7% .7% 18.9%

고1
빈도 74 31 20 3 128

전체 % 16.4% 6.9% 4.4% .7% 28.4%

고2
빈도 63 34 21 7 125

전체 % 14.0% 7.6% 4.7% 1.6% 27.8%

학교

여중
빈도 54 30 15 5 104

전체 % 12.0% 6.7% 3.3% 1.1% 23.1%

남중
빈도 45 36 10 3 94

전체 % 10.0% 8.0% 2.2% .7% 20.9%

여고
빈도 80 33 20 7 140

전체 % 17.8% 7.3% 4.4% 1.6% 31.1%

남고
빈도 57 31 21 3 112

전체 % 12.7% 6.9% 4.7% .7% 24.9%

성적

우수
빈도 72 38 19 4 133

전체 % 16.0% 8.4% 4.2% .9% 29.6%

보통
빈도 116 64 21 4 205

전체 % 25.8% 14.2% 4.7% .9% 45.6%

부족
빈도 48 28 26 10 112

전체 % 10.7% 6.2% 5.8% 2.2% 24.9%



- 407 -

주 

사용

시간

오전
빈도 1 0 2 0 3
전체 % .2% .0% .4% .0% .7%

오후
빈도 69 37 10 2 118
전체 % 15.3% 8.2% 2.2% .4% 26.2%

저녁/밤
빈도 159 87 48 14 308
전체 % 35.3% 19.3% 10.7% 3.1% 68.4%

새벽
빈도 7 6 6 2 21
전체 % 1.6% 1.3% 1.3% .4% 4.7%

중독

여부

그렇지

않다

빈도 220 95 38 4 357

전체 % 48.9% 21.1% 8.4% .9% 79.3%

중독이다
빈도 16 35 28 14 93
전체 % 3.6% 7.8% 6.2% 3.1% 20.7%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빈도 54 17 2 1 74

전체 % 12.0% 3.8% .4% .2% 16.4%

2시간
빈도 111 43 22 0 176
전체 % 24.7% 9.6% 4.9% .0% 39.1%

3시간
빈도 55 41 15 1 112
전체 % 12.2% 9.1% 3.3% .2% 24.9%

4시간
빈도 11 17 13 5 46
전체 % 2.4% 3.8% 2.9% 1.1% 10.2%

5시간

이상

빈도 5 12 14 11 42

전체 % 1.1% 2.7% 3.1% 2.4% 9.3%

(1) 학년별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학년과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중학교 1학년은 112명, 2학년은 85

명, 고등학교 1학년은 128, 고등학교 2학년은 125명이 응답했는데 상담권장 집단(중위

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학년별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은 16.1%인 18명, 중학교 2학년은 17.6%인 15명, 고등학교 1학년은 17.9%인 23명, 고

등학교 2학년은 22.4%인 28명이 응답했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1학년보다는 2학

년이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

석과 학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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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학

년

중1
빈도 61 33 13 5 112

학년의 % 54.5% 29.5% 11.6% 4.5% 100.0%

중2
빈도 38 32 12 3 85

학년의 % 44.7% 37.6% 14.1% 3.5% 100.0%

고1
빈도 74 31 20 3 128

학년의 % 57.8% 24.2% 15.6% 2.3% 100.0%

고2
빈도 63 34 21 7 125

학년의 % 50.4% 27.2% 16.8% 5.6%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학년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4> 학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일 반 집 단 저 위 험 집 단 중 위 험 집 단 고 위 험 집 단

학 년  현 황  도 표

중 1

중 2

고 1

고 2

[그림 4-1] 학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2) 학교별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학교와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여자중학생은 104명, 남자중학생

은 94명, 여자고등학생은 140명, 남자고등학생은 112명이 응답했는데 상담권장 집단

(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을 살펴보면, 여자중학생은 20(19.2%)명, 

남자중학생은 13(13.8%)명, 여자고등학생은 27(19.3%)명, 남자고등학생은 24(21.5%)

명이 응답했다. 중학생의 경우는 여성이,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성이 인터넷 중독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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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와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진단결과 히스토그

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학

교

여중
빈도 54 30 15 5 104

학교의 % 51.9% 28.8% 14.4% 4.8% 100.0%

남중
빈도 45 36 10 3 94

학교의 % 47.9% 38.3% 10.6% 3.2% 100.0%

여고
빈도 80 33 20 7 140

학교의 % 57.1% 23.6% 14.3% 5.0% 100.0%

남고
빈도 57 31 21 3 112

학교의 % 50.9% 27.7% 18.8% 2.7%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학교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5> 학교와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일 반 집 단 저 위 험 집 단 중 위 험 집 단 고 위 험 집 단

학 교  현 황  도 표

여 중

남 중

여 고

남 고

[그림 4-2] 학교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3) 성적별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성적과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학교의 학급 성적은 우수(상위30%

이내)한 학생은 133(29.6%)명, 보통(31~70%)인 학생은 205(45.6%)명, 부족(7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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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은 112(24.9%)명으로 응답했다. 이 중에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수(상위30%이내)한 학생은 23(17.3%)명, 

보통(31~70%)인 학생은 25(12.2%)명, 부족(71%이하)한 학생은 36(32.1%)명으로 나타

났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빈도분석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과 인터넷 중독

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성적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성

적

우수
빈도 72 38 19 4 133

성적의 % 54.1% 28.6% 14.3% 3.0% 100.0%

보통
빈도 116 64 21 4 205

성적의 % 56.6% 31.2% 10.2% 2.0% 100.0%

부족
빈도 48 28 26 10 112

성적의 % 42.9% 25.0% 23.2% 8.9%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성적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6> 성적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일 반 집 단 저 위 험 집 단 중 위 험 집 단 고 위 험 집 단

성 적  현 황  도 표

우 수

보 통

부 족

[그림 4-3] 성적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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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독의식별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중독의식과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그렇지않다는 357명, 중독이

다는 93명이 응답했는데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

의 통계를 살펴보면“그렇지 않다”는 11.7%인 42명,“중독이다”는 45.2%인 42명이 

응답했다. 상담이나 치료를 권장하는 집단에 속하지만 스스로가 중독인지 모르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중독

여부

그렇지

않다

빈도 220 95 38 4 357

중독여부의 % 61.6% 26.6% 10.6% 1.1% 100.0%

중독

이다

빈도 16 35 28 14 93

중독여부의 % 17.2% 37.6% 30.1% 15.1%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중독여부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7> 중독의식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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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집 단 저 위 험 집 단 중 위 험 집 단 고 위 험 집 단

중 독 여 부  현 황  도 표

그 렇 지 않 다

중 독 이 다

[그림 4-4] 중독의식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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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시간대별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이용시간 와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오전은 3명, 오후는 118명, 

저녁/밤은 308명, 새벽은 21명이 응답했는데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이용시간 별 통계를 살펴보면 오전은 3명 중에 2명이, 오후

는 9.2%인 12명, 저녁/밤은 20.1%인 52명, 새벽은 38.1%인 8명이 응답했다. 오후 보

다는 새벽이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

단간 차이분석과 이용시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주

사용

시간

오전
빈도 1 0 2 0 3

주 사용시간의 % 33.3% .0% 66.7% .0% 100.0%

오후
빈도 69 37 10 2 118

주 사용시간의 % 58.5% 31.4% 8.5% 1.7% 100.0%

저녁/밤
빈도 159 87 48 14 308

주 사용시간의 % 51.6% 28.2% 15.6% 4.5% 100.0%

새벽
빈도 7 6 6 2 21

주 사용시간의 % 33.3% 28.6% 28.6% 9.5%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주 사용시간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8> 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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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주 사용시간 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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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분석

  평균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1시간이하는 74명, 2시간

은 176명, 3시간은 112명, 4시간은 46명, 5시간이상은 42명이 응답했는데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평균이용시간별 통계를 살펴

보면 1시간이하는 4.1%인 3명, 2시간은 12.5%인 22명, 3시간은 14.3%인 16명, 4시간

은 39.2%인 18명, 5시간이상은 59.5%인 25명이 응답했다. 평균이용시간이 많은 학생

들이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평균이용시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일반교육

필요집단

상담권장

집    단

정신치료

집    단

평균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빈도 54 17 2 1 74

평균 이용시간의 % 73.0% 23.0% 2.7% 1.4% 100.0%

2시간
빈도 111 43 22 0 176

평균 이용시간의 % 63.1% 24.4% 12.5% .0% 100.0%

3시간
빈도 55 41 15 1 112

평균 이용시간의 % 49.1% 36.6% 13.4% .9% 100.0%

4시간
빈도 11 17 13 5 46

평균 이용시간의 % 23.9% 37.0% 28.3% 10.9% 100.0%

5시간

이상

빈도 5 12 14 11 42

평균 이용시간의 % 11.9% 28.6% 33.3% 26.2% 100.0%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평균 이용시간의 % 52.4% 28.9% 14.7% 4.0% 100.0%

<표 4-9> 평균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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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평균이용시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다. 가설 1의 검증결과

  가설 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의 비교를 실시하 다. 가설 1

의 검증 결과를 보면 학년과 학교는 기각되므로 인터넷 중독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성적, 인터넷 주이용시간 및 평균이용시간, 중독인식 및 하루평균이용

시간별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0 가설1의  검증결과>

변 수 N 평균 F 유의확률

학년

중1 112 1.66 

0.88 0.451 
중2 85 1.76 

고1 128 1.63 

고2 125 1.78 

여중 104 1.72 

0.13 0.945 
남중 94 1.69 

여고 140 1.67 

남고 11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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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133 1.66 

8.53 0.000 보통 205 1.58 

부족 112 1.98 

인터넷 주 

이용시간

오전 3 2.33 

4.05 0.007 
오후 118 1.53 

저녁/밤 308 1.73 

새벽 21 2.14 

중독인식
그렇지않다 357 1.51 

52.83 0.000 
중독이다 93 2.45 

하루평균

이용시간

1시간이하 74 1.32 

33.77 0.000 

2시간 176 1.49 

3시간 112 1.66 

4시간 46 2.26 

5시간이상 42 2.74 

라. 가설 2의 검증결과

  가설 2는 일상생활상의 성격요인은 인터넷 중독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즉,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충동성,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 폭력 등으로 괴롭히고 싶은 윤리의식, 인터넷보다 일상생활

에서 만난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인관계 등의  요인이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산분석결과는 윤리의식, 충동성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인 일상생활에서의 성격의 변수는 정보윤

리와 총동성의 경우 인터넷 중독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t 값이 크면 

클수록 미치는 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윤리는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1>의 가설 2에 한 분석결과의 도표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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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1 > 가설 2의 검증결과

모형 제곱합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0.641 15.011 0.000*

모형 B t 유의확률

(상수)

정보윤리

충동성

인관계

1.090

.356

.121

-.046

.145

.068

.059

.048

0.000*

0.000*

0.040*

0.340*

  * p<0.05

(1) 일상생활(윤리의식)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폭력 등으

로 괴롭히고 싶다”라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에서 고위험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4-12 > 일상생활(윤리의식)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그렇지 

않다

빈도 177 77 29 8 291

집단의 % 75.0% 59.2% 43.9% 44.4% 64.7%

보통
빈도 53 43 29 4 129

집단의 % 22.5% 33.1% 43.9% 22.2% 28.7%

그렇다
빈도 6 10 8 6 30

집단의 % 2.5% 7.7% 12.1% 33.3% 6.7%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 417 -

0%

10%

20%

30%

40%

50%

60%

70%

80%

일 반 집 단 저 위 험 집 단 중 위 험 집 단 고 위 험 집 단

일 상 생 활 (윤 리 의 식 )  현 황  도 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그 렇 다

[그림 4-7] 일상생활(윤리의식)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2) 일상생활(충동성)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는 편이

다”라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에서 고위험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13> 일상생활(충동성)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그렇지 

않다

빈도 120 53 25 3 201

집단의 % 50.8% 40.8% 37.9% 16.7% 44.7%

보통
빈도 91 54 24 10 179

집단의 % 38.6% 41.5% 36.4% 55.6% 39.8%

그렇다
빈도 25 23 17 5 70

집단의 % 10.6% 17.7% 25.8% 27.8% 15.6%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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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일상생활(충동성)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3) 일상생활(대인관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인터넷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

해하게 된다.”라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에서 고위험집단으로 갈수록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표 4-14> 일상생활( 인관계)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그렇지 

않다

빈도 빈도 73 27 12 6

집단의 % 집단의 % 30.9% 20.8% 18.2% 33.3%

보통
빈도 빈도 52 42 26 8

집단의 % 집단의 % 22.0% 32.3% 39.4% 44.4%

그렇다
빈도 빈도 111 61 28 4

집단의 % 집단의 % 47.0% 46.9% 42.4% 22.2%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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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일상생활( 인관계)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마. 가설 3의 검증결과

(1) 인터넷활용(게임/도박)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게임과 도박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게임과 도박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

우 78(33.1%)명, 저위험집단은 57(43.8%)명, 중위험집단은 26(39.4%)명, 고위험집단

은 4(22.2%)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활용(게임/도박)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

이분석과 인터넷활용(게임/도박)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5> 인터넷활용(게임/도박)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1순위
빈도 78 57 26 4 165

집단의 % 33.1% 43.8% 39.4% 22.2% 36.7%

2순위
빈도 32 24 13 3 72

집단의 % 13.6% 18.5% 19.7% 16.7% 16.0%

3순위
빈도 64 26 19 7 116

집단의 % 27.1% 20.0% 28.8% 38.9% 25.8%

4순위
빈도 62 23 8 4 97

집단의 % 26.3% 17.7% 12.1% 22.2% 21.6%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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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인터넷활용(게임/도박)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2) 인터넷활용(S/W, 음악, 엽기, 동영상)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S/W, 음악, 엽기, 동 상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S/W, 음악, 엽기, 동 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

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48(20.3%)명, 저위험집단은 23(17.7%)명, 중위험 집단

은 19(28.8%)명, 고위험집단은 3(16.7%)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활용(S/W, 음악, 엽

기, 동 상)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인터넷활용(S/W, 음악, 엽기, 동

상)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인터넷활용(S/W, 음악, 동 상)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1순위
빈도 48 23 19 3 93

집단의 % 20.3% 17.7% 28.8% 16.7% 20.7%

2순위
빈도 84 50 23 9 166

집단의 % 35.6% 38.5% 34.8% 50.0% 36.9%

3순위
빈도 49 39 14 4 106

집단의 % 20.8% 30.0% 21.2% 22.2% 23.6%

4순위
빈도 55 18 10 2 85

집단의 % 23.3% 13.8% 15.2% 11.1% 18.9%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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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인터넷활용(S/W, 음악, 엽기, 동 상)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3)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

의 경우 85(36.0%)명, 저위험집단은 45(34.6%)명, 중위험집단은 19(28.8%)명, 고위험

집단은 11(61.1%)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1순위
빈도 85 45 19 11 160

집단의 % 36.0% 34.6% 28.8% 61.1% 35.6%

2순위
빈도 69 37 25 5 136

집단의 % 29.2% 28.5% 37.9% 27.8% 30.2%

3순위
빈도 56 35 16 0 107

집단의 % 23.7% 26.9% 24.2% .0% 23.8%

4순위
빈도 26 13 6 2 47

집단의 % 11.0% 10.0% 9.1% 11.1% 10.4%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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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4) 인터넷활용(사이버교육)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사이버교육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

펴보면, 사이버교육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25(10.6%)명, 저위험집단은 5(3.8%)명, 중위험집단은 2(3.0%)명, 고위험집단은 0(0%)

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활용(사이버교육)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과 인

터넷활용(사이버교육)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인터넷활용(사이버교육)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우선순위 빈도(%)
진단결과

전체
일반집단 저위험집단 중위험집단 고위험집단

1순위
빈도 25 5 2 0 32

집단의 % 10.6% 3.8% 3.0% .0% 7.1%

2순위
빈도 51 19 5 1 76

집단의 % 21.6% 14.6% 7.6% 5.6% 16.9%

3순위
빈도 67 30 17 7 121

집단의 % 28.4% 23.1% 25.8% 38.9% 26.9%

4순위
빈도 93 76 42 10 221

집단의 % 39.4% 58.5% 63.6% 55.6% 49.1%

전체
빈도 236 130 66 18 450

집단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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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인터넷활용(사이버교육)별 진단결과 히스토그램

제 5 장 연구의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예방 대책

가. 연구의 요약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인터넷 중독과의 빈도분석의 연구 질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구성을 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집단은 전체 450명의 학생 중에 236명인 52.4%는 일반 집단으

로, 130명인 28.9%는 예방교육 필요집단(저위험 집단)으로, 66명인 14.7%는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으로, 18명인 4.0%는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으로 구분되었

다. 체로 중위험 집단인 66명(14.7%)과 고위험 집단인 18명(4.0%)을 합한 84(18.7%)명 

정도는 상담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 집단으로 분류 되었다.   

  둘째, 학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상담권장집단(중위험집단)과 정신치료권장집단(고

위험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여자중학교 20(4.4%)명, 남자중학교는 13(2.9%), 여자고

등학교는 27(6.0%), 남자고등학교는 24(5.4%)명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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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적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

(고위험 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수(상위30%이내)한 학생은 23(5.1%)명, 보통(31~70%)

인 학생은 25(5.6%)명, 부족(71%이하)한 학생은 36(8.0%)명으로 나타났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빈도분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하루 중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를 보면 저녁/밤(18:00-24:00)

의 시간 가 308(68.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중에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상담권장 집단은 

48(10.7%)명과 정신치료 권장집단은 14(3.1%)명으로 통합하면 62(13.8%)명으로 인터

넷 중독의 빈도가 이 시간 에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독에 한 자신의 자각 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으로“자신이 인터넷에 중독

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93(20.7%)명으로 나타나서 인터넷 중독에 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본인이 실제로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단(고위험 

집단)에 속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42(9.3%)명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용시간 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접속할 때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 이용

자를 살펴보면 88(19.5%)명으로 응답했다. 

  일곱째, 학년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상담권장 집단(중위험 집단)과 정신치료 권장집

단(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학생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1학년 전체에서 18(3.1%)

명, 중학교 2학년은 2학년 전체에서 15(3.4%),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 전체에서 

23(5.1%), 고등학교 2학년은 2학년 전체에서 28(6.3%)명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의 전국 중․고등학생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종 교육 통계 2008년도를 보면 중학교의 학생 수는 2,038,611명,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1,906,978 명으로 중 고등학생의 총 학생 수가 3,945,589명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전문계 제외)의 총학생수는 663,242

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2008.4.1 기준. 교육통계.: http://www.moe.go.kr).

  전체 응답자 450명 중에 중위험 집단인 66명(14.7%)과 고위험 집단인 18명(4.0%)을 



- 425 -

합한 84(18.7%)명 정도이다.  같은 비율로 전국 중고 학생을 통계 처리하는 것에는 문

제점이 있지만  전국의 중 고등학교의 총 학생 수인 3,945,589명의 18.7%인 736509

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전문계 제외)의 총학생수는 663,242명인데 

18.7%인 124,027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으로 추정할 수 가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2) 일상생상의 성격적인 요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일상생활상의 성격요인은 인터넷 중독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내용

으로, 즉,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충동성,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들

지 않으면 언어 폭력 등으로 괴롭히고 싶은 윤리의식, 인터넷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인관계 등의 요인에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에서 

고위험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활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

  첫째 인터넷활용(게임/도박)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면 게임과 

도박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78(33.1%)명, 

저위험집단은 57(43.8%)명, 중위험집단은 26(39.4%)명, 고위험집단은 4(22.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인 18.7%인데 게임과 도박을 위해 인터넷

을 활용하는 학생의 1순위에서는 61.6%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활용(S/W, 음악, 엽기, 동 상)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S/W, 음악, 엽기, 동 상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S/W, 음악, 엽기, 동 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

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48(20.3%)명, 저위험집단은 23(17.7%)명, 중위험집단은 

19(28.8%)명, 고위험집단은 3(16.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

단인 18.7%인데 S/W, 음악, 엽기, 동 상 등을 위해  인터넷 활용하는 학생의 1순위

에서는 45.5%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활용(새로운 친구만남)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터넷

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서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

면,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85(36.0%)명, 저위험집단은 45(34.6%)명, 중위험집단은 19(28.8%)명, 고위험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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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인 18.7%인데 새로운 친구

만남을 위해  인터넷 활용하는 학생의 1순위에서는 89.9%로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활용(사이버교육)과 인터넷 중독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인터넷을 이

용하는 유형 중에서 사이버교육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사이

버교육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집단의 경우 25(10.6%)명, 

저위험집단은 5(3.8%)명, 중위험집단은 2(3.0%)명, 고위험집단은 0(0%)명으로 나타났

다. 전체 중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인 18.7%인데 사이버교육 등을 위해 인터넷 활용

하는 학생의 1순위에서는 3.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위험집단과 고위험집단 중에서 게임과 도박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

는 61.6%이고, S/W, 음악, 엽기, 동 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는 45.5%이고,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는 89.9%이고, 사이버교육 등을 위해  

인터넷 활용하는 학생의 1순위에서는 3.0%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는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나. 인터넷 중독의 예방 대책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예방 대책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전문계 제외)의 총학생수는 663,242명인데 18.7%

인 124,027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집단으로 추정할 수 가 있어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친교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시켜 이런 각종 

심리 프로그램을 초․중․고의 학습과정에 넣고 아이들에게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둘째 학교에 전문 카운슬러 제도가 도입한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밖

에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도 상담원들의 재택근무제도나 시간제 근무

제도를 도입시키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전화, 인터넷, 편지, 팩스, 신고함 등을 이용한 상담을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중 요즘 들어 더욱 관심이 커지는 것이 사이버 상담이

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빠지는 이유는 익명성, 개방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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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상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넷째 학교 상담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적극

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와 학교 적응 척도와 고독

감 척도와 우울증 척도 등으로 학교 전체의 학생을 평가하여 일반집단, 예방교육 필요

집단(저위험 집단), 상담 권장 집단(중위험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고위험 집단)으

로 4단계 역으로 상담지도 집단을 세분하여 구분하여 역별로 그룹을 만들어 예방

교육을 제도화한다.

  다섯째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빈도분석이 높게 나타났는데 진로 교육, 자

신감 찾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을 돕는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이‘공부

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구석 하나 없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감이 있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분명 다른 사람보다 잘하

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개성이며 당당

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미나 특기 등의 

소질을 찾아 개발한다.

  여섯째 9.3%의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

나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현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기관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

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 보급 

되어야 한다.

(2) 일상생상의 성격적인 요인에 따른 예방 대책

  일상생활상의 성격요인인 충동성, 인관계 등의 요인에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

반집단에서 고위험집단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치는 정서교육을 강화 시킨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인성교육의 모습은 획일적이었다.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책으로 만들어 나눠주고 숙지하는 식의 교육방법을 선택했

던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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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중에 네티켓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일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같은 최소한 예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정보예절교육을 첨부해서 조기 교육을 해

야 하고 또 중등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네티켓 교육이 필요하다.

(3) 인터넷 활용에 에 따른 예방 대책

  게임과 도박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위라고 응답한 경우에 전체 중위험 집단과 고

위험 집단이 게임과 도박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에는 61.6%로 그리고 S/W, 음악, 엽기, 

동 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45.5%로,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해 인터넷 활용하는 학

생의 1순위에서는 89.9%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친구만남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순

위는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간혹 있어도 게임 중독 예방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인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외국에서 건너온 상담프로그

램이 선진기법일 수는 없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담기법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기여도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부족하고 또 

DSM Ⅳ에도 병리현상에 한 진단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관성이 있는 정의와 정신장

애 진단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 인터넷 중독의 개념 정의에 해 국제적인 준거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의 환경에 맞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 환경에 맞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격 요인, 인터넷 활용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이버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성격적인 특징과 정보윤리적

인 문제를 포함한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 다. 

  즉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인터넷 중독 현황을 실증

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중독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가꾸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청소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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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미래지향적인 삶에 한 희망과 계획을 충실히 하도록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한 긍정적 관심으로 인

관계를 향상시키고 정보문화에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문제 해결력을 키움으로

써 병리적 갈등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청소년들의 관심이나 에너지를 현실 세계의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자

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찰해 보고 적절한 안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 

  셋째, 채팅, 게시판 리플달기 등의 건전한 정보문화를 풍부하게 경험하게 하여 청소

년의 참여의식과 동기를 진작시키도록 한다. 

  넷째, 이 프로그램은 학교나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조화된 인터넷 중독 상담집단치료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프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단-처치-평가의 과학적 연구 설계 방식을 채택하는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용이하도록 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집단 치료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맞

춤식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진단체크리스트는 참여 청소년의 선발

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개인, 학급, 학교 수준에서의 인터넷 중독의 기저선(baseline)

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 중독 상담집단 치료프로그램의 평가지는 프로그램 

내용과 실시 전반에 걸친 피드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실

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담전문기관이나 정신치료기관인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프로

그램으로는 많은 중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시공을 뛰어넘어 많은 중독 피해자들에게 on-line

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표집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었다. 서울지역에서만 조사하 고 학교별, 성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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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4개 학교의 16개 학급이지만 각각 한 집단만을 조사하여 표본의 표성과 직

결되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의도했던 표본의 할당비율이 제 로 반 되지 

않았다. 

  둘째 가설 2에서 일상생활상의 성격요인은 인터넷 중독정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내용에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충동성,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 폭력 등으로 괴롭히고 싶은 윤리의식, 인터넷보다 일상생활

에서 만난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인관계 등의 성격적인 요인에서 충동성, 윤리의

식, 인관계를 파악하는 설문에서 성격적인 요인의 표성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정함

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있었다.  

셋째 인터넷 활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1순위만을 통계수치

로 파악하 다. 다음 차례의 순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순위

별로 제 로 반 되지 않았다. 

  앞에서 제시한 한계점과 연계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자들이 겪

는 환상, 사회의 부적응, 정서불안, 집중력저하, 학습의욕의 감소 등에 한 구체적 

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전국적인 표본을 바탕으로 한 표집방법을 체계화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특징과 사이버공간의 특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 사이버집단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과정에서 효과 분석을 토

로, 앞으로의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화상채팅과 동 상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초ㆍ중ㆍ고ㆍ성인 별, 성적별, 중독의 

자각인식별 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맞는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프로그램의 특징별 개발

이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방학 때에 실시할 필요

가 있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집단 상담프로그램의 단계와 회기별의 특징에 따라 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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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인터넷 중독의 예방 대책

제 1 절 자기 스스로 인터넷 중독 극복하기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 로 노력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자신에

게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침으로써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빠진 많은 청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방법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부분의 청소년들은 속수무책으로 학년

이 바뀌거나 때가 되면 극복되기를 기 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책으로 더욱 인터넷 

중독에 빠져든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이유를 

분석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자포자기는 

하지는 말자. 무슨 문제이든 해결의 실마리는 있기 마련이다.

1) 나 자신을 솔직하게 분석한다.

  인터넷 중독에는 나름 로의 이유가 있다. 과연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분석한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분석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인터넷 습관을 관찰한다. 시간, 공부, 

우정, 꿈의 설계 등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에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인간관계의 태도

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찾아본다. 또 친구들의 환경과 자신의 환경을 비교하며 열등

의식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본다. 인터넷 중독으로 심각한 갈

등에 빠지기 전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점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

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2) 유해한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 목표를 구체화한다.

  자신의 문제점이 인정되면 다운 받은 프로그램 중에 포로노그라피와 게임 등의 프로

그램을 삭제하고 메신저, 사이월드의 미니홈피, 사이버 도박, 사이버 섹스, 버디 버디, 

불로그, 카페 등의 불건전한 사이트에서 탈퇴를 한다. 유해차단 인터넷 프로그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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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의 절제에 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확신해야만 한다. 

3)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에 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 한밤중의 불건전한 인터넷 유혹에 해 접속 시간을 제한하

는 사이버패트롤 등의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서 시간 계획을 철저히 준수한다. 

  건전한 인터넷 습관에 해 하루의 시간을 자신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내일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에 해 결정을 한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에 해 자기 스스로를 

축하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라.

4) 발표력과 표현력을 키운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왜 인터넷을 그렇게 오래 동안 하는지를 물어보면 

부분‘재미있다’,‘즐겁다’,‘그냥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등으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부분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며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만다. 이것은 인터넷 중

독을 더욱 심화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만두라고 하면 성급하게 화

를 내거나 공격심리를 부추길 뿐이다. 조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내성적인 성향이 많다. off-line에서는 체로 자신

의 주장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자신

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쑥스러워한다. 따라서 발표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5) 소질 개발로 나의 개성을 살리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이‘공부

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구석 하나 없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감이 있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분명 다른 사람보다 잘하

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개성이며 당당

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미나 특기 등의 

소질을 찾아 개발하자.



- 440 -

6) 마음을 열면 친구가 보인다. 친구를 찾아라.

  인터넷 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평소 나에게 호의적인 친구를 찾아 친해지도록 노력한다. 그 친구와 

친분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친구의 생각이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이며 우정이다.

  인터넷 중독으로 친구를 잃는 것보다 어렵지만 충고와 사랑으로 우정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친구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눈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다. 먼저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친구의 참모습이 보인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라. 그러다보면 자연히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7) 최선의 해결책은 용기!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혼자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들면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상당수의 학생

들은 선생님에게 상담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담을 기피하는 경

우가 많다. 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무하고도 의논하

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나 교사와 상의해 봐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전문가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머리를 맞 고 고민

하다 보면 예상외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어 전문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의 도움을 청하라.

제 2 절 부모가 도움 주기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동기에서 

벗어나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인생관 확립과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위한 탐색을 추구하게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부정적인 인터넷 활용에 빠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면 최근 국민탤런트 최진실씨가 2008년10월2일에 인터넷 악플에 굉장히 민

감한 반응을 보이며 괴로워하다가 자살하 다. 악성루머가 퍼지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는 말처럼, 인터넷 악플과 악성루머의 소문을 지어낸 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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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돌에 맞아 죽은거나 다름없다. 이 사건들은 인터넷 악플에 해 사회적 책임에 

해 사회적 파장과 향력은 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인 금전적인 보

상이나 정신적 피해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

이라도 치유 될 수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병폐는 매우 다양하다. 소리도 없이 찾아오는 마약과 같은 인터

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 중독에서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자녀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청소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맹목적이고 사이버공간의 방황이나 비윤리적인 악플의 폐

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마치 병을 고치려면 의사와 환자 모두

가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지가 선행되어야

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에 들어 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피폐 현상을 인식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각기 다른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

들이 어울려 같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사회이며 사이버공간도 같은 사회라는 점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자녀에게“오늘 학교생활은 어땠니?”라고 물어보는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자

녀가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부모들은 학교생활 보다는 학업성적에 관심을 더 갖는다.

  어느새 부모의 관심은‘내 자녀가 학교생활을 재미있어하는지’보다‘내 자녀가 과

연 학에 갈 수 있는지’에 맞춰지는 것이다. 내 자녀가 학교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

끼고 있는지는 관심 밖으로 려나 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인터넷 중독으로 내몰

고 있는 원인이다.

  자녀들과 꾸준한 화를 가져야 그들 나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어려움

에 처한 자녀라면 가장 절실한 것은 당연히 부모의 세심한 관심일 것이다. 또한 자녀

가 한때 인터넷 중독에 빠졌더라도 관심을 가진 부모의 도움만 있다면 자녀는 의외로 

쉽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라 하더라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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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래서 만약 내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헤메는 자녀를 보면서 

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짜증내고 불안해한다. 그것은 그에 한 응책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 중독의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협

조자로서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지지

와 격려가 필요하다.

(1)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

  먼저 자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비교하는 

듯한 말투는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진지

한 자세로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솔직한 

화를 나누게 되면 어느새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상담기법 등을 배워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상담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녀의 고민을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녀의 개성을 살려주자

  인터넷 중독에 빠진 자녀들 중 상당수가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자기존중심이나 개성은‘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가 자녀의 기를 너무 죽이거나 무시해버리는 행동은 자심감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자녀를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 자유로운 화를 통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를 통해 자녀는 자신감과 개성을 키울 수 있다.

(3)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원인을 찾다보면 그 뿌리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자녀들 중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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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있다. 이것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자녀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

로는 가정생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자녀를 너무 소극적으로 키우지는 않았는지, 은연중에 다른 자녀의 개성은 무

시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에 한 편견과 편애는 곧 

인터넷 중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이기심을 부추긴다. 내 자녀의 소질도 최고이고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의 개성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과잉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해야만 한다.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

할 때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싶다.

(4) 정보가 힘이다. 인터넷 중독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떻게 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위에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텔레비젼이나 신문,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 안에는 분명 효율적인 처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상담실에 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부록에 있는 상담기관을 참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기관이 많이 있음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다면 좀 더 빠

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 심할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도 자녀가 충격에

서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5) 비뚤어진 자존심을 바로 세워주자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이유에는 비뜰어진 자존심이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자란 이이들은 모든 가치를 성적에만 두는 게 일반적이다. 또 엄친아로 

자녀를 비교하거나,‘나는 공부를 못하는데’,‘너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에서 

시작한 소외감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세계로 시야를 넓혀줘야 한다. 국어, 어, 

수학 등을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세상에는 시험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비뚤어진 자존심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자녀의 마음에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뿌리 깊게 놓여 있다면 먼저 자녀에게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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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어야 한다. 각자 자신의 소질에 맞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

아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녀의 취미, 특기를 개발하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키

워주자.

(6)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한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비뚤어진 의식을 가진 부

모에게서 자녀들은‘함께 사는 사회’를 배우지 못한다. 또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가정

교육의 풍토는 우리 자녀들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

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비뚤어진 경쟁심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할 줄 모르는 반쪽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밝게 자라도록 만들어야 할 가정이 자녀들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셈이다.‘더불어 사라아가는 삶’,‘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관 교육

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7)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만약 자녀가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녀의 행동이 습관성이라면 문

제는 심각해진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나 선생의 설득과 체벌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

다. 또한 그 자녀는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 중독에 빠져 즐거워할지 모른다.

  이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한다. 전문가들의 치료와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하다보면 자녀의 나쁜 기질을 사라질 것이다.

나. 인터넷 중독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의 역할

(1) 현실생활의 관찰  

  거친 말투와 욕설이 심한지, 학교의 과제물이나 학원의 출석을 제 로 하는지, 등교

를 거부하거나 학교생활이 힘들고 짜증내거나, 학교에서 교우관계로 따돌림을 당하거

나, 스트레스나 육체적인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거나,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의 이

해가 부족하거나, 자신에 한 열등의식이 심한 정도, 짜증을 잘 내거나 초조해 하는

지 등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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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공간의 관찰

  인터넷 접속을 환경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본다. 

컴퓨터 사용시간, 이용하는 게임의 종류와 유명 연예인의 카페나 블로그의 참여 정도

를 관찰해 봅니다. 인터넷 접속하면 자제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자녀의 부정적인 기

감, 스트레스 해소로 인터넷에 의존하는지 등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

가진단척도는 k-척도나 S-척도나 학교 적응 척도 와 고독감 척도와 우울증 척도 등

으로 자녀를 평가한다.

(3) 인터넷 중독의 원인 분석

  자녀의 인터넷 습관이나, 인터넷 접속의 장단점과 현실세계의 관찰된 문제점을 함께 

의논 합니다. 토론할 때는 자녀가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공감해

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으로 잃은 것과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토 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4) 동기부여하기

  현실 생활과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합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나, 진로, 진학, 직업  전문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진로탐색, 직업탐색 등을 조언 받

아서 자녀의 꿈을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자녀의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

여해야 합니다. 

(5) 목표설정하기

  인터넷 접속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가능한 요일, 한번 할 때 가능한 시간은 무조건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강압적 통제보다는 자녀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합

니다. 이 때에 자녀의 꿈에 한 설계와 계획도 함께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벌칙과 약속을 실천 했을 때의 보상 등을 자녀와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보다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지원합니다.

(6) 자녀의 성공 보상하기

  목표가 설정되면 부모가 강압적인 압수, 접속 계약 해지보다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

춰 인터넷 환경을 함께 공유하거나, 솔직한 화를 이끌어 낸다. 인터넷 접속의 시간

을 스스로 행동이 가능한 범위를 조율하여 결정한 목표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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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건한 인터넷의 접속 자녀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가족의 여가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아울러 목표달성에 이르는 변화된 긍정적인 행동에 한 칭찬과 격려, 보상 등

으로 지지한다. 

(7) 실패의 재도전하기

  인터넷 접속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쉽게 화가 나고, 예민해

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많은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경험담을 일깨워

주면서 격려를 하고 다시 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의 설정

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8) 마무리하기

  실패의 재도전에서 목표의 설정을 다시 조정하여 인터넷 접속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한 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조정한 목표달성에 이르는 변화된 긍

정적인 행동에 한 칭찬과 격려, 보상 등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와 학교 적응 척도 분석고독감 척도 분석우울증 척

도 등으로 평가하여 달라진 점과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잘

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함에 최선을 다하며, 인터넷을 유용한 도구로 건전하게 활용하

기를 기대하며 처음 시작할 때와 변화된 현재 행동에 대해 전체를 평가하며 마감한다. 

제 3 절  상담기관과 학교에서 도움주기

가. 학교 선생님의 역할

  자신의 학급 안에 인터넷 중독 학생이 있다면 담임선생님의 심정은 암담하기만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구나’,‘무엇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었

나’ 등의 자책감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불필요한 자괴감이나 섣부른 

응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이해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섣불리 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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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는 학생들의 반감이 일어나 더욱 궁지에 몰아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졌을 할 때“왜 학교에서 잠만 자니?” 

하고 물어야 한다. 물론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덮어놓고 고함을 치고 벌을 주며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잠시나마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차분히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자체에 문제가 있

었는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의 일방적인 편애와 무시

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학교 부

적응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

다.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사랑이 피어나는 교실 만들기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손

에 달려 있다.

(1)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매우 심각하다. 처하는 일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학년 초에 적절한 교사의 개입은 인터넷 중독의 피해를 줄이는 데 꼭 필

요하다.

  교사의 처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

이고 지속적인 방법도 있다. 먼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도와주고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묻고 행동하자. 교사는 열정과 사랑

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사를 신뢰와 믿음으로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2) 사전에 인터넷 중독을 막자

  인터넷 중독 현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예방이다. 인터넷 중독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 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과 폐해에 한 교육을 통해 인터넷 중독 현상의 무서움을 각인시킨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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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강제적인 방법도 있다. 신학기가 되면‘우리 학급에서는 인터넷 중독으로 꿈

을 잃어버리는 학생이 일어나서는 절  안 된다’는 담임선생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

표한다. 학기 초에 아이들끼리 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학년 초에는 짝과 도시락 먹기’나‘짝의 장점 찾기’를 한 달 정도 실

시해 새로운 친구관계를 조성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내성적이거나 성격이 원만하지 

않은 친구도 훌륭한 학급의 일원이며 도와주어야 할 친구임을 가르쳐야 한다.

(3) 실태파악이 급선무

  인터넷 중독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 유형과 빈도뿐 아니라 예방과 응전략을 세우는 일이 기본적이다.

  실태의 파악을 위한 방법은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등으로 진단하거나 개별상담 

등이 있다. 이것은 학급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을 조기

에 파악할 수 있다.

  실태가 확인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의 이유가 가정 환경적인요인 크지만 경우에 따라 선생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이 한 학생만을 편애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큰 향을 미친

다. 특히 부분의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가정교육이 잘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소외되어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도 관

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열등의식과 소외감을 느낀 학생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따뜻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자.

  우리 아이들은 입시지옥과 일등주의의 현실 앞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옆의 

친구는 더 이상 우정의 상이 아니다. 단지‘경쟁상 ’일 뿐이다. 또한 자신의 어깨

를 누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돌파구를 어디선가에서 찾게 된다. 그 돌파구

의 한 형태로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 서로 돕지 못하는 삭막한 교실은 인터넷 중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학급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인터넷 

중독은 생길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교사와 아이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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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로를 존중하는 네티켓 교육 실시하자.

  인터넷 환경 속에서 10 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기 위해서는 네티켓 

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데 급급

했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사실 불건전한 인터넷 중독 문제는 결국 소외감이나 열등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부족에서 시작한다. 학생들은 타인에 

한 배려와 존중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1세기의 주

역이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바로 네티켓 교육이다.

나. 인터넷 중독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담임선생님의 역할

(1) 학교생활의 관찰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지, 학교의 과제물을 잘 제출하는지, 지각이나 조퇴가 잦는지,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있어서 거친 말투와 욕설이 심한지,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신에 

한 열등의식이 심한 정도, 짜증을 잘 내거나 초조해 하는지, 가정환경이 어떻지 등

을 관찰한다.

(2)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등으로 분석한다

  학급회의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환경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와 학교 적응 척도 와 고독감 척도와 우울증 척도 등으로 학급 전체

의 학생을 평가한다.

  일반집단, 예방교육 필요집단(저위험 집단), 상담 권장 집단(중위험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고위험 집단)으로 4단계 역으로 상담지도 집단을 세분하여 역에 맞게 지도한다. 

(3)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한다.

  인터넷 중독에 한 토론과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한다.

학생의 인터넷 습관이나, 인터넷 접속의 장.단점과 현실세계의 관찰된 문제점을 함께 

토론 합니다. 토론할 때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공감해야 합니

다. 인터넷 접속으로 잃은 것과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중독 자기진단 척도의 분석을 토 로 일반집단, 예방교육 필요집단(저위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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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담 권장 집단(중위험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고위험 집단)으로 4단계 역

으로 상담지도 집단을 세분하여 구분하여 각 역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역에 맞게 

상담의 방향을 모색한다.

(4)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예방교육 필요집단(, 상담 권장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은 현실 생활과 미래의 꿈

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합니다. 청소년상담실이나, 진로, 진학, 직업 전문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진로탐색, 직업탐색 등을 조언 받아서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계

획하면서 학생의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목표설정을 위해 인터넷 접속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가능한 요일, 한번 할 때 가능

한 시간은 무조건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강압적 통제보다는 그룹별로 합의하여 실

천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때에 학생의 꿈에 한 설계와 계획도 함

께 목표를 설정한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벌칙과 약속을 실천 했을 때의 보상 등을 해당되는 

역별 그룹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보다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담 권장 집단은 상담기관으로, 정신치료 권장 집단은 정신치료 전문기관으

로 가서 도움을 받도록 권장한다.

(5) 그룹별 학생들의 성공에 대해 보상하기

  그룹별로 인터넷 환경을 함께 공유하거나, 인터넷 접속의 시간을 스스로 행동이 가

능한 범위를 조율하여 결정한 목표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를 한다.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는 불건한 인터넷 접속의 유혹은 언제나 빠지기 쉽다. 

 그래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목표달성에 이르는 변화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 보상 등으로 지

지한다. 학급 전체가 지지그룹으로 이용하면 효과가 상승된다.

(6) 실패의 재도전하기

  인터넷 접속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쉽게 화가 나고, 예민해

지면서 실패를 했을 때에는 많은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경험담을 일깨워주면서 격려를 

하고 다시 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의 설정을 다시 조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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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7) 마무리하기

  목표의 설정을 다시 조정하여 인터넷 접속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한 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 조정한 목표달성에 이르는 변화된 긍정적인 행동에 

한 칭찬과 격려, 보상 등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와 학교 적응 척도, 분석고독감 척도, 분석우울증 척

도 등으로 평가하여 달라진 점과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잘하

고 자신의 꿈을 실현함에 최선을 다하며, 인터넷을 유용한 도구로 건전하게 활용하기를 

기 하며 처음 시작할 때와 변화된 현재 행동에 해 전체를 평가하며 마감한다. 

다. 학교 상담실의 역할

(1) 진솔한 상담이 아이를 돕는다

  그날 나는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느라 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때 파리

한 안색의 한빛이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빛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다. 시험 때가 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그다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한빛이에게“너희

들 때는 다 그럴 수 있단다. 시험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

야. 시간이 지나다보면 괜찮을거냐.” 라고 아이를 달래서 집으로 보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었다.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한빛이에게 인

터넷 중독으로 성적이 뚝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 버려서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

었던 모양이다.  몇 달 후에 결국 한빛이의 부모님은 학교를 찾아와 해결책을 부탁했

다. 급기야 한빛이는 정신질환증세까지 보 던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상담을 했다. 나의 단

순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초기에 내가 진지하고 진솔한 상

담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한빛이를 상담했더라면 더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뒤

늦은 깨달음에 후회만 가득할 뿐이다.  용기를 내어 상담실에 찾아온 학생에게 적극적

이고 진솔한 상담이 청소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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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안한 상담실을 만들자

  그동안 상담실은 문제 학생이 가는 곳이란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자

연히 상담실 출입을 꺼리게 된다.  어렵게 상담실을 찾은 학생들도 경직된 상담실 분

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된다.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상담실은 학생들의 편안한 휴게실. 그리고 언제나 비 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

록 해야 한다.  

  편안하고 비 이 보장되는 상담실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한 가

지는 상담실을 교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 교무실 가까운 곳에 상

담실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 눈에 띌 수 있어 비 보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전임 상담교사가 절실하다

  상담실 활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전임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현재 부분의 학교에서

는 일반교과 교사가 상담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일반 업무와 교과

과정에 쫓겨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전문상담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교사들이 상담교사를 맡다보니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상담이 어려웠다. 

학교는 전문 상담교사가 학교상담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4) 또래들끼리의 문제, 또래상담반이 돕는다

  보통 청소년들은 갈등이 생기면 교사나 부모를 찾기보다는 또래들끼리 이야기한다. 

따라서 사이버 또래도우미나, 또래상담반을 구성하여 고민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는 또

래끼리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유도하자.

  인터넷 중독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상담반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

다. 또한 자체적으로 문제를 줄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학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통계나, 징계․ 명예 문제를 의식해 학생들의 문제

점을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린다.  그러나 그런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가 아무리 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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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학교 상담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와 학교 적응 척도와 고독감 척

도와 우울증 척도 등으로 학교 전체의 학생을 평가하여 일반집단, 예방교육 필요집단

(저위험 집단), 상담 권장 집단(중위험 집단), 정신치료 권장 집단(고위험 집단)으로 4

단계 역으로 상담지도 집단을 세분하여 구분하여 역별로 그룹을 만들어 예방교육

을 제도화한다.

  또래끼리 지지그룹을 교육시켜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하고, 학생 개인의 장점을 살려 칭찬해주는 학생지도가 필요하다. 

  또 방과 후 특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물놀이반, 한문서예반, 등을 활성화

시켜 학생의 소양개발과 정서순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많다. 담임선생에게도 상담연수의 

기회확 , 전임 상담교사의 제도화 등이 그 한가지이다. 또 건전한 인터넷의 활용 방

법과 네티켓 교육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학교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사회․가정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직접 책임진다

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6) 인터넷 중독자가진단검사지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Young 척도, k-척도, S-척도 등의 인터넷 중독자가진단검사지로 방학 전이나 개학 

시작을 전후로 1년에 2번 정도는 전교생에게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7) 학교와 사회가 연계한 활동을 하자

  심각하고 습관적인 인터넷 중독 현상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벅차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학교 외부의 상담기관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좀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중독 전문 기관과 사회 단체와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는 좀 더 개방돼야 한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 학생들을 희생

양으로 만드는 결과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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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담기관의 역할 

  가상과 현실을 혼돈하는 인터넷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간존중과 상부상조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돕고 이해하는 미덕이 사라진지 오래다. 돈․학벌․지위 등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관, 타인의 단점과 고통을 감싸 안는 포용력 부족, 모든 일을 경

쟁논리로 사고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질투심,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주의가 우리 

주위에 만연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악플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아이들

을 망치고 있다.

  결국 지나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

지 않는 무분별한 아이들의 세계는 부조리한 어른 사회의 축소판인 셈이다. 꿈을 잃어

버리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상담기관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용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이 있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한 현상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도 수많은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마땅한 상담창구도 없

이 은 한 즐거움과 괴롭힘 속에 신음하고 있다. 많은 기관이 인터넷 중독의 피해를 

상담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상담하려 들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탁상 행정

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

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인터넷상담실을 베너 광고를 하거나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책자로 

만들어 배포해 피해 학생들이 인터넷 상담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24시간 열려 있는 상담실

  상담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아직까지 상담실을 뭔가 문제 학생이 가는 곳, 또는 

쉽게 드나들기에는 왠지 꺼림칙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틀에 박

힌 사고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담실 안에서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상담자들의 태도도 

바꾸어야 한다.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올

바른 상담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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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상 학생이 필요한 시간에는 상담실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들

이 언제나 찾아와도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 친근한 상담실 이미지 

만들기를 통해 가깝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상담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분분의 사회단체가 성문제, 약물 등 학원폭력 문제만을 다룰 

뿐이다. 변화하는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선도 하려면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상담교육의 기회를 확 하여 또래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공동체의식 프로그램, 학교적응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의 심

각한 폐해를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만든다면 더욱 좋겠다.

  그 밖에 상담사례집이나 심리자료를 개발해 학교나 부모에게 널리 홍보하고 보급한

다.  상담기법과 프로그램 외에도 처방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보급

해야 할 것이다.

  상담단체들 중에는 외국의 이론에만 집착해 자신의 아성을 쌓기에만 급급하거나 현

장에 있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교사의 

무능에 떠넘기는 점도 있다. 꼭 외국에서 건너온 상담프로그램이 선진기법일 수는 없

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담기법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4) 전문상담가를 배출하자

  인터넷 중독의 피해가 확산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나 교사의 부적절한 

응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의 관심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궁

극적으로는 상담에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 탓이다. 이제는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때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상담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에 한 교육기회를 교사나 

학부모에게까지 확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부모

들과 담임교사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자.

(5) 건전한 문화조성에 힘쓰기

  인터넷 중독의 결말은 인간성의 소외와 상실에 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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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바쁘다.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병리적이고 획일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마. 정부의 역할

  급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10 들의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데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의지는 제도개혁만으로 일관되어왔다. 이런 표면

적인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왔는지도 모른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강

구하고 상담교육정책에 필요한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언제나 열려 

있는 상담공간을 만들자.

(1) 정보공유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상담단체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부는 상담

단체와 학교가 서로 정보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2) 사이버 상담기관을 정착시키자.

  전화, 인터넷, 편지, 팩스, 신고함 등을 이용한 상담을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중 요즘 들어 더욱 관심이 커지는 것이 사이버 상담이다. 청

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빠지는 이유는 익명성, 개방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교

환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상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담방법은 채팅실과 상담토론실, 비 상담실로 구분할 수 있다.  

채팅실은 공개적이거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집단상담도 가능한 공

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갈등 극복방안을 들을 수 있다. 스스로 안책을 마련

할 수 있고 자신의 발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비 상담실은 비 이 확실히 보장되는 공간으로서 부담이 없이 솔직하게 메일

을 보낼 수 있다. 이 방법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네티켓 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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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혁안에‘사이버 공간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르치는 정서교육을 강화 

시킨다.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인성교육의 모습은 획일적이었다. 몸소 실

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책으로 만들어 나눠주고 숙지하는 식의 교

육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생각해봐

야 할 때다. 

  사이버공간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중에 네티켓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일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같은 최소한 예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정보예절교육을 첨부해서 조기 교육을 해

야 하고 또 중등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네티켓 교육이 필요하다.

(4)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학습과정에 넣자

  방 한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각종단체 등에서 활

용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친교 프로그램, 자기소개 프로그램, 자신감 

찾기 프로그램, 발표하기 프로그램,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체계화시켜야 한다. 이런 각종 심리 프로그램을 초․중․고의 학습과정에 넣고 아이들에

게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학교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자.

  학교에 전문 카운슬러 제도가 도입한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밖에 상

담실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도 상담원들의 재택근무제도나 시간제 근무제도를 

도입시키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제 4 절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참여로 희망 찾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나 상담기관

이나 심리치료기관에 실시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선행 연구와 이론적인 바탕으로 사이

버 공간에서 활용하는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인터넷 중

독에 해당 되는 사람은 매우 많이 있지만 일반 정신과의 치료하거나 상담실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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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상 로 상담하는 데에 한계성이 있어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처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

교, 상담기관, 정신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프로

그램으로는 많은 중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현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기관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전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고 별도

의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여 빈도분석, 회귀

분석, 비율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요인분석 및 가설 검증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

한 저자가 개발한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가.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프로그램의 목적

  첫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연구하여 실제로 웹 사이트에 적용하

여 신뢰도와 타당성 등을 통하여 서 창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인준되어 개발된 것으

로서,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담치료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목적이지만 

off-line에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의 수업 시간에 교재

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안 등의 활동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셋째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과 학교 단위 인성, 교

육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의 중독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진로 탐색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

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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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과  웹 사이트 구축

  (1)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나 상담기관이나 심리치료기관에 실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선행 연구와 이론적인 바탕으로 사이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

로그램을 개발하 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집단신뢰 단계, 진로설계 단계, 변화실

행단계, 인터넷 이해 단계, 학습증진단계, 인관계 증진단계, 인터넷윤리재조명단계, 

변화촉진단계, 재발방지단계, 마무리단계 등 10단계로 각 단계별로 2 - 3회기로 구분

하여 전체를 2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표>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프로그램의 전체 일정

단계 회기 내용 일정 시간

집단신뢰 

단계

1회기 오리엔테이션 (1교시) 60분

2회기 또이름 가꾸기 (2교시) 45분

3회기 마음을 담아 칭찬하기 (3교시) 45분

진로설계 

단계

4회기 비젼가꾸기 (1교시) 45분

5회기 진로 의사 결정 신중하기 (2교시) 45분

변화실행

단계

6회기 인터넷 습관 바꾸기 (1교시) 45분

7회기 유혹뿌리치기  (2교시) 45분

8회기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설계하기 (3교시) 45분

인터넷 이해 

단계 

9회기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장.단점 살펴보기 (1교시) 45분

10회기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2교시) 45분

학습증진단계
11회기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령 터득하기 (1교시) 45분

12회기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2교시) 45분

인관계 

증진 단계

13회기 왕따극복하기 (1교시) 45분

14회기 내마음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2교시) 45분

인터넷윤리

재조명 단계

15회기 인터넷폭력 화보고 토론하기 (1교시) 45분

16회기 네티켓가꾸기 (2교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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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촉진단계 
17회기 헬렌 켈러의 생애 토론하기 (1교시) 45분

18회기 나의 성공 보상가꾸기 (2교시) 45분

재발방지단계 
19회기 실수 수용하기 (1교시) 45분

20회기 지지, 협력하기 (2교시) 45분

마무리단계
21회기 복습 종결하기 (1교시) 45분

22회기 마무리하기 (2교시) 60분

(2)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 프로그램의 웹 매뉴얼 내용과 설명

  등 청소년상담연구원 산하에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료센터(http://cafe.daum.net/ia1318)

에 들어오면 첫 화면으로 이 카페의 특징은 사전에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폐쇄적

인 모임으로 구성하 다. 그 이유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고 개인적

인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호 철저한 비 을 보장해주기 위해 CUG로 구성되었다.

  웹 사이트의 으뜸 차림표는 “1.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2. 걸어온 발자취, 3. 

★기적창조의 지혜속으로★ , 4. ☻ 함께! 토론해요 ☻ , 5. ☻ 회기별 꼭!정리하기☻ 
, 6. ★회기별 강의자료실★, 7. 마음껏 얘기해요, 8. 아름다운 상, 9. 도우미선생님

교실, 10. 인터넷 중독상담사례집, 11. 상담프로그램자료실” 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게시판의 역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웹 사이트의 으뜸 차림표 설명

1.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센터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곳 입니다.

2. 걸어온 발자취 센터의 연혁과 활동 사항을 알리는 곳 입니다.

3.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본 프로그램의 핵심 토론의 장으로 미리 한 

숙제를 올리고 칭찬 리플을 다는 곳 입니다

4. ☻ 함께! 토론해요 ☻ 
부담이 없이 마음껏 얘기하거나 궁금한 점

을 질문 등을 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

해 갈등을 느꼈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

고 친구들의 아픔을 격려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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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기별 꼭!정리하기☻
위의 게시판에서 숙제와 리플을 올리기를 

마치고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는 곳으로 자

기 성찰의 계기가 되도록 합니다.

6. ★회기별 강의자료실★
본 프로그램의 자료실로 미리 숙제할 자료

들이 있는 곳입니다

7. 마음껏 얘기해요  
부담이 없이 마음껏 얘기하거나 궁금한 점

을 질문 등을 하는 곳입니다.

8. 아름다운 상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상이나 취미

로 그린 상 아름을 보거나, 올리면서 정

서적 안정을 찾는 곳입니다.

9. 도우미선생님교실 
운 자와 도우미선생님, 상담전문가의 협의 

장소입니다

10. 인터넷 중독상담 사례집
인터넷 중독과 관련 상담 사례를 올려놓는 

곳입니다. 

11. 상담프로그램자료실

본 프로그램의 강의자료실로 미리 숙제할 

자료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곳으로 전

체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곳입니다.

(3)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과 내용

  프로그램의 운 방법에 있어서 참가 집단이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각 회기별로 아

래의 순서를 반복하여 22회기까지 참여한다.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료센터

(http://cafe.daum.net/ia1318)에 들어 와서 한 회기별로 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화면에서‘★회기별 강의자료실★’의 게시판에서 본 프로그램의 강의자료

실로 22회기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시된 과제물을 준비한다. 

  둘째‘★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게시판에서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미리 한 

숙제를 올린다.

  셋째 올린 글에 해 9명 전원이 올린 글에 해 칭찬 리플을 달아 준다. 리플을 통

하여 팀원들이 격려와 지지와 협조를 얻게 되어 집단의 응집력을 높힌다.

  넷째‘☻ 함께! 토론해요 ☻’게시판에서는 부담이 없이 마음껏 얘기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문 등을 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갈등을 느꼈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

고 친구들의 아픔을 격려하는 곳으로 자신만의 고민으로 알았다가 같은 고민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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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느끼고 있는 친구를 알게 되어 함께 새 각오를 다지도록 하여 자기 성찰과 더불

어 동기를 강화한다.

  다섯째‘☻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서는 위의 게시판에서 숙제와 리플을 

올리기를 마치고 토론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등을 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갈

등을 느꼈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친구들의 아픔을 격려하고 자신의 느낌을 정

리하는 곳으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운 자는‘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참여 집단에게 e-mail과 단체 메일과 리플

과 공지사항과 1:1 채팅을 통하여 격려와 지지를 하고 질의와 응답을 위해 팀과 함께

한다. 웹 사이트의 접속이 불량인 상태나 회기별 특징에 맞지 않는 토론에 빠질 경우 

등에 한 긴급한 사항은 핸드폰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다.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는 직접 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첫 회기는 집단

의 신뢰 단계로 한번 만남에서 비  서약, 별칭 소개로 신뢰를 다지고 웹 사이트에서 

응집력을 강화해 간다. 



- 463 -

<부록2> 인터넷중독 사이버상담의 모범적 실제 사례집

제 1 절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라 기에 컴

퓨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다고 생각되어 몇 달 전에 구입해 주었고 학원에도 보냈

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지나치게 컴퓨터에만 

몰두하여 성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르노 게임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

다. 컴퓨터를 못하게 했더니 엄마를 무시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 도움말 ▣▶

  자녀와 컴퓨터로 인해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 초등학생이면 거의 모

두가 컴퓨터 오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르노 게임도 부모 몰래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음란물 방지를 위해 컴

퓨터를 학생의 방에서 거실로 옮겨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머님께서 게임,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적인 활용 방법인 NIE 활용으로 논술 공부, 

역사공부 등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인터넷을 하면 부모님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아이도 바람직한 정보를 얻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자녀와 터놓고 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

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임도 함께 즐겨보세

요. 용기를 내어 함께 컴퓨터를 배워보세요.

1-1. 인터넷 게임 중독의 사례 2

  위의 상담사례 내용을 읽은 어떤 아버님이 저에게 강한 반발을 해서, 작년에 항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이 리니지게임에 빠졌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도 같이 빠져서 자녀 교육은 물론 가사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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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없애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 사례집의 주인공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래

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공개적으로 보낸 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답장) 자녀가 인터넷, 게임으로 갈등을 느끼는 부모님께!

  몇 년 전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주최한 사이버문화에 한 세미나를 발표하게 되

었는데, 저는 사이버 문화, 상담, 윤리에 해 발표하고, 스타크래프트 세계 회 우승

자인 쌈장 이기석군은 프로게이머에 해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많은 의견을 주

고 받았습니다. 이때 이기석군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10 들에게 충고한 말이 기억나는군요.

  동네에서, 학교에서 게임의 일인자라고 할지라도 게임감각이 있어야만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임을 자기 학교에서 가장 잘한다고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가 실패한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국내의 프로게이머 그룹이 몇 밖에 없지만 그 

길도 매우 험난한 프로의 세계라고 하더군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는 체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심리

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가상공간에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헤메고 방황하는 경우

가 많았어요. 

  10 들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독되어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을 유혹하는 마력을 가진 세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학습정

보를 활용하여 DNIE를 체험하게 되고 취미 활동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VDT 증후군 등에 시달리거

나, 정서불안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중독에 한 문제

점을 10 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 게임 등의 활용을 정당화시키

기 위해 억지를 쓰면서 부모와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서 진학에 한 두려움으로 상담해온 경우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얘기를 할 때나 사소한 일에도 격한 감정으로 마우스를 클

릭하거나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의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인터넷, 게임 등으로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시

작된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게임을 못하게 됐을 때에 오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집에서 못하면 친구 집이나 PC방을 서성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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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악화되고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

와 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미래지향적인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어느 시간 에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인터넷, 게임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아울러 인터넷, 게임 등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도 찾아내어 우호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는 신뢰감을 먼저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꾸어야 할 동기

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막연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면 채팅을 많이 하면‘다음가페, 버디홈피, 

사이월드 일촌맺기 등에 부모님도 들어가서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면을 격려하면서 시간 관리의 효

율성을 얘기한다거나, 혹은 게임을 좋아하면 그 게임의 장점이나 용어, 어 등을 물

어 보면서 중독성에 해 얘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스스로 문제점에 한, 개선의 방향에 동기가 부여된다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함께 걱정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모처럼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즐거운 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격려

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정해 놓거나 알람시계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줄임으로써 힘들었던 점을 열거하고 또 반 로 줄임으로써 유익한 점을 

각각 열거하며 격려해보세요. 아울러 유익한 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

한 학습 목표량이나, 자녀의 미래에 한 인생 설계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일

에 흥미를 발견하도록 하거나 다른 취미활동에 한 성취감에 동기를 부여토록 이끌

어 내어 봅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년상담실이나, 사이버중독 전문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조언을 받아보세요. 꼭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도 갈등이 심할 때는 용기를 내어 

진로탐색, 적성 검사, 취미검사 등을 받으며 상담해보세요

  부모님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보면 인터넷, 게임 등을 계기로 자녀와 더 친 한 화

관계를 마련하여 나쁜 감정의 골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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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나 흥미를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어울려 보세

요. 단순한 인터넷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 일탈하는 경우

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

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화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어 함께 목욕이나 

등산을,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 "등대"  상담 도우미드림 ◈ 

  "등대청소년상담연구원“의 상담 사례집은 친구들이 부담없이, 진솔하게 터 놓은 얘

기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등대의 통신망이나 책을 참고하거나 좀 쑥

스럽겠지만 진로, 직업, 적성검사 등의 상담기관 안내 난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전

화를 해 보세요.

 지금 용기를 내어 가까운 상담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설계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등 "청소년상담연구원(http://cafe.daum.net/for1318 )총괄책임자  서 창드림▶

제 2 절 만화와 컴퓨터로 갈등을! 

  저는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솔빛입니다. 저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 걱정이 무어

냐 하면은,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라서 만화가가 꿈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

니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컴퓨터계통으로 제가 공

부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컴퓨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둘 중 고르라면 만화가 쪽을 택하고 싶어요. 그런 학은 없나요? 너무 고민

입니다. 등 지기님! 도와주세요.

                      ◀▣ 도움말 ▣▶            

  솔빛군! 벌써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모습이 견하군요. 만화와 컴퓨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군요. 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란 정말로 어려

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솔빛군이 만화를 좋아하고 또 잘 그리는 편이라고 하니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

에서 맛볼 수 있는 성취감이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못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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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기시고 컴퓨터를 했으면 하시는 것은 아마도 만화가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보다 유망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

  요즘에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발달하고 손으로 그리는 만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으

로 제작된 만화 화, 각종 상물이나 광고 등에서 산업디자인 같은 것이 점차 선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을 보면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그래픽,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수강하여 실력을 쌓는다면 어떨

까요? 컴퓨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만화와 컴퓨터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

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

  컴퓨터그래픽,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도 창의력, 논리력과 치 함과 미적 감각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적성검사, 흥미검사도 살펴보고 또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선생님, 

부모님과 다시 의논하세요. 세계적인(!!!) 만화가의 꿈을 이루기 바라며.....솔빛군! 

파이팅 

 ◀"등 "청소년상담연구원(http://cafe.daum.net/for1318 )총괄책임자  서 창드림▶

제 3 절 인터넷 때문에 공부가 안돼요

  전 고 1학년 나슬인데요. 인터넷 때문에 공부가 안돼서 걱정이에요. 인터넷을 통하

여 게임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우고, 불로그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

들을 만나서 화를 하는 것이 넘 재미가 있어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요. 인

터넷에 접속하면 너무 편안하고 신이 나요. 다른 것은 관심도 없어요. 

  가끔씩 밤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보내고 공부를 제 로 못하니고 

할일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한지 10분 도 안되

어 게임생각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 1인데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결심

을 하고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뜻 로 되지 않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서 창선생님!! 절 좀 도와주세요. 

            -- 고민에 빠진 나슬이가 드림  --

                      ◀▣ 도움말 ▣▶

  반갑습니다.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는 등 지기입니다. 나슬님! 메일을 주시어 더욱 반

가웠어요. 다른 친구들도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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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독되어 깊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을 유혹하는 마력을 가진 세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학습정

보를 활용하여 DNIE를 체험하게 되고 취미 활동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VDT 증후군 등에 시달리거

나, 정서불안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중독에 한 문제

점을 10 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터넷, 게임 등의 활용을 정당화시키

기 위해 억지를 쓰면서 부모와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서 진학에 한 두려움으로 상담해온 경우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얘기를 할 때나 사소한 일에도 격한 감정으로 마우스를 클

릭하거나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의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슬님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운다고 하니 매우 호기심도 많고, 의욕적인 

학생이군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배우는 것에 열중할 수 있다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다

른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빠진 자신에 해서 너무 자책하기 보다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

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인생

을 설계하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일단 무리하게 인터넷을 절 로 안 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군요. 인터넷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의 지금 상황을 무

시한 거니까요. 그 신에 자신이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몇 개를 선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표에 함께 넣어서 짜 보세요. 처음에는 물론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

운 일일 겁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

지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시간표를 짰으면 이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인터넷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재미있기 때문이죠. 공부 역시 

재미있을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번 방학 중에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 검사 등을 받아 보세요. 또 

용기를 내어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의 심리 검사를 종합하고 자신의 학습능력

을 고려하여 선생님, 부모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등 청소년상담연구원“의 상담 사례집은 친구들이 부담없이, 진솔하게 터놓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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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등 의 통신망이나 책을 참고하거나 좀 쑥스

럽겠지만 진로, 직업, 적성검사 등의 상담기관 안내 난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전화

를 해 보세요.

  지금 용기를 내어 가까운 상담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설계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등 "청소년상담연구원(http://cafe.daum.net/for1318 )총괄책임자  서 창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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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著者 徐永昌의 略歷 및 등대청소년상담연구원 소개

□  略歷
서울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碩士 取得.
大邱 啓明大學校 大學院 經營學博士 取得.
삼성 크레듀 遠隔硏修院 講士(2001. 6).
淑明女子大學校 遠隔硏修院 講士(2002. 5)
서울敎育硏修院, 全北敎育硏修院, 大田敎育硏修院 등에서 강의함.
서울 中央女子中 高等學校 敎師(1980. 3.～ 現在까지).
“燈臺"靑少年相談 컴퓨터통신망 開設 및 運營.

    www.cafe.daum.net/for1318(1991. 8.～ 現在).
    情報處理 技術指導士 資格 取得(産業資源副長官資格)(1993. 11).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敎育監賞 受賞(1987. 12).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敎育監賞 受賞(1997. 12).
    中小企業廳 企業情報化 支援團 團員 委囑됨(2000. 3).
    中小企業廳 企業情報化 支援團 團員 委囑됨(2002. 3).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大韓民國靑少年保護大賞(個人部門) 受賞(2000. 5).
□  單獨 著書

○「10 를 이해하는 작은 이야기들」하나의학사, 1999. 1.

○「왕따 극복하기」산성미디어출판, 1999. 5.

○「인터넷 중독의 절망에서 희망찾기」하나의학사, 2009. 2.

□ 公募 硏究 著書
○「사이버청소년상담이론 및 호스트 연구」서울상록학술재단, 2000. 6.

○「N세 를 위한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2002. 5.

□ 共同 著書
○「컴퓨터가 청소년에게 미친 향」유네스코 청년연구(17집), 1994. 

○「사이버를 이용한 토론의 지도방안」한국청소년개발원 , 1995. 

○「지구촌 시 를 여는 정보 통신 여행」문화체육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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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생활화를 위한 학생지도 자료」서울시교육연구원, 1997. 

○「창의와 도전의 세계」엑스포과학소년단, 1998. 

○「학교 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청소년예절과 에티켓」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以外에 多數 있음.-

□ 主要 論文
○「우리나라 교원의 사기관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 학교.

○「사이버윤리 의식에 한 연구」경 정보시템연구(계명MIS학회) 제8집, 2003, 

김 건 공동. 

○「사이버상담 내용 분류와 상담서비스 유형에 관한 연구」경 경제(계명 학교 

산업경 연구소) 36권, 제2집, 2003, 김 건 공동.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 정보시템연구(계명MIS학회) 제9권, 

2004.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

학교

□ 燈臺靑少年相談硏究院의 활동 내역 □

1) Web site를 통한 사이버 상담 활동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청소년상담실 개설(1991년  8월 18일 )

 현재 전국의 청소년과 4 만여 건 정도의 사이버상담을 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토 로 

성, 이성, 도벽, 진로, 성격 등의 갈등을 8가지로 분류하여 3000 여건의 모범상담사례

집과 또래상담사례집 1000여 편을 사이버 공간에 무료로 제공함

2) “등대”컴퓨터교실 개최

  개최 목적 :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등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습득

케 함으로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화 사회의 폭넓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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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식과 적응능력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고자 실시했다.

1차: 삼성농아원(93.6월)

4차: 경북선명학교(93.12월)

7차: 의정부순찰 (95년 7월)

2차: 삼성농아원(93년.8월)

5차: 선명학교(94.1월)

8차: 안양교도소(97년2월)

3차: 부름의 화(93.10월)

6차: 북 보명원(94.8월)

9차: 안양교도소(97년8월)

  매 행사 때마다 협찬 업체를 선정하여 컴퓨터 4-7 씩 무료로 기증하고 컴퓨터 관

련 서적 200-300권씩 지급하고 소프트웨어 정품도 20-30질을 무상으로 기증하 으

며 자원 봉사자, 강사 선생님 매회마다 20-30명씩 동원하여 교육을 하 음  모든 부

 경비는 “등 ”운 자 서 창님의 개인 사비로 충당했음.

3) “등대”역사탐방대회

  개최 목적 : 역사의 사건만을 보는 구경꾼에서 탈피하여 조상과 자기의 생각을  비

교하는 역사와의 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 암기력에서 벗어나 판단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실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통념적인 사회, 정치

의 구분을 탈피하고 역사의 외형보다는 창조적인 관찰력으로 수학능력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95‘역사탐방 ( 1차 역사 탐방 회 ) : 1995년 5월 14일 일요일 

 96‘역사탐방 ( 2차 역사 탐방 회 ) : 1996년 5월 둘째 일요일 

 97‘역사탐방 ( 3차 역사 탐방 회 ) : 1997년 5월 11일 일요일 

탐방지역의 역사 자료 등 부  경비는 “등 청소년 상담연구원”에서 제공.

4) 한글별칭대회

  개최 목적: 컴퓨터 용어뿐만 아니라 별칭(ID)까지도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어 고운 

우리 별칭을 찾아내는 순우리글을 가꾸기 바람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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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1992. 10. 9 (2백만원상당 상품시상)

  3차 : 1993. 10. 9 (3백만원상당) 

  5차 : 1994. 10. 9 (4백만원상당)

  7차 : 1995. 10. 9 (4백만원상당)

  9차 : 1996. 10. 9 (4백만원상당)

 11차 : 1995. 10. 9 (4백만원상당)

  2차 : 1993. 4. 5 (7백만원상당)

  4차 : 1994. 4. 5 (3백만원상당)

  6차 : 1995. 4. 5 (3백만원상당)

  8차 : 1996. 4. 5 (2백만원상당)

 10차 : 1997. 4. 5 (2백만원상당)

협찬 상품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등 청소년 상담연구원”운 자 서 창의 개인 사비로 충당

5) 상담 관련 책을 관련 기관에 무료 배부 행사

1990년 11월 “서 창 저“, "컴퓨터통신의 이해" 책 800권 무료배부. 

1998년 4월 서 창 “10 들의 고민? 이렇게 극복합시다!” 320권 무료 배부

1999년 1월서 창“10 를 이해하는 작은 이야기들”하나의학사 출판 200권 무료 배부

1999년 5월 “서영창 저“, “왕따 극복하기”산성미디어출판  300권 무료 배부
 전국 상담기관 및 관련기관에 서 창의 청소년 관련 책 무료 배부 

6)“등 청소년상담연구원”을 홍보한 언론기관

 “등 ”통신망의 운  방향, 상담 방법, 한글별칭자랑 회, 등  장애자 컴퓨터교실, 

비 상담, 또래공개상담 등 이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1992. 5. 3.  경향 신문             1992. 6. 9.  한국 경제 신문

1992. 7.30.  KBS 제 1 라디오 ‘한밤에 만난 사람’출연

1992. 8.   월간 ‘PC-LINE' 총 3면   1992. 8.     월간 ‘정보 시 ’

1992. 8.22.  스포츠 조선                  1992.11. 8.  세계 일보

1992.12.  월간 ‘과학 동아’총 3면       1992.12.     월간 ‘PC 월드’

1992.12.30.  스포츠 서울            1993.1월호   월간 “ 전화정보”

1993. 1. 4.  KBS 제 2 라디오‘가위 바위 보’ 출연

1993. 1. 9. KBS T.V. ‘자녀 교육 365일’(“등 ”의 상담 활동 소개)

1993. 1.16.  한겨레 신문        1992.겨울    “아산”동계호(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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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12   전자신문(특집 전면)          1993.2.12    한겨레신문

1993. 3.     월간“PC-line" 총3면 1993.2.19    전자신문(특집전면)

1993. 3.2    한겨레신문             1993.3. 3.   스포츠서울

1993. 4.     월간“PC-world” 총3면         1993.4. 6.   동아일보

1993. 4.     월간“우리교육” 1면           1993.4.14    스포츠서울

1993. 4.15.  KBS 1방송 자녀교육상담       1993.4.16    전자신문

1993. 4.19.  교육신보사          1993.5.22    KBS제1라디오 특집

1993. 6. 월간 “컴퓨터쇼핑”(창간호) 1993.여름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3. 6.     월간“푸른소식”서울시발행     1993.6.23.   조선일보

1993. 7.9    전자신문          1993.7.14    EBS 3시 교사의 시간

1993. 7.15   교통방송 아침7시             1993.7.23.   시사저널

1993. 7.24.  교통방송 오후3시         1993.8.      월간“마이컴”

1993. 7.20.  컴퓨터유통 총 4면 기재 1993.8.      월간“컴퓨터쇼핑”

1993. 8. 8.  EBS교육방송 “우리들의 광장” 고3의 여름나기

1993. 8.20.  스포츠서울 1993. 8.24-9.2 통권 85호  뉴스피플(서울신문사) 총 2면 

1993. 8.25. EBS 교육방송 11시“부모의 시간”형제간의 갈등에 해

1993. 9월호  월간 HITEL 소식지 “꿈따라” 1993.9.월간“컴퓨터쇼핑”

1993.10.12일 동아일보               1993.10.22일  전자신문 (특집)

1993.11.12일 멋사랑 코옹롱사보   1993.11월호   월간“컴퓨터쇼핑”

1993.12.19일 전자신문             1994.1월호    월간“컴퓨터시장”

1994.2월호   월간<정보메이터>        1994.4.19.    조선일보

1994.5월호   월간<컴퓨터시장>        1994.6월호    월간“우리교육”

1994.5.13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 방안” 세미나발표(세종문화회관)

       현장 소개 < 제 1 KBS 9시 뉴스> 한국일보,전자신문  등

1994.6.27.   한국경제신문                 1994.8.21    스포츠조선

1994.9.29KBS일요일은달린다(생방송)1994.10월호월간<HELLO PC>

1994.10월호  월간 < 신동아 > 

1995.1월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청소년문화와 컴퓨터 > 세미나 발표

1995.2월호  월간 <컴퓨터시장>   1995.3월호   월간<컴퓨터시장>

1995.5월2일  KBS “한밤에 만난 사람들”에서 1시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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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월15일 KBS 뉴스라인(밤11시)  “등 ”의 운  현황을 방송함

역사탐방 회 등의 활동을 소개함

1995.5월25일 서울시립청소년회관 주최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

      청소년과 정보문화에 해 발표 

월3호 여의주, 4월 우먼센스, 5월 주부생활 4월30일 SBS TV, EBS교육방송

조선일보에 2회에 걸쳐 소개되었고 기독교방송 등 여러 곳에서 인터뷰 등

1996년 4월 30일 SBSTV,오전 10시에 특집 "신세  부모선언" 프로에서 

초 되어 청소년 문제와 효율적인 상담과 “등 “ 현황에 해 설명

96년8월16일 MY TV 44번 체널에서 컴퓨터월터 프로에 인터뷰(오후6시)

96년10월 8일 ,10일에 등  운 자의 사진과 기사가 나옴(동아 일보)

96년12월 11일에 국민일보에서 등 가 소개됨

96년12월15일에 KBS 아침 생방송에 6시30~~40분 약 10분가령

97년 1월호 월간 "재능나라"에서 이성교제! 이렇게 도우세요.(15쪽에)

97년 1월13일"주간 교육 신문" 에 "등 "소개 

방송 학 TV 생방송! OUN <토론 광장> 성!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송 학 TV에 96년 밤10시 30분네서 12시 40분까지 성교육상담의 문제

점 등에 해 생방송의 주토론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등 를 소개함

1997년3월27일  조선일보 38면에서 NIE소개

1997년 4월호 "Queen 월간지" 사이버 포로노로부터 자녀를...

1997년 5월호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아이들의 바다에 떠 있는 등 지기

1997년 5월 30일오전 6시-7시 교통방송 1997년 5월 18일 오후 1시-2시 교육방송

       (정보시 ) 

1997년 5월18일 낮 12시-1시 기독교방송(최일도목사님 진행)1997년 6월 15일 경일요  

       신문

1997년5월20일경향신문(매거진X)등 ＢＢＳ-전면특집－아이들세상 밝히는사이버등 － 

1997년 6월  5일 경  뉴스메이커 1997년 6월 10일 경  중앙일보

1997년 6월 28일 오전 11시30분-12시 교육방송(김기태님 진행)

1997년7월19일 KBS 1 TV에 심야 토론에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생

방송으로 진행하는 주토론자로 참여하여 청소년 문화에 해 특징 과 성의식과 

사이버 문화에 해 설명과 상담 문화에 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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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9월4일 KBS1TV오전 11시에서 12시 45분까지 특집 "어른들의 청소년 읽기" 프

로에서 성,이성교제에 한 주토론자로서 참가하여 효율적인 상담과 현황 설명  

97년 10월4일 토요일 밤 11시에서 12시까지 평화방송에서"신부님 우리 신부님" 

프로의 토요초 석에 초 되어 방송

1997년12월1일 교TV방송11시-12시 TV공청회<또하나의 교육>제49회 똑똑,누구없습  

      니까?

1998년 3월 4일 부산방송-TV 04 20:31 사이버문화 라이브채팅

1998년 12월31일 KBS1TV 뉴스광장 98.12.31. 생활정보 오전 6:38-6:45 

1998년 12월 “새교육” 기획진단 특집 기고내용: IMF 일탈방지 상담사례

1999년 1월호 월간지 pc플러스 1999년 2월 1일 

      TBC-TV (ch19) : 생방송 열린아침 신지식인 초청 1999년7월 Y-CLUB창간호 

인터뷰 1-3면

1999년 4월 19일국민일보[마이홈이 만남사람] 1999년 3월 29일 스포츠조선 [책]현직

교사 서 창씨 '왕따 극복하기'펴내

1999년 3월 18일 한국일보 [아이와 함께] 1999년 3월 17일 경향신문 날로 심각해지는 

왕따 1999년 3월 14일 서울경제신문 ‘왕따인지를’ 1999년3월16일국민일보`왕

따'극복하는법, 책으로 1999년 3월 17일 중앙일보 왕따 해결사가 제시한 왕따의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해결법.

1999년11월10일(사)한국휴먼네트워크에서 올해신지식인 전국 21명에 선정되어 체험사례 

발표

2000년 7월11일 TV-MBC15시-16시 방  2000년 7월12일시민운동연합신문

2000년 8월12일 고양신문 2000년 1월  교육월간지 “새교육”1월호 P146-149 

2000년 2월  교육월간지 “새교육”2월호 기고 내용:학교붕괴와 N세

2000년 3월28일 발표 “정직을 가르칩시다” 장소: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장

2000년 4월27일 EBS 정보광장에서 30분간 강의함

2000년 5월26일 서울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사이버상담이론과 기법” 강의 

2000년 7월26일 발표: 청소년들의 사이버참여와 정보일탈

이외에도  다수의 언론 기관에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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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 BBS”개설 운  연혁

1)  <유니텔, 경향닷컴, 나우누리>에서도‘등 “청소년상담실 운

2)  등 청소년상담원 www.for1318.org(여의도 굿모닝증권에서 운 )

3)  www.cafe.daum.net/for1318운

□ 사진으로 보는 ‘등 청소년상담원’운 자 □  

1) 본 연구를 위해 개설한 www.cafe.daum.net/ia1318의 첫화면

 “燈臺"靑少年相談 컴퓨터통신망 開設 (www.cafe.daum.net/ia1318)

2) 가정교육 실천발표회 이희호 부인님과 함께(아래 왼쪽)

  2000년 3월28일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 달의 가정교육 실천주제, 

선정발표회 제막식 때 이희호 부인님,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님 등 6명과 제막

식을 함께하고 시민단체임원 200여명 앞에서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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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5월 靑少年保護大賞(개인부문)  서 창 受賞 (위의 오른쪽 사진)

4)“등 ”컴퓨터교실 개최(위의 왼쪽 사진)  5)  한글별칭 회(위의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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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내용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 활용도에 한 조사입니다. 인터넷 독에 

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건 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 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완 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 인 목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

을 것입니다. 오직 연구자료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 을 보장하오니 솔직하게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진하게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

면 체 설문지를 사용하지 못하오니 빠짐이 없도록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 이 있

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2월   등 청소년상담연구원  서 창

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학생이 해당하는 학년은?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2. 학생이 해당되는 학교는?  ① 여자중학교  ② 남자중학교  ③ 여자고등학교  ④  남자고등학교

3. 학교의 학급 성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지난 학기의  학급 석차를 중심으로) 

   (예 : 한 학급 인원이 40명이면 우수: 1등-12등, 보통: 13등-28등, 부족: 29등-40등)

  ① 우수(상위30%이내)     ② 보통(31-70%)  ③ 부족(71%이하)

4.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나요?

   ① 오전(6:00-12:00)  ②오후(12:00-18:00)  ③ 저녁/밤(18:00-24:00)  ④ 새벽(24:00-06:00) 

5. 자신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 인터넷을 접속할 때 하루에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겨울방학,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여름방학 때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 평균 시간)

   ① 1시간 이하  ② 2시간 정도  ③ 3시간 정도 ④ 4시간 정도  ⑤ 5시간 이상

7. 인터넷 중독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받고 싶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주세요.

① 부모님(   )  ② 선생님(   )  ③ 친구(   )  ④ 인터넷 중독전문센터(   )  ⑤ 상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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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항                      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폭력 등으로 괴롭히고 싶다. ① ② ③

2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3 인터넷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1  인터넷에서 게임과 도박을 즐기기 위해서   (   )

2  인터넷에서 S/W, MP3다운, 야설, 음난물, 엽기, 동 상 등을 보기 위해서    (   )

3  인터넷에서 채팅, 블로그, 싸이월드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   )

4  인터넷에서 외국어, 교과학습 시청, 숙제 등의 사이버교육을 위해서   (   )

번 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1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채팅,블

로그 등에 따라 가면서 괴롭히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에서 나도 사건이나 정보 등을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에서 나는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에서 나도 성(sex)적이나 엽기적인 언어

폭력 등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에서 나도 기회(실력)가 있다면 바이러

스 유포, 해킹 등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6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손, 어깨 등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시력 등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허리 등이 나빠진 것 같

다.
① ② ③ ④ ⑤

Ⅱ.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조사입니다.

Ⅲ.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목을 순서 로 적어 주세요.

S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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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11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모욕을 당하면 

바로 반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13
인터넷 접속 중에 결정할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채팅, 싸이월드,블로그 등에서 감정적인 립이 

있을 때에 자제력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채팅,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서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하느라고 피곤해서 학교에 지

각이나 혹은 결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 로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을 너무 사용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21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을 하는 공상에 잠긴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관련 캐릭터 아바타 등을 보

면 연관된 사이트에 접속한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음향이 들리면 

연관된 사이트에 접속한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인터넷에서의 체험을 일상생활에서도 체험을 하는 

듯한 착각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26 인터넷을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인터넷을 하는 동안은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28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30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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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

터넷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3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4
인터넷을 며칠 동안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

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35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6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

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7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38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를 좋

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일상생활보다 인터넷에서 화(이야기)가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41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도서관, 학원, 과외 등의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허락 받지 않은 다른 시간 , 다른 장소 등에서 부모

님, 형제들 몰래 인터넷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46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7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하고 싶은 유혹에 빠

져 든다.
① ② ③ ④ ⑤

49
인터넷 접속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번번히 실패

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인터넷을 시작하면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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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제 1회기 오리엔테이션

제 1회기 오리엔테이션

상담목표
1.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료 프로그램 개요를 설명
2. 집단구성원의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등의 서류 준비 및 척도 실

시하기

준비자료 1. S형 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서약서, 일정표, 3가지 척도 등의 서
류 준비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해서
올리기

1.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료 프로그램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동기 소개

2. S형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서약서, 일정표, 3가지 척
도 등의 서류 작성

3. 9단계를 모두 마쳤을 때의 상품 내역은 전원에게 국사
참고서, 세계사참고서, 청소년권장도서 등 모두 3권, 인
터넷 중독 또래상담도우미 인증서, 인터넷 중독상담치료
교육수료증서를 프로그램 종료 후에 상품을 지급하고 또 
가장 열심히 활동한 최우수자 1명에게는 청소년권장도서
5권, 인터넷 중독 또래상담도우미인증서, 인터넷 중독상
담치료교육수료증서과 국사, 세계사, 근현 사 등의 참
고서 및 문제집 모두 5권을 프로그램 종료 후에 상품을 
지급함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친구들이 참
가하게 된 동기 발표에 하기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친구들이 참
가하게 된 동기 발표한 글에 해 팀 전원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모두에게 달아 주기

2분

토론하기
“★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
원들과 토론하면 다른 친구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고통과 
자신의 고통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올린다. 3분

차시예고
“또이름 가꾸기”의 자료 또는 준비자료를 보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과제물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한다.

기 효과
및 평가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참가 동기 부여를 한다.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참여 학생 격려 및 칭찬과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조성한다.
만나는 시간을 회의로 결정과 제목에는 매회기와 자신의 또이름으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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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기 또이름 가꾸기

제 2회기 또이름 가꾸기

상담목표

1. 집단 참가자들이 친목 관계유지와 구성원간의 긴장감을 해소
2. 상호 호감 및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3. 자긍심가지기
4. 나와  다른 사람들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준비자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꿈이나 특징을 담은  또이름(별칭)짓기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설명: 자기 자신의 꿈이나 특징을 담은 자신의 또이름(별칭) 
소개하는 방법은 자기 소개 별칭 지은 이유 가족사항 , 미래
의 꿈 , 취미, 특기 등을 소개한다.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료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은 동기 
소개, 참가자 전원 돌아가면서 위의 내용 소개한다. 팀원 간
에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서먹서먹한 사이라서 빨
리 친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상 방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점을 나타낼 수 있고 예쁘
고도 독특한 다른 이름이 있다면 기억하기가 훨씬 쉽고 재미
있는 별칭을 만들면 소개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연
이나 사물, 호나 별명이면 됩니다.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
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별칭의 의미나 동기나 
별칭을 짓게 된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올린 또이름
(별칭)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
다.

2분

토론하기
남의 또이름(별칭)을 소개받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이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단한 질
문 등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의 
또이름에서 꿈과 이상에 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
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3 회기 마음을 담아 칭찬하기

기 효과
및 평가

구성원간의 긴장감을 해소, 상호 호감 및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듣기 좋은 또이름으로 소개되도록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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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기 마음을 담아 칭찬하기

제 3 회기 마음을 담아 칭찬하기

상담목표

1. 친구에게 관심갖기

2. 긍정적인 사고 갖기

3. 자신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3회기 자료를 먼저 참고하세요.

2.http://cafe.naver.com/70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

articleid=3985http://www.gnnews.co.kr/spmaj.html?f_mod=VIE

W&f_index=96909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칭찬의 

요령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한다.

2.“★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칭찬과 격

려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칭찬의 요령 

등을 미리 준비된 과제물 300자 이상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

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칭찬과 격려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마음을 담아서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과 칭

찬의 요령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론하

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내용인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과 칭찬의 요령에 해 

종합하여 마무리 한다.

3분

차시예고 4회기 자신의 비젼가꾸기

기 효과

및 평가

칭찬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신뢰성을 높이고, 집단의 응집

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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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기 비전 가꾸기

제 4 회기 비전 가꾸기

상담목표

나의 소질을 개발하기
실천 가능한 계획세우기
인생에서 뚜렷한 삶의 목표를 찾기 
삶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명료화하기
‘관찰’과 ‘추측’을 분별함으로써 합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

준비자료
1. “★회기별 강의자료실★” 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기
2. 진로 웹 사이트 활용하기
3. 실제 사례를 참조하기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 나의 상담심리 테스트의 결과
2.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1) 나의 성격과 진로
   2) 나의 신체적 조건과 진로
   3) 나의 직업의식과 미래 사회와의 관계(미래의 유망직업 

예측)
3. 자신의 미래 직업에 한 종합의견
   1) 친구들의 의견   2) 부모님의 의견  
   3) 상담실의 의견
   4) 담임선생님의 의견
4. 자신의 미래 설계
   1) 인생의 설계
   2) 이번 학기에 실행할 각오 
   2) 향후 2년 간의 나의 각오
 5. 인터넷 검색 결과와 과제물을 위의 양식에 맞추어 발표 
    하기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진로 결정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진로와 팀원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진로, 적성, 취미 등에 해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
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5 회기 진로 의사 결정 신중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진로의 중요성 이해하기
삶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명료화하기
‘관찰’과 ‘추측’을 분별함으로써 합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
직업에 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진로에 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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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회기 진로 의사 결정 신중하기

제 5 회기 진로 의사 결정 신중하기

상담목표

자신의 진로 의사 결정에 신중하기
자신의 진로 차선책 마련하기 
삶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명료화하기
자신의 직업관을 생각해보기
의사 결정 과정으로 통해서 자기 견해를 분명히 하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 혹은 “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
판에 있는 5회기 강의 자료 1과 2의 자료를 먼저 참고하세요.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5회기 강의 자료 1과 2의 자료를 먼저 읽
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자신의 진로 결정에 신중히 생각
하고 차선책까지 아래의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한다.
1. 10년 후의 미래사회 예측하기
2. 구체적인 직업인 장래희망과 차선책의 직업 선택 이유를 
   밝히기
3. 적성, 흥미, 특기, 능력, 신체조건 등의 나의 특성을 살펴 보기
4. 나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정립하기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올린 과제
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
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진로결정의 방법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
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6회기 인터넷 습관 바꾸기

기 효과
및 평가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에 신중하기로 동기부여하기
 진로의 차선책 마련하기로 미래사회에 능동적 처 방안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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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기 인터넷 습관 바꾸기

상담목표
인터넷 사용의 적절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예상되는 장애를 파악하기
인터넷 사용의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기
목표설정문안을 작성하고 목표에 접근하는 행동의 변화를 계획하기

준비자료
인터넷 사용의 목표설정과 행동의 변화를 계획하기 작성요령
인터넷 사용의 목표설정과 행동의 변화를 계획하기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학습자료와 인터넷 사용의 목표설정과 행동의 변화를 계획
하기 작성요령을 읽고 자신의 환경과 특징에 맞게 미리 
500자 이상 작성한다.
1.“★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자신의 인터 
   넷 사용의 목표설정과 행동의 변화를 계획표를 자기 책 
   상에 인다.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
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
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30분
1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
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
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인터넷 사용에 해 성공적이었던 과거의 시간을 확인하고, 
또 지금까지 부딪히는 장애물들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
직하게 팀원들과 토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
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
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7 회기 유혹뿌리치고 안 찾기

기 효과
및 평가

인터넷 사용의 목표설정과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제6회기 인터넷 습관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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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기 유혹뿌리치고 안 찾기

제7회기 유혹뿌리치고 안 찾기

상담목표
인터넷 사용의 충동적 상황이나 감정상태를 파악하기

충동적 상황을 피하거나 체할 수 있는 안찾기

준비자료

충동성 유혹뿌리치기 학습자료

 유혹 뿌리치는 방법에 해 토론하기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즐거움 찾기의 도표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유혹 뿌리치는 방법에 해  자신의 경험과 충동적 상황

을 피하거나 체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경험담과 일상생

활에서의 새로운 즐거움 찾기 방안 등을 준비하여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유혹을 뿌리친 경험 등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충동과 유혹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

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충동적 상황을 피하거나 유혹을 뿌리친 경험 자신과 친구

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8 회기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설계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충동성과 유혹 뿌리치기 방안을 찾는다.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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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기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설계하기

제 회기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설계하기 

상담목표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토론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인터넷 사용 목표 정하기 

인터넷 접속에 한 자기 통제능력의 향상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바꾸기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작성하기 

준비자료
학습자료를 보고 인터넷 사용 목표 정한다.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 관찰 및 평가 일지 작성하기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 수정 가능한 목표 행동들을 살펴 본다. 

2.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극복하기 위한 자제 

   방법이란 

3.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바 

  꾸기 위해 내가 할 일 등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인터넷 사용 

목표 설정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

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자제하기 어려웠던 점

과 자제할 수 있었던 경험 토론하기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 작성하는 요령을 정리한다. 또 실행일

지를 자기 책상에 붙인다.

3분

차시예고 제 9 회기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장.단점 살펴보기

기 효과

및 평가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을 자제력을 향상시킨다. 

인터넷 접속에 한 갈망과 충동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을 찾는다.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일지를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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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기의 보조자료

 나의 인터넷 사용 목표 실행 관찰 및 평가 일지

 (자기 관찰 -> 자기 평가 -> 자기강화 )

하루 목표 시간 ( 예 2  )시간 이하 인터넷 사용

날짜 사용시간 사용내용 성공이유 실패이유
나의 평가와 

각오 

5월5일

목요일

1시간 40분 

정도

메일 체크, 

채팅(구체적)

친구랑 쇼핑, 

도서관에 가서

기분이 

흐믓하다

5월6일

금요일 

4시간 30분 

정도

새로운 게임을 

찾아서

새로운 게임의

호기심 때문에

곧 후회가.

.새 각오를 

다져야겠다.

5월7일

토요일

5월8일

일요일

5월9일

월요일

5월10일

화요일

5월11일

수요일

5월12일

목요일

5월13일

금요일

5월14일

토요일

5월15일

일요일

5월16일

월요일

5월17일

화요일

5월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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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기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장.단점 살펴보기

제 9 회기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장.단점 살펴보기

상담목표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이해하기

사이버공간의 장.단점 살펴보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 “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 1과 자료 2를 먼저 참고하세요.

   <자료 1 사이버공간의 특징>, <자료 2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면 

    과 긍정적인 면>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준비된 <자료 1 사이버공간의 특징>, <자료 2 사이버 공간

의 부정적인 면 과 긍정적인 면>의 자료를 보고 자신이 편

한 시간에 자신이 생각하고 사이버공간 특징과 경험했던 사

이버 공간이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여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한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사이버공간의 

특징, <자료 2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면 과 긍정적인 면

에 해 올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

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 “★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자신이 생각하고 사이버공간 특징과 경험했던 사

이버 공간이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토론하며 친구들과 차이

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

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0 회기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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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기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제10회기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상담목표

1.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기

2.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사례를 통해 자기 성찰하기

3.‘관찰’과 ‘추측’을 분별함으로써 합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

준비자료
자료 1인터넷 중독이란 

자료 2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사례를 읽는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 

   의 게시판에 있는 준비 자료인 <자료 1인터넷 중독이 

   란 >와<자료 2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사례>를 보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미리 준비된 과제물 300자 이상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

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인터넷 중독으로 겪었던 아픔과 갈등들을 팀원들과 솔직

하게 토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

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1 회기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령 터득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친구들과 비슷한 고민이 있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는 계기를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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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기의 보조자료

 인터넷게임으로 가족 간의 갈등(부모와의 상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하도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

라 기에 컴퓨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다고 생각되어 몇 달 전에 구입해 주었

고 학원에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지나치게 컴퓨터에만 몰두하여 성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포르노 게임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를 못하게 했더니 엄마를 

무시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 도움말 ▣▶

  자녀와 컴퓨터를 인해 부모님과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 초등학

생이면 거의 모두가 컴퓨터 오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로노 게임

도 부모 몰래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하기

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음난물 방지를 

위해 컴퓨터를 학생의 방에서 거실로 옮겨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한 시간을 정해 놓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머님께서 게임,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적인 활용 방법인 NIE활용으로 논

술 공부 역사공부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인터넷을 하면 부모님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아이도 바람직한 정보를 

얻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자녀와 터놓고 화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어 좋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게임도 

함께 즐겨보세요. 용기를 내어 함께 컴퓨터를 배워보세요.

이 내용을 읽은 어떤 아버님이 저에게 강한 반발을, 작년에 항의 메일을 받았습

니다. 내용은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이 리니지게임에 빠졌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도 같이 빠져서 자녀 교육은 물론 가사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 사례집 

당장 없애라고 하다군요. 물론 이 사례집의 주인공은 아닐꺼라고 추측되지만 그

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공개적으로 보낸 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답장) 자녀가 인터넷, 게임으로 갈등을 느끼는 부모님에게!

  작년에 12월 9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주최한 사이버문화에 한 세미나를 발

표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이버 문화, 상담, 윤리에 해 발표하고 스타크래프트 

세계 회 우승자인 쌈장 이기석군은 프로게임머에 해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는

데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때 이기석군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프로게

이머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10 들에게 충고한 말이 기억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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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내에서, 학교에서 게임의 일인자라고 할지라도 게임감각이 있어야만 프로게

이머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임을 자기 학교에서 가장 잘한다고 프로게이머

로 활동하다가 실패한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국내의 프로게이머 그룹이 

몇 밖에 없지만 그 길도 매우 험난한 프로의 세계라고 하더군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는 체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가상 공간에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헤메고 방

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0 들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건전하고 바람

직하게 활용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독되어 깊이 빠지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을 유혹하는 마력을 가진 세계임에는 분

명합니다. 다양한 학습정보를 활용하여 DNIE를 체험하게 되고 취미 활동을 건전

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의 낭

비와 VDT 증후군 등에 시달리거나, 정서불안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이런 사이버 중독에 한 문제점을 10 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오히려 인터넷, 게임 등의 활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억지를 쓰면서, 부

모와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서 진학에 한 두려움으로 상담해온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얘기를 할 때나 사소한 일에도 격한 감정으로 마

우스를 클릭하거나 자판기를 두드리는 등의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

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인터넷, 게임 등으로 시간 관리를 실패하면서 부모와의 갈등

이 시작된 경우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게임을 못하게 했을 때에 오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집에서 못하면 친구 집이나 PC방을 서성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이럴 때에 부모와 화 방법이 잘못되거나 미래지향적인 동기부여가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어느 시간 에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인터넷, 게임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아울러 인터넷, 게임 등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도 찾아

내어서 우호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는 신뢰감을 먼저 쌓아야할 것이다. 그러

면서 바꾸어야 할 동기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막연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면 채팅을 많이 하면 ‘다음’이나 

'I LOVE SCHOOL' 등에 부모님도 들어가서 동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긍정적인 면을 격려하면서 

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게임을 좋아하면 그 게임의 장점이

나 용어, 어 등을 물어 보면서 중독성에 한 얘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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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스스로 문제점에 한, 개선의 방향에 동기가 부여된

다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함께 걱정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모처럼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즐거운 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

켜보고 격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정해 놓거나 알람

시계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줄임으로써 힘들었던 점을 열거하고 또 반 로 줄임으로써 유익한 점

을 각각 열거하며 격려해보세요. 아울러 유익한 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미

리 설정한 학습 목표량이나, 자녀의 미래에 한 인생 설계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일에 흥미를 발견하도록 하거나 다른 취미활동에 한 성취감에 동기를 

부여토록 이끌어 내어 봅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버중독 크리닉 사이트

에 방문하여 조언을 받아보세요.

  부모님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보면 인터넷, 게임 등을 계기로 자녀와 더 친 한 

화관계를 마련하여, 나쁜 감정의 골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

다.

  끝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나 흥미를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어울

리거나 이끌어 내어보세요. 단순한 인터넷 중독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 일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화입니다. 한번 시간을내어 함께 목욕이나 등산을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 "등 "  도우미 드림 ♣♣

  "등 "청소년상담연구원의 상담 사례집은 친구들이 부담없이, 진솔하게 터놓은 

얘기들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면 등 의 통신망이나 책을 참고하거

나 좀 쑥스럽겠지만 등 의 상담기관 안내 난을 참고하여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보세요.  용기를 내면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설계

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등 "청소년상담연구원  서 창드림▶ 

자료 :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사례  (자료 출처 : www.cafe.daum.net/for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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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기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령 터득하기

제11회기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령 터득하기

상담목표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험에 성공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준비자료

효과적인 시간관리 15가지 요령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

공부잘하는법 ~~ 시험에 성공하는 공부방법  학교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효과적인 시간관리 15가지 요령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 관

리 방법과 공부잘하는법과 시험에 성공하는 공부방법과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읽고 500자 이상을 준비하여 올

리기

3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린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령의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

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학습요

령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론하며 친구들

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기 효과

및 평가
효과적인 시간관리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습요령 터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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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기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제12회기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상담목표
1. 학습 계획표 짜는 방법을 익히기

2.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준비자료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세우고, 학습분량과 시간을  고려하고, 같은 시

간 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계획표 짜는 방법을 익히고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세우고, 학습분량과 

시간을 고려하고, 같은 시간 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계획표 짜는 방법을 익히고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등의 자

료를 미리 준비하여 300자 이상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학습계획 작성 

요령의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학습계획 작성 요령의 어

려움과 독창성에 해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

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학습계획 작성 요령의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

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3 회기 왕따극복하기

기 효과

및 평가

1.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세우기

2. 학습분량과 시간을  고려한 계획표를 세우기

3. 같은 시간 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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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회기의 보조자료

  학습계획표의 모델

날짜

(요일)
시간 과목 내용 목표량 평가 성공, 실패원인과 안 

5월9일

(월요일)

점심시간 국어 시 산책 p12 분량 상
성공, 각오 다지기로 

결심하여

자율학습 세계사 중세사회 p10 분량 중 자율시간이 산만함

21시-22시 수학 삼각함수 p92-99 하

기초적 이해 부족, 

책임 분량 못나감

(질문환경마련)

22시-23시 어

5월10일

(화요일)

5월11일

(수요일)

5월12일

(목요일)

5월13일

(금요일)

5월14일

(토요일)

7월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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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회기 왕따극복하기

제 13회기 왕따극복하기

상담목표

학교생활 적응하기

인관계 증진시키기

자기 성찰을 통해 원만한 인관계를 맺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느끼기

준비자료
 왕따극복하기 “선생님이 원망스러워”읽기 자료 준비

(출처 서 창 왕따극복하기 신성미디어 1999 pp110-120)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경서, 예리, 명지, 담임 선생님의 행동의 문제점과 좀 더 

나은 해결책에 해 자신의 의견을 미리 준비하여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선생님이 

원망스러워” 드라마의 주인공들에 해 느낌의 올린 글

에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

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왕따극복하기의 행동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해 팀원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

이 올린 “선생님이 원망스러워”읽고 느낀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4 회기 내 마음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하기

인관계 증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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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회기의 보조자료

선생님이 원망스러워(모델)

                                2008년 6월 1일             111002  김 빛 나

행동의 문제점 좀 더 나은 해결책

경서

★ 계속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있

던 게 바보 같다.

★ 처음 자신이 웃은 것을 해명했어야 

했다.(자기표현부족)

★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행동했다.

★ 전학말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

★ 제 로 항도 못 했다.

★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얘기하지 않

았다.

★ 미리 어른들에게 상담하지 않았다.

★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

력했어야 했다.

★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진짜 녹음

하든지 해서 복수했어야 했다. 

★ 아니면, 예리를 따 시킨다.(예리를 

싫어하는 애들과…)

★ 예리와 친하게 지내도록 초기에 노

력하면 좋았을텐데.

★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 법으로 소송하거나 언론매체에 알

린다.

★ 인터넷에 예리의 만행을 알린다.

예리

★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알지도 못하

고 경서를 따돌린 것은 잘못이다.

★ 자기 배경만 믿고 막 행동하는 게 

정말 “재수 없다.”

★ 작은 실수도 눈감아주지 못하고 속

이 좁다.

★ 생각이 짧고 교육을 잘못 받았다.

★ 약육강식의 사고방식, 올바른 자아

가 형성되지 않았다

★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인상으로 모드를 판단치 말아야 

한다.

★ 꼭 사람을 따 시켜야 했는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

★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 자신도 똑같거나 비슷한 고통을 겪

어 보도록 한다.

★ 정학, 퇴학을 시켜야 한다.

★ 구속해서 소년원에 보낸다.

명지

★ 예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 자기 생각을 제 로 행동으로 옮기

지 못했고, 비굴했다.

★ 제 로 항도 못하고 바보같다.

★ 비굴하고 소심하고 의리가 없다.

★ 선생님이 맞는가가 의심스럽다.

(너무 무책임)

★ 솔직히 해결책 있어 보이지 않다.

(나도 자신이 없다)

★ 용기를 내서 경서를 돕는다.

★ 여럿이서 규합하여 예리에게 항

한다.

★ 교장에게 투서, 언론에 투고한다.

★ 자기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

신의 할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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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문제점 좀 더 나은 해결책

담임

선생님

★ 이기적이고 예리의 배경에 비굴했

다.

★ 약자의 입장을 보지 않고 눈치만 

본다.

★ 비열한 인간이다.

★ 제자 사랑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

★ 상황파악, 판단이 좋지 않다.

★ 경서의 전학으로 문제는 해결되

지 않는다. 예리네를 혼냈어 야 

했다.(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

해야한다.)

★ 제 3자를 만나서 이야길 들었어

야 했다.

★ 증거를 포착해서 예리네를 끝내 

처벌시킨다.

★ 선생님으로서의 ‘의무’를 재인

식 시켜야 한다.(해고시키거나)

★ 학급전체에 연습장에 무기명으로 지

금까지 있었던 일을 쓰라고 한다.

자신

의 

종합

소감

★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슬픈 일이다.)

★ 역지사지의 자세 필요

★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예리나 선생님도 문제는 있지만,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은 경서에게도 

문제가 있다.

★ '권력 남용‘이라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도 권력과 명예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곳이다. 학교의 현실은 최악이  다.)

★ 여기의 모든 인간들이 싫다.(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

★ 선생님은 ‘제 2의 배경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더 능동적인 

해결책 강구 필요)

★ 이 드라마를 만든 선생님의 마음이 단하시다. 책으로도 볼 수 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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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회기 내 마음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제14회기 내 마음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상담목표

나의 감정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따뜻한 마음 전달하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준비자료
 http://210.218.37.13/%7Emiyoung/talk/talk2.htm
 http://cafe.naver.com/wookifamily/78 
 http://blog.naver.com/domi11/120010037503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회기별 강의자료실★” 혹은 “상담프로그램자료실”
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아래의 전달법을 준비한다.
1. 추운 날씨에 친구가 약속 시간에 세 번째나 늦게 와서 

 화가 났다.
  나 - 전달법    너 - 전달법
2. 한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고 체육복을 가져가고 옷을 

깨끗이 돌려주지도 않아서 나는 화가 난 상태다.
  나 - 전달법    너 - 전달법
3. 친구가 비 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

에게 말하고 다녔다.
  나 - 전달법      너 - 전달법
내마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넌 너무 과욕적인 편이야  ->  넌   ---------- 
  넌 너무 변덕이 심해      ->  넌   ----------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나 - 전달
법과 너 - 전달법의 3가지 유형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나 - 전달
법과 너 - 전달법의 3가지 유형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나 - 전달법과 너 - 
전달법의 3가지 유형에 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5 회기 인터넷폭력 화보고 토론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실생활에 활용토록 익숙하기
나의 감정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전달하여 인관계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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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회기 인터넷폭력 화보고 토론하기

제15회기 인터넷폭력 화보고 토론하기

상담목표

정보윤리의식의 필요성
인터넷폭력의 심각성을 이해
정보윤리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기
정보윤리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높히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먼저 참고하세요.
2. kbs 인터넷폭력 http://www.conpia.com/0401/index.php 
   학교3 35회 [2000.12.17] - 가면놀이 
3. 첫째 www.conpia.com에 접속한다 
   둘째 좌측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한다.(무료가입) 
   셋째 검색창에 "학교2"또는 "학교3"를 검색한다학교3 35회 [2000.12.17] 
   - 가면놀이  회수를 선택하여 시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결제 안내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 결제를 한다고 하면 핸드폰 
결제 버튼을 누루고 핸드폰 번호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메세지로 승인번호가 전송된다. 그리고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동

상이 연결된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인터넷폭력 화 소감문 준비하기
학교3 35회 [2000.12.17] - 가면놀이 
해적방송 게시판에 엉뚱한 도배글이 오르자 화가 난 원석은 도배글 
쓴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원석이 다인의 아
이디를 사용한 탓에 다인에게 사과하라는 메일이 오면서 문제는 시
작된다. 다인을 뒷조사해서 아버지가 안계신 환경을 까발리고 욕을 
해 자 세찬은 가만히 보지를 못하고 도배글의 주인을 찾아 조사에 
나선다. 아이피 주소와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글에 나타난 단서를 통해 세찬 일행은 '그'가 동광고등학교의 학생
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해적방송을 통해 '그'를 찾는 공개수배를 
내자 '그'는 당황해서 다인에게 더 협박을 해 는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인터넷폭력 화 소감
문을 300자 이상 올리기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린 과제
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
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인터넷폭력 화 소감문 토론하기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인터넷폭력 화 가면놀이 소감문에 해 ,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6 회기 네티켓가꾸기

기 효과
및 평가

사이버공간에서 욕을 하거나 상 방을 비방하는 행동도 현실에서 일상생활처
럼 나쁜 행동임을 인식
정보윤리의식(네티켓)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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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회기 네티켓가꾸기

제16회기 네티켓가꾸기

상담목표

네티켓 함께 가꾸기 캠페인을 이해하기

게시판 예절을 이해하기 

전자편지 예절을 이해하기 

화실 예절을 이해하기  

그 밖에 지켜야 할 통신예절을 이해하기  

정보통신 예절 의 10원칙과 행동강령과 기본원칙을 이해하기

준비자료

1.‘사이버윤리 의식에 한 연구’ PP65-68

2. http://www.icec.or.kr의  정보통신 예절 PP 6-11를 먼저 참고하 

 세요.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네티켓 함께 가꾸기 캠페인의 내용, 게시판 예절, 전자편

지 예절, 화실 예절, 그 밖에 지켜야 할 통신예절과 정

보통신 예절 의 10원칙과 행동강령과 기본원칙에 해 미

리 준비된 과제물 300자 이상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네티켓 과

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 자신이 당한 사이버공간에 경험했던 언어 등의 폭력을 

 토론한다.

2) 네티켓 헌장을 만들어 본다

3) 피해에 해 처방안을 살펴본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 네티켓 문제를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

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7 회기 헬렌 켈러의 생애 토론하기

기 효과

및 평가

1) 사이버공간에 경험했던 언어 등의 폭력사례를 살펴본다.

2) 네티켓 헌장을 만들어 정보윤리을 함양한다

3) 피해에 해 처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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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회기 헬렌 켈러의 생애 토론하기

제17회기 헬렌 켈러의 생애 토론하기

상담목표
1) 행동변화의 촉진을 위한 동기 강화
2)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다지기
3)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더 다지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19회기별 자료를 먼저 참고하세요.
2.http://my.dreamwiz.com/jsw0604/data/do/do3/3-2.helenkeler.
 htm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
시판에 있는 19회기 자료를 보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자신이 
편한 시간에 찾아보고 아래의 과제물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한다.
1. 헬렌 켈러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생각하며, 우리가 본받

을 점들을 이야기해 보자. 주변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삶에 해 이야기 해보자. 

2.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그 때의 마음가짐에 
하여 이야기해 보자. 

3. 내가 만약 헬렌이었다면 어떻게 하 을지 생각해 보자. 
모든 조건이 좋은 우리가 사소한 역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여 보자.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미리 
준비된 과제물 300자 이상을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헬렌 켈러의 
생애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
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다지기
2.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마음가짐다지기
3. 사소한 역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고 새 
   로운 각오를 다지기
강의자료를 읽고 토론의 3가지의 주제에 해 자신의 느낌을 
예기 해봅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8 회기 나의 성공 보상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다지기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마음가짐다지기
사소한 역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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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회기 나의 성공 보상하기

제18회기 나의 성공 보상하기

상담목표

긍정적인 행동의 보상에 한 중요성을 이해하기

인터넷 사용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의 예를 브레인스토밍하기

준비자료

인터넷 사용의 목표 달성을 실행하는 과정

최근의 성공을 확인하기

자기 보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인터넷 사용의 목표 달성을 실행하는 과정과 최근의 성공을 

확인하기와 자기 보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긍정적

인 행동의 보상에 한 중요성을 이해하기, 인터넷 사용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의 

예를 브레인스토밍하기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올린다.

30분

리플달기

인터넷 사용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긍정적인 행동을 보

상하는 방법의 예를 브레인스토밍하기 등의 자료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나의 성공에 한 보상에 해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팀

원들과 토론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인터넷 사용 줄이기 목표가 성공했을 때 나 자신을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나열한다.

15분

정리하기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에 해 자신과 친구들이 올

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19 회기 실수 수용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작은 변화일지라도 보상하는 것을 방법을 찾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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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회기 실수 수용하기

제19회기 실수 수용하기

상담목표

1) 재발도 행동변화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이해

2) 재실행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3) 자아실현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

4) 다시 각오하기

준비자료

재발도 행동변화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이해하고 실수 수용 단계와 촉

진 단계와 재시도 단계 등의 3단계를 이해하고 재실행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준비한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

의 게시판에 있는 자료인 재발도 행동변화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이해하고 실수 수용 단계와 촉진 단계와 재시

도 단계 등의 3단계를 이해하고 재실행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준비 자료를 보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과

제물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하여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실수 수용하

기에 해 올린 과제물에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려의 리

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1.“★토론하기★”의 게시판에서 수용 단계와 촉진 단계

와 재시도 단계 등의 3단계를  솔직하게 팀원들과 토론

하며 친구들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한다.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수용 단계와 

촉진 단계와 재시도 단계 등의 3단계를 토론하여 재실행하

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창출 등을 자신과 친구들이 올

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20 회기 지지, 협력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성공한 사람들도 몇 차례의 재발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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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회기 지지, 협력하기

제20회기 지지, 협력하기

상담목표

지지, 협력의 자원을 확인하기

지지망 확 하기

쌍방향 지지의 중요성 이해하기

준비자료
지지, 협력의 자원을 확인하기, 지지망 확 하기, 쌍방향 지지의 중요성 

이해하기 등의 자료를 준비한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미리하기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지지, 협력의 자원을 확인하기, 지지망 확

하기, 쌍방향 지지의 중요성 이해하기 등의 자료를 보

고 자신이 편한 시간에 과제물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

하여 올린다.

40분

리플달기
“★기적 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게시판에 회기별로 올린 

과제물에 해 팀 전체의 글에 해 50자 이내로 칭찬과 격

려의 리플을 달아 준다.

2분

토론하기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할 수 있는 친구를 3명 정도를 찾아는 

방법을 토론하자.

다른 집단에서도 지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확 하는 방

법을 토론하자.

쌍방향지지, 협조의 중요성을 토론하자.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토론하자.

15분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3분

차시예고  제 21 회기 복습, 종결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인관계의 중요성도 인식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원만한 인관계를 맺기

협동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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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기 복습, 종결하기

제21회기 복습, 종결하기

상담목표
1)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9단계의 주제들을 복습하기
2) 팀원들이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의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만족했던 점의 과정들을 토론하기

준비자료
1.“★회기별 강의자료실★”혹은“상담프로그램자료실”의 게시판에 
있는 토론 자료와 복습문제를 준비한다.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과제물 
준비하여
올리기

  학습 자료인 “집단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향을 끼쳤
나요?”,“최소한 한사람 이상의 팀원에 해 긍정적인 것
을 말해보세요.”,“집단이 종결된 후 당신에게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은가요?”,“당신의 문제는‘이제 어떻게 진
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요?”
복습 문제인 1) 마음을 담아 칭찬하기,   2) 자신의 꿈과 
차선책  3) 인터넷 습관 바꾸기에서 유혹뿌리치기  4) 시
간관리와 학습요령 5)학습계획표 작성하기 6) 네티켓가꾸
기  7) 나의 성공 보상가꾸기 8) 원만한 인관계로 지지, 
협력의 망을 어떻게 확 했는지 등의 준비 자료를 보고 자
신이 편한 시간에 과제물을 미리 300자 이상을 준비하여 
올린다.

30분

리플달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
이 올린 과제물에 격려와 지지의 리플을 20자 이상 50자 이
내로 올린다.

3분

토론하기

“당신이 집단에서 배운 두 가지 일을 말해보시오.”
“집단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향을 끼쳤나요?”
“최소한 한사람 이상의 팀원에 해 긍정적인 것을 말해보세요.”
“집단이 종결된 후 당신에게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은가요?”
“당신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정리하기
☻회기별 꼭! 정리하기☻”의 게시판에는 자신과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 리플,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차시예고 제22회기 마무리하기

기 효과
및 평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재발했을 때 안책 모색하기
원만한 인관계로 지지, 협력의 망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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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기 마무리하기

제22회기  마무리하기

상담목표

사후 평가척도 작성하기

수료증, 인증서 지급 

상품지급 

준비자료

1. S형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2. 인터넷 중독사이버상담치료 프로그램의 만족도 종합 평가지

3. 학교 적응 척도 분석고독감 척도 분석우울증 척도 

상담활동내용 시간(분)

사후 

평가척도 

작성하기

1. S형인터넷 중독자가진단척도

2. 인터넷 중독사이버상담치료 집단프로그램의 만족도 종합 

   평가지

3. 학교 적응 척도 분석고독감 척도 분석우울증 척도 

30분

정리하기

“기적창조의 지혜 속으로”의 인터넷 중독 사이버상담치

료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점과 함께 했던 친

구들에 한 느낌을 정리하기

참여하여 마무리 하게 된 소감을 정리하기

3분

기 효과

및 평가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잘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함에 최선을 다하며, 또 정보윤리의식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

고,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인터넷을 유용한 도구로 건전하

게 활용하기를 기 한다.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한다.



- 512 -



敎育 現場 硏究 論文集
  2009年  12月   日  印刷

  2009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      서울常綠科學學術財團

 
  發行人   財團法人理事長  김 경 회

  電  話   02)738-9963

  印刷處   興文企劃 363-8679

<非賣品>

財團

法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