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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쓰기는 필자로 하여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여 어떤 거리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정서  이해를 도와 다. 한 쓰기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 문제 상황

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궁극 으로 치유하는 힘을 기

를 수 있다.1) 따라서 쓰기는 청소년의 자아성찰과 창의성을 길러  수 있는 좋은 

로그램이다. 

그러나 학생을 한 쓰기 교육은 논술과 독후감을 심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

도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학교 장에서의 쓰기 지도는 지나치게 틀이나 규칙

에 얽매인 을 쓰게 하여, 한정된 사고 속에서 형식에 갇힌 채 정형 인 생각만 나열하

게 하고 있다. 한 완성된 쓰기를 강요하거나 교사가 시키는 활동을 따라하는 학습

자만을 양산하고 있어, 학생이 쓰기에 흥미를 잃고 기피하게 될 우려가 많다.3) 

 1) 변학수, 2006, 통합  문학치료(서울: 학지사), p.101.

 2) 임춘택, 2012, “독일어권 쓰기 교육에 한 연구: 독창성, 의사소통, 자기표  역을 국내 사정과 연 하여,” 

교양교육연구, 6(2),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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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쓰기 교육 상황에서 사회교육기 으로서 도서 은 청소년이 편안한 환경

에서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쟁으로 인한 학교 부 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 상황

과 진학․진로 등 심한 스트 스를 스스로 해소하고 자아탄력성과 자기계발을 도와

 수 있는 새로운 쓰기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

한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공동체의 력을 통해서 길

러지기 때문이다.

쓰기 환경과 련해서 학교도서 은 어린이․청소년의 요구와 수 에 맞는 모범

인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탐구활

동에 필요한 체계 인 정보활용교육이 가능하고, 학생과의 지속 이고 빈번한 

이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 상호간 쓰기에 용할 수 있는 정보탐색 략 공유가 가

능하기 때문에 동학습에 유리하고, 교육목표에 합한 장서를 개발하고 교육활동

을 개할 수 있다. 한 공공도서 은 개방시간  개방일의 확 가 가능하고, 학생

보다는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 개별 정보요구에 한 사에 유리하다. 특

히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와 인 자원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활용능

력 신장에도 유리하다.4) 따라서 도서 이 운 하는 쓰기 로그램은 가정과 학교 

 공공도서 이 상호 력하여 청소년 문제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건 한 자아 형성과 

학교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도서 의 역할 측면에서도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은 도서 법 (법률 제11310

호)과 학교도서 진흥법 (법률 제11690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교과학습은 물론 

평생학습능력 신장을 목표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서

이 운 하는 로그램은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서나 사서교사는 물론 다양한 외

부 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의 성과 진로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추어 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의 쓰기 로그램은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에 해

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 미래 직업 환경과 일상생

활에서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김승연, 2009,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지도 방업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국

어교육 공), p.2.

 4) Natalie Rief Ziarnik, 2003, School & Public Libraries: Developing the Natural Alliance(Chicago: ALA),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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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도서 의 청소년 서비스는 두 가지 목 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여가  

정보 욕구에 효과 으로 응함으로써 그들을 도서 으로 이끄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건 한 성장을 돕는 것이다.5) 쓰기 로그램은 자아성찰과 창의성 개발에 

을 둔다는 에서 청소년의 건 한 성장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창의성 개발에 적합한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쓰기는 읽기, 셈하기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 인 의사소통능력이자 학습능력이

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쓰기 교육은 독후감이나 논술과 같이 쓰기 규칙과 모범 인 

텍스트를 모방하여 결과물 생산을 시하는 형식 인 교육에 치 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아존 감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국․내외 청소년 쓰기 로그램 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

화하고, 쓰기를 통한 자기표 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청소년용 쓰기 로그

램 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사서․사서교사가 운영할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 은 독서와 오락 그리고 학습을 한 사회교육기 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

에서 사서․사서교사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자기주도학습에 합한 도서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매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지도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이를 하여 사서․사서교사가 손쉽게 쓰기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모형별 쓰기 차와 운  방법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셋째, 도서관 중심의 청소년 독서진흥 활성화

국내 공공도서 의 어린이․청소년서비스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독서진흥 

로그램이 상 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그나마 입시교육의 향을 받아 외부강사

 5) Jennifer Burek Pierce, 2010, 21세기 청소년에 한 이해: 성, 두뇌발달, 비디오게임을 심으로, 정진욱 역(서울: 

국립 앙도서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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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빙하여 독서논술 로그램을 주로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6) 따라서 사교육과 

구별되는 도서  심의 청소년 독서진흥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오늘날 쓰기 

활동은 독서와 같이 탐구활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한 창의

 쓰기 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6) 한윤옥, 이연옥, 2008, “공공도서  청소년 독서 로그램의 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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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 한 연구는 청소년의 건 한 성장을 돕고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와 자기이해를 한 쓰기와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해

서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한 방법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청

소년 쓰기 로그램에 한 선행 연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1 치료와 자기 이해를 위한 글쓰기

치료와 자기이해를 한 쓰기(scriptotherapy)는 필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 으

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치유와 자기이해를 

한 쓰기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 생각이 복잡할 때 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 말로 표 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을 로 풀어내

는 일, 자신의 생각을 탐색하여 재확인함으로써 객 으로 검토하는 일 등이 포함된

다.7) 리 알려진 치료와 자기이해를 한 쓰기 로그램으로는 쓰기, 독서자

료를 활용한 문학치료 그리고 독서치유 등이 있다. 

쓰기는 자가 치료를 목 으로 하는 새로운 일기쓰기이다. 보통의 일기쓰기가 하

루 동안 겪은 주요 체험을 소재로 하는 반면, 쓰기는 주로 오랫동안 쓴이의 내면

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 인 상처를 소재로 한다. 애덤스(Kathleen Adams)는 다양

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쓰기가 개인의 마음과 정신, 혼의 내면을 흑과 백처럼 

명백하게 펼쳐 보여 으로써 강력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8) 한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다리를 통해서 쓰기의 여러 방법인 도구를 

개발하 다. 표 인 도구에는 문장완성하기, 100가지 목록, 클러스터, 순간포착, 

보내지 않은 편지, 화, 의 변화, 꿈, 자유로운 쓰기 등 20여 가지가 있다.9)

 7) 김 숙, 1999, 쓰기 치료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미간행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교육 학원 상

담심리 공), p.7.

 8) Kathleen Adams, 2006, 치료: 자아를 찾아가는 나만의 쓰기, 강은주, 이 희 공역(서울: 학지사),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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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애덤스(Kathleen Adams)의 저널사다리

청소년을 상으로 한 쓰기 사례 연구를 보면, 청소년이 화식 쓰기 도

구를 활용하여 내면의 상처를 로 표 하는 것이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이 연구에서는 화식 쓰기 활동이 회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

으며, 쓰기 과정은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내면에서 고통을 꺼내는 활

동, 고통과 화를 나 는 활동 그리고 성찰하기 활동으로 개하 다. 연구에 참여

한 고등학생들은 입문제, 교사와의 문제, 친구 계 등 다양한 정신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화식 

쓰기에 극 으로 참여한 학생은 내면에 억압된 고통이 치유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Kathleen Adams, 2006, 치료의 실제, 강은주, 이 희, 이 식 공역(서울: 학지사), pp.15-16.

10) 박태진, 2010, “청소년기 자아의 치료와 정체성을 찾는 쓰기 연구: 도구 화 쓰기의 사례를 심으로,” 작

문연구, 11,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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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략 목

쓰기 
∙학생이 최 한 마음을 평온히 하기

∙학생의 고통에 이름(별명)붙이기

∙고통 꺼내기

∙고통과 화 비하기

쓰는 

처음
∙의식  자아가 먼  무의식  문제에 말 건네

기로 시작하기
∙말문을 여는 화의 장 마련

간

∙무의식  고통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의식  자아와 무의식  고통의 입장 이해하기

∙무의식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을 해소하며 용

서하는 방향으로 화 시도하기

∙무의식  고통 직면  원인 찾기

∙무의식  고통 해결하기

끝
∙의식  자아가 무의식  자아에게 지는 끝맺음

은 피하기
∙고통 해결의 화 마무리

쓰기 후 ∙의식  자아(이성)로 성찰하기
∙자아의 내면 고통 치유

∙자아의 정체성 찾기

<표 I-1> 대화식 저널쓰기의 활동 절차

정신지체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화식 쓰기 연구를 보면, 쓰기 지도가 장

애아의 반성  쓰기 능력과 문제 행동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연구 

결과 화식 쓰기가 반성  쓰기에 효과를 주기 해서는 실제생활에서 부딪

히는 문제를 화식 쓰기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흥미를 갖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3-5문장 정도의 짧은 이라도 쓸 수 있고, 

쓰기에 한 부담감을 여주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 이었

다. 한 화식 쓰기가 장애아의 문제행동 개선에 기여하기 해서는 학생이 자

신의 문제를 안 하고 폭넓게 풀어볼 수 있는 해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문제 상황에 맞게 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가 정서 으로 교감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될 때 문제 행동 개선 효과가 높

게 나타났다. 

발달장애학생을 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도 화식 쓰기가 반성  쓰기 

능력 향성과 문제행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이 밝 졌다.12)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사례 분석 결과 쓰기가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데 정

인 향을  수 있는 조건은 학생에게 자신의 문제 인식 기회 제공, 교사의 피드백

과 학생의 학습욕구 그리고 친 감 등이다.

11) 김윤희, 2007, 화식 쓰기가 정신지체아동의 반성  쓰기와 문제 행동에 미치는 향(미간행석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학원 특수교육학과).

12) 박귀주, 한경근, 2008, “반성  화 쓰기가 발달장애학생의 쓰기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요구

아동연구, 21,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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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치료는 크게 읽기치료와 쓰기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과 같은 독서

자료를 활용한다는 공통 을 갖는다. 문학치료는 개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나 며, 독서와 쓰기를 통합하면 보다 극 인 자기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쓰기치료는 우울증이나 스트 스, 분노, 성폭력 같은 심리  상처의 

치료는 물론, 감정을 통제하고 사회 인 계를 발 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13) 

요소 의미

지속성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제나 쓰기를 통한 의식 이고 내면 인 화에 의해 그 감정을 

조정하게 된다. 이때 화 상 가 있느냐 없느냐는 요하지 않다.

해방감 이미 잘 알고 있는 경험에 해 서술함으로써 기분이 편안해짐을 뜻한다.

신뢰성
지속성과 계있다. 을 계속 쓰는 것은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쓰기를 통해 필요한 것

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고, 어려울 때나 기에 빠질 때는 을 통해 탈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반복 기억을 되살리고 기록을 함으로써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검증해보는 것이다.

실 받아들이기 나는 내 생활의 한 단면이나 고통스러운 면까지도 부인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만남
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한 우리 자신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다.

화-다시 시선을 

밖으로
가능성, 생각, 느낌에 해 표 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발한다.

자의식과 자존심
을 쓰면서 자신의 내부에 을 맞추고, 그 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요하게 인식하

며, 더 높은 자존심을 발 시킨다.

투명성
내부 인 갈등이 커져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와 인생의 계에 해 더욱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투명성을 키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워진다.

치료의 증거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들은 진보 인 치료술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다.

<표 I-2> 애덤스의 치료적 글쓰기의 10가지 요소

쓰기를 통해 얻는 것은 스스로와의 계 정립,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것, 일상에서 자신의 발 된 능력을 활용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한 쓰기는 인생의 기를 다스리는 매개체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늘 새

롭게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쓰기가 치료의 매개

체 역할을 하기 해서는 지속성, 해방감, 신뢰성, 투명성 등과 같은 요소를 충족하여

야 한다.14) 

어린이를 상으로 한 쓰기 치료 연구를 보면, 쓰기의 치료 효과는 다음과 같이 

9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15) 

13) 박미라, 2008, 치유하는 쓰기(서울: 한겨 출 ), p.7.

14) 루츠 폰 베르더, 바바라 슐테-슈타이니 , 2004, 교양인이 되기 한 즐거운 쓰기, 김동희 역(서울: 들녘), 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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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재 재능개발 ② 창의력 개발 ③ 자아존 감 향상

④ 작문실력 향상 ⑤ 스트 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

⑥ 동기부여와 학습능력 향상 ⑦ 의사소통능력과 응력 강화

⑧ 꿈과 재능의 탐구 ⑨ 행동장애 치료

체험  독서치료의 측면에서 극  자기치유에 한 연구를 보면, ‘치유의 책읽기

-치유  쓰기-치유  말하기’와 같이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 활동을 통합 운

하 다.16) 각 단계별 활동 내용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표 I-3>과 같다.

단계 활동 내용  유의사항

1. 치유의 책읽기

∙혼자서 한다.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는 몇 차례에 나 어 집 하여 통독한다.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이 때 책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의 공감이 요

하다.

2. 치유  쓰기

∙혼자서 한다.

∙다음 내용을 정리하여 솔직하게 는다.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 

  -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조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장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

  - 나 자신에 한 새로운 이해와 주변 사람에 한 새로운 해석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

3. 치유  말하기

∙그룹으로 한다. 

∙ 비해 온 치유  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나를 열어 보이며 표 한다. 

∙다른 참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보며 토론한다.

<표 I-3> 체험적 독서치료를 통한 자기치유 활동의 가이드라인

내향 인 청소년을 상으로 한 6주에 걸친 사례 연구를 보면, 쓰기 치료 로

그램이 말하기 심 로그램 보다 자아 개념 증진에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

다.17) 쓰기 치료 로그램의 단계  활동 내용과 운  지침을 살펴보면 <표 I-4>

와 같다.

15) 고명수, 이명희, 신경희, 2010, 어린이 쓰기 치료(서울: 학지사), pp.84-91.

16) 김정근 등, 2007, 체험  독서치료(서울: 학지사), p.40.

17) 김 숙, 1999, 쓰기 치료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미간행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교육 학원 상

담심리 공),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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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활동내용

기 효과

운  지침실험집단( 쓰기 심)

비교집단(말하기 심)

1 나의 소개 포 형성: 지도자에게 자기 자
신에 한 소개를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감 형성

① 시간: 쓰기는 주제와 피시험자의 쓰기 
능력에 따라서 략 1시간 내외로 쓰도록 한다.

② 빈도: 일주일에 2회 써서 제출하되, 구체

이면서도 솔직한 감정이 투여된 내용을 쓰도록 
한다.

③ 주제: 말하기 심의 자아 로그램 내용에 

따른다.
④ 장소: 피시험자로 하여  자유롭게 자신을 

표 하고 경치나 소리 는 냄새 때문에  

쓰는데 방해받지 않은 장소를 찾아서 쓰도록 
한다.

⑤ 형식: 피시험자로 하여  시, 수필, 소설, 자

서 , 일기, 편지 등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럽
고 편안한 스타일로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

⑥ 상담자의 피드백: 로 피드백을 하되, 명백

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반응을 하며, 공감 
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지시나 설득의 피드

백을 할 수도 있다.

⑦ 비공개: 피시험자의 쓰기 내용은 다른 피
험자나 외부인에게 공개, 토의될 수 없다.

2 자아존 감 검사

3 내 이름의 숨은 뜻은? 자기이해: 자신에 한 이해를 
높이고 지를 갖게 하며, 자신

의 특성과 숨겨진 측면을 발견하

여 새롭게 조명해 본다.

4 나의 탐색

5 숨겨진 나의 발견

6 혼자만의 시간 자기개방: 혼자 간직하고 있는 

어렸을  경험에 한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개방함으로써 
행동에 자신감을 주고 정 인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

7 오늘의 주인공

8 나의 성공담

9 비유해 보기 자기수용: 자신의 목표에 한 
재확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해 새롭게 인식하게하

며, 미래의 자아상에 비추어 
재의 나를 진단하고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을 수용하게 하여 자신의 

약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10 내가 바라는 인간상

11 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

12 나는 할 수 없다?

<표 I-4>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의 단계적 활동 내용과 기대효과 및 운영 지침

치유하는 쓰기에 한 연구에서는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온

하게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치유(healing)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18) 치유하는 

쓰기는 모든 것이 균형감과 항상성을 가지고 공존할 때 비로소 온 함을 갖기 한 

작업이다. 따라서 치유하는 쓰기는 완 한 자기용서와 자기수용을 지향한다. 즉 있

는 그 로의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애도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 이자 원동력이며 

완성이라는 것이다. 한 치유하는 쓰기에서 치유의 주체는 문가가 아니라 치유

를 원하는 나 자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유하는 쓰기는 쓴이의 단, 자발

성과 주도성을 최 한 존 하고 격려한다. 쓰기의 치유 기능을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통스러운 실도 로 기록하면 견딜 만 해진다. 

로 기록하고 나면 잊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심하게 된다.  을 쓸 때 

군가와 화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화를 나 는 동안 고통은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비로소 나는 안온해 진다.

18) 박미라, 2008, 치유하는 쓰기(서울: 한겨 출 ), pp.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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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치유의 과정에서 ‘나를 보는 것’은 아주 요하다. 

쓰기는 나의 마음과 상태를 찰하도록 이끈다. 어 든 그 게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자신을 보게 된다.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에서도 ‘ 찰하는 자아’의 힘을 기르는 것을 요

하게 생각한다. 단이나 편견 없이 군가를 지켜보는 것은 사랑 행 이다. 다른 가 나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사랑에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이끄는 행 이다.

셋째,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만든다. 

그림이나 사진, 동 상으로도 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쓰기만큼 내면을 기록할 수 있는 매체

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고민을 하며 안을 받는다. 

상담자의 잖은 충고보다 소박하고 진솔하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 더 큰 

로가 되기도 한다.

다섯째, 우리는 자기 자신에 해 발설의 욕망을 느낀다.

특히 치유하는 쓰기에서는 공감이 매우 요하다. 쓰기 치유에서 공감이 갖는 

가치, 공감의 방법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공감의 가치 공감의 방법 공감의 조건

∙혼자 보다는 함께일 때 치유의 효

과가 훨씬 높다.

∙타인의 작은 공감에 충분히 로 

받는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충분히 귀 기

울여 주고 공감해  사심 없는 지

지자가 필요하다.

∙  비 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공감하고 로하고 격려하는 과정

에서 을 읽는 사람도 치유를 경

험한다.

∙ 쓴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의식이 확정되는 경험을 

한다.

∙자신의 상처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

님을 알게 된다.

∙상 방의 을 통해 내가 느끼거

나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 다.

∙ 에 해 할 말이 없다면 입장을 

유보하고 있음을 솔직히 이야기 

한다.

∙가장 훌륭한 칭찬은 지  있는 그

로의 모습을 격려하는 것이다.

∙좋은 질문만으로도 쓴이는 

로 받는다.

∙상 의 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세 번 읽어라.

∙소통의 경제학: 남의 고백을 들

었다면 내 마음도 어느 정도는 열

어놓아야 하며, 지 까지 애써 상

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나 역시 그에게 고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을 읽을 때만큼은 마음속의 모든 

편견과 고정 념으로부터 벗어나 완

히 상 의 입장에서 에 몰입해

야 한다.

∙ 을 읽는 사람들은 쓴이가 쉴 새 

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타인의 고백을 듣고 사실과 진실 을 

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  토

로하는 내용 즉 주 인 진실에 공

감한다.

∙재단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 념이나 틀

에 박힌 사고방식, 좁은 시야에서 벗

어나서 상 의 한계조차도 있는 그

로 받아들여줘야 하고 지나친 욕

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표 I-5> 글쓰기 치유에서 공감의 가치․방법․조건

19) 박미라, 2008, 치유하는 쓰기(서울: 한겨 출 ), pp.65-109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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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는 쓰기 방법은 자기용서, 셀  인터뷰(자문자답) 등이 있다. 자기용서 

쓰기는 자신을 완 히 수용함으로써 내면의 죄의식을 로해 주는 활동이다. 그리고 

인터뷰 쓰기는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인터뷰 기사를 쓰듯이 작성하는 것이다. 인터

뷰는 화기법 쓰기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

니를 비롯해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상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

로 운 할 수 있다.

자기이해를 한 쓰기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길러주기 한 로그램이다. 고

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님, 선생님, 자기 자신 는 친구를 

상으로 한 주제가 있는 편지 쓰기 활동이 학생의 자아존 감과 인 계능력 향

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편지 쓰기 활동은 방과 후에 60분씩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하 으며, 편지 의 주제는 신뢰감,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자기수용과 자

기개방과 련지어 선정하 다. 

회수 쓰기 활동 주제 활동내용 기 효과

1 활동소개  사  검사 상호간의 친 감 증진
교사와 상호 
이해 신뢰감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참모습,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특성
내가 진실로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편지 로 써보기

자기이해

3 자신의 재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가족 계(친구 계)살펴보기, 자신의 모습 찾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상에게 자기 의지 표  해보기

자기이해

4
나의 재산, 장 과 장 으로 
되살려야 할 단

사람들이 모두 장 과 단 이 있음을 알고 자기의 정 인 
모습 찾으면서 자신감 얻기

자기이해

5
부모님, 선생님, 친구가 바라
는 내 모습

자기의 성장을 해서 자기가 시도한 일에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되기 한 자기 발견하기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6 내가 가진 것 귀 한 것 자신의 가족에 해 돌아보고 가족의 소 함 표 하기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7 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모습 과거보다는 재, 재보다는 미래의 요성을 발견하기 자기수용

8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말을 
편지로 써보기

자기수용

9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좋은 과 닮고 싶은  칭찬해 보기 자기개방

10
지 까지의 성공 경험 구체
으로 쓰기

성공 인 경험 확인하고 표 하여 자신감 얻기, 정 인 
변화 경험 나 기

자기개방

11 부모님께 하고 싶은 내 이야기
달라진 내 모습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부모님
과 나 기

자기개방

12 사후검사  마무리 사후검사  피드백 주고받기

<표 I-6> 자아 성찰을 위한 글쓰기 활동의 주제와 활동내용

20) 장희선, 2006, 고등학생의 자아 성찰  쓰기를 통한 자아존 감과 인 계능력의 변화(미간행석사학 논문, 인

제 학교 교육 학원),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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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쓰기 주요 내용 창의  사고 략

문제

발견하기

￭쓰기 상황 분석하기

∙쓰기 목  악하기

∙주제 설정하기

∙필자 자신의 입장 고려하기

￭  체에 한 개략 인 계획세우기

1. 문제 해석과 자유로운 정보 방출

∙속성 열거법: 이 생각하기

∙ 인라이 : 얼른 써보기

2. 객 이면서 한 정보 수집과 목표 설정 유도

∙육색 사고모자 기법22): 다른 친구처럼 생각하기

∙PMI(Plus Mius Interesting)기법: 거꾸로 생각하기

<표 I-7> 창의적 사고전략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모형 

2.1.2 창의적 사고전략을 활용한 글쓰기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한 로그램에 한 연구는 쓰기를 창의  문제해결

활동으로 보고 사고 략이나 과제해결과정과 같이 쓰기 과정을 도와주는 다양한 

략을 개발하여 활용한 경우가 많다. 한 쓰기를 개인 인 활동이 아니라 동료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  쓰기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보고서나 

논술과 같은 단순한 구조 인 쓰기를 벗어나, 을 쓴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심과 진로를 탐구하고, 활동 결과를 책으로 출 하는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 지도는 텍스트를 시하는 형식주의 쓰기 이

론과 쓰기 과정을 시하는 구성주의 쓰기 이론의 조화가 필요하며, 각 쓰기 이

론이 주는 유용한 쓰기 지도의 방향성은 세 가지이다. 첫째, 쓰기 지도에서 결과

물로서의  못지않게 쓰기 과정의 도 시되어야 한다. 둘째, 쓰기란 언제나 구

체 인 사회․문화  상황 맥락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목표지

향 인 문제해결과정이다. 셋째, 쓰기 능력은 교사와 학습자 간 그리고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 인 화 과정과 과제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쓰기 략을 학

습함으로써 신장될 수 있다. 이러한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 지도 모형의 

단계별 내용과 창의  사고 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21) 김승연, 2009,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지도 방업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국

어교육 공), p.36, pp.62-63.

22) 육색 사고모자 기법(Six Thinking Hats): 국의 심리학자 드 보노(Edward de Bono)가 고안함. 학생이 여섯 가지 

각기 다른 색의 모자를 쓰고,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이 의미하는 유형의 사고를 하도록 하는 창의  사고 

훈련 기법. 백색- 립 이고 객 인 사고, 색-직 에 의한 감정이나 느낌, 흑색-논리 으로 비 하거나 부정

인 사고, 황색-낙 이고 정 인 시각, 녹색-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창의 인 사고, 청색-조 과 통

제(사회자의 모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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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쓰기 주요 내용 창의  사고 략

아이디어

생성하기

￭창의 이고 체계 인 사고하기

∙주제에 한 자유연상하기

∙ 심내용의 세부사항을 체계 으로 탐

색하기

∙ 의 주제를 뒷받침할 소재 찾기

∙주제와 련된 자료 수집 활용하기

∙교사나 동료 집단과 의하기

3. 가능한 많은 해결 과 아이디어 산출 이끌어 내기

∙ 인스토 : 생각나는 로 말하기

∙ 인라이 : 얼른 써보기

∙속성 열거법: 이 생각하기

4. 아이디어가 문제해결의 안이 되는지 생각하기

∙육색 사고모자 기법: 다른 친구처럼 생각하기

∙PMI 기법: 거꾸로 생각하기

아이디어

평가하기

￭아이디어 성 단하기

∙아이디어의 목록화

∙아이디어의 선택기  계획

∙아이디어 첨가/삭제하기

5. 산출된 아이디어 에서 선택할 기  정하기

∙마인드맵: 생각 펼치기

6. 선택한 아이디어가 최선의 안인지 평가하기

∙육색 사고모자 기법: 다른 친구처럼 생각하기 

아이디어 

용하기

￭아이디어 정교화하기

∙문제 발견하기

∙다듬기

￭아이디어 용하기

7. 아이디어를 쓰기에 반  하도록 계획하기

∙시네틱스: 친숙하게 생각하기

8. 아이디어가 상황과 상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방안

인지 탐색하기

∙PMI기법: 거꾸로 생각하기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가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물리  환경, 심리  

환경, 정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요하다. 물리  환경은 시설, 학습재료, 시간

과 련한 환경이고, 심리  환경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련한 환경이며, 정

서  환경은 심리  안정, 모험심 유발과 같은 신뢰 계 형성과 련된 환경을 말한

다.23) 즉 개방 이고 수용 인 분 기에서 실수나 실패를 수용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안 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쓰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효과 이다.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길러주기 한 표 인 사례 연구로는 

쓰기 력학습(Collaborative Writing)과 쓰기 워크 이 표 이다. 쓰기 력학

습은 쓰기 지도의 내용 인 측면과 학습환경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우선 학습 내

용 인 측면에서는 동료지도와 같은 공동의 도움을 통해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쓰기 교육방법이 체계화되고 다양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  쉽게 숙련

된 학습방법을 제공해 주며, 학습의 맥락성과 상황성을 높임으로써 학습자 심의 수

업이 가능하다.24) 

학습환경 측면에서는 교수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호 력 인 환경을 조성하면 동

료 력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손쉽게 거둘 수 있다. 한 집단을 상으로 한 교육

환경에서 소규모 모둠 구성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쓰기 력학습의 특징은 모둠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

23) 김종진, 2003, “창의성의 본질과 교육,” 등교육연구논총, 19(1), pp.369-393.

24) 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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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더 시한다는 이다. 그리고 쓰기를 잘하기 해 지식

의 습득이나 축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 내고 형성해 내는 과정

을 익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한 화를 통한 동료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 

 쓰는 이가 자와 독자로서의 이  입장을 취한다.

쓰기 력학습의 주요 운  원리는 읽기-쓰기 상호 련성 원리, 작가-독자 상호

련성 원리, 인지 역동성의 원리, 학습 이의 원리 그리고 피드백의 원리 등이다. 각 

원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원리 내용

읽기-쓰기 

상호 련성 

원리

∙ 을 쓸 때 이 에 직․간 으로 읽었던 다양한 텍스트가 의미 구성에 참여하고 간섭함

∙쓰기 과정에서 읽기는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읽거나, 쓰기과정에서 이 까

지 쓴 자신의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동반함

∙ 쓰기가 하나의 인지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복합 인 상호과정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쓰기 행

가 단지 개인 인 인지 과정일 뿐만 아니라 력  과정의 산물임을 의미함

작가-독자 

상호 계성 

원리

∙ 을 쓸 때 독자가 구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디에 호응할지를 상하기 때문에 쓰는 행

는 자 개인의 행 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같이 참여하는 복합 인 과정임

∙동료 력과정에서 서로 작가와 독자의 계가 성립됨

인지 

역동성의 

원리

∙과제나 교실 상황 그리고 목표 등 쓰기 환경과 맥락에 따라서 쓰기의 인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쓰기는 다양한 인지 요소가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역동 으로 작용하는 인지  활동임

∙ 쓰기 과정에서 동료의 반응을 통해 수행 과정의 오류와 문제 을 고칠 수 있으며, 무엇이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보편 인 방법인지 깨달을 수 있음

∙동료 학습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쓰기 과정의 차  지식을 학습하는데 유용함

학습 이의 

원리

∙ 쓰기 력학습은 특별한 맥락과 상황에서 수행 방법을 학습하는 특수 이의 형 인 로써 

어떤 특별한 주제에서 계획하거나 아이디어 생성에서 유효한 차  수행 방법을 교수자나 다른 

동료로부터 익히는 것은 다음 쓰기 학습에서 비슷한 과제가 나왔을 때 계획을 짜거나 아이디어

를 생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피드백의 

원리

∙다른 모든 원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 인 원리

∙교수자나 동료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학습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 수정하고 정

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구체 인 학습 동기와 인지 자극을 제공함

<표 I-8> 글쓰기 협력학습의 운영 원리

쓰기 력학습 모형은 특정한 모둠을 구성하지 않고 동료 피드백을 받는 동료 피

드백 모형(그림 I-2 참조)26)과 모둠을 구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해서 쓰기를 완성하

는 동료 모둠활동 모형(표 I-9 참조)으로 나  수 있다.27)

25) 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p.181-191.

26) Speck B. W. 2000, Facilitating Students's Collaborative Writing, Ashe-Eric Higher education, 28(60), p.40(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192에서 재인용)

27) Speck B. W. 2000, Facilitating Students's Collaborative Writing, Ashe-Eric Higher education, 28(60), p.19(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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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글쓰기 협력학습: 동료 피드백 모형



I.  서 론 ●  35

모둠 결성( : 감독 은 이번 로젝트를 모둠별 작업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해 2명 이

상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교수는 학습이 집단 으로 을 쓰도록 과제를 구성했다)

모둠을 구성하고 감독 과 교수는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할당한다.  이에 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스스로 

형성된 모둠인 경우 과제를 어떻게 나  것인지를 결정한다.

모둠 구성원은 과제를 분류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에 해 서로 토의한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진행과정표

를 짠다.

모둠 구성원은 고를 비하기 해 개인 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  담당 모둠에서 작업을 한다. 쓰기 

과정에서 모둠 구성원이 고를 만들기 한 첫 번째 단계이다.

모둠 구성원은 하  모둠에서 작성해 온 고를 읽고 여러 문제 에 해서 충고를 한다. 이와 같은 권고에 의해 

하  모둠에서는 고를 다시 작성한다. 이런 권고와 교정의 과정은 각 하  모둠의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된

다. 쓰기의 회귀 인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둠은 하  모둠에서 작성한 을 모아 체 모둠 완성 의 고를 만들고 이를 교정한다. 교정을 하는데 스타

일의 일 성, 복성, 논리성, 조직성 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모둠 완성본에 한 고 수정을 지속한다. 마지막에 문법, 철자, 쪽 매김, 표 순서 등의 기계 인 부분을 처리

한다.

모둠 완성본에 한 내 인 검토과정을 거친다( 를 들면, 다른 회사 편집인의 편집 교정, 다른 모둠에 의한 학  

내의 검토 과정 등)

편집 교정에 근거하여 집단 교정을 본다. 모둠 완성본의 마지막 을 만든다.

최종 모둠 완성본을 감독 이나 고객, 교수자에게 달한다.

최종 모둠 완성본을 감독 이나 고객, 교수자의 검토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

<표 I-9> 글쓰기 협력학습: 동료 모둠활동 모형

쓰기 력학습은 학습자를 통제하여 학습 활동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모둠 구조에 의해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습의 방

향을 잡아주는 학습목표의 설정과 이를 구 하기 한 학습주제 선정 그리고 모둠 구

성과 활성화를 한 교수자의 학습 설계가 요하다. 쓰기 력학습의 차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28)

28) 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p.205-215, 228-232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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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활동 내용  운 상의 유의

학습목표 설정 ∙학습과제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뚜렷한 목표를 수립해야 함

학습과제 선정

∙학습목표를 구 해 주는 것

∙과제 유형에 따라서 모둠활동의 활성화가 결정됨

∙과제의 수 은 학습자의 기술과 능력에 합 해야 함

  - 다소 높은 수 의 난이도가 력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함

∙과제의 종류

  - 단일과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에 해 2,000자 정도로 을 작성해 보자

  - 선택과제: 여러 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이 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복합과제: 읽기 문제와 토론 문제를 함께 결합한 과제

모둠구성

∙모둠의 크기는 모둠의 유형, 과제의 성격, 학습재료의 특성, 과제의 기간, 물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함

∙모둠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음: 학습기간이 짧으면 모둠의 크기는 작게 함

  - 무임승차 방, 상호작용의 기회 확

∙과제의 성격에 따른 모둠의 크기

  - 공동작가: 3명, -동료지도: 2명-5명

∙모둠의 성격

  - 공식 모둠: 쓰기 과제 수행을 한 모둠(동료지도, 모둠학습. 공동작가)

  - 비공식 모둠: 쓰기 학습  특정 목  달성을 해 단기간 구성한 모둠, 특정 질문

에 한 답 찾기, 자료해석하기, 인스토 , 구성 검토하기, 문장교정하기

  - 토  모둠: 한 학기나 일 년 정도 논문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을 해 구성원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모둠 구성 방법

  - 무작  방법: 시간 약, 평가에 공정성 얻기 어려움

  - 학습자 스스로 구성: 동기화, 책임감  자 심 높일 수 있으나, 작업의 효율성 보다 

우정이나 친 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  친화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음

  - 교수자가 할당하는 방법이 함: 수업 에 학습자의 쓰기 샘 을 받아 능숙한 

작가와 미능숙한 작가를 섞어 이질집단으로 구성함

모둠 상호활동

∙모둠활동의 비 요소

  - 학습목표 설명하기: 과제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한 것인지, 어떤 지식을 얻을 것

인지, 목표 달성을 해서 어떤 활동을 개할 것인지 설명함

  - 목표에 이르는 단계를 문서(표나 그림 등)를 활용해서 설명하기

  - 모둠활동의 차 설명하기 ) 고 완성하기 모둠활동 차(학습목표-주제 설명-모

둠 구성-자료 검토-내용 생성-내용 구성-검토하기-교정하기-평가하기)

  - 학습조건과 시간계획 설명하기: 학습장소, 자료 등 물리  환경과, 과제 수행 차와 

련된 제한 시간 명시함

  - 평가기  설명하기: 쓰기 과정, 력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까지 평가함

개인평가  모둠평가
∙개인평가: 개별 작품 산출한 경우, 모둠 체의 평균 성 을 합산할 수도 있음

∙모둠평가: 공동 작품 산출한 경우

<표 I-10> 글쓰기 협력학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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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력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의 설계자, 학습 리자, 상담자 그리고 독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 지식을 구성하도록 안내하

고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력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기 역할과 

능력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직  모둠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쓰기 력학습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

교수자의 역할 구체 인 활동

동학습  비사항 결정

∙학술 인 목표와 사회  기술 목표를 명시하고 공식화하기

∙모둠의 크기 결정하기

∙모둠 구성 결정하기
∙모둠 구성원에 한 역할 배정하기

∙모둠 공간 배정하기

∙학습자료 배치하기

과제와 동구조 결정

∙학슬과제 설명하기

∙성공을 한 기  설명하기
∙ 정 인 상호의존성을 구조화하기

∙모둠 구성원 간의 동을 구조화하기

∙개인  책임감을 구조화하기
∙기 되는 행동을 명시하기

검과 재

∙면 면 상호작용 진하기
∙학습자 행동을 검하기

∙과제 활동과  활동 진하기

∙결말짓기

평가와 과정
∙학습 평가하기

∙모둠 기능 진행

<표 I-11> 글쓰기 협력학습에서 교수자의 역할

쓰기 워크 은 창의․인성교육 방안으로서 학생을 실제 필자(작가)처럼 우하여, 

학생 필자가 실제 독자를 상정하여 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0) 즉 학생이 쓰

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쓰기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개발된 교수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쓰기 워크 은 쓰기 과정이나 략, 의미 

구성 과정에 을 맞추어 쓰기의 과정을 배우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과정 심의 

쓰기와는 구별된다. 쓰기 워크 은 쓰기의 과정 자체보다는 필자에게 많은 이 

맞추어져 있고, 학생 필자는 쓰기 워크 을 통해 실제로 을 써 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써 구체 인 독자와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쓰기 워크 은 쓰기 공동체로서의 동료나 교사와 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동작

29) 정희모, 2006, 쓰기 교육과 력학습(서울: 삼인), pp.216-222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30)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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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 작문에서의 의는 작문 행 를 사회  으로 보아 

독자와의 의미 상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내  의미 상을 한 외  화

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한다. 반면에 쓰기 워크 은 표 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문 필자와 같은 쓰기의 실제성을 강조하면서 발생하 다. 즉 실제 필자들이 을 쓰

는 과정을 보면, 책이나 자료  등을 찾아 읽어볼 뿐만 아니라, 주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을 쓴다. 따라서 쓰기 워크 에서 의는 일부이고 합동작문에서의 

의는 핵심 인 활동이다. 쓰기 워크 과 다른 작문교육 방법을 좀 더 구체 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31)

구분 결과 시 과정 시 과정과 결과 시

교수-학습법 강의식
직  교수법

(과정 시)
합동작문 쓰기 워크

이론  배경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

( 화주의)

표 주의

사회  구성주의

도제이론

교수의  요소 텍스트(결과)
필자

(과정과 략)

담화공동체

( 화, 토의, 토론)

필자, 맥락, 담화공동체, 

텍스트(결과)

학생의  활동 모방과 교정
안내된 각 과정에 

따라 써 보기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 의) 후 쓰기

학생 필자가 계획, 탐구, 동

료 간 상호 상, 교사의 안

내를 통해 조정한 내용을 

실제로 써서 출 하기

<표 I-12> 쓰기 워크숍과 다른 작문교육 방법의 비교

그리고 쓰기 워크 의 환경은 인  환경과 물리  환경으로 나  수 있다.32)

31)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104.

32)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p.106-107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환경의 유형 내용 특징

인  환경

학습자(필자)
∙세계와 사회, 독자를 향해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쓰기 과정에서 동료학습자나 교사와 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교사(지도자)

∙학습자를 한 사람의 필자로 우해야 함

∙쓰기 워크 을 설계하고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야 함

∙학습자의 쓰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나 소그룹별, 개인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동료 학습자 ∙쓰기 워크 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료

기타 ∙ 빙인사, 삶의 장에 있는 모든 사람

<표 I-13> 쓰기 워크숍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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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리  환경 비를 마치면 쓰기 워크 은 [그림 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상하기- 고쓰기-고쳐 쓰기-교정하기-출 하기’ 순으로 된 쓰기 과정과 ‘간이수

업-지원활동-텍스트 분석-피드백’ 순으로 이루어진 지도과정으로 진행된다.33)

[그림 I-3] 쓰기 워크숍의 교수-학습모형

33)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140.

환경의 유형 내용 특징

물리  환경

공간
∙모둠별 좌석 배치

∙학습자와 교수자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 확보

자료 ∙쓰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비치(읽기 자료, 사 류, 컴퓨터 검색  등)

쓰기 센터
∙종이, 풀, 가  제공

∙멀티미디어 시스템

작가석 ∙쓰기 활동의 결과물(작품) 발표 경험 제공( 학년)

게시 ∙학생 작품을 수시로 공표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 공간 ∙온라인상에 쓰기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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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정의 단계별 활동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4)

34)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p.108-128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단계 활동내용 운 상 유의사항

주제  

장르 정하기

주제 정하기

∙학생이 직  하도록 함

  - 심분야에 따라서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

  - 세계에 해서 알아야 할 것

  - 세계에 해서 말하고 싶은 것

  - 독자와 함께 나 고 싶은 화제나 상

∙주제 정하기가 어려운 학생

  - 주제 설정을 이끌어 내는 질문

  - 구체 인 사례 제시

  - 소집단 내에서의 력

∙주제나 장르가 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장르 정하기

∙주제와 동시에 결정

∙쓰기 교육의 목표에 따라 거시장르와 미시장르를 조 하

여 과제 부여

∙비문학의 거시 장르

  - 설명하는 , 주장하는 , 논평하는 

∙미시장르: 독자층을 일반화하기 어려움

∙거시장르를 축으로 하고, 미시 장르는 필요에 따라 가미하

는 형태가 합함

주제  

장르에 한 탐구

아이디어 떠올리기

∙1차 단계: 필자의 장기기억에 의존하여 주제를 탐색함

∙2차 단계: 자료와 을 찾아 읽거나 조사함으로써 얻음

∙주제 탐색 후 아이디어 활성화 략

  - 인스토

  - 마인드 맵

  - 토론: 고를 체 그룹이나 소그룹 내에서 공유할 때 

필자와 독자 간에 의하기 차원에서 실시함

  - 맥락으로 주제보기: 내  맥락, 외  맥락과 연 지어 

생각함

자료를 통해 내용 탐구하기

∙창의  쓰기를 지향하는 쓰기 워크 의 필수 활동

∙방법

  - 책이나 자료를 찾아 읽기

  - 직  찰하거나 조사하기

  - 직  체험해 보기

  - 인터뷰하기

  - 련인물과 화하기

자료 을 통해 장르 탐구하기

∙비문학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형식  측면에 

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 쓰고자 하는 의 장르에 한 지식

  - 의 개 방식에 한 지식

∙자료  읽기, 교사의 안내나 강의, 동료 의 등을 통해서 

의 형식  요소에 한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도록 함

<표 I-14> 쓰기 워크숍의 쓰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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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이수업의 단계별 활동 내용과 운 상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5)

35) 황재웅, 2010, 쓰기 워크 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문화사), pp.108-128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단계 활동내용 운 상 유의사항

쓰기

조직하기

∙개요작성

  - 항목식 개요

  - 문장개요, 메모식 개요, 도식화 기법 등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생략할 수도 있음, 상황과 맥락  변인에 맞추어 구사함

고쓰기

∙내용 심으로 쓰기

∙쓰기  단계로 되돌아가기, 주제 다시 정하기 등 반복될 

수 있음-컴퓨터를 이용한 쓰기

고쳐 쓰기

∙내용 첨가, 삭제, 수정을 통한 작품 발 시키기

∙동료 간 상호작용, 교사와의 활발한 상담

  - 체 공유하기 후 의과정: 발표자로 선정된 학생의 

고 발표-지정 토론자의 질의  발표자의 응답-자유 토

론자의 질의  발표자 응답-교사 강평

  - 소그룹 공유하기 후 의과정: 작품발표-질의응답

∙동료 평가지, 댓 달기 활용

∙추가 자료 검색이나 보완  조사를 통한 수정

교정하기

∙형식  차원에서 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활동

  - 문단,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교정

∙교사의 도움, 동료  교정 참여

출 하기

∙쓰기 워크 의 본질 인 성격

∙완성한 을 공표하는 일

  - 학  문집, 개인문집(포트폴리오)

  - 교실 게시 , 학교 신문, 인터넷 카페, 블로그 탑재

단계 활동내용 운 상 유의사항

간이수업

방법

∙안내, 설명, 지시를 통해 쓰기 활동을 직  지도하는 것

∙과제 수행의 과정이나 정도, 학습자의 상황과 수 에 따

라서 수업의 내용과 교사의 개입 정도를 결정해 나감

∙직  교수의 내용은 텍스트의 맥락이나 필자의 인지과정 

등 과정  요소와 긴 하게 연계시킴

∙ 의 구성, 단락, 문장쓰기 등 분야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지도함

주체

∙교사

∙ 빙 인사: 문 필자, 업 작가

∙학생: 자신의 쓰기 경험을 소개

시기 ∙학생 필자의 상황과 과제 수  등을 고려

시간
∙소단  쓰기 워크 (50분): 간이수업(5-10분)-교실상 태

검(1-2분)-쓰기 시간(20-30분)-공유하기(10-15분)

<표 I-15> 간이수업의 단계별 활동 내용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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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내용 운 상 유의사항

간이수업 내용

∙쓰기 워크  환경 활용에 한 안내

∙쓰기의 차 안내

∙필자의 쓰기 과정과 략들

∙좋은 작품의 특징들: 사례 제시

∙ 의 형식이나 장르  특징들

∙교정기술

의하기

공유하기

∙쓰기 활동과 련된 모든 과정상의 방법과 내용을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음

  - 주제 선정 의도, 자료탐색 방법, 조직하기 방법, 고

학생 상호 간 의하기

∙ 고쓰기 

  - 주제 정하기 방식, 주제 탐색 요령, 조직하기 방식

∙ 고 쓴 후

  - 각자의 고에 한 질의응답, 토의․토론 등 말하기를 

통해서 의 내용과 형식에 해 검토

∙모형화 하여 제시

학생과 교사 간 의하기

∙학생의 직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짐

  - 주제 정하기 조언

  - 고에 한 발문

지원활동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 학 문고, 개인스크랩자료, 컴퓨터 자료 검색 , 빔 로

젝터 등 물리  환경 제공

  - 컴퓨터 쓰기의 경우 개인별 컴퓨터 교실 구비

  - 자료검색 방법 지도, 읽기자료 제공, 주제 선정의  

제시

  - 상호평가 요령 안내

  - 온라인 쓰기방 개설: 자료 제공  공유

텍스트 분석
교사가 고를 읽고 분석하는 

활동

∙ 고에 나타난 문제 을 포착하고 그 원인을 쓰기 과정이

나 략차원에서 추정해 내는 활동

∙텍스트 자체  요인(내  거)만으로 근해서는 안됨

∙통합  에서 근함: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 이러

한 텍스트를 생산했는지, 어떤 이 부족하여 이런 상

이 나타났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 더욱 좋을 것인지 텍스

트 생산 과정을 포 하는 차원에서 분석함

피드백

상담활동

∙학생 주도의 개선  발견

∙개인이나 소그룹 학생을 상으로 의 내용이나 형식에 

해 질문하고, 의하고, 제안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개

선 을 찾도록 지도하는 방식

∙ 고에 한 텍스트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 에 해서 

질문함

강평활동

∙교사 주도의 개선  제시

∙통합  에서 고를 분석하여 의 문제를 포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 을 제공함

∙ 고에 직  강평하기, 온라인에 올리기 등

∙ 무 많은 문제를 지 하여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보

다는 한두 가지의 두드러진 문제를 다룸

∙잘한 , 좋은 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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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쓰기 로그램 운  방법과 련해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블 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다. 블 디드 러닝이란 ‘오 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의 장

을 이 러닝(e-learning) 기반으로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학습자 

심의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결합한 학습은 집단 간 커뮤니 이션 조장, 

자율학습 공간  시간 제공, 문자기반 커뮤니 이션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온

라인 학습만을 강조하다보면 수업 참여자 간의 유 계가 상실되어 소외감을 느끼

거나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36)

쓰기 교육에 블 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면, 면 면 교육시간을 여서 교수자

와 학습자의 시간에 한 부담을 이고, 특정시기에 행하던 쓰기 교육을 지속 인 

과정이 되게 하며, 통 인 오 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효과를 높여 학습자들이 논리

이고 체계 인 생각을 로 표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하여 

개발한 블 디드 러닝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7)

오 라인 교실

수업에서의 쓰기
온라인에서 쓰기 종합 평가

       ∙쓸 거리 제공

(기본과제)

￬
       ∙내용 생성

￬
       ∙ 쓰기 활동

￬
       ∙결과물 생성

⇨

     ∙쓸 거리 제공

(심화 과제)

￬
     ∙내용 생성

￬
     ∙ 쓰기 활동

￬
     ∙결과물 생성

￬
     ∙동료 평가

￬
     ∙최종 결과물 생성

⇨

     ∙기본․심화 과제 

종합 평가

￬
     ∙자기반성

￬
     ∙쓰기 능력에 한 

진  향상

∙제시된 을 읽고, 과제를 해 

결하면서 최종 과제인 감상에 

한 내용을 생성함

∙4회에 걸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쓸거리 제공

  - 부서 가입 동기

  - 자기소개

  - 생활문 감상 쓰기

  - 상물 감상 쓰기

∙포털사이트에 카페 개설

∙불필요한 게시 은 숨김 처리

하고, 공지사항, 원고지, 선정

작의 메뉴 심으로 구성함

∙2회에 걸쳐서 쓸거리 제공

  - 생활문 감상

  - 상물 감상

<표 I-16> 블렌디드 글쓰기 모형

36) 이지연, 2008, 교육방법  교육공학(서울: 서 사), pp.230-235.

37) 진동일, 김희용, 2010, “쓰기 능력 향상을 한 블 디드 러닝 모형 개발  용,” 교사교육연구, 49(1), p.5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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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을 용한 결과, 쓰기 활동 결과물의 분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쓰기 활

동 결과물의 일 성  통일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온라인 교실에서 

늘어난 쓰기 시간이 의 일 성  통일성의 증가라는 질 인 변화에 향을 주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쓰기 수업에서도 온라인 쓰기가 도입되고 있다. 이상원

은 인문학 쓰기에 참가한 학생들로 하여  한 쪽 이상의 나를 소개하는 , 세 쪽 

이상의 감상에세이 그리고 다섯 쪽 이상의 주제 에세이를 써서 온라인 강의실에 공개

하고 함께 읽는 활동을 개하 다. 이 강좌의 특징은 학생들의 경험을 확 하기 

하여 스스로 원하는 소재를 잡아 원하는 형식으로 을 쓸 수 있도록 최 한의 자유

를 보장한 것이다.  쓰고 읽기 과정은 <표 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발표, 지정

독자 정하기,  읽고 답 쓰기, 소통하기 순으로 진행하 다.38)

38) 이상원, 2011, 서울  인문학 쓰기 강의(서울: 황소자리), pp.18-23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단계 활동 내용  방법

계획발표

∙ 을 억지로 짜내는 고통을 이기 해서 의 소재와 형식에 한 구상을 동료들 앞

에서 발표함

∙벼락치기 쓰기를 피하게 하는 장치이자 완성 을 읽게 될 독자들의 기 와 심을 

불러일으킴

∙발표를 들은 동료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구체화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음

∙ 쓴이가 선택한 소재에 유난히 심이 많은 비 독자가 있다면, 쓴이가 미처 생각

하지 못했던 을 짚어주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도 하게 됨

지정독자 정하기

∙선착순 형식으로 마다 지정 독자를 정함(나를 소개하는 에는 한명, 감상 에세이와 

주제 에세이에는 두 명씩 정함)

∙지정독자는 특별히 읽은 에 더 많은 애정과 심을 갖고 쓴이에게 한 층 도움이 

되는 담 을 달기 해서 노력하는 존재임 

∙ 쓴이의 지정 독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해서 좋은 을 쓰기 해서 노력함

 쓰고 올리기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쓰기

∙쓴 은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 모두에게 공개

 읽고 답  달기

∙내 생각과 내 쓰기에 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읽음

  - 체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잘된 부분은 어디이고 

아쉬운 은 무엇인지 생각함

  - 쓴이의 입장이 되어 의도를 악하려 애쓰고 더 좋은 로 수정보완하기 해 내

가 쓴 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함

∙수업 에 답  올리기

<표 I-17> 인문학 글쓰기의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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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감상 에세이나 주제 에세이 한 편을 쓰고 고치면서, 쓰기 계획을 발표하

고 질의응답 과정 거치기, 지정독자 확보하기,  완성해 공개하기, 자기 에 한 

친구들의 답  받기, 수업 시간에 자기 에 한 질의응답 과정 거치기, 조교의 서면 

비평받기, 고쳐 쓰고 무엇을 어떻게 왜 고쳤는지 정리해 밝히기, 고쳐 쓴 에 한 

답  받기와 같이 8단계의 활동을 수행하 다. 각 주별 주요 활동 내용과 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39)

39) 이상원, 2011, 서울  인문학 쓰기 강의(서울: 황소자리), pp.24-29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주별 활동 내용

1주

자기소개  
나를 소개하는 

쓰기

∙강좌 운  방식 소개

∙자기소개
∙인사 후 마음에 드는 사람 1명을 선택해 그 사람의 첫 번째  지정독자 역할을 맡김

∙칼럼  한편 다 같이 읽기 후 의 구조와 장․단 에 해 이야기를 나눔

(서로의 을 열심히 읽어주기 한 행연습)
∙첫 주말까지 나를 소개하는 을 작성해 온라인 강의실에 올리고, 교수자는 제2주에 볼 

을 선별해 공지함

2주

 읽고 
답  달기

∙나를 소개하는 을 읽어나감 - 한 수업(75분) 당 5편씩 할당

∙수업 날 다섯 편 에 한 답 을 다는 것이 과제임

∙수업시간에 쓴이 5명을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눔
∙답 에서 질문 했지만 답해주지 않은 내용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과 련해서 새

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음

3주

두 번째  계획 
발표하고 

지정독자 정하기

∙나를 소개하는  읽기를 잠시 단하고, 두 번째  계획을 발표함

  - 한 명당 5분 정도 시간을 

  - 어떤 감을 잡아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핵심 내용을 달할 것인지 발표하고 질문에 제
언을 받음

  - 계획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온라인 강의실에 계획 에 선착순 답 을 붙이는 방식으로 

한 에 두 명씩 지정독자를 결정함

<표 I-18> 인문학 글쓰기의 구성

  - 강의시간에 쓴이가 답 에 해 답변하고 다시 의견을 밝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 제공

  - 질문을 받으면서 쓴이는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에서는 모호했던 생각이 질문

을 통해서 구체화 됨

  - 답 의 지 이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독자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지만 해결

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을 쓰면서 부딪쳤던 난 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할 때 쓴이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함

수정하기  수정본에 

답  달기

∙독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하기

∙수정본 온라인 강의실에 올리기

  -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정리해 밝히기

∙지정독자의 수정본 답  달기

  - 일방 인 달을 막기 해 답  달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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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쉬펀(Margaret E. Shippen) 등이 도시와 지방 소재 학생 205명을 상으

로 실시한 쓰기 주제 선호도에 한 연구를 보면, 어디에서 교육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상 없이 쓰기 주제에 한 공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은 실이나 가상이야기, 보고서 그리고 주장하는 쓰기와 같은 서사문의 주제로 시

사문제, 십 의 이슈, 정치, 학교, 유명인사 등을 공통 으로 선호하 다.40)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실 는 가상 이야기 보고서 주장 범주를 아우르는 주제

자연

책과 주인공

미래

복권 당첨

유명인사

유명해지기

교육

연 인(유명인)

역사

정치

노 제도

십 의 이슈(운 , 임신)

이라크 쟁

학교(교사와 교칙)

정치

복장

시사문제

십 의 이슈

연 인(유명인사)

학교

정치

돈

<표 I-19> 도시와 지방 학생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글쓰기 주제

40) Margaret E. Shippen et al., 2007, “Preferred Writing Topics of Urban and Rural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4(1), pp.59-66.

주별 활동 내용

4주～5주

나를 소개하는 
 읽어나가기

∙한 수업 당 4편씩 배정( 의 분량이 늘어났음을 고려함)

∙친구의 에 답 을 달면서 수업을 비하고, 동시에 두 번째 을 

6주
감상 에세이 읽기

∙두 번째 인 감상 에세이를 읽기 시작 함
  - 해당 수업시간에 볼 이 미리 공지되고 학생들은 수업 날 녁 6시까지 답 을 올림

7주
세 번째  

주제 에세이 

계획 발표

∙세 번째 (주제 에세이) 계획 발표

  - 주제 에세이: 주제를 잡고, 선행연구나 문헌을 참고하여 의견과 주장을 써나가는 
∙발표와 질의응답에는 어떤 참고문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도 포함

8주～10주

감상 에세이 읽기 
 나를 소개하는 

 수정하고 

답  달기

∙감상 에세이 읽기-수업 당 4편

∙답 쓰기와 세 번째 쓰기 병행
∙나를 소개하는  수정 작업

  - 친구들이 달아  답 을 참고하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새로운 으로 

자기 을 바라보면서 수정본을 만들어 온라인 강의실에 올림
∙수정 에 한 답  달기

  - 지정독자를 맡았던 에 한 수정본, 심 있는 수 정본을 자유롭게 3편씩 골라 총 4편

에 답  달기

11주～14주

주제 에세이 읽기 
 감상에세이 

수정하고 답  

달기

∙주제 에세이 읽기-한 수업 당 3편

∙수업 진행에 맞추어 답  달기

∙감상 에세이 수정 작업-친구의 답 , 조교의 비평을 참고하여 수정
∙지정독자를 맡았던 의 수정본, 자유 선택 수정본 2편에 다시 답  달기

15주 ∙주제 에세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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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2.1 선행연구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나타난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목 은 청소년의 치유와 자기이해는 물론 창의성 

개발이다.

둘째, 쓰기 로그램은 읽기, 말하기와 통합하는 것이 효과 이다. 

셋째, 쓰기는 탐구활동을 수반하며 창의  사고 략과 련이 있다. 

넷째, 쓰기는 자기수용과 자기용서 그리고 공감을 강화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다섯째, 쓰기는 개인 인 활동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동이 요하다.

여섯째, 쓰기에서는 실패를 수용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요하다.

일곱째, 출 을 통한 쓰기 결과의 공유가 보상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나타난 청소년의 쓰기 로그램의 목 과 로그램 유형  

략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4]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의 목적과 프로그램 유형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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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선행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가 청소년의 쓰기 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쓰기가 자기치유나 자아성찰에 기여하기 해서는 주제가 학생의 실제생활과 

연계되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쓰기에 한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껏 을 쓸 수 있는 물리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 지도자가 문제 상황에 맞게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에 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형과 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요하다.

▢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정서  교감과 신뢰감 형성이 요하다.

▢ 청소년의 실패를 수용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책 만들기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청소년을 자로 우하면 문제의

식과 쓰기 능력을 길러  수 있다.

▢ 온라인 쓰기를 병행하면 쓰기 시간을 늘려서 의 일 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I.  서 론 ●  49

3. 연구 방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외 학교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쓰기 로

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 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로그램 운 의 성공 인 운 에 필요한 

구체 인 략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우선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 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장방문 

등을 통하여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하고 모형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증  자문단의 검토  수정의견을 반 하여 최종 로그램 

모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차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5] 연구 방법 및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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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헌연구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 한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한다.

∙청소년의 특징과 발달과업을 분석하여 쓰기 로그램의 운  목 과 주제 선

정 등에 필요한 이론  기반을 마련한다. 

∙ 쓰기 교육의 과 쓰기 차  략 등에 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용 가능한 쓰기 로그램의 설계 방법과 그래픽조직자 등 구체 인 지도 

략을 개발한다.

둘째, 사례연구

∙국․내외 학교  공공도서 에서 운 한 청소년 쓰기 로그램 사례를 수집

하여 특징과 시사 을 도출하고,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쓰기 로그램의 범

주와 유형을 개발한다. 

∙도서 에서 청소년 쓰기 로그램을 성공 으로 운 하는데 필요한 자원별 최

소 기 과 발  방안을 토 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현장 방문

∙청소년 쓰기 로그램을 운 하는 공공도서   학교를 방문하여 로그램의 

유형과 차, 교수자의 역할 등을 조사한다. 

∙ 로그램을 설계  운 하는 담당 사서, 강사  수강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쓰

기 로그램 운  효과와 개선방안 등에 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가인드라인 개발

에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한다.

넷째, 자문 및 검증단 운영

∙청소년 쓰기 련 로그램 운  경험이 있는 장 사서교사, 사서 등 청소년 

서비스와 청소년 상담 분야 문가  연구자 등 6명으로 자문  검증단을 구성

한다.

∙자문단은 쓰기 련 로그램 운 ․청소년 상담․독서치료와 련한 장 경

험과 연구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내용

을 검토하고 장 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한 개발한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델을 학교와 공공도서  등 유 기 은 물론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 인 



I.  서 론 ●  51

방안을 자문한다.

성명 소속 주요 역할 학력  주요 경력

강 숙 경운 학교

∙ 학생 수 의 쓰기 로그램 운  개

발 방안  타당성 검토

∙ 장 운  경험 제공

∙사서교사

∙문헌정보학 박사

∙경북  강사

오미경 구미형곡 학교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 쓰기 로그

램 운  사례 제공

∙타당성 검토

∙사서교사

∙문헌정보학 석사

최 임 공주사 부고

∙구성주의  쓰기 지도 원리와 방법 도

출에 한 조언

∙고등학교 수 의 쓰기 로그램 개발 

방안  타당성 검토

∙사서교사

∙문헌정보학 박사

∙충남  강사

김도연 부여도서

∙공공도서 의 청소년 로그램 운  경

험 제공

∙ 장 용 가능성 검토

∙사서. 장

∙2013도서 상 단체상 수상

명창순 정림아동발달지원센터

∙어린이․청소년 문제, 독서상담  치료 

경험 제공

∙타당성  장 용 가능성 검증

∙공주 학교 교육심리 박사과정

∙독서치료 문가

∙공주 학교 강사

오지은 진도서
∙실버 책 쓰기 로그램 운  경험 제공

∙학교도서 과의 연계 방안 자문
∙사서. 장

<표 I-20> 자문․검증단 구성 및 역할

∙2013년 8월 12일～8월 16일에 걸쳐서 6명의 자문․검증단이 도서 의 청소 년 

쓰기 로그램 모형  운  가이드라인( 고) 에 해서 검토하 다. 자문․

검증단의 의견과 처리 결과  처리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견 처리 결과  처리 방안

로그램의 유용성

∙청소년이 공공도서 의 주 이용자임을 고

려할 때, 청소년 상 로그램 개발은 유

용함

∙방과 후나 방학  특기 성 로그램으

로 활용할 수 있음

∙청소년과 쓰기 방법에 한 이해를 바

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쓰기 략과 시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효용성이 있음

∙창의  쓰기는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

로 설계되어 있고, 구체 인 지도안이 포

함되어 있어서 교과 연계 독서지도나 교

과의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침서

로 활용될 수 있음

-

<표 I-21> 자문․검증단의 의견 및 처리 결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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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견 처리 결과  처리 방안

쓰기 차

∙ 쓰기 두려움 없애기 활동을 매 차시별

로 운 하는 방안과 명칭을 <읽은 자료의 

느낌과 생각 (공동으로) 표 하기>로 수

정하는 방안

∙차시별 운  여부는 운 자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음

∙모든 쓰기가 독서활동을 재로 운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 워크  등

에서 일반 으로 용하는 명칭을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함

∙외부강사가 운 하는 경우, 요구분석, 설

계, 평가 단계에서 사서․사서교사가 해

야 할 구체 인 업무 제시

∙운 가이드라인에서 차시별, 단계별로 활

동 내용  지도 략 제시 

∙요구분석, 로그램 참가신청서, 평가서 

양식 추가

∙사서․사서교사가 직  설계․운 하는 

경우 쓰기 이론과 시 그리고 참고자

료 제시가 필요함

∙단계별, 차시별 운  략에 지도 사례 추

가함

∙보고서에 쓰기에 한 이해 역( 쓰기 

교육의 , 의 유형과 구조, 쓰기 동

기, 쓰기 차와 략, 쓰기 평가)을 

보강함

쓰기 략

∙창의  쓰기 략에 제목 바꾸기, 뒷

이야기 써보기, 인스토  포함하는 

방안

∙ 인스토  략은 주제 선정을 한 

쓰기 략에 포함시킴

∙제목 바꾸기, 뒷이야기 써보기 등은 독후

활동과 련성이 많아 채택하지 않음, 

신에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 쓰기 략

을 추가함

∙창의  쓰기 략에 개념 정리를 한 

분류  열거 그래픽 조직자 추가

∙3단계 탐구하기  정보해석을 한 그래

픽 조직자( 의 구조별 그래픽조직자, 비

교․ 조, 원인․결과 그래픽조직자) 활용 

략을 추가함

참고자료 제시 ∙ 쓰기 로그램 유형별 독서목록 제공

∙ 로그램을 설계하고 운 하는 사서․사

서교사가 청소년의 요구를 바탕으로 독서

자료 등 물리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부

족한 자원의 공유를 해서 종간 연계가 

필요함

∙단계  차시별 지도 략에 참고자료를 

제시함

기타

∙사서․사서교사가 성공 으로 쓰기 

로그램을 운 하기 해서는 양성과 정에

서 창의  쓰기 교육, 문학 창작 교육 

등 련 교과목 이수가 필요함

-

∙ 장에 책자 형태 이외에 원자료의 일

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CD-ROM 등으

로도 제작하여 보 하는 방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한국학교도서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

※유사한 의견은 하나로 묶어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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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과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직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신장

도서 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의 건 한 성장을 한 자아정체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용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할 수 있는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서직의 교수자로서의 역할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

청소년 문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 으로 연 할 때 해결할 수 있

는 사안이다. 동과 상호작용을 시하는 통합  쓰기 교육 에 기반을 두고 개발

한 쓰기 로그램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 력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아존 감 향상

은 물론 학교 참여와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사서직의 업무 효용성 증진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설계와 운 에 필요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

로써 쓰기 로그램 운 의 장 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서직의 업무 효용성

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도서관의 청소년 교육용 프로그램 다변화 및 사서직 연수 교재로 활용

방과 후나 토요일 그리고 방학 기간에 도서 에서 청소년을 한 다양한 형태의 

쓰기 로그램 개발에 용할 수 있으며, 사서직의 청소년 교육용 연수 교재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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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과업

1. 청소년과 사회환경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048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를 말하지만, 청소년 련 연구 분야에 따라서 청소년(young adults)의 범 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서 에서는 학생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2세～18세 정

도의 이용자를 청소년이라고 본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 한 발

달을 돕는다는 도서 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사서들은 문 지식을 바탕으로 청

소년기를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몸에 안 맞는 옷처럼 이상하고 불편했던 이 시기에 

한 개인 인 경험을 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에 한 통찰

력을 제공하는 최신 연구들로부터 청소년기에 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41)

한병철은 그의 서 피로사회 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개인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자신을 괴하는 성과 심의 피로사회로 규정하 다.42) 특히 피로사회에서 학교 교

육과 련하여 도입하고 있는 의무과목의 축소  철폐, 자기주도학습의 강조,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별성을 시하는 입학사정 제와 같은 새로운 입 형 방법｣

41) Jennifer Burek Pierce, 2010, 21세기 청소년에 한 이해: 성, 두뇌발달, 비디오게임을 심으로, 정진욱 역(서울: 

국립 앙도서 ), pp.15-16.

42)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서울: 문학과지성사),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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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주체로 길러내기 보다는 더욱 더 복잡하

고 불투명한 경쟁, 인 경쟁의 무 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가지만 잘

하면 학 갈 수 있다는 말은 남과의 상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끝없이 뛰어넘

어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발 으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로

서의 학생을 등장시켰음을 지 하고 있다. 자유와 탈규제의 이념을 내세우는 오늘의 

성과사회는 규율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제한과 지 신 정성의 과잉사회이다. 즉 

부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부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성의 과잉은 우울증, 소진증후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와 같은 정신질환과도 련이 있다. 그리고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

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은 성과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입시 제도를 비 해 투신자살 한 고등학생에 한 신문기사이다.

입시제도가 싫다. 대구에서 고교생 또 투신43)

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나라 입시제도가 싫다’는 메모를 남긴 채 아 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지난달 24일 10  청소년 2명이 아 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지 열흘 

만이고, 2011년 12월 구 ㄷ  권아무개(당시 14살)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이후 구에서 14번째 희생자이다.

지난 6일 밤 10시쯤 구 동구의 한 아 트 15층에서 구 ㅇ고교 1학년 ㄱ(15)군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 최아무개(56)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최씨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봤더니 학생이 쓰러져 있어 

119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ㄱ군이 뛰어내린 아 트 15층 계단에는 ‘이 나라의 입시제도가 싫다’는 귀가 힌 메모지

와 함께 가방, 볼펜 등이 놓여 있었다. ㄱ군은 이 아 트에서 조  떨어져 있는 빌라에 산다.

경찰은 ㄱ군이 이날 학교에서 밤 9시20분쯤 자율학습을 끝내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 집 부근 아 트 15층으로 올라가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 트 폐쇄회로텔

비 (CCTV)에 ㄱ군이 가방을 메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ㄱ군이 다니는 ㅇ고 교장은 “입학한 지 겨우 사흘이 지나 학생의 사정을 상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기록을 살펴봤더니 ㄱ군이 학교 때 성 이 우수했던 것으로 돼 

43) 구 선, 2013, “입시제도가 싫다. 구에서 고교생  투신,” 한겨 신문(3월 8일자),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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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 극단 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 계자는 “ㄱ군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학에 가서 장학 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

히 해야 한다는 압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군이 ‘ 재 고교 3년인 

나가 내년에 학에 진학하고, 3년 뒤에 자신도 진학하면 부모님들이 경제 으로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에서 장학 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크게 느껴왔다

는 주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군의 부모와 담임교사 등을 상 로 ㄱ군

이 목숨을 끊은 경 를 조사 이다.

최원혜 국교직원노동조합 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  같은 성  경쟁 교육이 지속되

는 한 학생들이 겪는 부담감과 고통이 크다. 학교 장에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학생들의 

스트 스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걸 느낀다. 학생들의 부담을 이려면 진단평가처럼 꼭 필요하

지 않은 평가는 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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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 신체 , 사회  그리고 심리

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신체  측면에서는 2차 성징이 발 되며, 사회  측면에

서는 아동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인 계를 통해 사회화된다.  심리  

측면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격한 변화에 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 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자아존 감도 낮아진다.44) 청소

년기의 주요 발달 단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신체적 특성

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처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체 인 크기와 형태가 격하게 

변화한다.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는 체 에서 신장순이며, 근육의 성장은 일반 으

로 신장의 등 후 약 1년이 되어야 크게 발달한다. 신장과 체 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신체 변화도 나타나는데,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발달하여 남성다운 

체형으로 변한다. 그리고 여자는 골반이 넓어지고 피하지방이 축 되어 여성다운 체

형으로 변모한다. 한 머리 크기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작아지고, 얼굴 모양

은 둥근 형에서 길쭉한 형으로 변화하며, 코와 입이 크고 넓어져 체 인 윤곽이 

달라진다. 

신체  성장이 완만하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의 이러한 격한 신체 변화는 

여러 가지 혼란을 래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용모에 한 지 한 심뿐만 아니

라 격히 변화해가는 신체  특징에 극도로 신경과민이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정신  동요는 신체  격한 변화와 신체부 의 발달이 동일하지 않아 일시 으로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되거나 발달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성 인 욕구와 련된 것이 가장 많다. 

44)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 감과 감에 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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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서적 특성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과제  요한 것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다. 청소년기에는 사회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며, 남성 는 여성으로

서 자기의 성에 합한 성역할을 습득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  경제  

독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  능력을 개발하며, 직업 선택과 그에 

한 비를 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에 한 비를 한다.

2.2.1 자아정체성의 발달

유아기에 구체화되는 자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다면 이고 복잡하게 발달한

다. 자신에 한 자아의 평가인 자아정체성은 청소년기 모든 역에 상당한 향을 

끼친다. 특히 신체 ․인지 ․사회 으로 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은 ‘나는 구

인가’라는 기본 인 물음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물음에 온 히 답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에 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럽

게 되는 자아 정체감의 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건 한 자아 개념을 세우는 것은 매우 요한 과업이다. 이런 

과업은 자기에 한 확고하고 통합된 느낌을 갖고,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합한지를 아는 것을 통해 실 된다.

2.2.2 청소년기 자아정체성의 중요성

자아정체성은 갑작스럽게 이 지는 것이 아니고 조 씩, 부분 으로 그리고 진

으로 이 진다. 자아정체성은 일생을 두고 이 야 하는 요한 과업이지만 유독 청소

년기에 많이 언 되는 이유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기에 겪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매우 강하고 성  성숙으로 신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충동이 

일어난다. 이 충동을 얼마만큼 효과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자아 정

체감과 직 으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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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신체 으로는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정서 , 사회 으로는 여 히 부모

에게 의존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신의 치와 역할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진학문제, 이성 계, 교우 계 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한 안들에 주체 으로 응해야한다. 이 처럼 부모나 주  어른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주도 인 입장에서 자기 자

신에 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색하는 시기이다.

넷째는 현저한 인지능력의 발달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구체 인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  사고까지 할 수 있고, 이는 실  

구속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로 까지 확 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2.3 사회적 특성

청소년기 사회성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과의 계를 통해 형성된다. 청소년기에 

하는 인 계는 부모, 친구, 이성 등으로 별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갈등이나 친

감 등을 형성하며 사회 으로 발달한다.

2.3.1 부모와의 관계

․장년기에 어든 청소년의 부모가 추구하는 안정은 자녀의 신체 , 정서  발

달에 따른 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갈등양상으로 변한다. 부모로부터 정서  의존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시기는 부모의 권 에 도 하며, ․유아기와 아동기에 설

정되었던 부모와의 계를 재설정하게 된다. 추상 인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는 부

모가 설정한 규칙이나 가치 에 한 논리  모순을 발견하고 립각을 세우는 경우

가 많다. 이에 한 부모의 반응은 공감과 수 보다는 방어와 억압으로 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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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이런 부모와의 계는 오늘날 속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있다. 청소년기의 연장은 

부모의 자녀 부양책임 기간과 청소년 시기의 부모의존 기간을 늘렸다. 한 격한 

사회․문화  변화와 방 한 정보와 가치는 청소년기에 성인의 역할을 비하는데 

직․간 으로 향을 끼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유해환경에 손쉽게 노출된다는 도 부모와의 계 설정에 향을 다.

2.3.2 교우관계

청소년기 교우 계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친구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성을 형성하며, 상 방의 요구에 민감하고 이를 조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숙한 트 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물론 교우 계는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발달이라는 정 인  이외에 계를 맺는 교우 집단의 성

격에 따라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기 교우 계는 어느 시기보다 깊숙한 속마음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으며, 아

동기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잘 표 할 수 있다. 청소년기 교우선택은 흥

미, 행동 그리고 태도의 유사성이 기 이 된다. 한 서로를 도와주거나 지지해주며 

서로의 의견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호 신뢰감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교우선택의 요한 기 이 된다. 

2.4 지적 특성

․고등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네 번째 

단계인 형식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11～12세 정도에 시작하여 14～15세쯤

에 안정을 취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가설 이고 가상 인 것에 해 논리 으로 

사고할 수 있다. 즉 구체 인 사물이 없어도 논리 인 사고를 아주 폭넓게 할 수 있으

며 추상 으로 추리할 수 있다. 한 타인의 사고도 객 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사

고와 비교․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특성으로 인해 자아 심성이 형성된다. 

자아 심성은 11～12세 정도에 시작되어 15세경에 정 을 이룬다. 자아 심성의 특

징은 개인  우화와 상상의 청 이다. 개인  우화란 자신의 경험은 독특하여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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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 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상황과 감정은 다른 사람이 결

코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반 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상황과 감정이 자신에

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상의 청 은 자신이 타인의 심의 상이 

되고 싶다고 믿는 것이다.45) 

한편 이 시기는 자기조 능력이 격하게 향상되기 때문에 인지발달도 진된다. 

자기조 능력이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 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조 능력은 자신의 내

 언어, 근 발달지  그리고 비계46) 등을 통해서 발달한다. 

한편 루 (Jerome S. Bruner)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 응하여 제시한 3단

계 표상양식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상징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단계에 해당

한다. 인간의 표상은 행동이나 동작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거나 표 하는 행동  표

상(enactive representation)단계를 거쳐서 지식의 내용이 핵심이 되는 시․공간  

계와 질  특성만을 통해 표 하는 상  표상(iconic representation)단계로 발 한

다. 그리고 상  표상 단계를 거쳐서 언어나 과 같이 논리 인 명제를 이용하는 

상징  표상단계로 나아간다. 체 으로 행동  표상 단계는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와 조작기에 해당하며, 상  표상은 등학교 입학 후인 구체  조작기에 이루

어진다. 그리고 상징  표상은 10～14세 후의 형식  조작기에 일어난다.47) 다음은 

청소년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 2병’에 한 기사이다.

45) 이명자, 문병상, 2000, “청년기의 발달 특성,”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4), pp.101-102.

46) 내 언어, 근 발달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와 비계(scaffolding)는 학습자의 학습 상을 사회  상

호작용으로 설명한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우선, 내 언어는 자신과의 도

덕  화를 통해서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내 언어는 심리  

도구로 기능한다. 화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내 인 도덕언어는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와의 내 인 

화로서 자기 규제를 한다. 즉 내 언어는 도덕문제, 갈등, 딜 마에 직면했을 때 마치 직면하게 된 과제나 어떤 

다른 문제에 답하는 것처럼 내 인 도덕  화로서 내  언어를 통해 응답한다(이애란, 2003, “비고츠키의 내

언어의 도덕 교육  함의,” 윤리교육연구, 3, pp.1-21.). 

근 발달지 란 어른과 아동 즉 보다 발달된 수 에 있는 사람과 덜 발달된 수 에 있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교수-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역을 의미한다. 비고츠키는 이 근 발달지  안에서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동이 처음에는 성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만 구성(지식의 습득)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으나, 차 구성활동에 필요한 략이나 기술을 습득해 감에 따라 성인의 도움은 덜 필요해지며 더 유능한 

구성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계의 핵심 원리는 말을 배우는 아이와 어머니의 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담화와 같은 인간 

활동의 최  시도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  지원에 의해 수행된다. 아기가 “므-므”와 같은 옹알이를 할 때 

어머니는 “물, 물마시고 싶어?”라고 반응함으로써 아기의 말하기를 도와주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아이는 말하기의 책임을  더 많이 떠맡게 되어 드디어 독립 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록 아이는 더 많이, 어머니는 더 게 말하기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책임이 차 성인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지게 된다(정숙경, 2003 “근 발달지 에 기 한 교사 재 수형 모형 연구,” 동아논총(동아 학교), 40, 

pp.29-44.).

47) 이지연, 2008, 교육방법  교육공학(서울: 서 사), p.35.



II.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과업 ●  65

중2, 넌 도대체 누구냐48)

2병은 학년 래의 청소년들이 자아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만, 일탈행  등을 일

컫는다. 2병이란 단어는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이 ‘ 학교 2학년 시기에 주로 하는 행동’을 

주제로 로그램을 진향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에서도 ‘2학년 병(sophomoric 

illness)’이란 말이 있다. 주로 고교나 학 2학년 때 겪는 증세를 일컫지만 단어에 ‘아는 체하

는’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 2병의 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

근엔 유독 감성 이고 말수가 으며 우울증에 걸린 듯 한 사춘기 10 들을 가리켜 ‘이모키드

(Emotional Kid의 말)’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이모키드들은 자신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지 

블로그에 알리고 자해를 자랑으로 여긴다. 이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자 CNN 등 미국 주요 

매체는 이모키드 상을 사화문제로 다루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열망이 강

한 청소년기를 가리켜 ‘질풍노도(Stum und Drang)의 시기’라고 표 한다. 

수능 등 입시 부담이 큰 고교생이나 신체 으로 아직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등학생과 달

리 학생들은 신체 발달이 왕성해 안하무인격의 폭력성이 극 화되고 선생님과 부모님을 철

히 무시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쉽다. 사춘기 특유의 감수성과 상상력, 반항심과 허

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2병은 학생들이 한 번씩 앓고 자나가는 홍역과도 같다. ( 략)

자신은 남과 다르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2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다. 

실기피와 우을증, 과 망상에 빠지는 일도 잦다. 2진단법에 따르면 맛있지도 않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담배를 못 피우면서 지포라이터를 들고 다니고, 부모의 말에 “ 라이버시를 

존 해 줘”라고 쏘아 붙이는 게 표 인 증상으로 꼽힌다.( 략)

2병에 해 문가들은 신체 발달은 빨라졌는데 정신 발달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상이라고 진단한다. 천근아 세 란스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 2는 공격성을 

장하는 남성호르몬이 격히 폭발하고 성호르몬이 늘어나며 신체도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

인 데 반해 충동을 조 하는 두엽 기능은 상 으로 덜 발달된 상태”라며 “엔진은 최신 

경주용 자동차인데 이크는 1920~30년  자동차 이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험한 행동을 불사하고 술과 담배, 오토바이 폭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란 얘기다.( 략)

인터넷의 발달이 2병을 심화시켰다는 지 도 있다. 박은진 인제  정신과 교수는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 온종일 노출되면서 성인들의 나쁜 문화도 빨리 습득하게 되고 래

의 자살 소식이나 왕따를 모방하는 것도 쉬워졌다”며 “여기에 학업 스트 스까지 더해지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폭력  성향이나 극단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빡친다, 짜증난다, 지루하다는 말”이라며 “감정은 

48) 채윤경, 이상화, 2013, “ 장 속으로: 2,  도 체 구냐,” 앙일보(4월 6일자), 제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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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데 이를 해소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 런 단어들로 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병을 두고 “사춘기 청소년은 우울증 증환자와 같다”는 진단도 나온다. 곽 주 서울  

심리학과 교수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학업 부담이 고교에서 학교로 내려오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이젠 공부 잘하는 학생도 2병에 걸리고, 차분하던 

학생들도 학교에서 나름의 오락거리나 로를 찾기 해 왕따나 폭력에 동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특징을 쓰기와 한 련이 있는 독서활동과 연계

하여 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 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9)

49) 손정표, 2001, 신독서지도 방법론( 구: 태일사), pp.34-79. ; 변우열, 2009, 독서교육의 실제( 주: 조은 터), 

pp.1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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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인지발달

◦교사나 교과목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나타낸다. 

◦비 인 태도가 강해진다.

◦자신을 심으로 한 문제에 의심을 갖고 이것을 명백하게 해석하려 한다. 

◦자신의 이상을 높여 나간다.

◦자신의 능력 한계나 성을 자각하여 조화 있는 응을 한다. 

◦추리력, 사고력이 발달하고 사물을 객 으로 찰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재능이나 독서량, 취미의 개인차가 해진다.

사회성

◦부모에 하여 반항 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 한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한다.

◦이성간의 신체  정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응한다. 

◦타인의 의견을 존 하고 용과 성실한 태도를 보일  안다.

◦열등감이나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그룹 활동이 보다 극화, 문화되기 시작하고 자치 인 태도가 발달한다.

◦인과응보의 사회  법칙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된다.

◦친구를 취사선택한다. 14세경에는 한 두 아이를 심으로 한 그룹을 조직하여 몰려다니기를 좋

아하며 다른 그룹에 해서는 배타 인 태도를 보인다.

신체발달

◦제2차 성징이 나타난다. 사춘기로 생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오감을 가질 수 

있다. 

◦성에 한 악습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에 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신체 발육에 격한 개인차가 나나난다. 

◦자기에게 알맞은 스포츠에 참가한다.

정서발달

◦희로애락의 감정 표 을 비교  잘 나타낸다. 

◦로맨틱한 애정을 마음에 간직한다. 

◦사춘기에 어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과도하지 않게 감상 인 태도를 보

인다.

독서

활동

독서

흥미

◦ 기기-문학기

◦독서의 흥미가 깊어지며, 독서의 습 이 형성되고 독서의 태도도 진 으로 세련된다.

◦성인용 독서자료를 읽기 시작하는 시기로 필요에 따라 도서를 선택하고 사고, 평가, 비교하고 

이를 내면에 통일화시킨다.

기본

독서법

◦정보과제, 학습과제해결을 한 학습독서를 지도한다. 

◦자신의 독서수 을 검하고 스스로 독서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한다. 

◦독서자료의 특징에 맞는 독서법을 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료의 특징과 비  수용 능력을 지도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서  특징에 맞는 독서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교과별 선정도서목록을 제시한다.

독서

활동

◦스릴이나 액션 작품과 같이 행동이 화려한 것을 그린 것보다는 내면생활의 항을 그린 것에 흥

미를 갖는다.

◦여학생의 경우 특히 15세 후부터 연애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온화한 무드를 그린 작품을 좋아

한다.

책

권하기

◦사실에 입각한 논픽션 기 

◦ 기문학 

◦역사이야기 

◦통속문학 

◦순수문학-주로 내면의 심리  갈등을 다룬 시, 희곡, 소설 등 고  명작

<표 II-1> 중학생(14-16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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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인지발달

◦인생 이 형성된다. 

◦추상 인 사상의 세계에 친숙해지고 추리력이 발달된다. 

◦기억력이 정에 달하고 지식에 한 욕구가 강하다. 

◦원리와 실제와의 불일치에 하여 회의하고 비 하고 책임 있게 해결한다. 

◦어떤 종류의 과학이나 기술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며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장래의 직업선택이나 그에 한 비 등 실 인 문제를 생각한다.

사회성

◦사회  통찰력이 생기고 시민의식이 발달한다. 

◦부모나 기성세 의 간섭을 싫어한다. 

◦성인의 수 에서 이성간의 교제에 만족할 만한 기 를 달성한다. 

◦폭넓은 인간 계 형성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회에서의 권 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신체발달

◦신체 발육이 거의 완성된다. 

◦건강과 체력 증진에 깊은 심을 갖고 스포츠에 열 하게 되고 신체  에 지를 발산한다.

◦성  충동에 한 한 배출구를 알게 된다.

정서발달

◦정서의 분화가 조화 있게 완성된다. 

◦유해한 정서의 흥분을 억제할  안다. 

◦가치에 마음이 끌린다.

◦신체 , 사회 인 크리에이션의 습 을 형성한다.

독서

활동

독서

흥미

◦사색기

◦특수한 문체나 수  높은 독서자료를 읽고, 본격 인 연구독서를 한다.

기본

독서법

◦분석독서와 SQ3R독서법 

  - 1단계:Surveyㅡ 체 내용을 강 살펴본다.

  - 2단계:Questionㅡ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는가?

  - 3단계:Readㅡ읽고 요 들을 악하고 있는가? 

  - 4단계:Reciteㅡ 악한 심내용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가?

  - 5단계:Reviewㅡ읽은 내용에 해 검토한다.

◦일상의 문제나 진로상의 문제를 독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시험이나 진로 심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주제에 한 다양한 의 독서자료를 검색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을 지도한다. 

◦상황별 교과 역별 선정도서 목록을 제시한다.

독서

활동

◦기존 지식에 의심을 갖고 철학  사색 인 입장에서 원리를 구명하고 비 하며 그러한 태도 의

식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펼쳐나간다. 

책

권하기

◦사색서 - 수필, 수상록, 인생론, 행복론, 우정론, 생활철학, 철학에세이, 사상서

◦종교서

<표 II-2> 고등학생(17-19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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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발달과업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몇 단계의 발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해당 단계의 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성취할 때 개인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후속 단계의 과업 성취도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패하면 개인

으로 불행을 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인정도 못 받고 후일에 겪게 될 다른 

과업도 잘 치룰 수 없다.50)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사회․문화  향을 받기 때문에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과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인간의 반응은 모

든 과업이 하나로 합해서 나타나는 통일된 반응이라는 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체 , 사회 , 정의  그리고 지  역별 주요 발달과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1)

① 신체적 영역

◦체력과 체능을 증진시키기

◦자신의 신체  구조나 생리  변화에 하여 응하기

◦균형 있는 체격을 유지하기 한 운동과 자세 취하기

◦충분한 양과 한 휴식 취하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생 인 생활을 하기

◦건강에 좋은 습 을 기르기

② 사회적 영역

◦사회 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건 한 국가  확립하기

◦사회질서를 지키고 공익을 존 하기

◦동료집단과 잘 어울리기

◦존경하는 인물 본받기

◦웃어른에 한 공경하는 태도 기르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인격 존 하기

50) 김헌수, 1999,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부모의 역할,” 최고여성지도자과정강의논집(원 학교행정 학원), 1, pp.1-8.

51) 김종서 등,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명자, 문병상, 2000, “청년기의 

발달 특성,”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4), pp.99-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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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친구를 선택하여 우정을 두텁게 하기

◦규칙 인 생활습  가지기

③ 정의적 영역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한 바른 태도 발 시키기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 으로 독립하기

◦성  충동이나 감정 통제하기

◦문학  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여가를 건 하게 보내기

◦ 정 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일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 획득하기

④ 지적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한 기본  지식 갖추기

◦자연과 사회환경의 여러 원리를 배우고 생활과 련짓기

◦ 통문화를 이해하고 보존, 발 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갖기

◦외국문화  국제 계에 한 이해 넓히기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비하기

◦신체구조와 생리 상  성에 하여 이해하기

◦매스 커뮤니 이션에 한 바른 이해와 지식 갖기

◦논리 으로 사고하고 합리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자기의 능력과 성에 하여 비교  정확히 악하기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는 물론 도서 과 같은 사회기 에서 청소년이 발달과업

을 기에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변하는 사회

에서 자주 이고 능동 인 삶을 살아가기 해서는 올바른 가치 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건 한 인 계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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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청소년의 사회환경과 특성  발달과업 등이 쓰기 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피로사회에서 청소년은 우울증과 고립감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책이 필요하다.

▢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 격한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기는 특히 진학문제, 이성문제, 교우 계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추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요하다.

▢ 청소년기는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  조작기나 상징  표상단계로서 언어와 문

자 등 상징체계를 활용한 논리 이고 추상 인 사고가 가능하다.

▢ 청소년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은 동료와 잘 어울리고, 정 인 자아를 형성

하고,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며 논리 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유 기  간의 력이 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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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쓰기에 한 이해

1. 글쓰기의 의미와 가치

1.1 글쓰기의 의미

이란 음성언어를 문자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을 쓴다는 

것은 어떤 상을 감으로 삼고 그것과 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드러내고, 이에 

한 쓴이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 으로 펼쳐 이를 다시 추상 인 개념(의

미)으로 일반화시키는 활동이다.52) 따라서 쓰기의 일반 인 의미는 ‘자아가 상의 

의미를 구성하여 문자언로로 형상화 하는 지  활동’53)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쓰기는 모든 교과의 핵이 되는 교육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키

워가는 교육이다. 따라서 쓰기 교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쓰기를 아동문

니 아동문학이니 하여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한 문장을 꾸미

고 다듬고 하는 기교 심의 쓰기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54) 어린이․청소년을 상

으로 하는 쓰기 목표는 표 의 자유를 주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52) 박승 , 1999, 쓰기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pp.20-21.

53) 이지호, 2001, 쓰기와 쓰기 교육(서울: 서울 학교출 부), p.13.

54) 이오덕, 2012, 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주: 고인돌), pp.18-19.



76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있다. 따라서 을 만들어 내고, 작품을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는 쓰기 지도는 학생

을 수단으로 삼고, 쓰기를 목표로 삼는 것으로 목표와 수단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이다.55)

오늘날 표 인 교육이론으로 자리 잡은 구성주의 에서 쓰기란, ‘문자 형태

를 빌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달하는 행

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식을 생성하는 행 이다. 따라서 한 편의 완성된  자체보

다는 그 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요하다.

구성주의 에서 쓰기는 의미구성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성

할 것을 강조하는 개인  구성주의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

회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56) 개인  구성주의 에서 쓰기는 개인이 지

닌 지식, 경험, 세계 을 토 로 나름 로의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강조한

다. 반면에 사회  구성주의 에서는 쓰기 ․ ․후에 동료 간의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 간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강조

한다.

1.2 글쓰기의 가치 

1.2.1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 신장

쓰기를 지도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쓰기는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높은 수 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며 

기본 인 학습 수단이다.57) 무엇보다도 쓰기는 인간의 사고를 수정․보완․발 시

킨다는 무형의 기능을 갖는다. 즉 사고의 결과로 이 나오고, 을 쓰기 해서 사고

를 하기도 하지만 을 으로 해서 사고가 확 되고 정리된다.58) 따라서 쓰기는 

사고력을 증진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텍스트 형태로 달할 수 있는 의사

소통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이와 련해서 미국의 쓰기와 일본의 독서법에 

한 신문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9)

55)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44-45.

56)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p.226-227.

57)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14.

58) 최상규, 1999,  어떻게 쓸 것인가(서울: 림기획),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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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글쓰기와 독서법은 생존의 전략

을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유려한 문체로 이 진 문장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니라 주장

하고자 하는 바를 남들에게 알기 쉽고도 명쾌하게 달하는 을 말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핵심만 뽑아서 짧고 강하게 어필하는 능력이 요한 것이다. 이것은 곧 이 담고 있

는 ‘뜻'을 감성 으로 때로는 치 한 논리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한 로 말끔하게 정리하여 표 하기란 매우 어렵다. 심지어 생활 속에서 이야

기할 때에도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는 논리 인 오류를 범하며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곤 한다. 

꾸 히 작문하는 습 을 길들이고, 책읽기를 통해 우수한 작문법을 모방하는 것은 쓰기

를 잘하는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한 길[正道]이다. 무엇이든 작문해보고 독서하는 습 을 매

일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하버드 학생 6명이 4년 동안 제출한 이 약 600 운드(273kg) 이상, MIT는 쓰기 수업을 

해 1년에 약 2백만 달러의 산을 투자한다. 쓰기본부(Writing Center)는 곧 사회의 유능

한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다. 미국의 하버드 는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라 평가받는 

신입생들을 철 하게 ‘ 쓰기 보자'로 취 하며 ‘논증  쓰기 수업(EXPOS)'을 듣게 한다. 

이 수업을 총  지휘하는 토마스 젠 교수는 “몇 년 동안의 체계 인 쓰기 교육으로 하버드

 학생들은 ‘에세이 선수'로 변신한다.”고 말한다. 

탄탄한 문장력, 곧 논리력과 표 력을 배양한 후에 비즈니스 업무에서든 학원 과정에서

든 갈고 닦은 실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쓰기 수업에는 1:1의 첨삭지도, 안쓰기와 고쳐 

쓰기의 반복, 읽기자료를 논리 으로 연결하는 훈련과정이 실시된다.

1.2.2 자가 치유

한편 쓰기는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여 어떤 거리감을 갖도록 해 주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  이해를 도와 다. 특히 스트 스 해소와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

으로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60) 50년 넘게 일기를 쓰면서 쓰기 워크 을 통해 

치유의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코미나스(Sheppaed B. Kominars)는 로

그램 참가자들이 밝힌 쓰기의 이유와 효용성을 육체 , 정서 , 정신 ,  그리

59) 이은혜, 2013, “미국과 일본의 쓰기와 독서법은 생존의 략: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이투뉴스,

[online], [cited 2013. 6. 22.]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79>

60) 변학수, 2006, 통합  문학치료(서울: 학지사),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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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합  이 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61)

이 쓰기 이유와 효용성

육체  이

∙스트 스와 긴장해소에 도움을 다.

∙자기배려를 통해 인생을 내다보는 감을 다.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정서  이

∙ 군가에게 앙갚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기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안 지  

역할을 한다.

∙미지의 것에 한 공포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다.

∙삶의 온갖 경험들이 나 에 의욕과 반성의 시간을 제공한다.

정신  이

∙생각의 혼돈을 정리하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자아통찰을 통해 더욱 폭넓은 에서 자기행동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다.

∙문제 식별 능력을 주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한다.

인 이

∙의사소통이라는 지속 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직 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어 으로써 지혜의 심으로 이동하게 한다.

∙세상과의 조화를 통해 원만한 삶을 이루게 한다.

통합  이

∙자신이 성취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게 한다.

∙인생의 환기를 더 주의 깊게 성찰하게 한다.

∙과거를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좀 더 창조 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 다.

<표 III-1> 글쓰기의 이유와 효용성

1.2.3 문화의 유지 발전

개인의 쓰기가 시 와 역사를 표하는 기록물로 남을 수 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 일기 뿐만 아니라 백범일지 와 안네의 일기  등은 리 

알려진 개인의 쓰기 산물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홍어 장수 이야기 역시 개인의 

쓰기가 사회․문화  기록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62)

61) Sheppard B. Kominars, 2008, 치유의 쓰기, 임옥희 역(서울: 홍익출 사), pp.16-19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62) 정승호, 2012, “홍어장수 문순득, 160년 만에 세상나들이,” DongA.com, [online], [cited 2013. 5. 24.].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923/496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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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신안군 도 면 우이도에서 태어난 ‘홍어 장수’ 문순득(文淳得·1777∼1847)은 상인으

로 드물게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5세이던 1802년 1월 우이도 인근에서 홍어

를 팔고 돌아오던  풍랑을 만나 떠돌이 신세가 다. 일본 오키나와 류큐까지 떠 러 갔다

가 9개월 만에 국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풍랑으로 표류하다 그해 11월 스페인 식민지

던 필리핀 루손 섬에 도착했다. 1803년 9월 필리핀을 출발해 마카오와 국 둥, 난징, 베이

징을 거쳐 1805년 1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문순득은 귀향 후 최 의 필리핀어 통역 으로 

활동하며 재물을 모았다. 

3년 2개월여에 걸친 장정은 당시 흑산도로 유배 왔던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 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약 은 문순득의 란만장했던 표류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표해시말

( 海始末)’을 펴냈다. ‘표해시말’에는 문순득이 본 210년  동아시아 각국의 풍속과 사회상, 

언어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당시 오키나와 지역의 장례문화, 통의상, 닭싸움을 좋아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상, 성당, 가옥구조, 나라별 선박구조에 한 묘사까지 다른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내용이 95쪽에 담겨 있다. 드라마틱한 홍어 장수의 삶은 

조정의 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선왕조실록에까지 이름 석 자를 남기게 다.

홍어 장수 이야기

이러한 장 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3)

① 쓰기 힘 든 의 제목, 아이들의 삶과 마음의 세계를 아주 무시한, 어른 심의 제목을 강

요한다.

② 어른들의 문학 작품을 흉내 내도록 가르치고 있다.

③ 자기 자신의 얘기를 쓰게 하지 않고, 그런 을 쓰면 도리어 좋지 않다고 비 한다. 그러니

까 남 보기 좋은 것,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쓰려 하고, 거짓을 꾸민다.

④ 어른들이 멋 로 고치고 다듬고, 흔히 신 써 주기까지 하여 상 타고 이름 내는 데만 심

을 쏟는다.

⑤ 무엇이든지 시키는 로 따르기만 하게 하여 아이들을 틀에 박힌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만

들어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할  모르고, 꼭두각시 생활에 길들여져 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힘으로 창조하고 생각

하도록 하는 쓰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63)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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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쉬운 것, 편리한 것만을 찾는 세상 흐름을 따라 공부도 힘 드는 공부를 싫어한다.

⑦ 수 따기에 도움이 별로 안 되어 쓰기를 싫어한다.

⑧ TV, 자오락 따 가 ‘생각’을 싫어하게 하고 있다.

⑨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말을 쓰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⑩ 숙제, 시험공부, 학원 공부 따 로 을 쓸 시간을 주지 않는다.

⑪ 논술고사가 학생의 쓰기를 더 거북스럽게 하고 있다. 논술고사 비 짓기는 삶에서 

떠나 빈 말장난을 하는 장삿속 짓기를 더욱 리 퍼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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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쓰기 교육의 관점

쓰기 교육은 지식 에 따른 교육이론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형식  (formal 

view), 인지  (cognitive view) 그리고 사회  (social view)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형식  은 1950년  이 에 소련을 심으로 한 형식주의 문학이론을 

기반으로 발 하 으며, 인지  은 1970년  이후 인지심리학의 발달로 등장하

다. 그리고 사회  은 1980년  이후 사회  구성주의자나 화주의자들에 의

해서 발 한 쓰기 을 말한다.64)

2.1 형식적 관점과 결과 중심 글쓰기 교육

형식  은 객 인 지식 에 기반을 두고 1950～1960년  반까지 쓰기 

교육에 지 한 향을 끼쳤다. 형식  은 모범 인 텍스트의 모방을 시하고 표

 과정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도의 을 두었다. 그리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 성을 시하 으며,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한 모

든 요한 문제는 텍스트 구성 요소의 분석과 구성 요소 사이의 계 분석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작문, 읽기, 사고 등의 인지  행 와 련되는 증거들은 

객 성과 신뢰성이 없는 피상 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여겼다.65) 

이러한 형식  을 바탕에 둔 결과 심 쓰기 교육은 쓰기 과제를 제시한 다

음 완성된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학생의 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즉 한 편의 

완성된 에서 잘못된 을 지 해 주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정확성과 문

법, 수사학  기법을 강조하고, 모범 인 을 제시하고 모방과 반복 인 연습을 통해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지도 방법이 동원된다. 따라서 결과 심 쓰기에

서 교수자는 주로 검자나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심 

쓰기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6)

64)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p.34.

65) 박 목, 2005,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작문연구, 1, p.19.

66)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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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쓰기 결과인 완성된 텍스트 자체를 시한다.

②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법, 수사학  규칙과 같은 형식 인 요소를 지도한다.

③ 쓰기 과정보다는 결과를 시함으로써 쓰기 과정에서의 생각, 요구 충족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④ 쓰기의 반복 연습과 모범 의 철 한 모방을 강조함으로써 쓰기에 한 흥미를 떨어

뜨린다.

⑤ 쓰기를 오로지 개인의 내면 인 활동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쓰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을 무시한다.

결과 심의 쓰기 교육을 표하는 쓰기 모형으로는 로만(Rhoman)의 ‘집필 비-

쓰기-다시쓰기’와 리튼(Britton) 등의 ‘개념-부화-산출’과 같은 단계  모형이 있

다.67) 이러한 쓰기 모형은 선형 이기 때문에 과제가 수행되는 방법을 학습자가 검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의 통제식 지도가 이루어지고 학습

자의 생각이 잘 반 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2.2 인지적 관점과 과정중심 글쓰기 교육

1960년  후반기에 어들면서 쓰기 과정을 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이 은 언어는 경험을 표상하는 체계 이고 보편 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조정하는 개별 인 수단이라는 을 강

조하 다. 그리고 1980년  어들어서는 쓰기는 역동 인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인식이 리 확산되었다.68)

인지  에 따르면 쓰기 교육은 좋은 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탐구 활동, 의사소통, 자기 숙련 활동 등을 학습으로 간주한다. 즉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표 ,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고, 쓰는 행 를 일종의 문제해결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쓰기 

과정에서 학생 각자가 문제를 하고 이를 효과 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데 을 

둔다. 그리고 쓰기 과정에서 회귀성을 강조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69) 한 교사나 친구들과 의하기도 하고, 동을 

67) Fitzgertald, 1993, “Teacher's Knowledge about Knowledge: it's significance for classroom writing instruction,”  

Language Arts, 70(최 섭, 박태호, 1994, “과정 심의 략 인 쓰기 지도 방안: 인지 이론을 심으로,” 한국

등국어교육, 10, p.202에서 제인용)

68) 박 목, 2005,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작문연구,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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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동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다. 과정 심 쓰기 교육에서 교사는 참여자로서 

일련의 쓰기 과정에 역동 으로 개입하여 학생을 하게 안내하고 쓰기 활동을 

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III-1] 글쓰기 과정의 회귀성

과정 심 쓰기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황과 상에 어울리게 표 하는 

것을 도와주기 한 략을 활용한다. 쓰기  단계에서 필요한 략들은 인스

토 , 맵핑(의미맵, 마인드맵), 개요짜기, 극화, 기억하기, 읽기, 도표화, 다발짓기 등

이 있다. 쓰기 에는 고쓰기를 한 빨리쓰기, 소리내며 쓰기 략을 활용할 수 있

다. 그리고 쓰기 후에는 평가하기, 출 하기 등의 략을 활용할 수 있다.70)

인지  의 쓰기는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는다. 그러나 쓰기를 개인 인 행 로 간주함으로써 쓰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

황을 무시했다는 비 을 받는다. 한 인간의 사고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고, 쓰

기 행 에 인지 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 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을 간과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과정 심 쓰기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1)

①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 와 사고력 증진을 시한다.

② 쓰기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성 과정, 문제해결 과정이다.

③ 쓰기는 계획하기-작성하기-검토하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④ 쓰기 과정과 각 과정에 필요한 내용 생성, 조직, 표 , 수정 기능과 략 지도를 강조한다.

69)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230.

70) 최 섭, 박태호, 1994, “과정 심의 략 인 쓰기 지도 방안: 인지 이론을 심으로,” 한국 등국어교육, 10, 

pp.215-216.

71)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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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시지역 5개 학교 11개 교실에서 이루어진 과정 심 쓰기 교육을 조사

한 결과를 보면, 학생의 쓰기 활동은 ‘계획하기, 아이디어를 철자법에 맞추어 

한 표 으로 환하기, 고쳐 쓰기’와 같은 3가지 기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2) 한 학생의 고에 한 교사의 서면 피드백(written feedback)을 매우 

요한 쓰기 향상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사회적 관점과 대화중심 글쓰기 교육

사회  의 쓰기는 1980년  후반부터 언어 사용의 사회성과 기능성을 시

하면서 등장하 다. 이 에 따르면 필자 개개인은 개별 으로 작문하는 것이 아니

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 사용 집단이나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

로서 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의 쓰기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의 

상으로 삼고,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

한다. 즉 쓴이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

된 구성으로 간주한다.73) 

사회  의 쓰기는 범교과  쓰기(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와 한 

련을 맺고 있다. 범교과  쓰기는 학생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교과 역에서 쓰기를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쓰기는 모든 장

르를 다루어야 하고, 쓰기를 특정 교과의 활동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다른 교과의 상

황(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화 심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를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인 과정

으로 본다. 따라서 쓰기 행 에서 개인의 내  인지 행 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에 심을 갖고 이러한 배경에 따른 차이를 고

려하여 쓰기 교육을 실시한다. 한 쓰기 결과를 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평가 역시 자기 평가 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간 합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쓰기 교육에서 교사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

로서 안내자, 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72) G. Genevieve Pattey-Chavez, Lindsay Matsumura, and Rosa Valdes, 2004, “Investigating the Process Approach 

to Writing Instruction in Urban Middle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7(6), pp.462-477.

73) 박 목, 2005,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작문연구, 1,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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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 쓰기는 독자를 단순히 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

하는 역동 인 존재로 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 쓰기 행 를 둘러싸

고 있는 상황(필자, 독자, 주제 등)을 종합 으로 인식하고, 상호 하게 련을 맺

고 있다고 보고, 배경에 따른 쓰기 방식의 차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  의 쓰기는 필자의 치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텍

스트가 생산되는 과정과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객 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원론 이어서 사회  상호작

용 속에서 어떻게 의미가 형성되고, 의미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사고행 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

 의 화 심 쓰기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4)

① 쓰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의미 상 과정(사회  행 )이다.

② 쓰기 과정에서 개인 간의 동이나 화를 시한다.

③ 쓰기 과정에서 의, 토론 등 정의 인 측면을 시한다.

④ 실제 이고 목  지향 인 활동을 심으로 한 쓰기 수업이 가능하다.

⑤ 다양한 장르의 쓰기를 범교과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⑥ 쓴이의 다양한 배경에 따른 쓰기 방식의 차이를 인정한다.

2.4 통합적 관점

쓰기 행 와 련된 상은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 텍스트, 독자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상황이다. 쓰기에 한 형식 , 인지 , 

사회  은 각각 어느 한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쓰기는 어느 한 측

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통합  이 필요하다.75) 

74)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pp.44-49.

75)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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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쓰기 현상의 국면

통합  으로 쓰기에 근하면 쓰기의 목 은 사고력 신장, 사고의 정리, 쓰

기 문화 형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쓰기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에서 스스로 쓰기 목표와 주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역동 인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 장치를 

마련하고 범교과  쓰기 지도가 가능하다. 쓰기 지도 방법 측면에서는 교사가 학

생이 개인 으로나 동을 통해서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략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쓰기 공간을 하나의 문화로 상정하여 쓰기 과

정을 서로 의하고, 결과를 동료들과 함께 나  수 있는 쓰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한 쓰기 평가에서도 과정 심 평가, 질  평가와 비형식  평가를 도입하

기가 쉬워진다.

미국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읽고 쓰는 기 인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쓰기능력을 읽기능력과 함께 성공 인 학업 수행과 지구

 경제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한 기  능력으로 규정하 다. 이를 해서 쓰

기 구조나 문법 등을 지도하는 학교 쓰기 교육을 벗어나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 도구

로 활용할 수 있는 쓰기 능력 신장을 쓰기 교육의 목 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4학년～12학년 학생이 쓰기를 잘하고, 쓰기를 학습도구

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지도 기술을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제시하 다.76) 

76) Steve Graham, Dolores Perin, 2007, Writing Next: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Writing of Adolesc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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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쓰기 략: 학생들에게 쓰기 계획수립, 퇴고, 편집을 지도하기 한 략

② 요약: 학생들이 텍스트를 명쾌하고 체계 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

③ 동 쓰기: 학생들이 함께 쓰기 계획을 세우고, 고를 작성하고, 퇴고하고, 편집하도록 

하는 지도 방식

④ 구체 인 생산 목 : 학생들에게 구체 이고 달성 가능한 쓰기 완성 목  부여

⑤ 컴퓨터를 이용한 쓰기: 쓰기 과제를 돕는 교육용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⑥ 문장 연결: 학생들이 좀 더 복잡하고 세련된 문장을 구성하도록 문장 연결 방법

⑦ 미리쓰기: 작문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설계 활동 

⑧ 탐구활동: 아이디어와 특별한 쓰기 과제의 내용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즉각 이고 명

확한 데이터 분석

⑨ 과정 심 근법: 쓰기 기회 확 , 명확한 독자를 한 쓰기, 개별화 교수 그리고 순

환  쓰기를 강조하는 워크  환경에서의 쓰기 지도 활동

⑩ 모델 연구: 학생들이 잘된 을 읽고, 분석하고, 본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⑪ 내용 학습을 한 쓰기: 내용교과의 학습도구로서 쓰기 활용

이 지도 기술은 철 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으나 작문교육과정 체를 구성하

는 요소는 아니다. 11가지 쓰기 지도 기술은 모범 을 활용하고 결과물 생산을 강

조하며, 과정과 략을 도입하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등 통합  에서 

쓰기에 근하고 있다.

Middle and High Schools-A Report to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Washington DC: Alliance for Excellent 

Education),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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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의 유형과 구조

3.1 글의 유형

의 유형은 목 과 상에 따라서 생활 과 문학 는 실용문과 술문으로 나  

수 있다. 생활 이란 개인이 보고 겪고 느낀 일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이고, 문학이

란 남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신해서 상상으로 지어낸 이다. 이오덕은 사물을 있

는 그 로 보고 삶을 정직하게 쓰는 쓰기는 문학과 같은 리 표 의 쓰기와 달

리 자연과 사회를 바로 알게 하여 자기를 키우고,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일깨워서 함

께 살아가게 하는 소 한 배움의 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의 갈래를 어른이 쓰는 

과 어린이․학생이 쓰는 로 구분하 다.77)

의 갈래

어른이 쓰는 

문학

어른문학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어린이 문학

동요․동시
동화․소설
동극
수필
실화
기

평론

생활

시․노래말
편지
일기
생활감상문
이야기
보고문
기사문
기록문
기행문
설명문
고문

청원문
자서

어린이․학생이 쓰는 

시
이야기 (서사문)
느낌 (감상문)
풀이 (설명문)
주장하는 (논설문)
편지
일기
찰기록문

조사보고문
극본

<표 III-2> 글의 갈래

77)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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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문은 일상생활에서 구체 인 필요에 의해서 쓰는 로 의 종류에 따라서 구

체 인 목 과 상을 가지며 독자가 의 심이 된다. 따라서 실용문은 과장이나 

거짓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읽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

다. 쓰기 교육에서 실용문은 <표 III-3>에서와 같이 목 에 따라서 정서표 을 한 

, 친교를 한 , 정보 달을 한 , 설득을 한 , 직업 세계에 필요한 로 

나  수 있다.78) 

정서표 을 한 친교를 한 정보 달을 한 설득을 한 직업세계에 필요한 

∙일기

∙기행문

∙감상문

∙비평문

∙편지

∙ 청장

∙설명문

∙기사문

∙안내문

∙논설문

∙연설문

∙ 고문

∙자기 소개서

∙보고서

∙계획서

∙공문서

<표 III-3> 글의 목적에 따른 실용문의 종류

반면에 술문은 독자의 미  추구 욕구에 부응하고 정서를 함양할 목 으로 쓴 

로, 부분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한다. 따라서  쓰는 이의 목 이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으며, 작가의 의도를 심으로 이 배치된다. 그리고 미학  측면에서 다양한 

수사와 구성의 복잡성을 갖는다.

청소년 쓰기의 목 은 자기가 겪은 일을 정직하게 쓰도록 함으로써 자아를 실

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쓰는 의 종류는 쓰

기의 다양한 수사와 복합한 구성을 필요로 하는 술문(문학) 보다는 실용문이 합

하다.

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  인간상 가운데 하나인 창의인은 ‘기 능력과, 확

산  사고, 문제해결능력을 구비하고 독창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

력’이다. 기 능력이란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79) 이

러한 문제해결능력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을 통해서 길러진다.80) 

따라서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길러  수 있

78) 강상희, 2009, 등학교 쓰기 능력 신장을 한 방안 연구: 문제해결식 쓰기로서의 실용문 교육을 심으로(미

간행석사학 논문, 경기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p.30, 33-36.

79) 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28.

80) 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4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교육

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5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

술부), p.61.



90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는 쓰기가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청소년 쓰기의 유형

은 실용문이다. 구체 으로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정서표 이나 친교 그리고 직

업세계에 필요한 일기, 감상, 편지, 기문을 채택하 고, 창의  쓰기는 정보 달

과 설득을 한 설명문, 주장문, 논평을 채택하 다.

쓰기 목 로그램 유형 의 유형 비고

자아성찰 자아성찰을 한 쓰기

￭실용문

  ▢일기 

  ▢감상문

  ▢편지 

  ▢ 기문

정서표

정서표

친교

직업세계(자기소개)

창의성 개발 창의  쓰기

￭실용문

  ▢설명하는  

  ▢주장하는 

  ▢논평하는 

정보 달

설득

설득

<표 III-4> 청소년 글쓰기의 유형

3.2 글의 구조와 표현 방법

쓰기와 독서에서 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표

하고, 자의 의도나 심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자주 하는 교과서

에서 볼 수 있는 의 구조는 단순 나열, 순차  나열, 분석, 원인과 결과, 비교와 조, 

정의, 그리고 유추와 시 등이며, 의 한 부분에 한 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 구조 유형을 교과(학습주제)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원인/결과

비교/ 조

시

순차  나열

단순 나열

분석

정의

원인/결과

단순나열

시

분석

순차  나열

원인/결과

정의

비교/ 조 

단순 나열

정의

<표 III-5> 교과서에 사용되는 글의 구조 유형

81) 이경화 외, 2007, 교과독서와 세상읽기(서울: 박이정), pp.76-79.의 내용을 정리하고, 2의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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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단순 나열

단순 나열은 특별한 순서가 없이 사실이나 사건을 나열한 목록을 말한다. 상  정보

가 주제나 사건이며, 그것에 한 사실이나 특성이 하  는 뒷받침 정보가 된다. 단

순 나열 계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 한’, ‘다른 것은’, 그리고 ‘몇몇은’ 등이 있다.

[단순 나열 글의 예 1]

1장에서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부분, 다른 이론과 독립 으로 다룰 수 있다. 그 , 

하나는 의사소통 기술과 내용 독해 안내의 계를 강조하 다. 다른 것은 독해가 유쾌한 경험

이 되어야 함을 언 하 다.

[단순 나열 글의 예 2]

최근에는 스트 스, 정신불안증, 인공포증 등의 정신치료는 물론 태아에서부터 죽음을 

앞둔 환자를 한 호스피 어(임종 환자들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애에 걸쳐 겪

을 수 있는 문제에 해 ‘음악요법’(음악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아름다운 멜로디는 뇌를 이완시

켜 마음을 온화하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치료하면 통증을 

일 수 있다. 음악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의 힘으로 병의 치료를 빠르게 하는 치료법이 개발

된 것이다. 

(※출처: 문정화, 화종덕, 1999,  하나의 교육 창의성(서울: 학지사), p.138.)

3.2.2 순차적 나열

순차  나열은 연 순 혹은 다른 논리 인 순서 로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다. 상  

정보가 주제나 사건이고, 다음으로 사실이나 특성을 순서 로 제시하여 하  정보를 

나타낸다. 능숙한 독자도 읽기 지도에 사용되는 순차  나열을 용할 경우 보다 효

과 인 읽기가 가능하다. 이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첫째’, ‘둘째’, ‘다음은’, ‘그 

에’, ‘하는 ’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등이 있다. 

[순차적 나열 글의 예 1]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큰 명  의 하나로서, 이 날과 련된 여러 가지 풍속

이 해져 온다. 이 날에 행해진 풍속 에서 다양한 놀이의 종류를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어린이들은 가 여러 가지 풀을 더 많이 뜯는가? 내기를 하기도 하고, 풀싸움을 하

기도 하 다. 둘째, 여자들은 큰 나무에 으로 뻗은 가지에 매거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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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어 그네를 뛰었다. 셋째, 남자들은 마을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 씨름을 하 다.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은 상으로 황소를 받고 장사로 을 받았다. 

(※출처: 학 국어 1-1, pp.77~78. ‘단오’)

[순차적 나열 글의 예 2]

정보처리이론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정보의 흐름을 추 한다. 즉 학생들이 정보

를 어떻게 학습하고 처리하고 기억하는지에 해 을 두고 있다. 정보처리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수용단계와 처리단계  표 단계가 그것이다. 수용단계에서 뇌는 

신체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우리의 감각을 경유하여 수용한다. 정보를 수용하는 감각기 의 

종류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각, 자기수용기 , 진정기  등이 있다. 처리단계에서 우

리의 뇌는 서로 련성이 없는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처리, 통합, 조직, 학습, 기억한

다. 학습을 하기 해서 뇌는 반드시 련성 있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해야 한다. 표 단계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근육에 메시지를 보내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어떻게 

학습하 는가의 물리  부분을 나타낸다. 표  방법에는 쓰기, 말하기, 피아노치기, 스포츠하

기, 정원 가꾸기 등이 있으며, 실제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처리 부분이다.

(※출처: Diane Connell, J., 2008, 뇌기반 교수-학습 략, 정종진 외 역(서울: 학지사), 

pp.160-184.)

3.2.3 분석

분석은 심 생각이나 상  정보를 먼  취한 뒤, 하  정보와 체의 계를 기술

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句)로는 ‘고려하다’, ‘분석하다’, ‘조사

하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하기를’ 는 ‘이 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등이 있다. 

[분석 글의 예 1]

나는 개미에 해서 알고 싶어서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자료를 통해 안 내용을 개미의 

몸, 개미집, 개미의 생활로 나 어 정리하 다. 먼  개미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 부분으

로 나  수 있는데 머리에 있는 은 아주 작은 수 십 개의 이 합쳐져 있어서 큰 물체의 

형태만 충 알 수 있다. 둘째, 개미집은 그 목 에 따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다. 를 들면 

여왕개미의 방, 애벌 를 키우는 방, 알을 보 하는 방, 먹이를 장해 두는 방이 있다. 

(※출처: 등 5-1. 국어 교사용 지도서, p.123. ‘개미의 생활’)

[분석 글의 예 2]

인간의 욕구는 크게 자연  욕구와 의식  욕구로 나  수 있다. 자연  욕구는 그것에 

해 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일부러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  

욕구이다. 이에 반해 의식  욕구는 인 으로 의지를 발휘하고 자각 인 행 를 개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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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서 비자연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비자연  욕구를 실 하기 해서는 자연성을 

넘어서는 삶의 조건과 사회  조건이 필요하므로, 사회  욕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  욕구와 비자연  욕구, 자연  욕구와 사회  욕구, 무의식 욕구와 의식  욕구로 욕

구의 갈래를 나  수 있다. 이때 사회 으로 문제가 되는 인정 욕구는 비자연  욕구에 속한

다. 아울러 비자연  욕구는 의식  욕구이기도 하므로 인정 욕구는 의식  욕구의 표  

형태이기도 하다. 

(※출처: 이정은, 2005,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나(서울: 살림), p.13.)

3.2.4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유형은 사건이나 결과를 취하고 나서 그 결과의 원인에 하여 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결과는 근거의 결론을 나타낸다. 이 유형을 상징하는 단어나 구 에

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기 때문에’, ‘결론 으로’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로는’ 

등이 있다. 

[원인과 결과의 예 1]

교사가 내용 제재를 읽기 해 학생들을 비시키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결론 으로 이런 비 덕택에, 학생들은 더 재미있어 하고, 집 하며, 잘 이해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의 예 2] ‘왕따’학생의 비극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가혹 행 를 당한 학생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 을 쓸

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일 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더니 지난 

20일에는 구의 한 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학 를 받은 끝에 극단

인 선택을 했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은 수 기계

가 되어 있고, 그 스트 스를 이기지 못하는 학생들은 좌 과 불안을 약자를 향해 쏟아내고 

있다. 입시기 으로 락한 학교는 궁지에 몰린 학생들을 제 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의 여고생은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 졌다. 구 학생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라디오 선으로 목을 묶인 채 끌려 다니며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먹는 모욕을 당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다. 여고생은 자살하며 남긴 메모가 발견 음에도 

단순자살로 처리 다가 친척이 인터넷에 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한 청소년 단체의 ‘2010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자살 충동을 

느 다’고 응답한 학생이 11.7%로 나왔다. 10 들의 자살 상담 이유 1순 는 ‘따돌림  친구

와의 불화’(27.9%)라는 통계도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교실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심해지고 있고, 장난처럼 놀리며 모욕을 주는 학 도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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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극단 인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도 견디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비극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사회 체가 함

께 해결할 문제라는 제 아래 경쟁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 학

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 망을 구축하는 것도 시 하다. 모든 구호조치는 피해를 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만큼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의 사각지 를 허용해선 안 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치정보를 남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국 3분의 1 정도의 학교에만 있는 문 상담 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

길을 내 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단 따돌림과 교내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2011. 12. 24일자), 제23면, 사설) 

3.2.5 비교와 대조

비교나 조는 필자가 사실, 사건 는 작품이나 필자 사이의 공통 과 차이 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기본 인 비교나 조는 상 정보이고, 그리고 자세한 공

통 과 차이 이 하 정보이다. 이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로는 ‘그것과는 조

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선’, ‘한 편으로’, ‘둘  하나’ 는 ‘유사하게’ 등이 있다.

[비교와 대조의 예 1]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다. 그들은 사람처럼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새끼를 낳

아 젖을 먹여 키운다. ,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르기도 하고, 두 다리로 서기도 한다. 원숭이는 

손가락, 발가락 모양까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처럼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집기도 한다. 

그 다고 하여 사람과 원숭이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숭이와 달리, 사람은 다른 사

람에게 말과 로써 자기의 생각을 달한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날것을 그냥 먹지 않고 익

서 먹는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활 모습이 다른 동물과 뚜

렷이 구별된다. 

(※출처: 등 3-2 국어 교사용 지도서 p.113, ‘원숭이와 사람’)

[비교와 대조의 예 2]

공부의 세계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에도 부딪치지 않고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세

계이며 쾌락보다 고통을 존 하고 비 보다는 순종을, 창조보다는 반복을 시하는 세계 다. 

공부의 세계는 장래를 해 재를 희생하는 세계이며, 그 희생의 가를 재산이나 지 , 권력

에서 찾는 세계 다. 한 공부의 세계는 사람과 사람의 끈을 끊어버리고 경쟁을 부추겨 사람

과 사람을 지배와 종속 계로 몰아가는 세계 다. 지 의 아이들은 이러한 공부 세계의 바보

스러움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반해 배움의 세계는 상이나 타자, 그리고 자기와 끊임없이 화하는 세계이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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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면에서부터 허물어뜨려 세계와 확실한 끈을 엮어가는 세계이다. 고독한 자기성찰을 통

해 사람들의 연 를 쌓아올리는 세계이다. 는 보이지 않는 땅으로 자신을 도약시켜 거기에

서 일어안 일을 자신의 것으로 연결하는 세계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해서뿐만 아니

라 행복으로 이어지는 많은 타자와 함께 행복을 탐구해 가는 세계이다. 이 같은 배움의 세계 

입구에 아이들과 같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아이들과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는 것, 그 실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출처: 사토 마다부, 2003,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손우정, 김미란 역(서울: 북코리

아), pp.132-133.)

3.2.6 정의

정의는 개념이나 주제를 설명하는 유의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정의 유

형을 상징하는 단어나 구 로는 ‘~로 설명할 수 있다’, ‘유의어는 ~이다’, 그리고 ‘~와 

같다’ 등이 있다.

[정의의 예 1]

독해는 분석 , 상호 , 구조 , 그리고 략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독해를 통해 능동

이고 통합 인 사고를 얻는 것을 이해력이라고 한다.

[정의의 예 2]

EQ는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혜의  다른 형태다. EQ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내면

의 감정과 다른 사람과의 계에서 감정을 통제할  안다. 공포, 우울함, 분노와 같은 감정을 

효과 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만

한 계를 유지할 수 없다. ( 략)

정서 인 태도와 패턴은 유년기에 형성된다. 조기교육이 요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뛰어난 능력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훈련시키려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작은 괴물이 아니라 사회 이고 남을 이해할  아는 아이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마디로 아이의 감성지능을 키워줘야 

한다. ( 략)

부모와 자녀의 계는 학업성취도에도 막 한 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학업성 은 인지

인 능력보다는 정서 인 기본구조와 더 한 계를 맺고 있다. 선천 으로 뛰어난 재능

을 지닌 아이들 에 사회 , 정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로 지 않다고 한다.

(※출처: 요하임 모르 외, 2012,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박미화 역(서울: 더숲),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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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유추와 예시

필자는 시(자세한 나 비슷한 상황)를 사용하여 주제나 개념을 설명한다. 유사

정보는 시의 한 가지 유형이다. 이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로는 ‘ 를 들어’, 

‘~와 같이’, ‘~와 유사하게’, 그리고 ‘~와 비슷하게’ 등이 있다.

[유추와 예시의 예 1]

읽기는 농구 게임과 비슷하다. 최고의 게임을 하기 하여, 많은 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읽기에서, 읽어야 할 제재에 하여 결정하기와 배경지식 쌓기가 그와 유사하다.

[유추와 예시의 예 2]

연 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에서 생긴다. 구나 즐거운 일을 함께한 사람보다 고통의 순

간을 함께 나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불행한 시기에 사람들은 연 의식을 느끼며 

단결하지만, 행복한 시기엔 분열한다. 왜 그럴까? 힘을 합해 승리하는 순간, 각자 자기 공 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마다 자기가 공동의 성공의 기여한 유일한 공로

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서히 소외감에 빠진다. 친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공동의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사이가 벌어

지는가? 성공을 한 다음의 로큰롤 그룹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정치 단체들이 권력을 잡은 후 분열하는가? 벗들과의 우정을 간직하려면, 자기들이 실망한 

일, 실패한 일을 자꾸 들먹이는 편이 낫다.

(※출처: 베르나르 베르베르, 2011, 상상력 사 , 이세욱, 임호경 역(서울: 열린책들), p.318.)

이러한 의 구조는 의 표  방법과 한 연 을 갖는다. 의 표  방법은 서

사와 묘사, 비교와 조, 분류와 구분, 원인과 결과, 정의 그리고 논증과 같이 6가지로 

나  수 있다. 각 표  방법의 특징과 이에 따른 구체 인 의 종류 그리고 각 쓰

기에 합한 구체 인 주제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2)

82) 고려 학교 사고와 표  편찬 원회, 2005, 쓰기의 기 , 개정 (서울: 고려 학교출 부), pp.8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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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법 특징  쓰기에서의 유의 의 종류 주제의 

서사와 묘사

∙서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의 변화

를 표 한 것으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인물의 성장 등을 설명하는데 당하다.

∙묘사는 감각으로 받아들인 인상을 로 

표 한 것으로 자연의 풍경이나 인물의 

외모, 소리나 향기의 느낌을 달하는데 

당하다.

∙문학

∙보고서 

∙자기소개서

∙일기 

∙편지

∙감상문 

∙기행문

[서사]

∙나의 특별한 가족사

∙가장 잊고 싶은 일과 잊 지지 않는 일

∙내가 만나본 가장 특별 한 인물

[묘사]

∙집에서 학교에 이르는 길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인상

비교와 조

∙둘 이상의 상을 향해 무엇이 다르고, 무

엇이 같은가를 설명하는 이다.

∙효과 인 의미 달을 해 한두 단락, 한 

두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교와 조할 상을 히 선택하고 

온당한 기 을 용하는 것이 요하다.

∙신문과 잡지

∙남성과 여성

∙연애와 결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문학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것과 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떠한 에서 

같고, 어떠한 에서 다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편의 완성된 

을 써 보자.

분류와 구분

∙둘 이상의 상에 해 그 종류를 갈라 설

명하는 방식이다.

∙범 가 큰 상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에 효과 이다.

∙분류란,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  수 

있다와 같이 하 개념으로 갈라 나가는 

것이다.

∙구분이란, 나무, 소나무, 사철나무는 상

록수에 속한다와 같이 상 개념으로 묶어

나가는 것이다.

∙분류나 구분의 기 은 단일해야 한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과 친척들

∙지 까지 내가 읽은 책, 지 까지 내가 

본 화

∙요즈음 청소년의 고민

∙인간/동물

원인과 결과

∙어떤 일 혹은 상이 왜 일어났으며, 그 

향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쓰기이다.

∙분석하는 

∙설명하는 

∙학교 폭력

∙입시과열

∙한류 상

정의

∙개념에 한 해석과 설명이다.

∙ 에서 개념 정의는 사 인 의미 이상

을 표 하는 경우가 많다.

∙개념 정의는 상에 한 필자의 이해와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평등

∙행복

∙사랑

∙ 학

논증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방식의 쓰기이다.

∙설득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과 논리에 

기 는 방법이 있다. 논증은 감성보다는 

논리에 의지해 남을 설득하는 쓰기이

다. 따라서 논리  오류가 없어야 한다.

∙주장하는 

∙설득하는 

∙공교육과 사교육

∙외국 문화의 개방 확 와 억제

∙두발자유

∙복장자유화

<표 III-6> 표현 방법별 특징과 주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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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쓰기 동기

4.1 의미

학생들이 쓰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쓰기 자체의 특성이나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에서 요한 것은 쓰기 방해 요인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

기 활동을 장려하고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쓰기 동기를 활

성화 하는 것이 요하다.

쓰기 동기란 ‘필자의 쓰기 행 를 시작하게 하고, 특정한 목표를 향해 지속하게 

하는 심리  요인’을 의미한다.83) 쓰기 동기는 필자의 내  동기와 외  동기 그리

고 사회  동기가 상호 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 특히 쓰기는 수행이라는 

행동  속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쓰기 행동 (全) 과정에 걸쳐서 동기 유발이 필

요하다.84) 

쓰기 동기는 형식 , 인지  그리고 사회 인지  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다.85) 쓰기를 결과 심의 형식  으로 보면, 동기는 학생이 쓴 (쓰기 결과)

에 따른 보상이나 유인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이 상품과 같은 보상의 질에 따라

서 쓰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유인가는 쓰기와 직 인 상

성이 부족하다. 

과정 심의 인지  에서 쓰기 동기의 핵심은 신념, 기  그리고 귀인(歸因)의 

역할 등이다. 우선 신념은 능력에 한 신념을 말하며, 선천 으로 쓰기 능력을 타고 

난다는 실재  견해와 노력에 의해서 후천 으로 길러진다는 증가  견해로 나 어

진다. 가능하면 학생이 자신의 쓰기 능력에 해 증가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동기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기 는 어떤 사람이 설정한 목 을 달성

할 수 있는 정도에 한 그 사람의 주  확률을 말한다. 끝으로 귀인은 성공과 실패

83)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학원 국어교육 공), 

p.12.

84) 제응, 2005, “쓰기 동기에 한 시론,” 작문연구, 1, pp.271-273.

85) 제응, 2005, “쓰기 동기에 한 시론,” 작문연구, 1,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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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각된 이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주의 에서 동기를 높이기 해서는 

필자 자신의 쓰기 능력에 한 신념을 높여주고, 과제해결에 한 기 를 높게 가져

야 하며, 쓰기 성공과 실패의 귀인을 내 이고 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 즉 

필자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과제해결에 한 자신감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

에 한 냉철한 단이 요하다. 

그리고 쓰기 과정을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 략 획득으로 보

는 사회인지  에서 쓰기 동기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개인 요인, 행동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인지  에서 쓰기 동기

를 높여주기 해서는 학생 필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 필자와 동료 독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쓰기에 합한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2 글쓰기 동기 요인

4.2.1 글쓰기 동기 요인의 유형과 내용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쓰기 동기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쓰기 동기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외  동기와 내  동기로 나  수 있다. 외  동기는 

경쟁  노력, 경쟁  보상, 출  등이 포함되고, 내  동기에는 력 (사회 ) 상호

작용, 쓰기 효능감, 도 심, 쓰기 흥미 등이 포함된다. 

보상과 창의성에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  보상을 받는 일보다는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일에 더 창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86) 즉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외  

동기는 증가시키는 반면에 내  동기를 훼손시키고 창의력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애머빌(Teresa M. Amabile)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창의성을 죽이는 4가지 방법

은 평가, 보상, 경쟁 그리고 제한된 선택이다.87) 여기에서 평가는 성  매기기, 비평, 

감시, 감독 그리고 칭찬을 포함한다. 보상은 행동을 개선할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숨겨진 가 희생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내  동기 유발을 억 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

는 창의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경쟁은 평가나 보상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86) John Baer, 2001, 창의 인 교사, 창의 인 학생, 우종욱, 경원 역(서울: 창지사), p.100.

87) Teresa M. Amabile, 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경원 편역(서울: 창지사),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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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성취한 것이 다른 사람의 성취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와 가장 최고의 성취에 

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제한된 선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엄격하고 지루한 교육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추고 법을 수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

인 교육을 하기 해서는 이들 4가지를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동기 유발

을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아이

들에게 방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바꾸기 에 깨끗하게 씻으라는 

주의사항을 간결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  그림에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색깔은 정말 부시구나.’처럼 정보를 주는 말로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리고 ‘수학에서 A를 받는다면 에게 5달러를 주마’라는 말 신에 ‘오늘밤 스토랑

에서 의 훌륭한 성 을 축하할 정이란다.’라며 실제 행동 후에 보 스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쓰기에서 가장 요한 것은 보상이나 평가보다는 쓰기에 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쓰기에 한 내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에 한 보상과 같은 외  동기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 ․내  

쓰기 동기 요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8)

88)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p.18-19. ; 이재승, 2007, “ 쓰기 동기의 향 요인과 지도 방향,” 한국 등국어교육, 34, pp.333-334. ; 이재

승, 2011, “ 쓰기 효능감 연구의 동향,” 한국 등국어교육, 46, p.248.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유형 요인 내용

외  동기

경쟁  보상
∙외  자극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는 것

경쟁  노력
∙보상을 받기 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경쟁  노력

은 경쟁  보상의 기본 인 제임

출

∙쓰기 결과가 활자화되거나 게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

정받는 것

∙경쟁  보상 요인과 련이 있음

매체
∙새로운 필기도구나 컴퓨터와 같이 을 쓰는데 향을 끼치는 

재료나 기자재

쓰기 과제의 유형과 가치 ∙학생이 해결해야 할 쓰기 과업

<표 III-7> 글쓰기 동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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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중학생의 글쓰기 동기 요인 분석

학교에서 쓰기 활동은 주로 과제 상황에서 일어나고 학생들은 항상 압박감과 

평가의 두려움을 지니고 쓰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쓰기에 흥

미를 잃고 쓰기는 과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 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 

쓰기 행 에 한 즐거움이 부족하고, 학생들에 한 교사의 한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발 인 쓰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2학년을 상으로 실시한 쓰기 동기 요인에 한 실험 연구 결과를 보

면,89) 6  척도 에서 평균 3.22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평균 3.09

)보다 여학생(평균 3.35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쓰기 동기 하  요인별로는 경

쟁  노력요인(평균 3.79 ), 도 심(평균 3.20 ), 쓰기 효능감(평균 3.04 ), 그리

고 력  상호작용(평균 2.86 )의 순으로 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원인은 학생이 쓰기 행  자체에 의의를 두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쓰기 과제를 통한 쓰기에 익숙해져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 7개 학교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쓰기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보면,90) 주요 쓰기 동기는 사회  상호작용, 쓰기 효능감, 경쟁  노력 

그리고 도 심 등 4가지로 나타났다. 이 에서 사회  상호작용이 쓰기 동기에 가

89) 박종임, 2011, “쓰기 동기와 쓰기 창의성의 상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8, pp.249-250, p.270.

90) 박 민, 2006, “ 학생의 쓰기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pp.360-361.

유형 요인 내용

내  동기

력  상호작용
∙ 쓰기 지도 방법  쓰기 효능감과 한 련을 가짐

∙학생 상호 간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쓰기 효능감

∙스스로 자신이 쓰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더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

∙쓰기 효능감이 강하면 쓰기 과제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극

으로 도 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음

∙쓰기 효능감이 강하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을지라도 자신

에 해 실망하여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회복하게 됨

흥미 ∙동기를 유발하는 직 인 기제

도 심

∙쓰기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을 쓸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도 인 과제일수록 학생에게 흥미와 몰입의 경험을 제공해 

욕심이나 의욕 ∙ 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쓰기에 한 신념이나 태도 ∙개인의 쓰기에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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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여학생의 쓰기 동기가 더 정 일 

뿐만 아니라 쓰기 동기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쓰

기 동기 요인별 평균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의 쓰기 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 인 상황으로 변

해간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쓰기 동기 수 과 성별 요인이 쓰기 수행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 

연구를 보면,91) 쓰기 동기가 높은 학생이 쓰기 수행의 체 수뿐만 아니라, 내

용, 조직, 표   어법 등 쓰기 수행의 하  요인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차를 보 다. 구체 으로는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쓰기 수행이 낮은 집단보다 

18.79% 더 우수했다. 그리고 여학생의 쓰기 수행이 남학생보다 8.32% 더 우수했다. 

특히 내용, 표   어법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쓰기 수행 수가 정체되는 상을 보이고, 남학생은 학교 3학년에서 쓰기 수

행 수가 감소하는 상을 보 다. 따라서 남학생의 쓰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쓰기 활동 도입과 여학생의 쓰기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 유형이나 내용 조

직이 필요하다.

4.2.3 고등학생의 글쓰기 동기 요인 분석

고등학교에서의 쓰기 교육은 수능에서 평가되기 어렵다는  때문에 도외시 되

거나, 입시에 향을 미치는 논술 교육에 치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

생의 쓰기 동기 수 과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92) 

우선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이 쓰기의 질뿐만 아니라 쓰기 수행의 양 인 측면

에서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평균이 

낮은 집단의 평균에 비해 질 으로 16.28%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쓰

기 동기가 높은 집단의 쓰기 수행 평균이 동기가 낮은 집단의 평균에 비해 25.17%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쓰기 동기 수 이 달라짐에 따라서 쓰기 수행

의 하  요인인 내용과 표   어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쓰기 수행 

91) 박 민, 가은아, 2009, “ 학생의 쓰기 동기 수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국어교육학연구, 3, pp.263-264.

92) 신승은,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수   성별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학원 국어교육 공),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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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역에 한 향은 학교에 비해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쓰기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밝 졌고, 쓰기 수행의 양에서도 여학

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상  집단에 하는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서 내용의 유창성이나 표   어법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

생의 경우 쓰기의 유창성과 내용의 풍부성과 련이 있는 쓰기 수행의 양에 동기

의 수 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쓰기 교육에서는 동기 유발과 

지속에 심을 갖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쓰기 동기 요인에 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  상호작용, 쓰기 

효능감, 경쟁  노력 그리고 도 심 등이 쓰기 동기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쓰기 동기가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

록 쓰기 동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쓰기 동기가 쓰기 수행의 양과 

질에도 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쓰기 활동 (全) 과정에 걸쳐서 

쓰기 효능감과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쓰기 흥미 등 내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한 지도 방법과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3 글쓰기 동기 향상 방안

내  동기를 향상시키는 일반 인 방법은 학생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과제의 흥

미로운 면을 상기시키며, 학생의 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

과에 한 평가나 피드백을 학생의 능력에 을 맞추지 않거나 평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동하게 하지만 집단 간에 경쟁을 조장하지 

않고 잘한 집단에 한 보상을 강조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93)

쓰기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쓰기 효능감, 몰입, 귀인 이론의 에

서 다루어지고 있다. 쓰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열심히 하면 을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쓰기에 해 자신감을 갖게 하면 쓰기 동기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몰입의 에서 학생이 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서는 심리․정서  환경과 물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요하다. 즉 학생이 자

신의 능력과 심에 맞는 과제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갖춘 안정되고 편안한 

분 기에서 과제해결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몰입이 쉽게 일어난다. 그리고 귀

93) John Baer, 2001, 창의 인 교사, 창의 인 학생, 우종욱, 경원 역(서울: 창지사),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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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 측면에서는 자신의 성공이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때 쓰

기 동기가 증진된다. 즉 자신의 성공을 운이나 타인의 힘과 같이 학생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의 

결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쓰기 동기 향상 방안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94)

① 쓰기의 요성이나 가치에 해 충분히 인식시킨다.

  ∙ 쓰기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요한 것인지를 가능한 실제 를 들어가며 

알려 다.

  ∙공부 장면이나 입시 장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해 쓰기가 왜 요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한 쓰기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의 흥미나 심에 부합하는 쓰기 과제를 부여한다.

  ∙부 한 쓰기 과제의 ): 부모님께 효도하기,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담긴 편지쓰

기, 자연보호, 우리말 아껴 쓰기

  ∙학생의 수 에 합한 쓰기 과제를 부여한다.

  ∙학생이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쓰기 과제를 부여한다.

③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면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시킨다.

  ∙ 쓰기 과제나 활동이 학교 공부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며 왜 요한지를 부각

한다.

  ∙ 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 을 써야 하는 분명한 목 , 독자, 조건, 맥락을 포함한 구제

인 상황을 제시한다.

④ 학생들에게 교사의 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냥 쓰게 하는데 주안 을 두거나 쓴 에 해 몇 마디 논평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쓰기 (全) 과정에서 칭찬과 한 조언을 해 다.

  ∙완성된 결과만을 상으로 칭찬하지 말고, 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 인 를 

들어 칭찬한다.

⑤ 수업 반에서 주의집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한다.

  ∙과제를 주의집 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한다.

  ∙ 쓰기 과정을 재미있게 구성하고, 집 할 수 있는 정서  물리  환경을 제공한다.

⑥ 일주일에 몇 번씩 아무 간섭 없이 을 쓰는 시간을 설정한다.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정서  물리  환경만 충분히 제공해서 몰입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다.

⑦ 아주 사소한 것 일지라도 쓰기 활동을 잘했으면 칭찬한다.

  ∙평소에 산만한 학생이 을 잘 못 썼더라도 그 시간에 집 했으면 칭찬한다.

94) 이재승, 2007, “ 쓰기 동기의 향 요인과 지도 방향,” 한국 등국어교육, 34, pp.3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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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를 잘못 쓰는 학생이 씨를 조  잘 썼으면 칭찬한다.

  ∙이 때 칭찬의 상(학생의 성공)이 우연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 노력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⑧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한다.

  ∙특히 자신에 한 신뢰감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에게 처음에는 다소 쉬운 과제를 제

시하여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차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이 작은 성공에 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생산 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우선 우호 이고 력 인 분 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간이나 집단 간 경쟁을 유도한다.

⑨ 내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쓰기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외  동기는 그 자체로서 요하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 내  동기를 갖게 할 때 의미를 

갖는다.

⑩ 매체 요인을 고려한다.

  ∙ 화와 텔 비 과 같은 매체와 련지어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워드 로세서를 활용하여 쓰기를 할 수 있다.

  ∙매체는 쓰기 제재와 련지어 활용하거나 지도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⑪ 동을 강조한다.

  ∙좋은 환경에서 학생 상호 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쓰기 동기가 향상된다.

⑫ 을 쓴 다음에 결과를 공시하고 여기에 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을 개한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읽 지고 반응을 받을 때 쓰기 활동에 더 극 으로 참

여한다.

⑬ 정의 인 요소와 인지 인 요소의 균형을 유지한다.

  ∙ 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략을 모르거나 불충분하면 쓰기에 한 자신감과 

심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동기 증진을 해서 정의 인 요소(태도)만을 강조하지 말

고 쓰기 능력과 태도 간의 계에 심을 갖는다.

⑭ 수업시간이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지속 으로 지도한다.

  ∙동기가 내면화되도록 하기 해서는 한 두 번의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⑮ 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갖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게 되고,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만족감

을 갖게 되면서 결국 동기 증진으로 이어진다.

⑯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확 한다.

  ∙ 쓰기 과제를 여러 개 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을 많이 시킨다.

⑰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존 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개인의 흥미나 쓰기 능력 차를 고려하여 쓰기 과제나 성취기 을 차등 용

한다.

⑱ 쓰기에 한 정서 , 물리  환경을 제공한다.

⑲ 학부모와의 조를 통해 아이들이 지속 으로 쓰기 활동에 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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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5)

① 학습자에게 쓰기의 요성과 가치 그리고 목 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개별

과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다.

② 개별과제를 수행하기 한 쓰기 략과 과정에 한 학습을 통해 쓰기 효능감을 형성

한다.

③ 학생의 삶과 하면서 학생에게 의미 있는 쓰기 과제를 제시한다.

④ 쓰기 과정과 평가에 력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쓰기 목표와 련하여 도 심이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한 보상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요인을 쓰기 지도에 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96)

첫째, 쓰기 능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개인 인 흥미나 경험으로 나타난 태도 등이 복합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발달해 간다. 따라서 쓰기 교육의 목표는 

장기 이어야 하며, 교수 방법은 구체 인 역에서 쓰기 능력 발달에 기여했던 요인을 고

려하여 경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어떤 일에 한 호기심, 개인 인 흥미, 만족감, 자신감, 개인 인 도 과 같은 내  동

기는 문제해결의 요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학생이 쓰기에 한 동기를 부여하기 해서

는 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로그램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쓰기는 일종의 문제해결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쓰기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요하다. 특히 문제해결에 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창의  사고이므로 쓰기 지도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에 한 비평이나 토의활동과 같은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심을 기울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쓰기 능력은 어린 시 부터 형성된 독서 경험이 요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이 지속 으로 독서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효과 인 쓰기 지도를 한 쓰기 지도자(교사) 훈련 로그램이 필요하다.

95)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21.

96) 조은수, 1997, 쓰기 능력 발달에 향을 끼치는 요인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학원, 국어교육

공), pp.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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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쓰기 동기 향상 프로그램

쓰기 동기는 쓰기 (全) 과정에 걸쳐서 향을 미친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쓰기 동기 향상 로그램을 살펴보면, 쓰기 과정을 ‘설명하기-계획  쓰

기-보상’의 순으로 구안하고 14주 동안 22차시에 걸쳐서 진행하 다. 쓰기 동기 향

상 로그램 단계와 지도과정을 살펴보면 <표 III-8>, <표 III-9>와 같다.97)

흐름 단계 활동내용 지도상 유의사항

설명하기 1단계

∙학습자의 삶과 한 계가 있고 

의미 있는 쓰기 과제 제시

∙개별 과제의 요성과 가치 인식

∙ 체 인 쓰기 략 설명

∙주제 확장 원리 용

계획  쓰기

2단계

∙개별 과제의 쓰기 목표 설정

∙개별 과제의 주제와 제목 설정

∙ 쓰기 과정 안내

∙학생 스스로 목표 설정

∙학생 스스로 주제와 제목 설정

∙교사가 세부 인 쓰기 과정 안내

3단계
∙소집단별로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상호작용을 한 환경 조성

∙학생 상호 간에 도움 주고받기

4단계 ∙ 쓰기

∙과제의 목 과 독자를 고려한 쓰기

∙ 쓰기 략 활용여부 검

∙ 쓰기 과제에 집 할 수 있는 분 기 조성

∙충분한 쓰기 시간 제공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쓰기 략 조정

5단계
∙소집단별로 쓴 내용 돌려 읽기

∙소집단별로 평가 후 고쳐 쓰기

∙부족한 부분 평가  잘한 부분 칭찬

∙자서 의 내용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

기평가를 거쳐서 고쳐 쓰도록 지도

∙학생 상호간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 진

보상 6단계 ∙ 쓰기 목표와 련한 한 보상

∙우수 학생의 을 선정하여 체 학생 앞에

서 공개하는 기회 제공

∙게시 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공개

∙자서 의 경우 개인의 동의를 거쳐 발표하

거나 게시함

∙교지, 신문사, 청소년 문학지 등에 투고하여 

쓰기가 학생 자신의 삶과 무 하지 않고, 의

미 있는 행 라는 인식을 갖도록 함

<표 III-8> 글쓰기 동기 향상 프로그램 단계

97)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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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차시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 활동지

사

검사
1-3 사  검사

∙ 쓰기 동기 사  검사

∙ 쓰기 동기 향상 로그램 안내

∙ 쓰기의 목 , 가치 인식

∙계획  쓰기의 과정과 략 소개

쓰기 동기 검사지

1회기

4

나를 

변화시키는 

쓰기

설명하기

∙ 쓰기 과제 제시

∙나를 변화시키는 쓰기의 목 과 가치 인식

∙ 시  읽기를 통한 쓰기 략 안내

수업 내용 유인물 

시 

5

계획  

쓰기

∙개별 과제의 쓰기 목표 설정

∙ 쓰기 과정 안내
간이 수업 학습지

6 ∙내용 생성  조직하기
내용 생성 학습지

조직 학습지

7 ∙ 쓰기 쓰기 활동지

8
∙소집단별로 돌려 읽기

∙소집단별로 평가 후 개별 으로 고쳐 쓰기
상호평가 활동지

9 보상 ∙ 쓰기 목표와 련한 한 보상 간이 수업 활동지

2회기

10

학교를 

변화시키는 

쓰기

설명하기

∙ 쓰기 과제 제시

∙학교를 변화시키는 쓰기의 목  가치 인식

∙ 시  읽기

수업 내용 유인물

시 

11

계획  

쓰기

∙개별 과제의 쓰기 목표 설정

∙ 쓰기 과정 안내
간이 수업 학습지

12 ∙내용 생성  조직하기
내용 생성 학습지

조직 학습지

13 ∙ 쓰기 쓰기 활동지

14
∙소집단별로 돌려 읽기

∙소집단별로 평가 후 개별 으로 고쳐 쓰기
상호평가 활동지

15 보상 ∙ 쓰기 목표와 련한 한 보상 간이 수업 학습지

3회기

16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기

설명하기

∙ 쓰기 과제 제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기의 목 과 가치 인식

∙ 시  읽기

수업 내용 유인물 

시 

17

계획  

쓰기

∙개별 과제의 쓰기 목표 설정

∙ 쓰기 과정 안내
간이 수업 학습지

18 ∙내용 생성  조직하기
내용 생성 학습지

조직 학습지

19 ∙ 쓰기 쓰기 활동지

20
∙소집단별로 돌려 읽기

∙소집단별로 평가 후 개별 으로 고쳐 쓰기
상호평가 활동지

21 보상 ∙쓰기 목표와 련한 한 보상 간이 수업 학습지

사후

검사
22 사후 검사

∙ 쓰기 동기 사후 검사

∙ 쓰기 동기 향상 로그램에 한 반응 조사

쓰기 동기 검사지

로그램 반응 조사지

<표 III-9> 글쓰기 동기 향상 프로그램의 지도 과정

연구 결과 쓰기가 학습이나 삶에 직 인 련이 있다는 것을 학생이 인식하게 

되면 쓰기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쓰기 과제를 ‘주제 

확장의 원리’에 의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 확장의 원리는 학생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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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 련이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차 학교와 사회로 범 를 넓 갈 수 

있도록 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를 들면(표 III-10 참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서  쓰기를 1단계로 제시하고, 범 를 넓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생활공간인 학교의 문제 을 제시하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쓰기 과제를 2단계로 제시한 후에 보다 범 를 넓  변화시키는 상을 사회로 설

정하고, 신문사의 독자 기자석이나 독자 칼럼에 투고를 할 수 있는 을 쓰는 과제를 

3단계로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 확장의 원리를 통해 다소 쉬운 과제에서의 성공 경험

을 통해 차츰 어려운 과제로 나아가면서 만족감과 도 심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쓰기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한 쓰기의 목 과 맥락, 독자 등이 분명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쓰기에 한 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98)

단계 목표 내용

1단계 쓰기를 통해 자아 성찰하기
나를 변화시키는 쓰기

(자서  쓰기)

2단계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하기

쓰기를 통해 문제해결하기

학교를 변화시키는 쓰기

(학교 홈페이지 게시 에 쓰기)

3단계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하기

쓰기를 통해 문제해결하기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기

(독자 기자석, 독자 칼럼 쓰기)

<표 III-10> 주제 확장의 원리를 적용한 글쓰기 과제 및 목표 설정

98)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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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쓰기 절차와 전략

5.1 일반적인 글쓰기 절차

쓰기 차에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인 쓰기 차

는 ‘주제 설정-취재와 정리-구상-단락-집필-퇴고-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쓰

기를 해서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지  무엇에 해서 쓰려고 

하는가? 둘째, 그 무엇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다. 첫 번째의 ‘무

엇’은 의 ‘화제(topic)’를 의미하고, 두 번째의 ‘무엇’은 의 ‘주제(subject)’를 의미

한다. 화제는 이 나아갈 략의 방향이며, 주제는 이 마지막에 도달할 목표이다.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야만 딴 길로 새거나 도에 끊어지지 않고 이 끝까지 

나갈 수 있다.99)

즉 주제란 쓰고자 하는 의 심 사상이나 정서로서 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도를 말한다.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되도록 구체 인 범 로 정하고, 쓴이가 심

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독자에게도 

흥미와 심을 일으키면서 한 분량으로 쓸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00)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주제를 구체 으로 개시킬 수 있는 ‘제재’를 구해야 한다. 

제재를 구하는 방법은 주제와 련이 있는 도서, 잡지, 신문에서 정보를 얻거나 직  

체험하는 것이다. 소재가 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면 제재는 소재 에서도 주제를 

받침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풍부하고 다양해야 하며, 확실하게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를 드러내기 한 제재를 모은 다음에는 그 제재를 통일성 있게 

조직해야 한다. ‘구상’이란 제재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문장 체를 유기

으로 짜는 작업을 말한다. 구상을 완성한 후에는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란 구상을 

도식화하여 메모를 작성함으로써  쓰는 이의 사고를 조직화, 체계화하고 독자로 하

여  의 심내용과 구조를 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활동이다. 개요 작성 후에

는 단락쓰기를 한다. ‘단락’이란 몇 개의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심 생각을 나타내는 

99) 한수 , 2010, 쓰기의 지도(서울: 지식의 날개), p.19.

100) 임 환 외, 1998, 작문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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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의 한 부분이다. 각각의 단락이 의미있는 단락을 이루기 해서는 문장들이 

논리 인 연속성을 가지면서 단일한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과 일 성 그리고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단락을 구성한 후에는 집필과 퇴고의 과정을 밟는다. ‘집필’은 달 

상(제시하고자 하는 주제나 소재)과 독자에게 주는 달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며, ‘퇴

고’는 주제와 실제 작성된 원고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여 보완하는 활동이다. 끝으로 

‘처리’란 완성된 을 리 발표하고 감상과 비평을 통해서 생활지도와 표 지도를 하

는 것이다. 발표 방법은 낭독, 서, 회람, 문집 제작 등 다양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쓰기 훈련 차와 주요 활동 내용  요령을 정리하면 <표 III-11>과 같다.101)

101) 상국 외, 2001, 쓰기의 원리와 실제(서울: 북스힐), pp.40-80, pp97-99; 한수 , 2010, 쓰기의 지도(서울: 

지식의 날개), p.24, p.56, p.91, p.100.; 이오덕, 2012, 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주: 고인돌), pp.60-116의 내용

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차 활동 내용 요령

1.
주제 설정

① 가주제 정하기: ‘내가 무엇에 해서 쓰겠다.’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막연한 주제(화제)

② 참주제 정하기: 막연한 주제에 해서 일정한 태도나 가치 평가를 
내린 주제(주제)

③ 주제문 쓰기: 참주제를 두고 서술된 하나의 명제
 - 하나의 완 한 문장이어야 한다.
 - 을 한정된 국면에 맞추어야 한다.
 -  쓰는 이의 의견이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 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이치나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
 -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우정---막연한 주제

    참다운 우정의 모습 ---- 참주제
    참다운 우정이란, 친구를 의롭게 돕는 데에서 싹튼다.-----주제문

∙화제(topic)와 주제(subject)
를 가  구체 으로 정하자

∙문제를 작게 그리고 크게 보
면서 균형감을 유지하자

2.
취재(조사)와 

정리

① 제재 선택
 - 통일성: 제재를 선택하여 히 배열할 때, 제재 사이에 질서 정연

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 출처가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고 합리 이며 보편타당하게 받아들

여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 자료의 해석에 지나치게 주 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재의 정리 방법
 - 내용이 동일한 사항, 동일한 논 에 한 것이냐 그 지 않은 것이

냐에 따라 구분한다.
 - 주요 사항, 주요 논 에 한 것과 종속사항, 종속 논 에 한 것으

로 분류한다.

∙참고자료를 활용하자
∙표 에 주의하자

3.
구상

① 개  구상
 - 시간의 개에 따른 구상
 - 공간  질서에 따른 구상
② 종합  구상
 - 단계  구상: 3단 구상, 4단 구상, 5단 구상
 - 포 식 구상: 두  구상, 미  구상,  구상
 - 열거식 구상
 - 층식 구상

∙화제나 주제는 최 한 구체
으로 좁힌다.

∙화제와 주제를 연결할 근거를 
정리한다.

∙근거를 순서 로 연결하여 
의 스토리를 짜본다.

∙근거와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의 기본틀을 정리한다.

<표 III-11> 글쓰기 훈련을 위한 절차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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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활동 내용 요령

③ 개요 작성
 - 논 의 소  상하 등 주종 계에 따라서 부호 혹은 숫자를 

붙인다.
 - ) I. --- 항목

A. --- 항목
1. ---세항목

4.
단락

① 단락은 오직 하나의 심 생각만을 포함해야 한다.
② 단락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단락은 그 자체로서 완 해야 하며 보충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내용을 끌어들이거나 소주제와 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③ 단락은 일 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일 성: 단락의 각 부분이 논리 으로 연결된 상태
 - 연속성: 각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태
④ 단락의 개와 구조
 - 서두: 소주제문을 제시하여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명료하

게 언 한다.
 - 논의: 소주제에 해서 충실히 논의한다.
 - 결어: 간 논의를 완성하고 처음에 진술한 요 을 다시 언 한다.

∙문단은 의 정보를 가시 으
로 보여  수 있도록 내용에 
맞게 나 어야 한다.

∙문단은 핵심어와 보조문장으
로 이루어진다.

∙문단과 문단은 지시어나 속
사를 활용해 유기 으로 연결
해야 한다.

5.
집필

∙ 을 쓰는 목 에 따른 의 양식
 - 설명: 독자에게 상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쓰는  
 - 논증: 상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쓰는 
 - 묘사: 상의 이미지(생김새, 소리, 느낌 등)를 나타내고자 쓰는 
 - 서사: 상(주로 사선)  그 진행 과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쓰는 
 

∙문장의 기본은 가 어떠하
다, 는 가 무엇을 하다 이
다.

∙문장은 가능한 짧게 끊어야 
한다.

∙추상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해
야 문장이 쉽고 명료해진다.

∙항상 국어사 에서 단어의 정
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긴 정보를 서술할 때는 서사
를, 부분을 강조할 때는 묘사
를 사용한다.

6.
퇴고

∙주제와 실제 작성된 원고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여 보완하는 활동
① 퇴고의 원칙
 - 부가의 원칙: 첨가 보충하여 표 을 상세하게 한다.
 - 삭제의 원칙: 불필요한 부분, 지나친 부분, 조잡하고 과장이 심한 

부분을 삭제한다.
 - 구성의 원칙: 의 순서를 바꾸어 주제 개의 부분  양상을 고친다.
②퇴고의 요령
 - 체의 검토
 ∙주제는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바인가?
 ∙의도한 바와는 반 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없

는가?
 ∙말하듯이 쉽게 썼으며, 까다롭거나 지 분한 세목이 들어 있지는 

않은가?
 ∙다른 구상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 인가?
 - 부분의 검토
 ∙논 이나 단락 등 의 주요 부분이 유기 으로 통일성을 갖추었는

가?
 ∙부분과 부분의 계는 논리 으로 명료한가?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나 동일한 논 이 하나의 단락 속에 정리되어 

있는가?

∙타인의 을 보듯 객 이고 
냉정한 으로 원고를 검토
한다.

∙시작 부분에서 던진 질문에 
이 답하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 상에 감정 으로 무 착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한다.

∙진부하고 상투 인 표 을 삭
제하자

∙제목은 의 주제가 드러나도
록 붙이자

∙ 을 더 간결하게 이자

7.
처리

(발표, 감상)

∙의미: 다된 을 리 발표하고 감상과 비평을 통해 생활지도와 표 지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발표 방법
 - 낭독, 서, 회람, 인쇄배부, 신문, 잡지, 문집
∙감상지도
 - 내용, 의 형태, 취재와 같은 것에 두드러진 특색이나 결 이 있는 작품을 감상 비평 교재로 선정한다.
 - 지은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밝 지게 되어 참 고맙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이 나오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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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창의적 글쓰기 절차

5.2.1 글쓰기와 창의적 사고력

쓰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문제에 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높은 수 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102) 쓰기에서 필요한 창의  사고는 ‘ 상에 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

다. 즉 독자가 읽을 만한 을 쓰기 해서 사물이나 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부분의 인지론 연구자들은 창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동일한 인지 상으

로 보거나, 창의  사고를 문제해결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창의  사고력은 

기존의 사고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보는 종합  능력, 어떤 아이디

어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분석  능력,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의 가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실용성 맥락의 능력이기 때문이다.103)

문제해결과정에는 확산  사고력과 비  사고력이 필요하다. 확산  사고력은 새

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 인 산출물을 내는 과정으로, 다양

한 에서 융통성 있게 생각하며, 새롭고 독창 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확산  사고력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에 비  사고력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아 구체화하기 하

여 논리 이고 체계 으로 사고하는 기능이다. 즉 논리 이고 분석 인 사고를 토

로 문제를 명료화하고, 가능한 안들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구

체화하는데 필요한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  사고력은 성, 신뢰

성, 정교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창의  사고력의 인지  구성요소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02)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14.

103) 서혜애 등, 2002, 창의성 계발 교수․학습 모형  자료개발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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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창의적 사고력의 인지적 구성요소

5.2.2 창의적 문제해결 절차

창의  사고가 곧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에서 창의  문제해결과정을 세분하여 

모형을 만들 수 있다.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된 문

제와 비 구조화된 문제 그리고 명시 , 잠재 (암시 )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창의

 문제해결에서 학생이 해결할 문제는 주로 비구조화된 문제, 잠재 (암시 ) 문제

이며, 해결방법과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창조해서 해결한다. 따라서 구조화된 

문제를 이미 기억한 차를 그 로 용하는 일반  문제해결과는 차이가 있다. 창의

 문제해결은 [그림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와 같은 

인지  사고 기능과 지식, 동기 요소와 환경  요소가 상호작용해 문제를 새롭게 발

견하고 한 탐색과정을 거쳐 새롭고 유용한 해결책을 생성해 가는 과정이다.104)

[그림 III-4] 창의성․문제해결․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104)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2008, 창의성 교육: 창의  문제해결 계발과 교육 방법(서울: 이화여자 학교출 부),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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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문제해결단계는 ‘문제 발견  정의-자료 탐색  해결 방안 발견-실행 

 평가’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순차 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순환

으로 반복된다. 창의  문제해결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다.105)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문제 발견  

정의

∙문제 발견: 평소에 어떤 장면이나 상황에 해서 문제는 없는가? 더 낫게 할 수는 없는가? 

라는 문제 제기 습 이 요함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 요구, 동기가 필요함

∙ 련분야에 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문제가 무엇인지 악할 수 있음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찾기 해서는 확산  사고가 필요함

∙문제를 찾아내는 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 개인의 성향, 교육환경, 가정환경

∙문제 정의

  -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악하기 한 활동

  - 구체 이고 명확하게 해야 하며,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논리 이고 체계 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

는 수렴  사고가 필요함

  - 문제와 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함

2단계

자료 탐색  

해결안 발견

∙자료 탐색: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나 지식을 분석함

∙자료 탐색 시 육하원칙을 사용함

  - 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왜 이 문제가 생겨났는가? 등

  - 가: 가 이 문제에 해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가?, 나와는 다른 자료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구인가?, 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 무엇을: 무슨 자료가 있는가?, 이 문제와 련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언제: 언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가? 자료 수집을 해서는 언제 찰해야 하나?, 언

제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 어디서: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정확하게 찰을 할 수 있을까?

  - 어떻게: 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해 어떻게 찰(자료 수집)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가 어떻게 해서 이슈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문제해결책을 찾기 해서는 확산  사고가 필요하며, 생성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 유용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해서는 수렴  사고가 필요함

∙정보나 지식을 찾아내고, 알아야 할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함

∙자료 탐색과 지식 습득 자체를 왜 하는지에 한 목 의식과 문제해결과 련된 동기가 있어

야 함

∙정보와 지식 탐색을 해서는 정보와 자료들이 풍부한 물리  환경과, 탐색과정에 가치를 두

는 사회  환경이 필요함

3단계

실행  평가

∙해결안을 실행하는데 향을  수 있는 정 , 부정  요인 확인

∙선택한 해결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찾기

<표 III-12> 창의적 문제해결 3단계와 주요 활동 내용

105)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2008, 창의성 교육: 창의  문제해결 계발과 교육 방법(서울: 이화여자 학교출 부), 

pp.111-115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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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글쓰기 전략

5.3.1 글쓰기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쓰기 능력은 여러 가지 쓰기 기능으로 구성된다. 쓰기 략이란 쓰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쓰기 기능에 도달하기 한 방법을 의미한다. 쓰기 략은 

정보에 어떻게 근하고 조직하며 변형하는지 그리고 쓰기 과정과 행동을 어떻게 조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능한 필자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106) 

박지원은 쓰기를 잘하기 해서는 병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무언가와 싸

워서 이기기 해서는 치 한 략이 필요하며, 이것이 요령이다. 길을 잃고 요령을 

얻지 못하면 한 자도 써 내려가기 어렵고, 요령을 얻으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군을 함락시킨 것과 같아진다고 쓰기를 투에 비유하면서 략의 요성을 강

조하 다.107)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을 찰한 결과를 보면,108) 쓰기 교육 

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사나 이수하지 않은 교사 모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조

직하는 것을 도와주기 한 미리 쓰기 략으로서 그래픽 조직자나 개념 지도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에서 략이 요한 이유는 우선 쓰기가 몇 단계의 인지과정을 거쳐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인지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략을 습득하면 을 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략을 활용

하면 기능 심의 쓰기 지도에 비해서 학생의 쓰기 능력을 좀 더 구체 인 방법

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109)

5.3.2 글쓰기 전략의 종류

쓰기 략은 언어 학습과정을 리하거나 통제하는 책략을 의미하는 간  략

106) 정미경, 2011, “고등학생의 쓰기 략 인식에 한 연구,” 한국 원언어학회학술발표회자료집, 11, p.146.

107) 박수 , 2013, 연암 박지원의  짓는 법(서울: 돌베개), p.122.

108) Nancy Robb Singer and Diane Scollay, 2009, Building Leadership for a Sustained Districtwide Writing 

Improvement Program: Gateway Writing Project, [online], [cited 2013. 6. 13.], 

<http://www.nwp.org/cs/public/download/nwp_file/13722/Gateway_Cohort_IV_Report.pdf?x-r=pcfile_d>

109) 임성규, 정미화, 2004, “쓰기 교육에서 략의 의미와 용,” 한국 등국어교육, 25, pp.190-19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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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략)과 쓰기 활동에 직  용하는 직  략으로 나  수 있다. 간  

략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떤 사

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와 련되었다는 에서 정보문제해결과정과 유사하다. 그리

고 직  략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주제정하기 기능을 길러주기 해서 용하는 

인스토 과 같이 구체 이고 직 인 략이다.

쓰기 과정별로 사용하는 략(표 III-13 참조)이 완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110) 생각 엮기 과정의 다발 묶기 략이 완성 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前) 단계에서 생성한 아이디어를 쓰

기 결과물에 그 로 옮겨 놓는 경우보다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직하고 첨가하며 필

요에 따라 아이디어를 삭제하고 변형한 학생의 완성  수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쓰기  단계에서는 동료와 의하고 동료의 조언을 자기조정 과정을 거쳐 반 한 

경우에 완성 의 수 이 자기 수정을 한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쓰기 과정과 략

을 잘 이해하고 순서 로 지키는 것 보다는 략을 자신의 쓰기 목 에 맞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요하다. 략 심의 쓰기 교육 모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1) 

110) 이주섭, 오정옥, “과정별 쓰기 략과 쓰기 결과의 상 성 연구,” 한국 등국어교육, 28, pp.271-272.

111) 임성규, 정미화, 2004, “쓰기 교육에서 략의 의미와 용,” 한국 등국어교육, 25, p.196.

과정

사고과정 표  과정

쓰기  과정 쓰는  과정 쓰기 후 과정

생각 떠올리기 생각 엮기 쓰기 다듬기 평가하기 작품화하기

략

∙태도 강화 략

 - 자유쓰기

 - 사고 구슬

 - 몸짓 표  략

∙이해능력 표  략

 - 사실, 추론, 비 , 

감상하기

 - 목  설정하기

 - 독자 설정하기

∙사고력 신장 략

 - 고정 념 깨기

 - 사물의 양면 살피기

 - 과정추론하기

 - 해결방법 다양화하기

∙주제 잡기 략

 - 자유쓰기

 - 나 기

 - 지우기

∙생각 엮기 략

 - 마인드 맵핑

 - 인 스토

 - 역 단계법

 - 다발묶기

 - 이야기 사다리

 - 개요 짜기

 - 유목화하기

 - 목록 뽑기

 - 그래픽조직자 

이용하기

 - 의하기

∙ 고쓰기 략

 - 구두작문

 - 얼른쓰기

 - 컴퓨터 

활용하기

∙일반 문단 쓰기 

략

 - 연결성

 - 구체화

 - 표 성

 - 완결성

∙특수 문단 쓰기 

략

 - 서론쓰기

 - 결론쓰기 

∙다듬기 략

 - 돌려 읽기

 - 비평집단 운

 - 맞춤법 게임

 - 의하기

 - 편집하기

 - 훑어읽기

 - 평가하기

∙평가하기 략

 - 상호평가하기

 - 자기 평가하기

 - 잘된  뽑기

∙작품화하기 략

 - 극화하기

 - 발표회 갖기

 - 신문 발표

 - 문집 만들기

 - 문장 바꿔쓰기

 - 게시하기

 - 출 하기

<표 III-13> 전략 중심의 글쓰기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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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심 쓰기 교육에서도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표 , 수정하는데 필요한 

략을 강조한다. 각 과정별 주요 략을 살펴보면 <표 III-14>와 같다.112)

쓰기 과정 주요 략 는 활동

계획하기

∙긴장풀기 ∙목  설정  분석하기

∙주제 정하기 ∙독자 설정  분석하기

∙자기 분석하기 ∙조건 분석하기

 <조정하기>

∙자기 평가하기

∙자기 질문하기

∙자기 기록하기

∙자기 교수하기

∙자기 강화하기

생성하기

∙얼른 떠올리기 ∙열거하기

∙이야기나 기 ∙읽기

∙드라마 활동하기 ∙명상하기

∙경험하기 ∙ 쓰기

조직하기
∙다발짓기 ∙생각그물 만들기

∙얼개짜기 ∙ 의하기

표 하기
∙말로쓰기 ∙내리쓰기

∙컴퓨터 활용하기 ∙문장쓰기 략 활용

수정하기

∙훑어읽기 ∙평가하기

∙돌려읽기 ∙편집하기

∙공표하기

<표 III-14> 글쓰기 과정별 전략

112)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241.

과정

사고과정 표  과정

쓰기  과정 쓰는  과정 쓰기 후 과정

생각 떠올리기 생각 엮기 쓰기 다듬기 평가하기 작품화하기

략

 - 질문하기

 - 뒤집기

 - 계 짓기

∙쓸거리 찾기 략

 - 마인드 맵핑

 - 인스토

 - 상상하기

 - 얼른 떠올리기

 - 열거하기

 - 이야기 나 기

 - 극화하기

 - 드라마 활동하기

 - 읽기

 - 쓰기

 - 명상하기

 - 경험하기

 - 일지기록하기

 - 다른 매체 감상하기

 - 자세히 기록하기

장르 정보 달의 , 설득하는 , 친교의 , 정서 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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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쓰기 평가

6.1 글쓰기 평가의 목적

쓰기 평가는 쓰기 교육 내용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객 인 증거로 확인하는 

행 이다.113) 일반 으로 도서 의 쓰기 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합한 

쓰기 능력 성취 수 에 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서  

쓰기 로그램의 평가 목 은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인 쓰기 평가의 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4)

① 필자로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

② 학생과 부모에게 쓰기 성취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쓰기 지도를 안내한다.

④ 학년의 성취수 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⑤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6.2 평가 방법

도서 에서 운 하는 쓰기 로그램은 형식 인 쓰기 능력보다는 자아성찰

과 창의성 개발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형식 인 쓰기 능력 측정보다는 비공식

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당하다. 비공식  평가는 학생 찰과 상호작용

을 통해서 손쉽게 이루어진다. 비공식  평가 방법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15)

113) 최명환, 2008, “ 등 쓰기 평가의 개선방안: 비교사의 담론 평가를 심으로,” 37, p.396.

114)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88.

115)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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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평가 내용

찰

▢ 찰 내용

∙학생이 쓰는 것, 수정집단에 참여하는 것, 의 교정과 수정, 완성된 의 공유 과정

∙ 쓰기에 한 태도, 쓰기 략 사용, 동료와의 력 과정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학생, 자신의 을 많이 공유하는 학생

▢ 찰 방법

∙질문을 하면서 찰을 한다.

  ) 어떤 문제가 있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니? 등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 동안 지켜보고, 상호작용을 한다.

의

▢ 의 형태

① 즉석 의: 을 쓰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쓰기 주제의 일정한 측면을 모니터하거나 

과정 진행을 지켜본다. 간단하고 학생에게 1분 이내의 시간만 할애하면 가능하다.

② 쓰기  의: 교사와 학생이 쓰기 계획을 함께 한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범 한 

주제를 어떻게 좁 갈지, 정보 수집과 조직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한다.

③ 고 의: 학생이 고를 교사에게 보여주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이야기 한다. 문제에 

해 토의하고 인스토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④ 수정 의: 수정 집단과 교사가 의 개선을 하여 특정한 제안을 한다. 독자를 고려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⑤ 편집 의: 교사가 학생이 교정하는 을 보고 바른 맞춤법, 문법, 문장부호 등 기계 인 

오류를 검토해 다.

⑥ 수업 의: 개인별 는 소집단별로 학생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략이나 기술을 가르친다

( : 첫머리 부분 쓰기, 문장 부호의 바른 사용에 한 안내 등)

⑦ 평가 의: 쓰기를 마치고 학생의 성장 정도나 다음 과제에 한 계획 등에 하여 이야

기 한다. 다음에 쓸 의 목표 설정에 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좋다.

⑧ 포트폴리오 의: 학생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는 의이다. 학생은 포트폴리오에 

보 된 과 자료에 하여 설명한다. 한 교사가 내용을 읽거나 학생의 자기 평가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 유의사항

∙교사의 역할은 경청자, 안내자이다.

∙학생이 의논하는 문제를 잘 듣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 학생의 말을 경청한 후 교사가 할 질문의 

① 쓰기 : 무엇에 해서 쓸 거니?, 어떻게 주제를 선택했니?, 어떤 쓰기  활동을 할 거

니?, 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니?

② 고쓰기: 쓰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문제 은 없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계획

이니?

③ 수정하기: 채 표를 통해서 고에서 무엇을 배웠니?, 수정 그룹에 무슨 질문을 할 것이

니?, 수정 그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니?, 수정 그룹이 어떤 칭찬이나 제안을 해주

기를 바라니?,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니?

④ 편집하기: 어떤 실수나 오류를 찾아냈니?, 의 편집자는 교정에 어떤 도움을 주니?, 내가 

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교정하는데 어떤 도움을  수 있을까?, 편집 체크리스트를 완료

했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⑤ 출 하기: 의 완성본을 제작할 비가 되었니?, 완성본을 어떤 형태로 만들 생각이니?, 

을 학 에서 공유할 비가 되었니?, 무엇을 배웠거나 무엇이 향상되었니?

쓰기 산출물 검토

▢ 산출물을 한데 묶어서 보 한다.

▢ 산출물의 종류: 쓰기  활동의 메모, 다발짓기, 고, 수정 그룹의 지시문, 체크리스트와 

채 표, 최종 수정본, 자기 평가지, 교사평가지

▢ 학생의 쓰기 련자료를 모아서 쓰기 략  기술 지도에 활용한다.

<표 III-15> 비공식적 글쓰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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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평가 내용

가기록

▢ 일화기록

∙학생의 쓰기를 찰하여 간략하게 메모한 일화를 기록한다. 

∙ 쓰기와 련된 사실이나 정보이면 무엇이든 좋다.

∙가능한 매일 기록하는 것이 좋지만, 쓰기와 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찰하면 기록한다.

∙ 략사용능력, 쓰기 기능의 지식에 하여 학생의 쓰기 발달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한다.

∙기록하면서 평가를 하거나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특기사항을 기술하거나 학생을 

찰한 것에 한 (보고)내용을 작성한다.

∙개별 학생의 쓰기 특징을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쓰기 과정 체크리스트: 학생이 쓰기 과정의 각 단계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찰한다.

자기평가

▢ 에 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교사나 동료와 을 공유하는 것을 결정한다.

▢ 조직력, 독립성, 창의성을 길러주는 쓰기의 한 부분이다.

▢ 설문이나 체크리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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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사점

쓰기에 한 이론  고찰이 청소년 쓰기 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 쓰기는 일종의 문제해결능력이며 범교과  활동이다.

▢ 쓰기는 표 의 자유를 길러주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

을 다.

▢ 쓰기는 의사소통능력과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사고력 신장을 한 학습 

수단이다.

▢ 쓰기는 스트 스를 해소하여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며,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 쓰기 활동은 필자, 독자, 텍스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상황의 

향을 받는 통합  상이다.

▢ 청소년에게 합한 의 유형은 경험과 생각을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실용문

(생활문)이다.

▢ 청소년 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 함으로써 자기치유를 도울 수 

있는 의 구조(표  방식)는 서사이다.

▢ 청소년의 쓰기 동기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요인은 사회  상호작용이다.

▢ 자신이 열심히 하면 을 잘 쓸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

하며, 가장 한 방법은 출 을 통한 인정욕구 충족이다. 

▢ 쓰기 과제는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 그리고 일상생활과 련된 것이 좋다.

▢ 쓰기는 ‘주제설정-취재와 정리-구상-단락-집필-퇴고-처리’와 같이 일정한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창의  문제해결과정은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한 탐구과정인 정보해결과정

과 련이 있다.

▢ 쓰기 략은 탐구활동은 물론 쓰기 과정과 행동을 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때문에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쓰기 (全) 과정에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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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쓰기 평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

며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 도서 에서의 쓰기는 작문 능력 향상보다는 건 한 자아 성장과 창의성 신장

에 있으므로 찰과 의 그리고 가기록을 통한 비형식  평가가 합하다.





Ⅳ. 도서 과 청소년 쓰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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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서 과 청소년 쓰기 지도

1. 구성주의 교육관과 도서관의 역할

구성주의는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 유연성,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력 등

을 지닌 학습자를 기르고, 좀 더 인본주의 인 치에서 학습자에게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며, 그들의 요구와 흥미, 심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시  요구를 뒷

받침하는 학습이론이다. 구성주의의 핵심인 상  지식 은 개인의 사회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 인 인지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 상에 한 

이해를 지속 으로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인지 , 사회  요소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식의 보편성과 일반  성격을 부인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의미 있고 타

당하고 합한 것이면 모두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구성주의

의 최종 목표이다.116) 

이러한 구성주의가 학교 교육에 끼친 가장 큰 향은 학습자 심의 교수-학습 활

동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달자에서 실제 이고 유의미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로 바 었다. 

한 학습에서 동과 상호작용의 요성을 부각시켰다. 즉 학습자는 자기주도 인 

116) 강인애, 1997,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시 와 학습자 심의 교육환경(서울: 문음사), pp.16-1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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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에서 동료는 물론 도서 을 포함한 학습환경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료와 상

호작용을 하면서 지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구성주의 입장에서 수업이란, 학생이 자기주도 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에 따르면, 도서 은 학습자 심의 교육과정 운 에서 지식 습득에 필요한 상호작용

을 제공하는 요한 교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이러한 학습환경 

조성자일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교육을 통해서 학습방법과 학습정보를 학생의 교과학

습과 연계시키는 학습 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117)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주의 

측면에서 사서․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정리하면 [그림 IV-1]과 같다.118)

[그림 IV-1]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사서교사(사서)의 역할

쓰기 측면에서 도서 은 쓰기 과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과 자료를 갖추

고 있는 훌륭한 물리  환경이다. 한 사서교사나 사서는 정보매체 문가로서 쓰

기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요구와 수 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활용 략

을 안내하는 조력자이다. 

쓰기 환경 측면에서 학교도서 은 가장 손쉽게 근할 수 있고, 쓰기 주제 문

가인 교사와 동료 학생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한 자료활용에 필

요한 정보활용능력을 다양한 교과의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체계 으로 지도할 수 있

다. 특히 학생 상호 간에 정보탐색 략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학습에 유리하고, 

117) 송기호, 2009, 통합 정보활용교육과정론(서울: 오롬DLS), pp.21-22.

118) 송기호, 2013, “학교도서  정보서비스 개 방향과 활성화 략,”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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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목표에 합한 장서를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개할 수 있다. 

쓰기 환경 측면에서 공공도서 은 개방시간  개방일의 확 가 가능하고, 학생

보다는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원의 수와 역

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별 정보요구에 한 사에도 유리하다.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료와 인 자원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신장에도 유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특징을 공동의 

사 상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119)

학교도서 공공도서

◦ 학생의 손쉬운 근

◦ 교사와의 잦은 상호작용

◦ 체계 이고 철 한 정보활용교육

◦ 학생과의 지속 이고 빈번한 

◦ 친 한 지침개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활용능력 제공

◦ 학생 상호 간에 정보탐색 략 공유

◦ 지역교육목표에 합한 장서 운   교육활동

◦ 개방시간  개방일의 확

◦ 학부모와의 잦은 상호작용

◦ 1:1, 요구별 정보활용교육

◦ 개인의 생애에 걸친 지속 인 사

◦ 비공식  지침 개발

◦ 자기주도  학습과 발견

◦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를 통한 모방학습

◦ 지역공동체에 합한 장서 운   로그램 운

<표 IV-1>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특징 비교

쓰기와 련해서 도서 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이 쓰기 모델로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장르의 훌륭한 멘토 텍스트(mentor texts)를 갖추고 

있는 요한 물리  환경이다. 따라서 인쇄자료와 자자료 등 다양하고 훌륭한 멘토 

텍스트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손쉽게 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120)

119) Natalie Rief Ziarnik, 2003, School & Public Libraries: Developing the Natural Alliance(Chicago: ALA), p.24.

120) Beth Friese, 2010, “A Collection of Mentors: How the Library Program Can Support Writing Instruction,” School 

Library Monthly, 26(7),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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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도서 은 문화를 구성하는 교육이나 지식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이롭게 하기 

하여 만들어진 기 이다. 지식 달을 한 교육기 으로서의 도서 은 그 자체가 

요한 커뮤니 이션 수단이며, 사서의 역할 한 ‘인간의 지식 발달에 기여하는 모든 

자료와 개인 사이를 이어주는 개자’이다. 개자로서 사서는 ‘취 하는 자료의 내용

에 한 이해, 인간에 한 이해 그리고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 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121)

IFLA/UNESCO의 학교도서  지침 122)에서는 학교도서 의 사명을 ‘정보와 지

식기반 사회에서 학생이 성공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평생학습능력과 상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IFLA/UNESCO의 공공도서  선언 123)에서 밝힌 

공공도서 의 사명을 보면, ‘어린이부터  연령에 걸친 독서습  형성  강화, 모든 

수 의 공식교육과 개인의 독자 인 학습의 지원, 개인의 창조  발 에 필요한 기회

의 제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 진’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서 기 ｣124)을 보면, 학교도서 의 사명은 ‘지식정보사회  평생학습사

회에 능동 으로 처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직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

고 공공도서 의 가장 요한 사명은 ‘지역주민의 지식향상과 정보 복지를 구 하기 

한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증진 등을 통하여 정보기본

권 신장과 지역사회의 문화 발 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 에 나타난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공통 인 사명은 ‘이용자의 교육과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서 평생

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쓰기 로그램은 사서나 사서교사는 물론 다양한 외부 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121) J. H. Shera, 1984. 도서 학의 사회학  기반, 윤  역(서울: 구미무역(주)출 부), p.28, p.54.

122) IFLA/UNESCO, 2002, School Library Guidelines, [online], [cited. 2013. 5. 5.]

<http://www.ifla.org/VII/s11/pubs/sguide02.pdf>

123) IFLA/UNESCO, 1994, Public Library Manifesto [online], [cited 2013. 5. 1.]

<http://www.unesco.org/webworld/libraries/manifestos/libraman.html>

124) 한국도서 회 도서 기 작성특별 원회, 2013, 한국도서 기 (서울: 한국도서 회), p.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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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과 진로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는 작문교육 형식으로 운 할 수 있다. 따

라서 쓰기는 학업 문제 등 청소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해서 인

지․정서 인 자아치료를 가능하게 하고,125) 미래 직업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는 평생학습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기여고 도서 의 로젝트 수업 모습 부여도서 의 가족 독서 골든벨 모습126)

로젝트 학습은 학습주제와 련한 다양한 자료의 

탐구활동과 쓰기 활동이 통합된 학습이다.

공공도서 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정과 학교를 연결

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그림 IV-2]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모습

125) 박태진, 2010, “청소년기 자아의 치료와 정체성을 찾는 쓰기 연구: 도구 화 쓰기의 사례를 심으로,” 

작문연구, 11, p.28.

126) 부여도서 , [online], [cited 2013. 07. 29.], <http://www.byli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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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과 창의적 글쓰기 전략

3.1 창의인과 정보활용능력127)

2009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그리고 세

계인이다. 이 에서 특히 창의인은 ‘기 능력의 바탕 에 새로운 발상과 도 으로 창

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28) 그리고 창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창의  사고능력(확산  사고와 논리  비  사고)과 창의  성향(개방성, 과제집

착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신뢰감, 민감성)을 꼽고 있다. 

등학교 교육목표에서는 창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 능력을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129) 즉 문제해결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이란 모호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인지하며 그 문제에 한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

하는 인지과정으로 탐구나 발견학습에 용되며,130) 문제해결과정은 확산  사고력

과 비  사고력이 필요하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학교 별 해설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  방향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을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131)으로 풀이 하고 있

다. 이 정보처리능력은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목  즉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

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

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것’132)과 일치한다. 

따라서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인’이 갖추어야 할 기 능력은 창의  사고력이

며 문제해결능력 는 정보활용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인간상과 교육목표 그리고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목 을 

127) 송기호, 2011, “국가 수 의 교육과정에서 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활용능력 상 강화 방안,” 한국도서 ․정

보학회지 , 42(2), pp.29-50.

128) 교육과학기술부, 2009,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22.

129) 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28.

130) 경원, 박정옥, 1997, 창의 인 문제해결력(서울: 서원), p.88. 

131) 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48.;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

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5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서울: 교

육과학기술부), p.61.

132) 한국도서 회 학교도서 교육과정 원회,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교육과정 기 (서울: 한국도서 회,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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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고

2009
개정
교육
과정

추구
하는 인간상

가. 자주인: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개척, 자기주도성 등
나. 창의인: 기 능력 구비, 확산  사고, 문제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 문화인: 다양한 문화  소양, 다원  가치에 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라. 세계인: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해결, 인류 공 , 배려와 나눔 등

교육
목표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  능력을 기르고, 이
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
을 키운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  능력
과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창
의  사고력을 기른다.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 , 창
의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학교 
별 

공통 
사항

편성
운

<효율적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
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
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회
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
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학생 활동중심 교육과정>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
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
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
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효율적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
교과 수업은 탐구 인 활동을 통
하여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
를 새로운 사태에 용하는 기회
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
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도서 과 정보생활
교과의 목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한다.

<표 IV-2>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과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목적 

2009개정교육과정의 정보처리능력을 2005년에 UNESCO가 제시한 정보활용능력

의 정의나 도서 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UNESCO(2005년)

 Alexandria선언

2009개정교육과정의 

정보처리능력

도서 과 정보생활 의 정보활용능력 내용 체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처리능력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달하는 능력

￮ 정보탐색과 근

∙나만의 문제 만들기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 읽고 이해하기

∙정보 정리하기

￮ 정보종합과 표

∙정보 표 하기

∙정보 평가하기

￮ 정보탐색과 근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과제해결을 한 

정보 찾기

￮ 정보분석과 해석

∙ 측하며 읽기

∙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 정보종합과 표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표 하기

∙정보 활동 평가

￮ 정보탐색과 근

∙정보요구 확인

∙정보탐색 략 수립

∙참고자료 이용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정보검색

∙탐색결과의 합성 단

￮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정보자료의 구성 요소

∙독서활동과 략

∙ 상자료와 시청

∙ 자자료와 라우징

￮ 정보종합과 표

∙정보종합과 표 의 의의

∙정보종합  조직 방법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정보표 과 달 략

∙정보매체와 표 의 실제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표 IV-3> 2009개정교육과정과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정보처리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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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문제해결모형과 창의적 글쓰기 전략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합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 은 이용자 교육 

차원에서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쓰기에 필요한 간 인 략( 인지 

략으로서의 모형)과 직 인 략(정보활용능력 습득을 한 정보기술)을 모두 포

함하고 있는 통합 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문제해결모형은 학습능력을 구성

하는 쓰기 기술, 읽기 기술, 과제해결기술 그리고 정보처리기술에서 공통 으로 필

요로 하는 정보 활용 차와 략을 지도할 수 있다는 133)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활용능력은 자신의 정보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평가․

조직하여 문제해결에 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정보활용능력은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능력과 

구두 커뮤니 이션, 기 문해능력 그리고 정보통신활용능력과 매체활용능력 등을 포

함한다. 평생학습 측면에서 정보활용능력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자주 으로 습득

하기 한 학습 방법이며 인지  도구 는 상징체계이다.134)

[그림 IV-3] 정보활용능력의 위계 구조

133) 변 계, 강태용, 2003, 학습기술(서울: 학지사), pp.54-60.

134) Ralph Catts and Jesus Lau, 2008, Towards Information Literacy Indicators(Paris: Unesco), [online], [cited. 

2013. 5. 20.]. <https://dspace.stir.ac.uk/bitstream/1893/2119/1/cattsandlau.pdf>,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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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을 길러주기 한 정보문제해결모형은 학생이 스스로 교과학습과 일

상생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 마련을 도와주기 한 인지 략과 모델

을 의미한다. 정보문제해결모형의 용 목 은 학생의 비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자주 인 학습자로 키우기 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문제해결모형 용 시 요한 것

은 하나의 모형을 일률 으로 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 과 능력 그리고 배경 등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35) 

정보문제해결모형은 인간의 사고과정에 따른 일정한 정보 탐색 차와 학습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도서  정보활용교육에 향을 끼친 주요 정보문제해결모형을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136)

 모형

단계

정보기술 9단계

(Irving 1985)

정보탐색과정

(Kuhlthau 1988)

Big 6

(Eisenberg and

Berkowitz 1990)

정보문제해결

7단계

(AASL 1994)

탐구모형

(Stripling and

Hughes-Hassell 2003)

1 과제정의 탐구과제제시 과제정의 정보요구정의 연계하기

2 정보원 선정 탐구과제선정 탐색 략수립 정보탐색 략수립 추측하기

3 정보원 찾기 과제 련정보조사 정보탐색  근 정보원 탐색 탐구하기

4 정보원 취사선택 과제 재정의 정보해석 정보 근  이해 구조화하기

5 정보원 활용 정보수집 정보종합표 과제해결에 용 표 하기

6 정보 기록 정리 정보조직  표 평가 정보표 반성하기

7 정보 해석 종합 평가 결과와 과정 평가

8 결과물 제작발표

9 과정평가

<표 IV-4>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에 영향을 끼친 정보문제해결모형

이 에서 가장 리 알려진 Big 6 모형의 각 단계별 능력과 정보활용기술 그리고 

이 기술 습득에 필요한 직 인 략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7)

135) Carol A. Doll, 2005, Collaboration and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Maryland: The Scarecrow Press), 

p.84.

136) 송기호 외, 2005, 독서를 통한 정보활용능력 가이드 개발: 등학생용(서울: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pp.39-46

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함.

137) Information & Technology Skills for Student Success [online], [cited 2013. 5. 1.] <http://www.big6.com>와 

California School Library Association(CSLA), 1997. From Library Skills to Information Literacy: Handbook for 

the 21st Century. 2nd. ed.(California: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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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기술 정보활용 략

1단계

과제정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면 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①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한다.

 - 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선생님이 내  과제를 

분명히 한다.

 - 과제에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한다.

 - 과제를 로 어보고 정확한지 여부를 질문한다.

②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화 한다.

 -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필요한 정

보를 제시할 수 있다.

 - 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찾아보아야 

할 질문 목록을 작성한다.

◦질문으로 과제의 범  정하기

◦배경지식 확인하기, 배경지식을 

알 수 있는 참고정보원 이용하기

◦ 인스토 , 생각지도 그리기

◦과제의 심단어 가려내기

◦과제의 유형 구분하기(사실형, 

조사형, 연구형)

2단계

정보탐색 

략 수립

어떤 정보를 찾을까요?

① 이용할 정보원의 범 를 정한다.

 - 과제정의 단계에서 작성한 질문 목록에 답을 제공해  정

보를 담고 있을 만한 정보원 목록을 작성한다.

 - 도서 에 있는 책, 백과사 , 웹사이트, 과제해결에 해

서 출고해 만한 사람이 군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통계자료 등을 생각해 본다. 

② 우선 으로 이용할 정보원이 무엇인지 평가한다.(가장 

합한 정보원을 선택한다.)

 - 작성한 정보원 목록을 검토한다.

 -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을 표시한다.(새로운 정보

원이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

보원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정보원의 유형과 특징 이해하기

◦분류표 이용하기

 

◦참고도서 이용하기

 

3단계

탐색  

근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① 정보원을 찾는다.

 - 찾고자 하는 정보원 에 치를 기록한다.

 - 만약 정보원이 웹사이트라면 웹사이트 주소를 는다.

 - 시간을 약하기 해서 선생님이 링크시켜두었거나 북마

크해둔 사이트를 이용한다.

 - 정보원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

을 것인지 생각한다.

② 정보원이 담고 있는 정보를 찾아낸다.

 - 정보원을 찾았으면,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 먼 , 정보원에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심단어

를 어본다.

 - 다음으로 활용할 정보원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원 에 필

요한 정보의 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다.

◦청구기호를 이용한 서가 자료 

찾기

◦신문, 잡지의 기사색인 

검색하기

◦온라인 목록이용하기, 검색엔진 

이용하기

◦공공도서  방문하기, 

인터뷰하기, 찰  체험하기

◦서지사항 기록하기

◦D/B를 이용한 주제어 탐색하기

4단계

정보 해석

정보를 검토한 뒤 한 정보를 가려내야 해요!

① 정보원을 살펴본다.

 - 읽기, 듣기, 시청하기, 만져보기 등

 -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 책이나 기사, 인터넷 사이트 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필

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만을 골라서 읽는다.

②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낸다.

 - 찾아낸 정보를 노트한다.

 - 노트한 후에 인용한 정보원을 기록한다.

 - 노트하는 동안에 더 찾아 필요한 질문이 생각나면 질문 목

록에 추가한다.

◦ 의 유형별 독서법 용하기: 

측하며 읽기, 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 상자료 시청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최신성, 정확성, 련성, 합성, 

권 로 정보 평가하기

◦ 라우징을 통한 인터넷 정보 

비교 분석하기

<표 IV-5> Big 6모형의 단계별 정보활용기술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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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6 모형은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활용능력 지도를 한 도서 과 정

보생활  교육과정 개발에도 용되었다. 

역
학습 주제

고

I. 

도서 과 

정보활용

∙도서 과 친구하기

∙도서 과 정보활용

∙학교생활과 도서

∙정보과제해결과 정보생활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도서 과 정보활용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정보활용 과정

∙도서  이용과 윤리

∙정보자료의 이용과 생

II. 

정보탐색과 

근

∙나만의 문제 만들기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악하기 

∙정보과제해결을 한 정보 찾기

∙정보요구 확인

∙정보탐색 략 수립

∙참고자료 이용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탐색결과의 합성 단

III.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 읽고 이해하기

∙정보 정리하기

∙ 측하며 읽기

∙비 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정보자료의 구성 요소

∙독서활동과 략

∙ 상자료와 시청

∙ 자자료와 라우징

<표 IV-6> ｢도서관과 정보생활｣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내용 체계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기술 정보활용 략

5단계

종합

정보를 정리해서 결과물을 완성해 시다.

① 다양한 정보원에서 찾아낸 정보를 조직한다.

 - 노트에 기록한 정보와 자신의 아이디어, 의견 등을 정리한

다.( 안 작성, 개요작성, 스토리 보드 등을 작성한다.)

② 정보를 표 한다.

 - 선생님이 결과물을 지정해  경우, 지침에 따라 다양한 

정보원에서 찾아낸 정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인다.

 - 최종 결과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선생님이 제시

한 기 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과제에 가장 합한 표  

방법이 무엇인가? 결정한다.

 - : 발표, 보고서 작성,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  제작, 정

보기기  로그램 활용

 - 작성한 결과물에는 반드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야 

하고, 정보원에서 찾아낸 정보를 잘 요약해서 담는다.

◦노트정리 기술 익히기

◦개인정보와 작권 보호하기

◦표와 그래 로 내용 구조화하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 

정리하기

◦발표와 토론

◦개요작성하기, 보고서 쓰기, 

논술문 쓰기

◦멀티미디어 이용하기

6단계

평가

결과와 해결 과정을 되돌아 야 해요.

① 최종 결과물을 평가한다.

 - 선생님이 제시한 기 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한다.

② 과제해결 과정을 평가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

◦자기평가표, 상호평가표 

작성하기

◦탐구일지 작성하기

◦과제해결 결과의 다른 과제나 

일상생활 연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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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g 6모형은 논술이나 보고서 작성과 같은 

쓰기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학습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138)

[그림 IV-4] 정보 처리 학습 모형

138) 유소 , 2007, 교과학습과 창의  논술: 왜 하는가? 어떻게 할까?(부산: 디지털도서 포럼), p.48.

역
학습 주제

고

VI. 

정보종합과 

표

∙정보 표 하기

∙정보 평가하기

∙정보 종합  조직하기

∙정보 표 하기

∙정보 활동 평가

∙정보종합과 표 의 의의

∙정보종합  조직 방법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정보표 과 달 략

∙정보매체와 표 의 실제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V. 

정보윤리와 

사회  책임

∙공정한 정보활용

∙정보윤리

∙정보와 작권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민주사회와 지 자유

∙ 작권 존 과 공정한 이용

∙인터넷과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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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처리 학습모형을 도서  활용수업에 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구체

인 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9)

<표 IV-7> Big 6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의 예

※학습과제: ‘지역 이기주의’라는 학습주제로 개인별 보고서를 A4용지 5매 분량으로 작성하고 발표하기

과제해결과정 과제해결일지 선생님과의 상담

[배경지식 알아보기] ‘지역이기주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님비(NIMBY) 상, 쓰 기 소각장, 원자력발 소 건설 반

, 하수 종말 처리장

[학습과제 분석하기]

1. 지역 이기주의(NIMBY)란 무엇인가?

2. 지역 이기주의 갈등의 는 무엇이 있는가?

4. 지역 이기주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5. 지역 이기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해 유의해야할 은 

무엇인가?

6.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학습과제 정하기]

지역 이기주의와 련된 갈등의 원인과 책

∙교과서를 학습하고 선생님

께서 ‘지역이기주의’ 사례를 

담은 신문기사를 소개해주

시면서 ‘지역이기주의’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

문하심

∙나는 님비 상(증후군), 바

나나 상, 원자력 발 소 건

설 반 , 수도권 이 문제 등

을 발표함

∙선생님께서 ‘지역 이기주의’

라는 학습주제로 개인별 보

고서를 A4용지 5매로 작성

하여 발표하고 탐색내용에 

해 제출하라는 수행평가

를 내주심

[과제해결지침]

① 최소한 6개 이상의 정보원

을 활용한다.

②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최소

한 1개 이상 이용한다.

③ 련 책을 최소한 3권 이상 

이용한다.

④ 련 인터넷 사이트는 2개 

이상 이용한다.

⑤ 발표는 워포인트를 이용

하여 10분 분량으로 작성

한다.

⑥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

하게 표기한다.

⑦ 평가는 과제해결 학습단계

별 평가, 일지평가, 보고서 

평가, 발표평가로 이루어

진다. 

∙학습주제 제시: ‘지역이기주

의’사례를 담은 신문기사를 

소개한다.

서울, 마산, 포항, 청주, 안성 

등 국 곳곳이 소각장 건설

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소각장 건설 계획이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

방 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해

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기 때문. 안성시 주

민들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 고, 마산시 

진동면 주민들은 국도 거

농성 등 격렬한 항의시 를 

벌이다 12명이 연행되고 4명

이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과 

마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

설 입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했다. 소각장 반 운

동을 벌이고 있는 5개 지역 

주민 책 원회와 환경단체

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

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소각장 건설반 는 지

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잘못

된 정책에 한 정당한 비 "

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2003. 12. 22))

∙‘지역 이기주의’하면 연상되

는 단어를 어보도록 한다.

[1단계: 과제정의]

139) 유소  등, 2005, 창의성 함양을 한 정보활용교육 교재 개발  장 교육(FK 사업 결과보고서)(서울: 한국학

술진흥재단)  고등학교 사회 수업과정(안)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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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법 결정]

지역이기주의와 련된 갈등의 원인과 책을 도표로 표

한다.

[구체 인 소재 선택]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님비 상

님비증후군

바나나 상

지역이기주의와 련된 지역 간의 갈등 

 - 원자력발 소

 - 수도권 이  문제 등

지역 이기주의와 련된 지역 간의 갈등원인

지역 이기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해 유의해야 할 

지역 이기주의 련법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한 책

[선택한 소재의 체계화]

1. 지역 이기주의 갈등의 정의와 실태

  1)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2)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3)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2.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원인

3.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해결방안

  1)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책

  2)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정책 ․제도  노력

∙보고서 제목으로 정한 <지역

이기주의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책>을 해결하기 

한 소재를 선택하기 해서 

련된 내용을 지역 이기주

의와 련된 내용을 망으로 

그림

∙<지역 이기주의를 둘러싼 갈

등의 원인과 책>에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소재를 선택하여 체계화함

[지역이기주의와 련하여 망

그리기]

∙해결한 과제의 한 표  

방법을 먼  생각하도록 한

다.

∙과제해결에 필요한 구체

인 소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한 소재를 마인드맵을 

이용해 체계화 하도록 지도

한다.

[2단계: 탐색전략 수립]

과제해결과정 과제해결일지 선생님과의 상담

[정보도구  정보원 정하기]

1. 온라인 목록 검색: 책, 잡지기사 검색

2. 신문기사 D/B: KINDS검색

3. 검색엔진: 네이버

4. 교사

[검색어 추출]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상, 지역이기주의 갈등, 원

자력발 소 건설 반 , 수도권 이  문제 등

[정보수집하기]

1. 온라인 목록 검색: 책, 잡지기사 검색

①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원자력발 에 한 지

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서울: 과학기술부, 2003.

   -> 원자력발 소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지역주민 인식과 

태도 

② 정창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쓰 기 처리장을 심으로. 서울: 연세

학교 행정 학원. 

   ->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의 가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함

∙정보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정보원인가, 자신의 상

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원

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정보

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

확하고 다른 사람의 흥미와 

심을  만한가를 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소와 정보원]

책, 잡지, 신문, 인터넷, 사서선

생님, 사회선생님 등

∙온라인 목록 검색과 인터넷

을 이용하여 과제해결에 필

요한 정보를 얻기 해서 사

∙과제의 성격과 범 에 따라

서 정보원을 정하도록 지도

한다.

∙정보검색에 사용할 주제어

를 추출하도록 한다.

∙정보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수집한 정보를 요약하고 출

처를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역이기

주의와 련된 참고자료를 문

의한다.

[3단계: 탐색 및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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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폐해로 지 되고 있는 오시설과 련된 지

역이기주의  입지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 으며 특히 오시설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지역별로도 보편 으로 나타나고 있

는 쓰 기 처리시설의 설치와 련된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단계별 해소방안을 살펴보았다.

2. 신문기사 D/B: KINDS검색

① 종합일간지 D/B 검색: 최근 3개월간 지역이기주의 련

기사 검색 41건 기사  5건 확인

② 인터넷신문 D/B 검색: 최근 3개월간 지역이기주의 련

기사 검색 23건 기사  3건 확인

③ TV방송뉴스 D/B 검색: 최근 3개월간 지역이기주의 

련기사 검색 5건 기사  2건 확인

3. 검색엔진: 네이버를 이용하여 지역이기주의 사이트 검색

①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한 경제  근: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

.jsp?seq_no=465&board_div=01>

② 지역이기주의의 경제  이해와 효율  갈등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

ub_no=225>

용할 검색어를 추출함

∙검색어를 입력하여 소장하

고 있는 련자료를 검색함

∙검색한 도서자료는 목차, 색

인을 확인하고 련 내용을 

훑어

∙도서자료의 련 내용을 복

사함

∙KINDS의 D/B를 이용하여 ‘지

역이기주의’를 검색어로 기사

를 검색함

∙인터넷 사이트의 련내용

을 출력함

과제해결과정 과제해결일지 선생님과의 상담

1. 온라인 목록 검색

① 성균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지음. 원자력발 에 

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서울: 과학기술부, 2003.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정책 ․제도  노력->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역갈등이 일어나는 쓰 기 소각장, 원자력 

발 에 한 지식․정보를 얻는 주된 방식은 매체라

는 사실을 알고 공서의 홍보물보다는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국민들

이 하는 지식․정보의 내용 그 자체가 부정 인 것이 

부분이라는 에서 볼 때 더욱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상지역보다는 미보상지역에서 부정 인 지

식․정보가 다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보상지역에 

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 시 일반국민들

이 부정확한 혹은 잘못된 지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의 결성  운 이 활성화되면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차지

하는 비 이 증하는 추세이다. 환경단체와 한 사

람들의 비율이 단히 높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

하는 사람들의 비율 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

책수립 과정에서 앞으로 상되는 각종 시 에 효과

으로 처하고 합리 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극

으로 반 하려는 향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정책 ․제도  노력이 발휘될 경우 해당지

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원자력에 한 이해도

가 상당 부분 증진되고 그 결과 모범 이고 발 인 사

회정책이 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

∙수집한 자료를 읽고 과제해

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다.

∙보고서를 효과 으로 작성

하기 하여 문서작성 로

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

리한다.

∙보고서에 첨부할 사진을 정

한다.

∙검색한 자료를 읽고 과제해

결에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

도록 지도한다.

∙책의 목차나 색인 등을 이

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검색한 부분에 해 표시를 

하고 보고서에 첨부할 내용

에 해 메모를 한다.

[4단계: 정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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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64-65) 

② 정창수 지음.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오시설의 입지갈

등과 극복방안 연구: 쓰 기 처리장을 심으로. 서울: 

연세 학교 행정 학원,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지역이기주의(NIMBY)란 어떤 

사회 개개의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

역의 특수이익을 최 의 가치로 보고 특정지역의 이익

을 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

고와 행태라고 말한다. (p.6)

 ∙지역이기주의 원인-> 지역이기주의에 한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

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와 련된 요인으로 쓰

기 소각장과 같은 오시설은 해당지역에 부정 인 외

부효과를 유발하고 오시설의 해당지역은 공공재의 특

성인 무임승차를 원하지 직 인 비용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정부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와 련된 개발손

익의 환수  보상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행정 응과 련된 것으로 지 까지의 

오시설에 한 입지정책이 ‘선 추진, 후 보상’의 비민주

이고 하향 이며 앙집권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인

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합리

인 설득이나 이해의 채 이 막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입지선정 기 이나 차가 불합리하

고 객 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빚어진 지역이기주의에 한 사후  처가 단히 미

온 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

라는 과민할 정도의 심이 개인주의 ․이기  사고와 

어울려져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환경문제라는 표면  반 이유 

이면에는 지가 하락 등 경제  이익과 련한 사익이 도

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

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첫째, 보상  요인으로서, 지역이기주의는 오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손실에 한 이

기주의의의 배타  사고와 행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될 수 있으며, 부분 재산 는 비재산에 한 보상요

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비보상  요인으로서, 개발부실과 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행정 응에 한 반발, 환경문제에 

한 심과 욕구증 , 험시설이나 오시설의 설치

와 련된 무조건 인 반  등을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으로 지 할 수 있다.(p.9-11)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지역이기주의의 유형은 경쟁의 

내용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분류와,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당사자, 시설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는 지역이기주의의 성향에 따라 오시설

의 자기지역으로의 유치거부를 한 경쟁을 표출되는 

환경 이기주의가 있고, 개발사업의 유치와 개발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의 개발유치를 

한 경쟁을 표출되는 개발이기주의가 있다. 

두 번째 분류는 오시설의 입지선정, 수질보 지역 지

[소각장 반 시 ]

[울진군 핵폐기장 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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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사업시행이나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해와 재

산권 침해에 한 지가 보상  비 재산에 한 생활보

상을 요구하는 보상  지역이기주의이고 국가 는 공

공기 의 사업계획이나 과정에 한 불만의 표출로서의 

항  이기주의가 있고 환경에 한 심 표출이나 선

호시설의 유치를 한 극  지역이기주의를 들 수 있

다.(p.11-12)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 구에

서 발생하는 쓰 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강남

구 일원동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비하여 왔다. 그러

나 강남구는 처리시설 계획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오

감,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지조건의 타당성, 환경 향 평가, 다이옥신

의 배출농도 측정  제거 장치를 포함하여 배출 가스 

농도의 기 치 달성 등에 한 사 조사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 다. 그리고 주민과의 16회 합의를 거쳐 지원 사

항을 수용하 으며, 난방비 50%감면 등을 해 계속 노

력 에 있다. (p.38)

 ∙지역이기주의의 책->　 에서 제시한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하면, 생활기반 시설 입지선정단계에서

는 입지반 와 계획변경 요구를 최소화하기 해 계획

발표이 에 철 한 계획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한 보상으로 피해에 한 반 부를 제공하고, 주민

의 참여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계획 시에는 되도록 공

공용지나 그린벨트 내의 용지를 사용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반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합리 인 시공업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즉, 의 최 가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견실한 시공을 

해 감리를 철 히 해야 할 것이다. 한 운 에 따른 

자료와 정보가 철 히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하다.

 기존의 상 기 의 조정역할을 제고하고, 사법기

에서 공정한 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객 성을 확보하

는 것이 요하다. 한 환경분쟁조정 원회에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문성이 제고되어야 한

다.(p.50)① 종합일간지

 ∙경기도 고양시 제 2자유로 건설 사업-> “제2자유로가 필

요하지만, 우리 마을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쾌 한 주거 환경이 괴

될 것을 우려해 ‘제2 자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

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간선도로인 자유로의 교통 체증이 차 심화되고 있는 

데다 주 운정 지구와 교하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증할 것에 비해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자유로와 나

란히 새 자동차 용도로(6차선)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열린 공청회가 시민들의 의견 립

으로 무산되는 등 이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제2자유로 건설이 주뿐만 아니라 고양 시민에게도 필

요한 일인 만큼 ‘  다른 님비'로 비춰지지 않도록 계 

당국과 고양 시민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분당, 죽  도로 건설 사업-> 경기 성남시 분당과 용인

시 죽  주민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7m 도로분쟁'이 용

인 동백지구로 번졌다. 죽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가 분

당∼죽  간 도로 연결을 제로 죽 ∼동백 간 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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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반 하고 나선 것이다. 용인 서북부시민연 는 ‘동

백∼죽  도로의 구미동 연결에 한 공식입장'이란 

에서 “죽 동 주거지역과 분당 구미동 주거지역 한가운

데로 속되는 죽 ∼동백 간 고속화도로 연결에  

반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죽 ∼동백 간 도로 개설 

반  움직임이 일자 동백지구 입주 정자들이 즉각 반

발하고 나서면서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

고 있다. 

 ∙재산세 감면 정책-> 서울 양천구의회에 이어 성동구의

회도 지방의회의 재산세 감면안 소  용 안을 통과시

켰다. 지방자치 정착의 차냐,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냐

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세 감면 바람이 불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재의요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지만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감면안에 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부구청장은 “재산세 과표 결정과정의 논란을 어두

고라도 재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감면안 마련은 지방

자치단체의 기능이 제 로 정착되는 정  상황으로 

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분 기에 편승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감면안 마련을 지역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참여연 는 

“강남은 깎아주는데 우리 구는 뭐하냐는 식의 감면안 마

련은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 했다.

2. 인터넷신문

 ∙군산 핵 폐기장 유치 신청 련 사업-> 군산시 어청도와 

비응도 주민들이 산업자원부장 에게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련하여 보령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사반 를 

한 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 투쟁에 나섰다. 

“행정구역상 어청도는 군산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지리

으로 외연도에서는 13km, 천항과는 52km 밖에 떨

어져 있지 않아 핵 폐기장 건설로 직 인 피해는 보령

시가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핵 폐기장 유치반

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보령시민들의 생존권과 

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정해

역에 핵 폐기장이 건설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보고인 보령시 외연도 

일 와 수많은 섬들이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천혜의 

명소인 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청정해안이 괴돼 어

획량  객의 감소로 나타나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

일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핵폐기물 처리장은 약 60만평의 면 에 총 67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16년을 공 정으

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주민들의 유치신청

에 따라 재 입지조건 타당성 분석을 한 지질조사 

에 있다.

3. TV 방송뉴스 

 ∙치매시설 설치->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제 로 돌보기 

해서는 문요양시설 확충이 시 하다. 그러나 이런 

요양원조차 요즘에는 지역 이기주의 벽에 부딪쳐서 치

매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한 우리의 실이다. 

∙카인즈를 이용한 최근의 지

역이기주의 련 기사를 통

해 최근에 일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갈등의 모습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속하여 

과제해결과 련된 보다 구

체 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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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은 33만 명이나 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운

하는 문요양 시설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시설을 늘

리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 로 부지 선정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4. 네이버 검색엔진 

①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한 경제  근: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

w.jsp?seq_no=465&board_div=01>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지역이기주의는 다분히 정치

(political)이고 리스틱(journalistic)한 용어이다. 이

는 한지역의 오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  의미를 

함축한다.(p.3)

국의 일반주민 1,035명, 공무원 511명을 상으로 지

역이기주의를 조사한 결과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일반주민들은 정한 보상체계의 미흡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주민 27.4%, 공무원 16.8%), 공

무원들은 지역의 무조건 인 이기심이 원인이라는 답

이 상 으로 매우 높아(주민 36.2%, 공무원 49.5%), 

지역이기주의 성향을 보는 일반주민과 공무원의 시각이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

원은 지역주민의 무조건 인 이기심이 갈등의 주요 원

인이라고 답함으로써 주민을 불신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일반주민들의 답은 정 보상체계가 확립된

다면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상당부분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p.5)

② 지역이기주의의 경제  이해와 효율  갈등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

ub_no=225> 

 ∙지역이기주의의 실제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의 사후

인 처방안에 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며 경제  인센

티 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실제 분쟁의 법 인 해결에

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p.140)

과제해결과정 과제해결일지 선생님과의 상담

[보고서 작성]

∙보고서

[PPT 제작]

∙PPT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

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체계를 정하고 본문을 완성

한다. 

∙문서작성 로그램을 이용한

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효과 으

로 달할 수 있는 발표방법

을 워포인트로 발표하는 방

법을 선택한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자신의 말로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지에 해 검토

한다.

[5단계: 종합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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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평가]

평가

과제정의
∙지역이기주의로 연상되는 단어가 많지 

않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다.

탐색 략수립

∙구체 인 소재들에서 특정 소재를 선

택하여 목차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

었다.

탐색  근

∙온라인 목록검색, 인터넷 검색에서 보

고서에 당한 자료들은 있었지만 많

은 자료가 검색되지는 않았다.

∙신문을 통해서는 자료가 많이 검색되

었다.

정보의 해석
∙자료들이 복되는 내용이 많아 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종합  표

∙지역이기주의 유형이 많아서 체

인 맥락이 통일되지 않음을 느 다.

∙검색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본인의 생

각이나 배운 바에 해서는 기술하지 

못하 다.

[일지평가]

[보고서평가]

1. 주제의 명료성

2. 논거의 성

3. 생각의 독창성

4. 논리의 정연성

5. 표 의 정확성

[발표평가]

[6단계: 평가]



IV.  도서관과 청소년 글쓰기 지도 ●  147

4. 학습공동체로서 도서관의 역할

학습공동체는 사회  에서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교차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학습욕구 충족을 통한 자기성장은 물론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140) 이러한 에서 도서 은 이용자를 심으로 내․외 다

양한 인 ․물  자원을 연결하는 학습공동체이다. 특히 학생을 심으로 한 자원 간 

연결망은 [그림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내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나 범지구

 수 의 자원으로까지 차 확 된다.141) 따라서 학습공동체에서 사서교사나 사서

의 역할은 학생이 다양한 자원과 능동 으로 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IV-5] 학습공동체의 범위

140) 오 진, 2005, “학습공동체의 다차원  성격 구  원리에 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1), p.24

141)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AASL),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AECT). 1998.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123의 내용 일부를 수정함.



148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일반 으로 인간 계는 생존의 필수조건으로써 사회생활에 한 응  부 응 

문제와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과도 하게 련되어 있다. 특히 자율 인 인간 계

는 개인의 존재감과 정체성 확립에 향을 끼쳐 자아실 과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다.142) 따라서 다양한 인

․물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학습공동체로서의 도서 이 청소년의 자아실 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도서  로그램을 함께 설계하

고 실행할 수 있는 력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학습공동체 구성원 간

의 력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  로그램 설계자인 사서

교사와 사서의 리더십과 동심이 꼭 필요하다.143) 

IFLA의 공공도서  서비스 지침 144)에서는 서비스의 복을 이고 서비스의 질

을 개선하기 해서 도서  상호 간에 정보와 아이디어, 서비스 그리고 문지식을 

교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 이 공 인 계를 형성해야 하는 

기 의 하나로 지역사회 교육기 인 학교를 꼽고 있으며, 공공도서 과 학교 간의 상

호 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자원의 공유

▢ 공동 직원 연수

▢ 자 방문 로그램의 공동 운

▢ 동 장서 개발

▢ 로그램 공동 개발

▢ 자 서비스와 네트워크

▢ 학습도구 개발

▢ 학 의 공공도서  방문 로그램

▢ 독서와 리터러시 활성화

▢ 어린이 웹 활용 로그램

▢ 원격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구축

학교 교육에서 쓰기 지도는 지나치게 틀이나 규칙에 얽매인 을 쓰게 하여 한정

된 사고 속에서 형식에 갇힌 체 정형 인 생각만 나열하게 하고 있다. 한 완성된 

142) 자크 아탈리, 2005, 인간 인 길, 주세열 역(서울: 에디터), p.158.

143) 송기호, 2009, “ 학교도서  로그램에 나타난 트 십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40(1), pp.365-36

6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144) Christie Koontz and Barbara Gubbin, 2010,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2nd. ed.(New York: IFLA 

Publications),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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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강요하거나 교사가 시키는 행 를 따라하는 학습자만을 양산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쓰기에 흥미를 잃고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145) 따라서 학습공동체 일

원으로서 도서 은 청소년이 편안한 환경에서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쟁으로 인한 학

교 부 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 상황과 진학․진로 등 심한 스트 스를 스스로 

해소하고 자아탄력성과 자기계발을 도와  수 있는 새로운 쓰기 로그램을 개발

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건 한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공동체의 력을 통해서 

길러진다. 따라서 도서 이 운 하는 통합  쓰기 로그램은 가정․학교․공공도

서 이 상호 력 하여 청소년의 학교참여와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고 건 한 사회인으

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45) 김승연, 2009, 창의  사고 략을 활용한 쓰기지도 방업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주 학교 교육 학원 등

국어교육 공),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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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쓰기 로그램 운  사례

1. 해외 사례

청소년에 한 쓰기 교육은 교육과정 운 과 평가 그리고 도서 의 교육  역할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교육환경과 도서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 그

로 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 랑스, 미국의 학교 교육과 연계

된 쓰기에 한 인식을 먼  살펴본 후에 공공도서 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기 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해외 글쓰기 교육

1.1.1 영국: 핵심 교육활동으로서의 글쓰기

모든 시험은 서술형,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146)

국의 교육평가는 부분이 수행능력평가이고 평가로 이루어진다. 지필시험이라고 

146) 김은하, 2009, 국의 독서교육(서울: 교출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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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부분 주 식 서술형이다.……학교에서의 교육평가뿐 아니라 7세, 11세, 14세에 치르는 

국  규모의 성취도 검사에서도 서술형 평가 방법이 용된다. 학 입시에 직 으

로 반 되는 등졸업자격시험과 에이 벨 역시 평가이고 서술형이다.……수행평가 과

목의 성격에 따라 실험 보고서, 에세이, 실기 수, 종합생활기록부, 로젝트보고서, 포트폴리

오 등이 동원된다.……모든 성취도 평가와 졸업시험, 학입시가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이 학교 교육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 수행평가로 소논문을 쓰거나 

실험을 하거나 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수 없다. 지필시험도 논문형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의 을 짜깁기 하거나 단기간의 속성 과외로 치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인문사회학 과목이든 자연과학 과목이든 시험의 핵심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추리하여 ‘자

신의 고유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표 방식’으로 ‘체계 ’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지  능력은 별다른 지름길이 없이 오랫동안 다독, 다상량(多想量), 다작하는 훈련

으로만 가능하다.

다섯 살짜리도 스스로 책을 고른다.147)

국의 교육은 유치원부터 학교를 다니는 내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책 읽기와 쓰기, 토론수업이 모든 과목

에서 핵심활동을 차지한다. 학에서도 책 읽기와 쓰기 훈련은 계속된다.

1.1.2 프랑스: 탐구학습의 중심 학교도서관148)

고 과 가 공존하는 도서 을 표방하는 성 마리학교의 도서 은 장서 1만 5,000권을 

갖춘 학교의 정신  심이다.…… 도서  서가에 꽂힌 노란 일, 서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일에는 학생들이 조사하여 완성한 자료뿐 아니라 사서들이 학생들을 해 스크랩

해 둔 자료도 많았는데, 통 깊은 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다음 세 로 이어지고 있었

다.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 낸 오래 의 기사들, 역사 인 사진자료, 학생들이 손 씨로 완성

한 각종 과제들이 일에 꼼꼼하게 정리되어 도서 에 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랑스를 문

화 강국이게 하는 힘이 여기서 시작되지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가 방문한 날에도 한 작가에 한 로젝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서교사는 수

업에 필요한 장서와 자료를 따로 모아 도서  입구에 두고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단행본, 잡지, 신문, 논문 등의 다양한 인쇄물뿐 아니라 컴퓨

터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며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비 장소로 도서 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었다. 

유치원부터 학 비 과정까지 모두 6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는 성마리학교 도서 에는 

직  학습지도가 가능한 사서교사 둘, 출과 반납 등을 담당하는 문사서 둘이 근무한다. 

147) 김은하, 2009, 국의 독서교육(서울: 교출 ), p.40.

148) 국학교도서 담당교사 서울모임, 2009, 유럽도서 에서 길을 묻다(서울: 우리교육),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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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이자 친구임을 스스로 깨닫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교사, 래들을 하여 매년 <학문 발표회>를 연다. 진로나 문학작품 연구뿐만 아니라 ‘약물

을 이용하여 성공하는 운동선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와 같이 일상과 가까운 주제도 많다

고 한다. 이들은 문학, 술, 첨단과학, 진로 등 다양한 방면을 탐구하여 발표회를 비하다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막막해지면 사서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랑스 학생들은 첫해 < 응기>에 학력 수 에 계없이 매주 두 시간씩 정해진 교과목 

외의 수업을 듣는다. 그  한 시간은 학생이 숙제를 하며 학습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한 명의 

교사가 돕는 <지도학습>이고,  한 시간은 교사, 사서, 학생감 등 다양한 교직원이 학생들의 

탐구학습을 돕는 <보조학습>이다. 이때 도서 의 사서와 사서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비해 

놓고 그 학생에게는 어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수많은 정보 에서 그 정보가 어디

에 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학교  과정을 통하여 고 , 근 , 의 다양한 랑스 문학작품을 공부하는데 한 학

생이 어도 시, 소설, 희곡과 같은 문학작품 15편을 연구한다. 학교도서 은 라틴어 작품을 

비롯하여  시 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학생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

하는 학습을 하도록 돕고 있다.

1.1.3 독일: 학습도구로서의 글쓰기149)

독일의 ․ ․고등교육에서 학습도구이자 평가의 상은 단연 쓰기이다. 독일 학생들

은 쓰기로 학습하고 로 평가받는다. 쓰기가 평가의 우선  상이라는 교육문화가 어

린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형성돼있다. 독일의 쓰기 교육은 1970년  이 의 교수

자의 일방 인 좋은 문장 제시와 연습방식을 탈피하여 창의 인 쓰기, 의사소통을 한 

쓰기, 자기표  쓰기 심으로 무게 심이 이동하 다. 

창의 인 쓰기는 습 인 사고방식과 언어표 을 넘어서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을 한 쓰기는 사회와 학교 등 외부 상황의 실제 삶과 련된 실용 인 

쓰기를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인식과 표  쓰기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자신의 언어로 사유하도록 함으로써 쓰기를 읽기와 사고의 결정체이자 사

유과정 자체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쓰기 교육은 의 결과물보다는 풍부한 독서와 

사고를 바탕으로 한 표 으로 이어지는 의 생산까지의 과정을 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학

생의 리터러시 능력을 한 실질 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한국의 국어시험 비교150)

…… 등학생이 독일어 공부에 몰입하는 시기는 작문을 배우는 3학년부터다. 3학년 1학기 

149) 임춘택, 2012, “독일어권 쓰기 교육에 한 연구: 독창성, 의사소통, 자기표  역을 국내 사정과 연 하여,” 

교양교육연구, 6(2), pp.377-402.

150) 박성숙, 2012, 독일교육 이야기(서울: 21세기북스),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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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작은 아이의 독일어 간고사 문제 의 하나는 그림 4장을 보고 이야기를 써내는 것이었

다. 이 은 상상력을 담고 있어야 하며,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도입과 결말과 클라

이맥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거기다 형용사와 부사를 하게 사용하고 문장의 시작

을 복되지 않게 쓴다면 좋은 수를 받을 수 있다. 시험에서 문법과 맞춤법이 내용 개보

다 그리 큰 비 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나지움 고학년과 기본 인 평가기 은 동

소이하다.

독일어 시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작문 주로 바 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어, 사회, 과

학과목까지 모두 같은 유형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독일 공부가 겉으로 느슨해 보인다고 만만

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어느 정도라도 성 을 유지하려면 수박 겉핥기식의 

암기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학에나 가야 볼 만한 깊이 있는 문제가 이곳에서

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다 지기 때문이다.

김나지움 10학년 때 큰 아이의 학기말 독일어 시험문제는 <만약 상어가 인간이 된다면>이

란 베르톨트 히트의 유명한 우화를 읽고 분석, 비평하는 문제 다. 두 시간 동안 A4용지 

5장 분량의 작문을 통해 우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에 숨겨진 교훈을 찾아낸 뒤 이에 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 으로 써야 한다.……

1.1.4 미국: 범교과 글쓰기 교육

다음 은 오마이뉴스에서 ‘미국의 쓰기 교육 열풍, 그 장을 찾아서’란 주제로 

미국 고등학교 교사 출신 김문희 씨와 인터뷰한 내용  일부이다.151)

￭ 미국 중 ․ 고교에서 지도하는 글쓰기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정말로 다양하다. 미국에는 로젝트 라이 (project writing)이라는 게 있다. 한국에서는 

쓰기를 기껏 가르쳐야 논술이겠지만 미국에서는 논쟁하는 부터 고문, 감상문, 기사문 

그리고 매뉴얼과 같은 실용문 작성법까지 가르친다. 학생들 지식수 에 따라 기술문, 설명문, 

논술문 등 학년별로 알맞은 쓰기를 지도한다고 보면 된다.”

……

￭ 글쓰기 수업 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인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쓰기 수업은 개 90분 정도 진행한다. 50분씩 수업하면 효과가 떨어

진다고 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시간을 많이 쪼갠 수업은 효율성이 낮다. 하루는 

읽기, 하루는 쓰기와 같은 방식으로 날마다 진행한다. 미국 공립하교는 ‘block’이라고 해서 

90분씩 하루에 4과목을 수업한다. 고등학생 나이가 되면 한 번에 90분 정도 집 해서 수업을 

하게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

……

151) 신우성, 2009,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서울: 어문학사),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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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를 지도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장을 떠받드는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게 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에서 쓰기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과제다. 토론할 때에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를 요구한다. 그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쓰기를 활용한다. 어떤 등학교는 “네가 가장 

소 하게 여기는 물건이 뭐냐. 그럼 그게 왜 소 하냐. 그 이유를 써 보라”는 식으로 주장과 

근거를 모두 쓰게 한다. 이것이 정말로 소 한 공부다.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여 을 설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울러 논리에 맞게 잘 쓴 학생의 을 본보기로 읽는 방법으

로도 쓰기 훈련을 한다.”

다음 은 오마이뉴스에서 ‘미국의 쓰기 교육 열풍, 그 장을 찾아서’란 주제로 

2007년 10월 룩라인 고교를 방문하여 어교사인 메리 버체 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 미국 고등학교의 쓰기 교육 황에 해서 알아본 내용이다.152)

￭ 영어 외의 다른 과목들도 글쓰기 공부와 연관이 있는가.

“모든 교과목은 ( 쓰기 과제가 있고, 이것에 해 첨삭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쓰

기 공부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모든 과목에서 ‘교과과정을 아우르는 쓰기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어 과목과 다른 과목 사이

를 넘나들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능률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 수업 시간

에 진행되는 쓰기와 역사 시간에 이루어지는 쓰기의 차이 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훈련

시킨다. 이러한 로젝트를 좀 더 확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창의적 글쓰기’란 과목은 어떤 수업인가.

“창의  쓰기는 세 개 반으로 운 된다. 한 반에 22명이니까 체 66명이다. 재학생 400

명 에 66명이 창의  쓰기 수업을 듣고 있다. 이 수업은 별도의 교과서가 없다. 교사들이 

자율 으로 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 곧 수업 내용에 한 독립권이 교사에게 있다. 그래

서 수업진행 방식은 교사에 따라 다르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도 수업목표가 

있다. 그런데 수업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도 교사가 자율 으로 결정한다.”

￭ 그럼, 메리 선생은 ‘창의적 글쓰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나.

“우선, 쓰기에서 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수업

은 ‘묘사’를 집 으로 지도하고 실습하게 했다. 학생들의 을 보면서, 그들이 찰한 내용

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검했다. 처음에 로 묘사하게 하면서 ‘배경’, ‘인물’, ‘ 화’ 그리고 

‘ 거리’까지 쓸 수 있도록 이끌었다. ‘ 거리’는 가장 힘든 부분이므로 마지막에 소개했다. 만

약 이 요소들을 한 번에 소개한다면 학생들이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동료교사들은 

152) 신향식, 2008, “미8학군 어교사가 들려주는 논리  쓰기 효과,” OhmyNews(1월 5일자), [online], 

[cited 2013. 6.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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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를 하나 하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게 하면 과목이 끝날 때 학생들은 

모든 쓰기 요소를 종합하여 응용할 수 있다.”

￭ 창작 글쓰기에서는 어떤 장르를 다루는가.

“내가 수업 때 다룬 유일한 장르는 회상록(거의 다 소설)이었다. 6주 단 로 시(詩)도 강의

했다. 특정 작가나 시인에 해 알아본 뒤 학생들에게 자신의 단편, 시 모음, 자서 의 한 부

분을 쓰도록 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시나리오를 썼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내가 이 반에

서 다룬 장르가 아니기에 이것을 선택한 학생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 과정은 정기 인 코스

가 되었다. 이 코스에서는 작가가 어떤 쓰기 기술을 사용하는지 탐구하는 분석  쓰기를 

했다. 이 코스의 학습목표는 어떻게 학생들을 작가들처럼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이었다.”

￭ 문학적 설득 글쓰기(literatery persuasive writing)란 수업도 있다던데.

“9~12학년들을 상으로 문학  설득 쓰기(Literatery persuasive writing)를 하고 있다. 

문학작품에 해 논의하고 텍스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

이 몇 년 동안 모든 종류의 쓰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그 에서 특별히 문학  설득 쓰기

에 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논증적 글쓰기(expository writing)는 어떤 것인가?

“논증  쓰기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논리 으로 증명하는 쓰기이다. 내 생각에 설

명과 설득은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다. 가령 논증  에세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득하는 과정도 동시에 일어난다.”

￭ 학생 글에 대한 평가나 설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 첨삭 평가기 에 따라 학생 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과제를 

 때에 학생 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한 기 도 알려 다. 10~15년 부터 이 같은 첨

삭 평가 기 이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을 하여 쓰기 학술발표회도 연다. 여기서도 ( 쓰

기 방법론과 평가 방식 등) 최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교사가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교사가 되려면 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닦아 놓는 게 마땅하다. 미국에서는 모든 

신입교사가 기본 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쓰기에 자신 없는 교

사 지망생은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글쓰기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가.

“우리 학교에서는 어 교사들이 2~3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7~8학

년 교사들과 일 년에 두 번 만난다. 학년과 고학년의 쓰기 교육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게 

하기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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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라운고등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사례로 어떤 게 있는가.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소논문을 써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어 수업을 이수하고

도 소논문에서 낙제한다면 졸업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기 한 필수조건이다.”

1.2 학교 및 학교도서관의 운영 사례

1.2.1 리터러시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리터러시 쓰기 코칭 로그램은 쓰기란 체계 인 작업과 방법을 훈련하지 않

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역이라는 데서 비롯된 6단계 리터러시(literacy) 

기법이다. 여기에서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며, 로그램의 목 은 학습

부진아를 없애고 구든지 민주시민으로 성정시켜 사회에 기여할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은 5주 동안 진행되는데 첫 주는 주제를 결정하여 방향을 잡고, 

련자료 항목을 만든다. 둘째 주는 련자료를 읽고 메모한다. 셋째 주는 세부 사항

을 요약하여 고를 쓴다. 넷째 주는 편집하고 참고문헌을 작성한다. 그리고 다섯째 

주는 검토와 교정을 거쳐서 최종 을 완성한다. 리터러시 쓰기 코칭의 단계별 지

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3)

153) 양병 , 2009, 미국의 리터러시 코칭(서울: 교출 ), pp.124-132

단계 지도 내용

1단계: 스스로 독자가 되어라

∙내가 독자가 되어 읽고 평가하는 마음을 갖는다.

∙도서 을 이용해 신문, 잡지, 참고문헌, 스토리, 연구 , 비디오, 서평, 

인터뷰 등을 조사한다.

∙일상의 삶 공간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자료수집 시 가능하면 객 인 독자가 되도록 하여 편견을 없앤다.

2단계: 극  비평 해석자가 되어라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듯이 수집한 증거들을 살펴보

고 그 증거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 로 의미가 없는지 악한다.

∙의미에 한 해석을 하도록 하고, 주석이나 자신의 의견을 메모하도록 

한다.

∙자신이 읽고 싶은 주제에 맞는 자료와 치되는 자료를 서로 구분하도

록 하여 아이디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유사성과 차이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유사한 아이디어별로 세 묶음 이상을 만들어 놓도록 한다.

<표 V-1> 리터러시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의 단계별 지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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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코칭 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4)

① 주제는 가능한 좁히게 하자.

②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가 등에 의해 스스로 질의하고 답을 찾게 하자.

③ 쓰기 과정에 탐구 활동을 필수 으로 넣게 하자.

도서 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특수한 사례별로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하자.

④ 수집된 사례에 색인을 만들게 하자.

⑤ 도입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의 주제들을, 본론은 최소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사례들, 그리고 

결론은 한 개로 정하게 하자. 결론은 도입 부분의 주제, 본론의 사례들을 하나씩 언 하여 

마지막에 압축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해보자.

⑥ 도입 부분도 일반 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거나 주장하는 아이디어들을 제기하게 하자.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은 그 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나는 그 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기해 보도록 한다.

⑦ 소제목은 사례별 제목으로 쓰게 하자. 단락의 경우 주제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쓰고 이어 

154) 양병 , 2009, 미국의 리터러시 코칭(서울: 교출 ), pp.133-136.

단계 지도 내용

3단계: 조직자가 되어라

∙아이디어별로 정리한 세 묶음 이상들을 깊이와 정도에 따라 순서별로 

구성하는 조직 구도를 만들어 배치한다.

∙조직 구도를 만들어 단계별로 다시 배치하면 1단락, 2단락, 3단락이 순

서를 갖추게 된다.

∙단락마다 자신이 알고 싶은 아이디어와 충돌되는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

는가? 살피도록 한다.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심단어를 문장에서 찾고, 없으면 유사한 의미를 

가리키는 언어나 상징, 기호 등을 포함한 문장들을 3개 정도 찾아 정렬

하도록 한다.

4단계: 기술자가 되어라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기술(여러 아이디어들을 배치하기 해 기술 으

로 말을 추가하고 빼는 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를 생략하고 단문 주로 문장을 구성하도록 한

다.

∙동사를 심으로 주어와 목 어를 살피도록 한다.

5단계: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라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1인칭을 쓰도록 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져 쟁 이

나 논란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가 들어가도록 한다.

6단계: 평가자가 되어라

∙자신의 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단어, 구문, 문장, 단락 쓰기에서 철

자법과 문법을 보는 자세도 몸에 배어야 하지만 검증하는 방식으로 

체 의 수직과 수평 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평가방법이다(수직과 

수평 계는 서론에서 결론까지 낱말에서부터 단락까지 훑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 구문, 문장, 단락 쓰기와 함께 철자법과 문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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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등으로 서술하면 명료해진다. 수집한 사례를 소제목별이나 

단락별로 순서를 정해 기술하도록 한다.

⑧ 수정 작업을 계속하게 하자.

⑨ 반복해서  쓰는 습 을 갖게 하자

⑩ 변형된 로 늘 쓰기를 확 하게 하자. 사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

능하다. 따라서 유사한 자료를 가지고도 쓰기 주제는 얼마든지 확 가 가능하다.

⑪ 논란과 쟁 을 만들게 하자. 쓰기는 시각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을 

버릴 필요는 없다.

⑫ 학교 선생님이 독자라고 간주하게 하자. 학생은 리터러시 코치가 되는 교사나 부모의 평가

를 기다리기도 한다.

⑬ 정성과 진지함을 쓰기의 생명으로 느끼게 하자.

⑭ 을 잘 쓰려는 노력을 늘 보이게 하자.

그리고 쓰기 코칭 로그램 운 상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55)

① 주제를 결정하고 쓸 에 한 방향을 잡게 한다.

② 참고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

③ 자료를 읽고 메모를 작성하게 한다.

④ 세부 인 개요를 작성하여 첫 을 완성하게 한다.

⑤ 필요한 자료를 더 찾고 보완하여 두 번째 을 완성하고 체 으로 편집한 뒤 참고문헌을 

만들게 한다.

⑥ 시간이 허락하는 한 검토하고 오류를 교정하게 한다. 물론 철자법과 문법에도 유의하게 

한다.

⑦ 필요하다면 좋은 수를 받기 해 먼  써서 교사의 상담과 자문을 구하게 한다.

1.2.2 글쓰기 워크숍

쓰기 워크 (Writing Workshop Model)은 특히 도시지역 학교에서 작문을 지

도하는 신규 교사를 한 과정 심 쓰기 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서사, 설득

하는 쓰기, 설명하는 쓰기, 감상문 쓰기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쓰기를 지도하는 

작문 단원을 과정 쓰기(출 을 통한 미리쓰기)와 작가 워크  근법( 체 학생 상 

미니수업, 개별쓰기와 공유)과 통합하여 운 하는 것이다. 수업 에는 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모범이 될 만한 학생 작품(mentor texts)과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거나, 아이

155) 양병 , 2009, 미국의 리터러시 코칭(서울: 교출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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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연습을 실시한다.

교사는 작문 교과의 최소 6개 단원에서 이 지도 방법을 용하고, 매 수업은 3단계

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5～10분 정도 체 학생을 상으로 쓰기 기술과 략을 지도

한다. 다음으로 25～30분 정도 개별 쓰기 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5～10분 동안 서로

의 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에 용한 논설쓰기 6단계 모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156)

[그림 V-1] 논설쓰기 6단계 모형

1.2.3 작가 프로그램

작가 로그램(Writers Matter Program)의 목 은 학생을 상으로 자신의 삶과 

도  그리고 꿈에 한 이야기를 로 표 함으로써 자기 인식과 쓰기 동기를 향상하

는 것이다. 한 자신의 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래 집단에서 다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 하며, 친구의 고통과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 로그램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쓰고 동료와 교사와 공

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 유형은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부의 교육과정 표 에서 정

한 정보 달의 , 서사  그리고 설득하는 을 채택하고 있다. 쓰기는 다른 사람

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쓰기 워크  운 이 가능하고 개성 

형성의 기 를 제공하는 쓰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쓰기 주제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157) 

156) Lauren Goldenberg et. al., 2011, “Impact of a Technology-Infused Middle School Writing Program on Sixth-Grade 

Students' Writing Ability and Engagement,” Middle Grades Research Journal, 6(2), pp.75-96.

157) Doborah S. Yost and Robert Vogel, 2012, “Writing matters to urban middle level students,” Middle School 

Journal, 43(3),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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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출신지는…… 

∙십 의 도 은…… 

∙가족 문제는…… 

∙삶은…… 

∙꿈과 포부 그리고 미래는……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와 함께 어려움 극복하기……

<표 V-2> 작가 프로그램의 주제

그리고 이 로그램에서 용하는 쓰기 7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8)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아이디어 선택  생산하기

2단계 ∙아이디어 인스톰하기

3단계 ∙아이디어 검토하기

4단계 ∙ 고쓰기

5단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6단계 ∙다른 사람의 지 을 고려해서 다시 쓰기

7단계 ∙출 하기

<표 V-3> 작가 프로그램의 글쓰기 7단계

이 로그램은 학생이 처한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학작품을 소

개하거나, 견학과 같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안 하고 격려하는 쓰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을 기울인다.

로그램은 1년 동안 진행하고, 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매월 모임을 갖고 

모든 학생들에게 한 쓰기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 다. 그리

고 학생들이 동료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장래 희망을 존 할 수 있는 교실 분 기를 

만들기 해서 노력한다.

158) Doborah S. Yost and Robert Vogel, 2012, “Writing matters to urban middle level students,” Middle School 

Journal, 43(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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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작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모습

1.2.4 속성 글쓰기 프로그램

속성 쓰기 로그램(Expressive Writing Program)은 미국 조지아주 마리 타

(Marietta) 공립 고등학교에서 주와 지역 교육청의 학력 기 에 뒤떨어진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쓰기 지도는 직  교수(direct instruction) 방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도 내용은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문 기법, 문장 쓰

기, 단락과 거리 쓰기 그리고 편집 기술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159)

쓰기 기술 지도 내용

작문 기법
∙ 문자로 문장 시작하기 ∙콤마 사용하기

∙인용부호 사용하기 ∙고유명사 문자로 쓰기

문장 쓰기 ∙구두 을 이용한 올바른 문장쓰기 ∙도입 구 활용하기

단락과 거리 쓰기 ∙다양한 문장 유형 활용하기(단문, 복합문, 혼합문 등)

편집
∙구두 과 시제일치 

∙두개 이상의 주 을 속사 없이 콤마로 이은 긴 문장 끊어 쓰기

<표 V-4> 속성 글쓰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쓰기 기술과 지도 내용

159) Barbara Walker et. al., 2005, “Using the Expressive Writing Program to Improve the Writing Skill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20(3),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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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에 걸쳐서 진행된 쓰기 로그램 용 결과 학생들의 올바른 단어 사용능력

과 작문실력이 일반 작문수업에 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교과의 쓰기 과제가 특히 도 일 수 있다. 따라서 효과 인 쓰기 과

제 수행에 필요한 한 쓰기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부진 학생을 

직 지도 함으로써 학습부진아와 보통 학생 간의 쓰기 능력 차이를 일 수 있고,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 쓰기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례

1.3.1 라이트 온 프로그램

라이트 온 로그램(Write On Program)은 2006년에 더햄 카운터 도서 과 노스캐

롤라이나 학교 채 힐 캠퍼스의 작문센터가 력하여 실시하 다. 이 로그램은 

청소년의 리터러시 향상을 한 작문 교실로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원하는 방

식 로 교사가 제시한 주제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 학생 상호 간의 피드백을 강조

하 다. 한 지도교사가 개인 으로 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하는 

분야의 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해 주었다. 특히 지도교사가 을 쓴 다음 학생

들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면서 그룹 안에서 기 되는 쓰기와 피드백을 시범 으

로 보여는 주되, 로 문법이나 문장구조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쓴 

시와 산문, 미술작품을 모아서 출 한 후 간단한 기념회를 열어 일반인들 앞에서 자

신의 작품을 읽는 행사를 진행하 다.160) 

이 로그램의 철학은 ‘재미, 자유, 집 ’이며,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은 그룹 활동, 자유로운 쓰기 연습과 워 업 활동, 자신이 쓴 작품 

읽기, 삶의 다른 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기표  연습, 새로운 분 기와 공동체 경

험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의 만남 등이다. 수업은 워 업 게임과 특정 작문 기술에 

을 맞춘 활동, 지도교사가 제안한 주제에 해 청소년들이 을 쓰는 시간, 청소년

들이 그룹 안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 칭찬과 건설 인 비

160) 데니스 E. 아코스토 & 샌드라 휴스-하셀, 2012, 도시 청소년들을 한 도서  서비스, 정진욱 역(서울: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 ),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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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주고받는 시간  마무리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 로그램을 다른 도서 에서 

용할 때 고려할 사항은 유 기 과의 트 십, 확고한 재정 기반, 일 성 그리고 

로그램 홍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2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

창의  쓰기 워크 (Creative Writing Workshop)은 로리다(Floride) 도서 에

서 10 의 창의성 개발을 하여 운 하 다. 워크 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년이나 

쓰기 규칙에 상 없이 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 다. 이 쓰기 워크 의 운  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61)

차 활동  지도 내용

계획

∙최소 2달 에 계획을 세움: 로그램명, 참가자수, 날짜, 필요한 자료

∙참가자 수: 최  15명

∙ 비물: 얇은 노트, 연필, 간식

∙운  시간: 총 4주(주 1회. 야간 1시간 는 2시간)

∙홍보 방법: 도서  월간 소식지 배부  포스터 시, 블로그, 신문기사

∙책 만들기: 온라인 자가 출  사이트  가격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자율 으로 선택) 

  ) Lulu 책 1권을 탑재 하는데(온라인 출 ) 4달러 소요

첫 만남

∙따뜻한 분 기에서 학생 자기소개

∙학생 스스로 워크  운 에 필요한 규칙 만들기

  ) 다른 학생이 말하거나 읽을 때 끼어들지 않는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의 에 웃지 않는다.

∙다양한 의 유형 논의하기: 소설, 비소설, 짧은  등

∙다른 청소년이 쓴 책 보여주기

창의성 연습

(수업과 연습)

∙학생들이 알고 있는 topic 제시하고 답하기

  ) 악당(villains)에 한 토론: 악당의 행동에도 이유가 숨겨져 있음을 이해하기

   -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Voldemort: 어린 시 , 왜 악당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악당으로 

만들었는가?

   - 신데 라의 계모

   - 아기 돼지 삼형제의 늑

∙아이디어에 한 토론, 작성한 을 소리 내어 읽기

   - 자신의 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함

후속 로그램

∙ (前) 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연습문제로 구성

∙ (前)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보다 극 인 참여, 새로운 학생 안내

∙규칙 재검토

<표 V-5> Florida 도서관의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의 운영 절차 및 지도 내용

161) Lauren Gibaldi, 2010, “Teaching Creative Writing at the Library,” Florida Libraries, 53(2),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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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쓰기가 꼭 학업과 연계되지 않고 오락일 수도 있

음을 알게 되었다는 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기는 학생의 

자아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창의성과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다. 그리고 자기분석을 통해서 자신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 인 학교 참여를 돕는다.

로그램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연령이나 학년별로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

다. 그리고 로그램을 수 별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1회 운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당하다. 지도내용을 

설계할 때 성별과 연령 를 고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요

하다. 그리고 로그램 운  에는 사 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

기를 만들어 주고 격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을 할 때는 친 한 태도로 

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1.3.3 Write Here, Write Now 프로그램

싱턴(Lexington) 공공도서 의 분 인 테이츠 크릭(Tates Creek)에서 실시한 Write 

Here, Write Now 로그램은 12～15살 청소년을 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에 총 8시

간(2주X2시간X2개월) 동안 진행한 창의  쓰기 워크  이다. 로그램의 목 은 

쓰기 반복 연습이 아니라 재미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한 단편소설이나 시

를 쓰고, 서로 소리 내어 읽고, 상호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쓰기 로그램의 운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2)

162) Heather Prichard, 2008, “Write here, Write Now: holding a Creative Writing Wrokshop Series at your Library,”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6(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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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활동  지도 내용

의 ∙아동 사서 등 동료와의 의를 통해서 로그램 상 연령 결정: 12～15세

참가자 결정

∙참가 학생에게 개별 인 심을  수 있는 정 인원: 10-12명

∙ 로그램 기: 도 탈락자를 고려하여 등록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부모가 신 등록한 경우 1/3 정도는 도 탈락함

내 학교 교사 

∙ 내 국어교사, ․고등학교 사서교사 

  - 학교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함

  - 쓰기 워크 의 목 을 요약하여 이메일을 발송함

  - 워크  홍보용 단지를 교실이나 도서  등에 게시해  것을 부탁함

홍보용 단지 제작  게시
∙본  소속 체 분 에 게시함

∙월간 도서  소식지에 담아서 메일로 발송함

작가섭외
∙지역 어린이 작가 섭외: 로그램의 마지막 모임 담당

  -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가의 경우 100달러 소요

작품 출  계획
∙자체 편집, 삽화 제작, 컬러 린터 활용

∙소책자 형태의 문집 제작

시간별 목  설정 ∙각 시간별 목 이나 일정 설계

<표 V-6> Write Here, Write Now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

쓰기 워크 이 잘 진행되면 학생들은 창의 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도 갖

추게 된다. 그리고 로그램 말미에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제출할 때쯤이면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구의 작품이 가장 훌륭한지 스스로 깨닫는다. 마지막 시간에는 부

모를 하여 다과를 함께 나 면서 문집을 나 어주고, 어린이 작가 앞에서 30분 

정도 발표한다. 학생의 발표 후에는 작가가 작품에 한 평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지역사회에 연고를 둔 역 작가가 쓰기 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의 작품에 평

을 해 다면 매우 값진 경험을 제공해  수 있다. 한 사서는 은 비용과 노력으로 

청소년과 좋은 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로그램의 운 상 나타난 문제 과 개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63)

① 흥미 있는 교육과정 개발하기

② 청소년의 흥미 유지하기

③ 청소년이 쓰기에 흥미가 부족한 경우, 부모가 신 로그램에 등록하기

④ 12-15세 청소년의 연령별 정서 인 차이 고려하기

⑤ 짧은 기간에 청소년과 깊이 있는 쓰기 작업을 하는 것의 어려움

⑥ 제작한 문집의 자  등록의 어려움

163) Heather Prichard, 2008, “Write here, Write Now: holding a Creative Writing Wrokshop Series at your Library,”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6(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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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의 운영 사례

1.4.1 창의적인 작가 워크숍

창의 인 작가 워크 (Creative Writers Workshop)은 에머슨(Emerson) 학이 여

름방학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창의 인 쓰기 능력을 집 으로 신장할 목 으로 

운 하는 비 학생 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소설, 비소설, 시, 극본, 소설 만화

(graphic novel), 잡지기사 등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로그램은 200시간(5

주X5일X8시간)으로 편성되며, 학생들은 쓰기, 워크 , 작품에 한 포트폴리오 작

성과 수정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이 로그램을 이수 한 학생은 부모님과 동료들이 

참석하는 최종 독서회에 참가하여 자신이 배운 쓰기 능력을 보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164)

￮ 소설과 비소설 그리고 다양한 세부 장르를 탐구한다.

￮ 참가자가 선택한 3개 장르에 한 기  언어, 작문기법, 례 훈련

￮ 워크 을 통한 교정 활동 

￮ 고 쓰고 읽기

￮ 작품의 포트폴리오 제작 

￮ 비 학생과 동료의 작품 듣기

￮  작가와 출 인의 강의 참석 

￮ 작가와 문학가의 생애 탐구

이 로그램에 참가하기 해서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참가 목 , 1쪽짜리 에세이, 

창의  쓰기 샘 (2～5쪽 짜리 산문, 2～4편의 시 는 시와 소설 2편)과 교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그램 참가비용은 30달러이고, 해외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

164) Creative Writers Workshop, [online], [cited 2013. 6. 17.]

<http://www.emerson.edu/academics/professional-studies/programs-high-school-students/pre-college-studio

-programs/creative-writers-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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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창의적 글쓰기 캠프

창의  쓰기 캠 (Creative Writing Camp)는 쓰기 워크 의 일종으로 알

드(Alfred) 학이 고등학생을 상으로 운 하는 로그램이다. 캠 의 주요 내용은 

시, 단편소설, 비소설,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장르에 한 소개, 쓰기 요소에 한 

집 훈련, 다른 학생의 작품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워크  참석, 기성 작가의 작품 

연구, 교수와의 1:1맞춤식 쓰기 교육 등이다. 이 캠 의 주간 교육 일정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65)

일 월 화 수 목

아침식사 8:00-8:45

오  강좌 9:00-12:00

(단, Career Development Center에서 진행하는 목요일 오  강좌는 9:00-10:00)

심식사 12:00-13:00

자유시간  

기숙사 

13:00-13:30

13:00 Nevins 극장 

입장

자유시간  

기숙사 

13:00-13:30

퇴실 13:00-14:00

등록 14:00-14:00

(등록후 기숙사로 이동)

기숙사 집합 16:00-16:15
오후 강좌 13:30-16:50

환 식  오리엔테이션 16:30

녁식사 17:00
녁식사 17:00-18:00

캠퍼스 안내 18:00

녁활동 18:30-21:30 녁 활동 18:30-21:30

기숙사 자유시간 21:30-22:30 기숙사 자유시간 21:30-22:30

취침 22:30-8:00 취침 22:30-8:00

<표 V-7> 창의적인 글쓰기 캠프의 주간 교육 일정표

이 캠 에 참가한 학생들은 쓰기 교육 이외에 다양한 친교활동과 게임, 화 람, 

수 과 농구 등 스포츠 활동, 사교활동과 마지막 밤에 열리는 송별 티 등에 참가한

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캠 용으로 마련한 기숙사에서 2인 1실로 합숙한다. 로그램 

참가비는 보증  100달러를 포함해서 850달러이다. 참가 희망자는 최근 성 증명서

나 리포트 카드, 교사 추천서 2통, 로그램 참가 이유를 은 1쪽 짜리 자필 에세이, 

4쪽 이내의 쓰기 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65) Creative Writing Camp, [online], [cited 2013. 6. 17.] <http://www.alfred.edu/summer/camps/writing.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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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창의적 글쓰기 캠프 참가한 학생들 모습

1.4.3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

창의  쓰기 로그램(Creative Writing Program)은 조지타운(George town)

학이 문과 교수  명작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구성하여 고등학생을 상으로 8일 

동안 운 하는 유료 문  문화 강좌이다. 주요 강좌내용은 문학장르(단편소설, 비소설, 

수기, 희곡, 시, 블로그 등), 문학사, 작문기법( 거리 구조, 인물묘사, 화 등), 아이디

어 발견과 좋은 쓰기, 책 만들기, 고 을 이용한 감 쌓기 등이다. 그리고 주요 실습 

로그램은 쓰기 워크 ,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회, 극장, 박불  등 방문, 동료 비평, 

책 만들기 등이다. 외국의 고등학생도 온라인으로 로그램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보

증 은 50달러이다. 창의  쓰기 로그램의 화요일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166)

시간 내용

07:00-08:00

08:30-10:30

10:30-11:30

11:30-13:00

13:00-14:00

14:30-16:30

17:00-18:30

19:00-20:00

아침식사

작가 강의 참석, 토론과 쓰기 연습

동표 비평, 객 인 비평 모델 활용

책 만들기 워크

심식사

Floger 극장 견학

녁식사(National Mall)

Macbeth 람(Floger 극장)

*핵심 강좌와 장 실습, 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표 V-8>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화요일 일정표

166) Creative Writing, [online], [cited 2013. 6. 18.] <http://scs.georgetown.edu/programs/300/creative-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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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

1.5.1 NaNoWriMo 프로그램

NaNoWriMo(National Novel Writing Month)은 샌 란시스코(San Francisco) 만 

연안 지역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쓰기 로그램이다. 13세 이상이면 참가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NaNoWriMo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11월 1일에 쓰기를 시

작해서 11월 30일 자정 까지 50,000단어 약 175페이지 분량의 소설을 써야 한다. 참

가자들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요약본을 읽을 수 있으며, 을 쓸 때 마다 자 수를 

계산해 다. 기한까지 50,000자의 소설을 써서 공인 받은 경우에는, Winner's 페이지

에 탑재되고, 웹 인증 배지를 받는다. 이 로그램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167)

￮ 11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50,000자 이상의 소설을 쓴다.

￮ 이미 발표한 산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개요, 등장인물 묘사, 자료조사를 모두 잘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은 인용표기를 해야 한다.). 

￮ 소설을 써야 한다(이 로그램에서 소설은 작품의 길이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혼자서 써야 한다.

￮ 최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다.

￮ 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1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사이트에 을 올린다.

NaNoWriMo는 학교와 도서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이 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온라인 청소년 쓰기 로그램(Young Writers Program)

과 교사용 지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는 사서교사가 방과 후 로그

램으로 운 하고 있으며, 학생과 함께 직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167)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online], [cited 2013. 6. 18.], <http://nanowr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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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NaNoWriMo 홍보용 전단지

NaNoWriMo와 유사한 온라인 쓰기 로그램으로는 JanNoWriMo,168) AugNoWriMo,169) 

SeptNoWriMo,170) NaPIWriMo171) 등이 있다.

1.5.2 Teen Ink

Teen Ink는 13세에서 19세까지의 십 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집필

한 시, 소설, 비소설, 그림, 사진을 탑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

다. 한 십  작품을 수록한 Teen Ink 매거진을 발간하여 국어교사, 작문교사 그리

고 도서 에 배부하고, 학 진학 안내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십 들에게 자신의 창의 인 작품을 출 하고 사랑, 가족, 흡연 그리고 

공동체 사 등 십 의 삶에 향을 끼치는 문제에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

168) January Novel Writing Month, [online], [cited 2013. 07. 30.] <http://janowrimo.livejournal.com/>

169) August Novel Writing Month, [online], [cited 2013. 07. 30.] <http://augnowrimo.proboards.com/>

170) September Novel Writing Month, [online], [cited 2013. 07. 30.] <http://september-wrimo.proboards.com/>

171) National Playwriting Month, [online], [cited 2013. 07. 30] <http://www.naplwr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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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Teen Ink는 1989년 이래 비 리 조직인 청년작가재단

(Young Authors Foundation)을 통해서 55,000권 이상의 십  작품을 출 하 으며, 

청소년의 독서, 쓰기 그리고 창의 인 사고능력 신장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의 포럼은 비소설, 소설, 시 등 장르별로 쓰기에 한 경험을 나 고, 

Teen Ink에 작품을 제출하기 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작

품에 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172)

[그림 V-5] Teen Ink 사이트의 포럼 메뉴 화면

청소년 상의 온라인 쓰기 로그램으로는 은이의 참신한 문학작품을 발굴할 

목 으로 발행하는 The Blue Pencil Online173)이 있다. 이 잡지는 Walnut Hill 술학

교에서 운 하는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편집하여 제작하는 잡

지로서,  세계 12세～18세 청소년이 어로 쓴 최고의 문학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목 이다. 

172) Teen Ink, [online]. [cited 2013. 6. 13.], <http://teenink.com>

173) The Blue Pencil Online, [online], [cited 2013. 6. 18.], <http://thebluepenc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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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소년 글쓰기 지원 비영리 단체의 글쓰기 프로그램

1.6.1 826 Writing & Tutoring Center

이 센터는 6～18세 아동  청소년의 창의 이고 서사 인 쓰기 능력 향상을 지

원하기 한 비 리 단체이다. 센터가 운 하는 로그램은 방과 후 지도, 밤과 주말 

워크 , 교실수업 지원(in-school tutoring), 어학습자 지원, 학생 출  지원 등이다. 

이 센터는 826LA, 826Valencia, 826Chicago, 826Boston, 826Michigan, 826NYC, 826 

Seattle과 같은 지부를 두고 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에서 826 Valencia의 

쓰기 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4) 

샌 란시스코만 연안에 치한 826 Valencia는 6～18세 어린이․청소년의 창의 인 

쓰기 능력 신장과 문학 술(literary arts)을 지도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비 리 단체

로 2002년에 작가인 에거스(Dave Eggers)와 교육자인 칼 가리(Nínive Calegari)가 

설립하 다. 이 단체는 숙련된 개인교사가 일  일로 지도할 때 학생의 쓰기 능력이 

길러지고, 훌륭한 쓰기 능력이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근간이라는 이념아래 창립되

었으며, 내 학생, 교실, 학교를 상으로 다양한 무료 쓰기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로젝트 기반 근법(project-based approach)으로 운 되는 로그램은 학생

이 쓰기 과정의 주체이며,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분명하게 표 할 수 있는 능력

을 신장하도록 돕는다. 한  쓰는 즐거움을 갖도록 하고, 쓰기 과정을 자유롭게 하

며, 자신의 을 책이나 잡지 는 신문으로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활동

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쓰기에 한 자신감과 창의력을 신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826 Valencia가 운  인 로그램은 내 다양한 분야의 문가로 구성된 자원 사

자를 학교나 교실에 견하거나 주말이나 방과 후 그리고 방학에 학생을 청하여 진행

된다. 표 인 로그램으로는 Field Trips 826, 방과 후 지도(After-school Tutoring), 

워크 , 학교 방문 로젝트(In-school Project), 출 (Publishing), 작가의 방(Writers' 

Room)등이 있다. 

이 에서 방과 후 지도는 무료로 자원 사자를 학교에 견하여 학생의 숙제, 창의

인 쓰기, 설명문 쓰기, 제2국어로서의 어 등을 지도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

그램은 1주일간 등록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은 쓰기 테이블에서 코디

174) 826 Valencia, [online], [cited 2013. 6. 11.], <1http://826valenc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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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을 쓴다. 학생들이 쓴 시, 수필, 소설 등은 스스로 교정과 편

집 작업을 한 후,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읽을 수 있도록 Look Closer/Mira 

de Cerca 라는 제목의 문집으로 제작한다. 

작가의 방은 2003년에 에버렛(Everett) 학교의 요청으로 도서 과 떨어진 곳에 

치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어졌다. 작가의 방에서는 교사가 보낸 한 학 의 반의 

학생과 자원 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이다. 학생을 나 어 지도하면 보다 많은 학생이 

작가의 방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교사는 깊이 있는 학

생지도는 물론 야심찬 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작가의 방에서는 학생들이 

취재하여 2개 언어로 편집한 Straight-up News 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V-6] Everett 중학교에 설치한 826 Valencia의 작가의 방 모습

1.6.2 Grub Street

Grub Street는 청소년 쓰기를 지원하는 비 리 단체이다. 표 인 로그램인 

청소년작가 로그램(Young Adult Writers Program)은 보스턴지역에 거주하는 14～

18세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창의  쓰기 워크 이다. Grub Street 은 작가 

로그램(Grub Street’s Young Adult Writers Program: YAWP)은 시, 극본, 비소설 

별로 소집단 쓰기 워크 , 직 작가로부터의 피드백, 다과, 독자를 한 작품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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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 에 등록한 참가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3시30분부터 4시까지는 자신의 작품

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0 를 한 쓰기 캠 와 고등학생의 창작과 출 을 지원하는 Summer 

Teen Writing Fellowship을 개최하고 있다. 여름에 운 하는 Fellowship 로그램은 

산문과 시를 쓴 역 작가는 물론 출 사와 편집자도 참가하며, 문학  감을 얻을 

수 있는 장답사를 실시한다. Summer Teen Fellowship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주간 진행되며, 참가를 신청한 보스턴지역 고등학

생들 에서 18명만 선발하여 운 한다. 이 로그램에 참여하기 해서는 5～10쪽짜

리 쓰기 샘 을 제출해야 한다. 로그램은 수업, 워크  그리고 독서활동을 심으

로 진행되며, 쓰기 기법을 배우고, 작가와 출 계에 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그리고 성인 작가 모임의 통에 따라서 작품을 완

성한 학생에게는 300불의 수당을 지 하고 있다.175)

이 밖에도 청소년에게 술과 문학 작법을 지도하기 해서 설립된 국 규모의 비

리 단체로는 Capitol City Young Writers176)가 있다. 그리고 TWAP(Teen Writers 

and Artist Project)177)은 작가와 술가를 지망하는 14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교육과 

작품 기법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 1991년에 설립된 Young Chicago Author178)

는 13세～19세 청소년을 상으로 무료로 워크 을 제공하고, 창의 인 쓰기와 공연 

그리고 출 을 통해서 자기표 과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7 해외 글쓰기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1.7.1 해외 글쓰기 프로그램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해외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출 )와 

차 그리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  의 쓰기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는 이다. 한 쓰기 과정과 결과의 공유 활동이 로그램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175) Grub Street, [online], [cited 2013. 6. 18.] <http://www.grubstreet.org/>

176) Capitol City Young Writers, [online], [cited 2013. 6. 18.], <http://capitolcityyoungwriters.wordpress.com/>

177) Teen Writers and Artist Project, [online], [cited 2013. 6. 18.], <http://teenwritersandartists.ning.com/>

178) Young Chicago Author, [online], [cited 2013. 6. 18.], <http://www.youngchicagoautho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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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학생을 작가로 우함으로써 자주  쓰기와 쓰기에 한 흥미 유발을 강

조하고 있다. 개별 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  주체 로그램명 주요 특징

학교  
학교도서

쓰기 코칭 로그램

∙창의  쓰기 로그램
∙모범  쓰기와 쓰기 결과를 강조한 결과 심 쓰기와 차와 략을 
활용한 과정 심 쓰기 통합 로그램

∙읽기(자료탐색)와 쓰기 통합
∙탐구학습 연계 가능
∙5주 로그램

쓰기 워크  모델

∙창의  쓰기 로그램
∙통합  (모범 텍스트+과정 심+동료와의 상호작용)
∙ 쓰기 워크 (미니수업+개별쓰기+공유) 활용
∙6단계 논설 쓰기 모형 용
∙수업진행 3단계: 쓰기 기술과 략지도(5～10분)+개별쓰기(25～30
분)+공유 평가(5～10분)

작가 로그램

∙다문화 학교에서 운 한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
∙과정 심과 화 심의 쓰기 로그램
∙7단계 쓰기 모형 용
∙1년 동안 운

표  쓰기 로그램

∙학습부진아 상
∙결과 심 로그램
∙4단계(작문기법-문장쓰기-단락과 거리쓰기-편집)
∙50회 운

공공도서

라이트 온 로그램
∙공공도서 과 학의 작문센터의 연계 운
∙결과와 화 심의 쓰기
∙유 기 과의 트 십, 재정기반, 일 성, 홍보가 요함

창의  쓰기 워크

∙자아발견  창의성 신장 로그램
∙통합  
∙동일 연령이나 학년별 반 편성  수 별 반 편성 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4주(주 1회 2시간)운

Write Here, Write Now 

∙시, 소설 쓰기 심의 창의  쓰기 로그램
∙통합  
∙지역작가 참여-학생 작품 강평
∙ 정 인원 10-12명
∙방학  운 (2개월, 2주에 2시간 총 8시간)

학

창의  작가 워크

∙여름방학 집  쓰기 로그램(5주 주 5일 1일 8시간 운 )
∙통합  
∙고등학생 상
∙소설, 시, 희곡, 극본, 비소설 등 다양한 쓰기
∙최종 독서회에 동료와 학부모 
∙참가비 유료(1인당 30달러)
∙해외 학생 참가 가능

창의  쓰기 캠

∙통합  
∙문학작품 쓰기 심
∙1:1맞춤식 교육
∙고등학생 상 합숙 로그램
∙참가비 유료(1인당 850달러)

창의  쓰기 로그램
∙유료 문  강좌
∙견학, 찰 등이 포함된 통합  
∙고등학생 상 유료 로그램(50달러)

<표 V-9> 해외 글쓰기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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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해외 글쓰기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 학교의 쓰기 교육이 범교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도서 의 쓰기 로그램에 지역사회  유 기 의 문가를 자원 사자로 

활용한다.

▢ 쓰기 워크  형태의 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이 작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책

을 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심리 인 안정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쓰기 공간을 제공한다.

▢ 청소년이 자신의 작품을 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표  능

력과 자 심을 고취한다.

▢ 학생모집, 홍보를 하여 공공도서  사서  학교도서  사서교사 등이 상호

력 한다.

▢ 청소년의 자아 발견, 문제해결,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쓰기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 동일 연령이나 학년별 반 편성  수 별로 반을 편성 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

는 것이 효과 이다.

▢ 참가 학생에게 개별 인 심을  수 있는 정 인원은 10-12명이다.

▢ 청소년 쓰기를 지원하는 범국가 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운  주체 로그램명 주요 특징

온라인

NaNoWriMo 로그램 ∙결과 심 소설쓰기 로그램(50,000단어)

Teen Ink
∙결과와 화 심 쓰기
∙시, 소설, 비소설, 그림, 사진 등 청소년 작품 공유  출

비 리단체

826 Writing & Tutoring 
Cente

∙창의 , 서사  쓰기 능력 향상 목
∙결과와 화 심 쓰기
∙교실 수업( 로젝트 학습) 연계

Grub Street
∙창의  쓰기 워크
∙결과와 화 심 쓰기
∙학생을 작가로 우: 우수 작품을 제출한 학생에게 수당(300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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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2.1 국내 글쓰기 교육

우리나라 학생들의 쓰기 교육은 논술과 독후감을 심으로 교육부나 교육청 등

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 수 의 시험을 

비하고 있는 형태이며, 주요 시험과 평가에 있어서 논술과 같은 쓰기는 아직도 형

식에 맞추어 답을 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율 인 사고에 기반을 둔 다양한 

답을 기 하기 보다는 문제와 제시문에 학생의 사고력을 제한 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입학사정 제도 도입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쓰기 교

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분 사설학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79)

등학교에서 독서와 논술이 강조되면서 독서교육이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후 평가는 등 을 매기고 수를 부여하는 평가만이 존재하고 

감상문에 한 피드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이다. 피드백의 부재는 주체 인 

쓰기, 생산 이며 개성 인 쓰기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독후감이나 논술문에 한 1:1 개인 첨삭지도를 시도하고 있

다. 그러나 첨삭에 따른 비용 문제, 첨삭 내용의 문성과 충실도, 첨삭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180)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수업은 구체 인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끊임

없이 쓰게만 하는 수업, 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략은 가르쳐주지 않고 완성된 에 

한 논평만 해주는 결과 심의 수업이다. 특히 수사학 인 개념을 열거하는 수업, 입

시에 맞춘 기법 주의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8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등학교 쓰기 교육의 방향을 21세기 사회에

서 요구하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 신장에 두어야 한다.182) 구체 으로는 쓰기 

179) 임춘택, 2012, “독일어권 쓰기 교육에 한 연구: 독창성, 의사소통, 자기표  역을 국내 사정과 연 하여,” 

교양교육연구, 6(2), p.395.

180) 정형근, 2009, “학교 쓰기 교육의 몇 가지 문제 과 개선방안,” 사학과언어학, 16, pp.47-71.

181) 이재승, 2005, “작문교육의 황과 발  과제,” 작문연구, 1, p.46.

182) 박 목, 2007, “ 등학교 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작문연구, 5,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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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활

용능력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쓰기가 특정 교과 심이 아

니라 범교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2.2 학교 및 학교도서관의 운영 사례

2.2.1 교육부의 책 쓰기 동아리 프로그램

책 쓰기 동아리 로그램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목 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되

었다. 이 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성, 심, 진로 등에 합한 주제를 탐

색하고, 선택한 주제에 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조사․연구한 후에 그 성과

를 책으로 완성하는 활동이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의 주제를 탐색하고 책으로 완

성하는 과정은 학생 스스로 사유하고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쓰기에 소질이 있거나 심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 인 쓰기 경험을 제공하고 참 자

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183)

책 쓰기 동아리의 정 인원은 지도교사 1명당 학생 1명이 당하다. 동아리 학생모

집은 홍보 후 학생의 참가신청서를 받고 면담을 거쳐 선발하는 방법, 담임 추천, 도서

부원, 다독학생  성실하고 책 쓰기에 심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모집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신청서를 받아 모집하는 방법은 많은 학생에게 책 쓰기 동아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생의 성실성이나 개인

인 성향 등을 악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선별하여 모집하는 방법은 시

간 소요가 고 학생의 성향을 악하기 쉽지만 심 있는 학생의 참여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

책 쓰기 동아리 활동은 담당교사의 체계 인 리와 피드백 그리고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활동보다는 체 모임 시간을 확보하여 운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책 쓰기 동아리 활동 시간은 방과 후 활동과 계발활동

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방과 후 활동은 학원이나 보충수업 참여 등으로 체 모임

이 힘들 수 있고, 계발활동 만으로는 쓰기에 충분한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시간 확보를 통해서 개인면담과 작품에 한 피드백을 진행해야 한다. 

183) 교육과학기술부, 구 역시교육청, 2010, 책 먹으면 책 나오는 동아리 이야기( 구: 구 역시교육청), pp.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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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기 동아리 활동은 12단계로 나 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활동 목

표와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4)

184) 교육과학기술부, 구 역시교육청, 2010, 책 먹으면 책 나오는 동아리 이야기( 구: 구 역시교육청), pp.100-109.

185) POP: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의 약자로 구매시  고 는 매시  고라고 한다. POP는 상품을 매하

는 장소에서 매원의 안내가 없더라도 시각화된 문자 고를 통해 직  구매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직  고로, 

시각화된 그래픽 요소로 인해 매장이나 행사장의 장식효과도 기 할 수 있다.(출처: 문화 술평생교육진흥회 

POP 씨연구회, [online], [cited 2013. 8. 27.] <http://www.popbox.co.kr/d/contents.php?cid=300001>)

단계 활동목표 활동내용

1단계

동아리 활동 안내  

면담

책 쓰기 활동에 한 안

내  면담을 통하여 학

생들이 동아리에 해 깊

이 이해하고 소속감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① 책 쓰기 동아리 활동 안내

∙책 쓰기의 의의, 목 , 체 과정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친 감 형성하기

∙동아리 부원 간 소개  간단한 게임을 통해 어색한 분 기를 없앤다.

∙학생들의 독서성향, 장래희망, 취미 등을 면담이나 설문지를 통해 사

에 악하고, 담당교사와 학생 간에 친 감을 형성한다.

2단계

짧은 쓰기

짧은 쓰기 연습을 통해

서 학생들이 쓰기에 

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자신감을 키워  수 있는 책이나 동 상 보여주기

∙도서: 피터 이놀즈

∙동 상: 김연아, 안철수 등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② 자 청 강의

∙책 쓰기에 한 구체 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작가를 청하여 학생들과 이야기 시간을 갖는다.

∙지역작가, 학생이나 학부모  책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한다.

③ 학생이 쓴 책 소개하기

∙10 에 의한 10 를 한 책/박성정

∙학교생활 즐겁게 보내기/김태은

∙28청춘 러 터/임정민

∙13+1/한 희

∙ 한민국학교 사 /학교 사 편찬 원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이상

④ 쓰기 부담 없애기

∙1분간 쓰기: 감을 주고 1분간 생각나는 로 쓰기

∙오감을 이용한 쓰기

  ) 과자를 활용한 오감 쓰기

  - 시각: 과자의 생김새에 해서 쓰기

  - 청각: 과자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개한 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쓰기

  - 후각: 과자의 냄새에 해서 쓰기

  - 미각: 과자의 맛이 어떤지 쓰기

  - 각: 과자를 만졌을 때의 느낌 쓰기

∙상상하여 쓰기

  )이어질 이야기 꾸며보기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 꾸미기 

3단계

책 쓰기 주제 탐색

학생들의 창조 인 발상

을 키워주고 자신의 흥미

와 성에 합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생각나는 로 쓰기

∙ 인스토 ,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주제를 탐색한다.

∙제시단어 시: 나, 책, 쓰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나의 꿈 

② 신문 활용하기

∙신문을 살펴보면서 심이 있는 기사나 사진 등을 오려서 스크랩하기

∙신문 속 기사를 바탕으로 상상하여 쓰기

<표 V-10> 책 쓰기 동아리 활동 단계별 목표 및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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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목표 활동내용

4단계
주제 평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의 
주제를 발표하고 친구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지도한다.

① 나의 계획 발표하기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몇 가지 선정하여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한 사람이 발표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평가지를 작성한다.
② 평가하기
∙모든 회원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상호간의 토론을 통한 상호 평가를 한
다.(상호평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제를 검토한다.(교사평가)
∙주  평가를 통해 자신이 정한 주제를 되돌아보고 평가한다.
(직 평가)

③ 주제 확정하기
∙특정 주제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5단계
책 쓰기 활동 계획 

짜기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책
에 해 단계에 따라 구체
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

고 확정하도록 지도한다.

① 책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내용과 형식 등을 계획표로 만든다.
∙주제 심의 마인드맵을 통하여 세부내용과 형식을 정리한다.
② 교사는 동아리 체 일정을 사 에 안내하여 계획표의 큰 틀을 제시한다.

6단계
주제 련자료 탐

색․정리

학교도서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계획한 
책을 쓰기 해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여 정리하
도록 지도한다. 특히 앞
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에 한 조언을 해  
수 있는 해당 분야의 
문가를 찾도록 지도한다.

① 학교도서 에서 자료 검색
∙학교도서 에서 자신이 쓰려고 하는 주제나 종류의 책들을 찾는다.
∙찾은 책의 목차를 정리해 으로써 책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
디어를 얻는다.

∙자료 검색은 수업시간 이외에 인터넷이나 잡지, 신문 등에서 평소에 틈
틈이 모은다.

② 장 체험학습
∙지역의 도서 이나 서 을 견학하거나, 문학기행을 한다.
∙학교도서 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책을 경험하고, 도서  사서나 이용
자를 상으로 인터뷰하여 인기가 있는 도서를 조사한다.

7단계
책 목차 구성하기

학생들이 각자 쓰고자 하
는 책의 내용을 논리성, 
체계성, 일 성을 갖추어 
정리하고 이를 목차표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책의 내용을 크게 묶어보고, 각 내용에 어울리는 소제목을 붙여 목차를 
만든다.

8단계
사례 제시

(선배 작가와의 만
남)

다른 친구나 선배들이 쓴 
책을 보여주거나 해당 분
야 문가를 만나 이야기
를 나 다.

①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쓴 책을 보여주고, 책에 한 감상과 소감
을 나 다.

② 책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책을 쓴 사람이나 해당 문가를 직  
만나 이야기를 나 어 본다.

9단계
작권 교육

본격 인 책 쓰기에 앞서 
작권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이 수집한 자료를 올바
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① 학생들에게 작권에 하여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② 실습하기
∙참고문헌 쓰기, 인터넷의 작물 출처 밝히기 등을 실습한다.

10단계
책 본문 쓰기

1-9단계 활동을 토 로 
학생들이 책의 여러 부분
들을 차례 로 완성해 나
가도록 지도한다.

① 원고쓰기: 자신이 계획한 목차에 맞게 을 쓰며 내용을 확장해 나간다.
② 피드백  검: 학생들은 계속 을 써 나가도록 하고, 교사는 진행과

정을 살펴보며 꼼꼼하게 검한다. 동아리 부원 간에도 돌려 읽고 서
로 의견을 주고받게 한다.

11단계
책 완성하기

학생들이 그 동안 작성한 
원고를 최종 검하고 완
성하도록 지도한다.

① 책 표지와 삽화그리기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갈 때, 한 사람씩 각각 책을 만들 
것인지 하나의 책으로 묶어 합본하여 제작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한다.

∙삽화나 꼴, 내용의 배치 등을 의논한다.
∙책 표지 디자인은 합본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 경우 체 표지의 디자
인과 체 책 제목을 의논한다.

∙삽화는 원고를 쓰면서 미리 비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사
진을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다.

② 원고 교정작업: 가편집하여 회원들과 돌려 읽으며 검토를 하고 수정할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책 소개하는 쓰기
∙ 자 소개 쓰기
∙서지시항 쓰기
∙책의 차례 쓰기
∙책 고 쓰기: 자신의 책을 신문에 고한다고 생각하고 고  써 보
기, POP185) 강사를 빙하여 POP를 통해 책 고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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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내 책 쓰기 프로그램

구 역시교육청이 운 하는 내 책 쓰기 로그램의 목 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

나 심, 성이나 진로 등 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조

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출 하는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책 쓰는 독자, 이야기 

생산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 로그램은 쓰기 단계를 ‘마음열기- 쓰기능력 키우

기-주제탐색-내용 구성-집필’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된다. 그리고 쓰기 주제 선정과 자

료조사, 집필활동을 도와주는 27개의 활동지( 쓰기 략)를 활용하고 있다. 각 단계

별 주요 활동 내용과 활용한 자료  교수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6)

186) 구 역시교육청, 2010, 책 쓰며 크는 삶: 책 쓰기 워크시트( 구: 구 역시교육청), pp.1-76의 내용을 정리하

여 도표화 함

단계 활동지( 쓰기 략) 제목 활용 자료  교수활동

1단계 

마음열기

1. 책 쓰기에 한 흥미 가지기 ∙학생이 쓴 책 소개

2. 책 쓰기에 한 자신감 키우기(1) ∙맥스 루카도의 는 특별하단다  감상

3. 책 쓰기에 한 자신감 키우기(2) ∙ 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  감상

2단계

쓰기 능력 키우기

4. 1분간 쓰기를 통해 쓰기 능력 키우기

∙주제 ) 나, 친구, 학교, 가족, 나의 미래

 - 떠오르는 로 쓰기

 - 가능한 빨리 쓰기

 - 쓰다가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쓰기

∙2분, 3분, 5분 쓰기로 확 함으로써 쓰기에 

한 두려움 해소

5. 마인드맵을 통해 쓰기 능력 키우기
∙교사의 설명과 시범

∙실습

6. 련 없는 상을 연결 짓기

∙창의 인 발상과 표  연습

∙주어진 단어  2개를 마구잡이로 가져와 련

을 짓고, 그 이유를 쓰도록 한다.

∙ ) 여자는 자동차다

<표 V-11>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내 책 쓰기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활동목표 활동내용

12단계
평가  출

자신이 쓴 책의 주제, 쓰
게 된 배경과 과정을 발
표한다. 모든 과정이 끝
나면 책을 출 하도록 지
원한다.

① 추천서 쓰기: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추천사를 써 주도록 한다. 부모
님이나 주변에 부탁한다.

② 인쇄소 의뢰
∙인쇄소에 의뢰하여 원고를 인쇄하고 책의 형태로 제본한다.
∙인쇄․제본 시 요구사항을 인쇄소에 자세하게 알려 다.
∙운 비를 고려하여 북아트를 활용한다.
③ 출   평가
∙기념 티를 열고 학교도서 에 책을 시한다.
∙참가학생들에게 수료증과 완성된 책을 선물로 다.
∙학교방송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학교도서 에 등록하여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독서행사 도서로 활용한 다.

∙출 사에 출 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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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지( 쓰기 략) 제목 활용 자료  교수활동

2단계

쓰기 능력 키우기

왜냐하면,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

이다.

∙국어사  활용: 아무 페이지나 두 번 펼쳐서 

에 들어오는 단어를 ( )은 ( )이다와 같이 연결 

짓고, 왜냐하면, ( )을 기록함

7. 내 몸의 감각을 활용하기

∙상상한 것이 아닌 사실만을 쓰도록 함

∙ : 지  내 책상에는 이런 냄새가 나요!

[뭔가 퀴퀴한 냄새, 시큼한 냄새, 나무 냄새, 지

우개 고무 냄새]

8. 인스토  기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생각을 표 하기

∙모둠활동: 생각나는 로 말하고, 타인의 의견

을 평가하지 않기

∙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려면

9. 화가 마그리트의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 인 

생각을 표 하기

∙ ) 크기의 변화

 - 일반 인 생각: 사과는 방보다(작다)

 - 마그리트의 작품: 사과는 방만큼(크다)

 - 나의 창의 인 생각: 연필은 사람보다 (크다)

10. 신문을 활용하여 쓰기 능력 키우기

∙활동 순서

 - 오늘 신문에서 흥미 있는 사람의 기사와 사진을 

찾아본다.

 - 기사문에서 제목과 육하원칙을 찾아 을 그어

본다.

 - 사진과 제목을 오려서 학습지에 붙인다.

 - 붙여진 인물사진 에 에서 찾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쓴다.

∙10년 후의 나와 가상 인터뷰하기

11. 나의 꿈 찾기

∙롤 모델 찾기

 - 안철수(MBC 무릎  도사 안철수 편)

 - 박지성

12. 나의 꿈에 한 자신감 키우기

∙바보로 불린 의사 장기려(EBS 지식채 )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10-20년 뒤에 사용할 명함 만들기

3단계

주제 탐색

13. 가치 있는 삶을 통한 나의 꿈 찾기
∙EBS 지식채 : 두 명의 해커

∙EBS 지식채 : 당신의 손이 두 개인 까닭

14. 내가 쓰고 싶은 책 정하기

∙나의 뇌구조 정리하기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주제로 마인드 맵 그리기

∙내가 가장 쓰고 싶은 책 3개 고르기

∙도서 에서 내가 쓰고 싶은 책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책 찾아보기

15. 내 책의 구체 인 주제 정하기

∙주제의 : 공부(교과와 련된 주제), 취미, 

진로, 여행, 나

∙쓰고 싶은 주제 3가지와 구체 인 내용 기

16. 내가 정한 주제를 친구들에게 평가 받은 

후, 주제 확정하기

∙평가지 활용: ○, △, ☓
∙친구 의견 참고하여 주제 정하기

17. 쓰고 싶은 책과 련된 책을 통해 내 책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자신이 정한 주제를 생각하며 구체 인 내용, 

형식 기

∙도서 에서 련 있는 책 3권 찾아 어보기

18. 내 책을 쓰기 한 추진계획서 작성하기

∙최종 주제, 구체 인 내용

∙ 상독자

∙ 비물( : 연습장, 필기구, 참고자료 등)

∙주제탐색-주제정하기-자료수집-내용구성-집필

하기 단계별 활동내용과 구체 인 일정 정하기

19. 내 책의 주제와 련된 책을 살펴보며 책의 

편집체계와 내용 구성 악하기

∙내 책의 주제와 련된 책을 3권 찾아

 - 겉표지, 속표지, 자소개, 목차, 본문, 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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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설 읽기 워크북

사설 읽기 워크북은 충청남도교육청이 학력 신장을 하여 개발한 로그램이다. 

워크북은 앙지와 지방지를 망라한 여러 신문에서 사설, 칼럼, 오피니언 등의 자료를 

발췌하여 교재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와 서술 방법을 익힐 수 있

다. 한 사회, 과학, 윤리,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배경지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교과별로 자기주도 학습에 따른 수행평가 자료로

도 활용할 수 있다. 

사설 읽기 워크북은 ‘제목  사설의 출처, 신문사설 자료, 낱말․용어해설, 심내

용 찾기, 주제문 쓰기, 주장에 한 생각쓰기, 선생님 확인’등 7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펼침 면에 사설과 과제를 배치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과제해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하 다. 학교용 사설 읽기 워크북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단계 활동지( 쓰기 략) 제목 활용 자료  교수활동

정가, 추천  등을 찾아 특징을 기록함

∙내 책의 주제와 련된 책들의 목차를 옮겨 쓰면

서 내용 구성 살펴보기

4단계

내용 구성

20. 마인드맵을 통해 내 책의 하  내용 

마련하기

∙ 시 주제: 100일 안에 컴맹 탈출 비법

주제: 소설- 우리들 이야기

21. 내 책의 목차 정하기

∙마인드맵에 하나씩 번호를 붙이기

 - 내용수정, 추가 삭제 가능

∙붙인 번호를 토 로 목차 정리하기

22. 목차별로 자료 수집하기

∙목차별로 자료수집 계획 세우기

∙출처 밝히기

∙수집한 자료 모둠원에게 발표하고 피드백 받기

∙자료수집에서 보완할  기록하기

5단계

집필

23. 문장쓰기

∙도서 에 있는 책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문장 찾

아보기

∙인상 깊게 첫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 발표하고, 

피드백 받기

24. 문단쓰기

∙하나의 핵심 문장에 살을 붙여 한 문단으로 늘려 

쓰기

∙인용, 비교, 조, 분석, 분류, 구분, 설명, 가정, 

열거, 강조, 단정, 비유, 첨가, 부연 등 활용

25. 고쓰기

∙내 책의 목차 옮겨 기

∙목차의 수만큼 원고 분량 정하기

∙목차 순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문단쓰기

26. 자 소개

∙3권 이상의 책에서 자 소개를 살펴보고 개성 

있는 책을 찾아 발표하기

∙자신의 책에 어울릴 만한 자소개 방법 정하기

∙나만의 책에 담을 자소개 쓰기

27. 머리말, 후기, 추천 쓰기
∙제목 결정하기

∙머리말, 후기, 추천 (감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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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187)

社說

자선냄비 끓게 하는 익명의 억  온정
낱말․용어해설

01 한국일보 2011-12-08 ∙▢▢: 이름을 숨김

① 구세군 자선냄비에 1억1,000만 원짜리 수표가 담겨 있

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흐뭇하게 한다. 익명의 후

원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 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도 남겼다. 그의 

‘작은 성의'는 구세군 측의 약속 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쓰이겠지만 그의 커다란 사랑은 온 국민에게 

마음의 복지를 베풀어 주고 있다.

② 길거리 자선냄비에 거 을 넣었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욱 감동  하는 은 사랑과 기부에 한 후원자의 

마음이다. 60 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다가와 구세군사 학교 어린 학생에게 정 하게 인사

한 뒤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말만 남겼다고 한다. 기부

나 사랑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그  베푸는 시혜나 

원조만이 아니고 경건하게 의를 갖춰 이 져야 한다

는 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 편지에 “항상 좋은 일

을 하시는 구세군께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말한 것에

서도 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③ 그 동안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기부와 사랑을 실천한 

많은 사례들처럼 이번 소식도 자신과 주 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마지못해 수백~수천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면서 용처와 방법에 향력을 유

지하려는 행 가 안타깝고 민망하게 여겨지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반 국민 3명  1명은 평소 

이나 물품, 업무와 재능 등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기

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강퍅(剛愎)188)해 보이는 

사회가 온 하게 지탱되어가는 훌륭한 버 목이 아닐 

수 없다.

④ 구세군 자선냄비 모 은 24일 성탄 야까지 이어지

며, 사회복지공동모 회의 사랑의 열매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된다. 양  모 행사 모두 1일 시작

으나 년에 비해 국민들의 심이 다소 덜한 모양이

다. 진정으로 하는 기부라면 실명이든 익명이든, 액수

가 많든 든 사랑의 력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

선냄비가 펄펄 끓고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까지 올라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훈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겠다.

∙버 목: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자선냄비: 구세군이 연말에 실시하는 가두모 운동

심내용 찾기

문단 ① 구세군이 자선냄비에 익명으로 1억 1,000만원

을 넣어 국민들을 흐뭇하게 하 다.

문단 ② 후원자의 마음은 

문단 ③

문단 ④ 모 행사에 국민들의 심이 다소 덜하지만 

이를 계기로

주제문 쓰기

주장에 한 생각 쓰기

선생님 확인

<표 V-12> 중학교 사설 읽기 워크북의 구성 사례

187) 충청남도교육청, 2012, 사설읽기 워크북: 학교( : 충청남도교육청), pp.4-5.

188) 강퍅하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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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책 쓰기 프로그램

숭문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의 일부로 이루어진 책 쓰기 로그램은 학생을 자

로 우한다는 에서 쓰기 워크 과 유사한다. 이 로그램은 책 쓰기 활동이 

쓰기 능력을 쉽고 흥미 있게 키울 수 있고 노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쓰기는 보통 남이 정해  주제와 형식, 시한과 분량,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쓰기를 제 로 공부한 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힘든 작

업이다. 반면에 책 쓰기는 이러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자

신의 진로와 심, 흥미, 성, 능력과 연 된 주제를 찾아 도서 에서 자료를 조사하

고 해당분야 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 쓰기 로

그램의 목 은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자신의 

진로와 심분야를 모색하여 장래 자신의 책을 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189) 

이 로그램은 주제 선정과 도서 과 인 자원을 활용한 자주 인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는 에서 로젝트학습이나 탐구학습과 매

우 유사하다. A4용지 30매 이상 는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돕는 나만의 책 쓰기 10단계 지도 략을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190)

189) 허병두, 2012, 나만의 책 쓰기(서울: 문학과지성사), pp.9-15.

190) 허병두, 2012, 나만의 책 쓰기(서울: 문학과지성사), pp.251-281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단계 지도 략 지도 내용  유의사항

1단계 

부담 없애기 훈련
∙1분 쓰기

∙낱말을 무작 로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면서 은유  

발상 연습하기, 일정한 상황을 표 한 문장을 다양

하게 변형하기

2단계

주제 탐색

∙ 스토

∙원형정리법 익히기

∙신문활용하기

∙주제의 요건 소개

 - 흥미성

 - 유용성

 - 가능성

∙원형정리법: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떠올

리며 이를 원 둘 에 메모하며 방사선 형태로 나가

는 특별한 메모식 정리법

∙신문 활용하기: 신문을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며 주

제 찾기

3단계

주제 평가

∙주제 요건에 따른 직  평가

∙교사, 친구들과 상호토론을 통하

여 부 한 주제 걸러내기

∙각자의 주제를 칠 에 쓰게 한 후 주제의 요건에 따

라서 자신의 주제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친구

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한다.

∙과거와 재의 나만의 책 주제 사례를 보여 다.

<표 V-13> 나만의 책 쓰기 10단계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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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도 략 지도 내용  유의사항

4단계

추진계획

∙추진 계획서 쓰기

∙주제 정리표 만들기

∙주제 심 원형 정리 작업 제출

∙추진계획서: 자신의 주제를 밝히고, 개 내용을 

요약하게 한 다음 추진 일정을 짠 문서로 면담을 통

해서 의한다. 한 면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5단계

련자료와 

문가 찾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료 

찾기

∙학교도서 에 소장 인 나만의 

책 검토 시작하기

∙인터뷰 할 문가 찾기

∙주제 련 문헌자료 반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잘 된 나만의 책을 보여주면 오히려 역효

과가 날 수 있다.

∙자신이 인터뷰하고 싶은 련 분야 문가를 찾아

서 약속을 잡도록 유도한다.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를 청하여 인터

뷰 방법에 한 특별 강의를 실시한다.

6단계

내용의 체제 갖추기

∙차례 만들기

∙분류의 요성과 방법 강조하기

∙도서 과 인터넷 서 을 활용하여 유사한 성격의 

책을 찾아 차례를 참고하고 자기 주제의 차례를 작

성하도록 한다.

∙ 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차례에 한 조언을 받는

다.

∙기존 책들의 차례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친구들과 

상호 토론한다.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는다.

7단계

시범 제시

∙책 쓰기의 과정과 실제 직  보

여주기

∙우수 나만의 책 작성자 강의 

듣기

∙ 문가 인터뷰 보여주기

∙출 사 편집자를 청하여 조언을 듣는다.

∙역  우수 나만의 책 작성자의 강의를 듣는다.

∙ 문가를 빙하여 인터뷰의 실제를 직  보여

다.

8단계

완성 비

∙책의 표지와 자 소개 쓰기

∙서지사항 쓰기

∙맨 앞에 구성과 차례 쓰기

∙연기 신청서 내기

∙역  최고의 나만의 책들을 참고자료로 보여주면서 

기존의 수 을 능가하도록 북돋는다.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연기신청서를 

쓰도록 한다. 이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한다면 연기를 허락한다.

∙ 화제 로 읽기와 문학작품 크로스워드퍼즐을 활

용하여 소극 인 참여 학생을 집  리한다.

9단계

제출과 보완 거듭하기

∙나만의 책 제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가 조언을 

거듭해주기

∙나만의 책 홍보문 쓰기

∙제일 먼  낸 학생의 나만의 책에 즉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체 학생에게 배부하면 생생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홍보문은 자기 책과 작성 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도

록 한다.

∙퇴고, 교정/교열을 연습한다.

 - 련 설명을 한 시간 정도 집 으로 제시하고 이

후에는 학생 상호 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개별 책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집 으로 

조언하고, 최종 으로 학생들이 실제 많이 틀리는 

사례를 정리해 다.

10단계

최종 정리

∙인터뷰한 문가에게 감사 편지 

쓰기

∙우수 성과물 시상하기

∙마무리 주의사항 주기

∙인터뷰한 문가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평생 

자신의 멘토로 모시게 한다.

∙올해의 우수 자상, 가장 노력한 자상, 가장행복

하게 집필한 자상 등의 이름으로 시상한다. 

∙간이 출 기념회를 연다.

∙바람직한 삶과 책 쓰기의 자세 등에 해 충고한다.

평가하기 ∙수행평가
∙나만의 책: 80

∙매시간 수업 노트와 기타 수업 활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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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방과 후 통합 논술 교실

이 로그램은 송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길러주기 하여 방과 후와 

방학 에 운 한 논술 교실이다. 통합 논술 교실은 30시간씩 년 4차에 걸쳐서 기 소

양, 인문  자연계, 통합 논술 3단계로 진행하 다. 로그램 참가자는 재학생 에

서 학습의욕이 강한 학생과 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 다. 

교육과정은 논술 기본과정과 교과별 논술 기본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논술 기본과

정은 비  사고력 함양을 한 것으로 논증 인  요약하기, 설명 인  요약하기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별 논술 기본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등 교과 역별로 

비  읽기와 토론하기(탐구활동) 그리고 논술문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 기본과

정에 포함된 근거와 주장 찾기 활동을 한 학습자료의 (표 V-14 참조)와 과학과 

논술 기본과정에 포함된 학습자료 사례(표 V-15 참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1)

근거

주장

[문제 4] 다음 에서 근거와 주장을 찾아 쓰시오. 

우리는 한국 민족이며, 일정한 역사  실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은 불가피하게 주어진 실의 

제약을 받게 되며, 지식인의 문제 의식도 다른 나라에 해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항상 한국 민족의 한사

람으로 민족  입장에서 외국 학설의 수용이나 는 실 분석에 있어서 주체성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송건호, 지식인의 주체  자세  -

<표 V-14> 논술 기본과정 프로그램의 근거와 주장 찾기 학습자료(예)

191) 송곡고등학교, 2008, 독서․토론․논술 우수 사례 보고서(서울: 송곡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독서토론논술, 

[online], [cited 2013. 07. 30.] 

<http://www.sg.hs.kr/normal/board.do?cmd=view&bcfNo=1618770&contentNo=1079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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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 과학기술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향 

<표 V-15> 과학과 논술 기본과정의 학습자료(예)

비판적 읽기

지문 (가)와 지문 (나)의 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읽어 보자.

(가)   과학과 기술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삶에 향을 끼친다. 일차 으로 생활과 련된 

거의 모든 물질문명을 바꾸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크게 변한다. 빠르게 움

직이는 고속 열차 안에서 휴 화로 성 D.M.B. 방송을 보기도 하고 통화도 하는 모습

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열차를 타고 90km 가량 떨어진 서울과 천안 사이를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걸어간다면 가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시간이다. 이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회에 주는 표 인 향이다.  몇 년 만 하더라도 힘

든 수술이었던 것이 요즈음은 의술의 발달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에 

한 방법과 치료법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격한 노령화가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취미, 술, 철학 등과 같은 문화  측면에도 향을 주었다. 

를 들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의 모습을 우리가 화로 보기까지 무엇이 필요

할까? 일단 생물체에 한 찰,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 빛의 각도에 따른 색 차이 등에 

한 방 한 연구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종합 으로 참고하여 컴퓨터

로 표 하고 한 소리까지 만들어 넣어야 한다. 일처럼 상 산업은 과학과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제 로 작동할 수가 없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거나, 컴퓨터로 게

임을 하는 것은 자 문명 시 의 문화이자 취미이다. 시 에 가면 자제품을 이용한 

술작품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과학 기술이 술의 도구가 되는 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논리 구조, 이론, 방법 등은 종종 오류의 사고방식이 바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이 혜택만을 가져다  것은 아니다. 건강하고, 안 하며, 쾌 하고, 편리

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과 기술이 이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 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핵폭탄과 같은 규모 살상 무기는 과학의 부정  향을 보여주는 표

이 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기의 수질 오염은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텔 비 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들

은 늘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의 화가 어 오히려 정신 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과학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풍조도 경계해

야 한다. 특히 배아 복제, 유 자 변형 식품 등은 인간의 정체성, 생명의 가치 등과 련이 

있으므로 연구에 한 사회  합의와 공감  형성이 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과학이 발달하기 해서는 다양한 사회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 발

을 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과학자를 양성하기 

한 효율 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여론 역시 과학의 발 에 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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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측  면

부정

측  면

회에 미치는 향이 크면 클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과학에 요구하는 바는 커질 수밖에 없

다. 우리나라의 를 들면, 70년 에 국가의 반 이 경제 발 을 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  효과가 큰 화학 공업을 집  육성하 다. 이에 따라 기계공학, 화학  화

학공학 분야에 투자가 있었다. 80년  반부터 90년 에 걸쳐서 반도체 산업의 격한 

발 과 더불어 련 학문 분야에 한 사회  지원이 확 되었다. 2000년 에는 나노과학 

 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의 융합 학문에서 미래 유망 기술의 발굴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의 발 은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를 불러오고, 기술의 발달이 과학과 사회를 발

시키며, 사회의 요구나 변화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 향을 미친다. 이처럼 모든 분야

가 과학과 직․간 인 계를 맺고 있으므로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과학에 심

을 갖고 기본 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과 련된 정책이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  반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과학 상  운동은 일반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과학을 활용하고 과학 발 에 능동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

다는 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 상 은 학이나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지역주민

들의 의뢰를 받아 문제해결을 한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상호 작

용을 통해 과학자들은 사회에 실 으로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역주

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 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  -

[문제 1] 제시문 ㈎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문제 2] 제시문 ㈏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문제 3] 제시문 ㈎의 내용  과학기술이 사회에 끼친 향을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으

로 그 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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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측  면

￮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간 수명의 연장

￮ 자기술의 발달에 의한 상산업의 발

￮ 자 문명 시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게임)의 도래 

부정

측  면

￮ 격한 노령화 상

￮ 규모 살상무기생산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 텔 비 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 발달에 의한 개인의 소외감

￮ 생명공학에 의한 인간의 정체성, 생명의 존엄성 문제

[문제 4] 제시문 ㈏의 내용  과학이 발달하기 한 사회  조건은 무엇인가?

 

[답]

[문제 1] 과학과 기술은 사회 변동에 큰 향을 다.

[문제 2]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 에 향을 끼친다.

[문제 3]

[문제 4]

￮ 과학 발  정책의 수립

￮ 충분한 연구비 지원

￮ 과학자를 양성하기 한 효율 인 교육체계

￮ 일반인의 과학에 한 심과 과학  소양 갖추기

￮ 과학 련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 

 토론하기(탐구 활동): 올바른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할과 과학의 올바른 발전

을 위한 사회의 역할 

(1) 사회의 올바른 발 을 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조사하기: 조를 편성하여 자료를 조사하도록 한다.

①조: 과학․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 인 향의 사례와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들을 조사한다. 

②조: 과학․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정 인 향의 사례와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들을 조사한다.

 

서로 간의 조사를 토 로 사회의 올바른 발 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이야기 한다. 

(2)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 을 해 사회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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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제시문 (가)의 내용과 제시문 (나)를 읽고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발 하기 해 사회 구성원이 

가져야할 기본조건과 사회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조사하기: 조를 편성하여 자료를 조사하도록 한다.

①조: 과학․기술이 사회에 의해 잘못 용된 사례와 그 결과들을 조사한다.

②조: 과학․기술이 사회에 의해 바람직하게 용된 사례와 그 결과들을 조사한다. 

 

서로 간의 조사를 토 로 과학에 한 사회의 올바른 역할 방향을 이야기 한다. (과학이 사회

에 끼친 향을 바탕으로 올바른 과학발 을 한 사회가 과학정책에 여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심으로)

 논술문 쓰기 

(1) 논제 분석  출제의도 

과학의 발달은 사회에 향을 주었고 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향을 주며 서로 상호 보완 계

를 유지하면서 발 하 다. 과학의 잘못된 이용은 인류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며, 사회에서 과

학의 발  방향을 정치  는 상업  목 에 의하여 잘 못 정하면 인류에 막 한 피해를 주

게 된다. 따라서 과학의 올바른 발  방향을 결정하기 한 사회의 역할을 생각하여 과학이 

올바르게 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개요작성  조직하기

서론

￮ 과학이 인간 사회에 많은 향을 미쳤으며, 사회 한 과학발 에 많은 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약간의 를 들어 기술한다. 

￮ 따라서 과학의 정책과 발 이 사회는 막 한 향을 미치므로 사회는 과학 정책 결정에 

사회의 역할이 요하며, 이러한 역할에 사회구성원도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을 시작한다.

본론

￮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을 언 하며 과학이 사회에 막 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언 한다. 

￮ 사회가 과학기술에 미치는 부정 인 면과 정 인 면을 언 하고 사회도 과학의 발 에 

막 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 한다.

￮ 이에 따라 과학의 발 이 요하며, 사회가 과학 발  방향을 주도한다는 것을 언 하고 

따라서 사회는 과학의 올바른 발 을 유도해야 한다. 사회는 과학정책과 발 방향을 결정

해야 하며, 올바른 결정을 한 사회는 의체나 정책결정기구를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언 한다.

결론

￮ 과학이 정치 , 상업  목 으로 흐르지 않고 올바르게 발 하기 해 과학 정책과 과학 

발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이 기구의 구성원의 종류 (즉 인문사회, 윤

리, 사회, 정부 정책결정자, 시민 등)와 자격을 언 한다. 

￮ 그리고 과학정책과 과학 발  방향을 결정할 때 민주  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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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답안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유익함과 더불어 해악도 가져왔다. 인류에게 유익함을 

 것 의 하나는 통신수단이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편리함과 시간의 단축을 가져와 생활의 

여유로움이 생겼다. 그러나 인류에 해악을  것  하나는 환경오염이나 공해의 문제를 낳았

다는 것이다.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 하면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다. 즉 과학 원리를 기술로 발 시켜 가 제품의 발명 등으로 인류에

게 편리함을 주며, 의료 기술로의 발 은 질병 치료 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그러

나 잘못된 과학기술의 발 은 량살상 무기인 원자폭탄을 만들거나, 인간에 피해를 주는 농

약, 상업 , 정치  목 의 개입으로 인한 잘못 사용되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 은 사회와 서로 많은 향을 주며, 상호보완 으로 발

하여 왔다. 사회에 나온 새로운 과학기술은 사회구성원의 사용이나 채택여부에 따라 살아남

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한 과학의 발견이 과학기술로 발달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사회

가 하는 것이며, 사회가 결정하는 과학기술의 발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올바른 선택과 과학기술의 발 방향

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일이 되었다.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도 요한 결정

을 해야 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생명공학에서도 나타나는데 난치병이나 불치병 치료에 생명

공학의 방법이 안이기는 하지만, 윤리나 생명에 한 문제 도 포함하고 있어 생명공학의 

발  방향과 범 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 하기 해서는 과학기술에 한 정책이 잘 결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한 정책이 잘 결정되기 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민주  방법으로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지기 해

서는 과학자나 과학기술자는 과학에 한 쉬운 해설서나 안내서 등으로 과학에 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일반인에게 알리기 해 노력해야한다. 물론 일반인이나 과학 분야 종사자가 아닌 

비 문인은 과학에 한 심을 갖고 과학행사에도 극 참여하며 이론이나 기술에 한 쉬

운 해설서나 안내서를 읽어 과학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 방향이 

상업 이나 정치  는 자신의 민족만을 해 과학을 발 시키는 과학  민족주의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 사회, 윤리, 과학자와 과학기술자 그리고 정부정책 결정자, 일반

인 등 모두가 과학기술과 사회에 심을 갖고 올바른 생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극 으로 

참여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민주  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국제 으로도 국제

기구를 통해 인류 체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들이 서로 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과

학기술의 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기술과 인류 사회가 서로 보완하면서 발

하고 공존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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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청소년 글쓰기 교실

이 로그램은 (사)강북마을학교 밝빛작은도서 에서 등학교 6학년( 비 학

생)～ 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교육내용은 청소년의 인성함양, 학

습능력 향상, 가족 간 소통 증진, 입학사정  형 비를 한 쓰기 훈련 등이다. 

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총 32시간(16주X주 1회 2시간) 동안 진행하 다. 수강생은 

화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7명을 모집하 고, 참가비는 4만원이다. 이 

로그램의 주요 교육 일정을 보면(표 V-16 참조), 첫 달에는 묘사 쓰기, 두 번째 

달에는 이야기 쓰기, 세 번째 달에는 설명  쓰기 그리고 네 번째 달에는 설득 쓰

기 순으로 진행하 다.192)

월별 활동 내용

1. 묘사 쓰기(11월)

(1) 오감울 이용한 쓰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각

(2) 구체 으로 쓰기, 간단명료하게 쓰기, 힘 있는 문장 만들기

(3) 말하지 않고 보여주기, 감정이입  묘사하기

(4) 인물 스 치, 여행기

2. 이야기 쓰기(12월)

(1) 자신의 경험 이야기 쓰기(내면을 표 하기)

(2) 다른 사람에 한 이야기 쓰기(부모, 이웃, 친구)

(3) 다른 이야기를 발 시키는 이야기 쓰기(상상력 발 시키기)

(4) 이야기 만들기

3. 설명 쓰기(1월)

(1) 핵심주제문, 목 , 청

(2) 사례, 비교와 조, 정의내리기, 구분과 분류, 원인과 결과

(3) 단락 쓰기, 신문기사 쓰기

(4) 과학과목 쓰기

4. 설득 쓰기(2월)

(1) 요지 개하기

(2) 도입부 쓰기, 종결부 쓰기

(3) 논쟁 쓰기, 설득편지 쓰기

(4) 사회과목 쓰기(논술문)

<표 V-16> 밝빛작은도서관 청소년 글쓰기 교실 교육 일정표

192) 강북마을학교, [online], [cited 2013. 6. 18.], <http://cafe.naver.com/gangbukma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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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7] 강북마을학교 밝빛 작은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모습

2.3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례

2.3.1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 사업

공공도서 의 경우 2009년부터 실시한 ‘도서  문학 작가 견 사업’에 선정된 일부 

공공도서 에서 청소년을 한 쓰기 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 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소설, 수필 등 문  창작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자아 찾기를 한 로그램은 1곳으로 나타났다.193) 

인천 연수도서 의 경우 소외계층 청소년을 상으로 쓰기와 시 창작 로그램

을 운 하고, 방과 후에 고등학교 문 창작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시 창작 로그램을 

10회(20시간) 운 하 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한아름 도서 의 경우 방송작가에 

심이 있는 수원시 ․고등학생을 상으로 방송작가 분야 문이론과 실기지도를 

통한 쓰기 동기를 부여하는 ‘나는 야 방송작가’ 로그램을 운 하 다. 그리고 학생

들이 6개월 동안 집필한 시나리오를 Teen's Plan 작은 꽃잎 하나 라는 작품집으로 

발간하 다. 충북 음성 소도서 은 학생을 상으로 청소년 문 창작교실을 운

193) 문화체육 부, 한국도서 회, 2012, 도서  문학 작가 견(서울: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pp.5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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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로그램 참가자들이 내 백일장 회나 편지쓰기 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하

는 성과를 올렸다. 최명희 문학 에서는 등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상

으로 시 창작 기 과정을 운 하고 습작시를 상호 검토하 다. 그러나 문학 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반 여건이 부족하고, 참가자들이 수  높은 로그램을 요구하는 등 

운 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도서 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매월 20시간의 시와 소설 쓰기 등 문 창작 입문과정을 운 하 다. 매회 발표회를 

갖고 쓰기 결과를 직  발표함으로써 상호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 다. 그러나 결

과물 시  발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매월 정해진 20시간을 맞추는데 어려

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양도서 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상으로 매월 시, 소

설, 수필 등 장르별 감상  실제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 마지막 달에 회원들이 

창작한 작품을 묶어 문집을 제작하 다. 

부천정보도서  다감의 경우 학교 1-2학년 20명을 상으로 나를 알아가는 쓰

기 로그램을 운 하 다. 매 강의는 2시간씩 운 하 으며,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소재를 주제로 상상력을 발 시켜 을 쓰는 형태로 진행하여 쉽게 근하되 창

의 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운 하 다. 그리고 운  평가를 통하여 쓰기 

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연속 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2.3.2 중학생 대상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 로그램은 새순교회 부설 어린이도서 에서 학생을 상으로 10주에 걸쳐서 

주 1회 3시간씩 운 하 다. 로그램은 계획과 설계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단

계에서는 참여자 모집, 목  설정, 인도자(지도자)를 결정하 다. 이 로그램에서는 

상담심리를 공한 문가가 인도자(지도자)로 참가하 다. 로그램 설계 단계는 10

개의 세부 활동 과정으로 구성하 다. 세부 활동의 특징은 자아존 감과 련된 올바

른 가치  형성, 열등감이나 욕구 악, 나와 남의 성격 이해를 도와  수 있는 쓰기 

활동과 매체(도서자료)를 동시에 활용한 이다. 로그램의 단계별 진행 차와 세

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194)

194) 양재한, 2005, “ 학생의 낮은 자존감 극복을 한 독서치료 로그램에 한 고찰: 치료  쓰기 활동을 심으

로,”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36(1),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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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과정 세부 활동 내용

1. 독서치료 계획

① 참여자 모집 ∙새순교회 어린이도서  게시 을 통해 공고

② 로그램의 

목 설정

∙억압된 마음의 상처를 확인하고 감정의 정화를 통해 마음의 상처 가 치유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아존 감을 높여 자아능력감과 자아가치감을 길러 자신의 꿈과 비 을 구체

화 한다.

③ 인도자 결정 ∙ 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공한 어린이도서  독서교실 장

2. 독서치료 

로그램 설계

① 로그램 소개 

 자아존 감 

검사

∙목표: 로그램 소개, 인도자와 참여자간 상호이해와 신뢰감 형성, 참여자의 

자아존 감 분석

∙참여자에 한 이해와 활동 내용: 가족환경 악, 자아존 감 검사

∙매체 선정: 백범일지

② 자신의 마음에 

한 이해

∙목표: 나의 콤 스, 나의 페르조나, 나의 그림자 찾기

∙활동내용: <나의 좋은 과 나쁜 에 한 쓰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소개하는 쓰기>

∙매체 선정: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자서  

③ 나의 욕구 알기

∙목표: 자신에게는 어떤 욕구가 어느 정도 있으며,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

는 결정 인 욕구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 나는 이유를 깨달아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갖도록 한다.

∙활동내용: <욕구 강도 로 일 작성>

<내가 좋아하는 것(물건, 장소, 일, 사람)을 쓰고 그 이유작성>

∙매체 선정: 헬  러

④ 나와 타인의 

성격 알기

∙목표: 성격의 유형은 다양하다. 각 성격의 유형마다 장단 이 있다. 나와 타인

의 성격 차이 이해를 통해 타인에 한 이해를 높인다.

∙활동 내용: <내 친구 소개하는 쓰기>

∙매체 선정: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⑤ 내 마음에 비친 

나: 자아상

∙목표: 자아상이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말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하여 자아존 감에 한 기본 인 이해도를 높

이기 한 단계이다.

∙활동 내용: <자신에 해 스스로 칭찬하는 편지쓰기>

<어릴 때부터 지 까지 가족 간의 계를 심으로 펴 지 쓰기>

∙매체 선정: 내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⑥ 나의 자아상과 

거름이 되었던 

어린 시

∙목표: 나의 자아상의 거름이 되었던 나의 어린 시 의 모습 찾기와 주체 인 

쓰기

∙활동 내용: <나의 어린 시 에 한 첫 번째 기억>

<내가 처음 이성에 심을 가졌을 때의 일화>

∙매체 선정: 오체 불만족

⑦ 재 나의 

자아상

∙목표: 청년기의 맞는 발달과업, 삶의 목표에 한 의지의 강화

∙활동 내용: < 재의 나의 모습, 나의 하루에 한 쓰기>

∙매체 선정: 바이올렛 할머니의 행복한 백년

⑧ 나의 비  

가꾸기

∙목표: 나의 인생  가꾸어 나가기

∙활동 내용: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과 방해

가 되는 요소에 한 쓰기

             <지 까지 어떤 행동을 하여왔는가?>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을 고쳐야 할 부분에 한 쓰기>

<실  가능한 꿈인가, 나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꿈인가?>

∙매체 선정: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⑨ 미래의 나의 

모습

∙목표: 자서  쓰기를 통해 나의 꿈이 달성된 미래의 모습을 찾아간다.

∙활동 내용: <자서  쓰기>

∙매체 선정: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⑩ 성숙된 나의 

자아 존 감 

알기

∙목표: 로그램을 마치며 나의 존 감은 얼마나 성숙하 는가?

∙활동 내용: 부모님을 해서 인도자, 참여자와 함께 다과를 나 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활동을 함

<표 V-17>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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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행복한 글쓰기

이 로그램은 서수원도서 에서 2012년 하반기에 ‘행복한 쓰기: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운 한 야간 문화강좌이다. 로그램은 고등학생 이상 

일반시민 40명을 상으로 6주에 걸쳐서 총 12시간 운 되었다. 행복한 쓰기 로

그램의 주별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5)

회차 내용 실 연습  과제

1강

∙ 쓰기 입문-독서의 요성

 -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 주제가 있는 일기쓰기(생활문)

 - 생각을 키우는 독서법

 - 인터뷰 유의

∙인터뷰 쓰기  발표

∙책 소개-나는 읽는 로 만들어 진다

2강 

∙자기소개 쓰기

 - 일상이나 여행 속 쓰기 소재, 감 찾기

 - 속에 삶이 투 된다(자서 )

 - 솔직한 생각쓰기  인터넷시  쓰기

 - 혼을 울리는 연설문 

∙자기소개 쓰기  코칭

∙책 소개-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3강 

∙신문읽기 략-기고문 쓰기

 - 신문은 쓰기의 교과서

 - 명문장가로 성장하는 필사 연습

 - 심자를 한 필사 목록

 - 에도 색체가 있다

∙기고문, 논설문 쓰기  코칭

∙책 소개-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4강

∙행사 소개  행사 후기 쓰기

 - 마법 같은 쓰기-단락 모음

 - 5W1H 활용

 - 문장의 연결과 속어 요성

∙독서토론 - ｢과학자의 서재｣

∙책 소개-독서력 / 사이토 다카시

5강

∙품 있는 쓰기-독후감

 - 화제와 주제잡기

 - 쓰기 설계는 개요와 요약으로

 - 명품  읽기  독후감 

∙독후감 쓰기  코칭

∙책 소개-나는 학생이다 / 왕멍 

6강

∙서평쓰기

 - 도서선정 노하우

 - 독서노트 만드는 방법 

 - 독후감의 달인, 느낌과 정보 담기

∙서평 쓰기  코칭 - ｢과학자의 서재｣

∙강좌 정리

<표 V-18> 행복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내용

195) 서수원지식정보도서 , [online], [cited 2013. 6. 18.] <http://seo.suwonli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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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자기 탐색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이 로그램은 홍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011년 겨울방학 동안에 내 재학 

인 ․고등학생 각 8명을 상으로 운 하 다. 로그램의 목 은 쓰기를 통한 

자기표   수용, 문제에 한 명료화 과정을 통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래 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로그램은 주2회씩 6주에(총 12회)걸쳐서 진행하 으며, 1회 운 시간은 80분으

로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학생, 수요일과 요일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진행

하 다. 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모집하 으며, 외부 문가를 정하여 진행하 다. 

주요 강좌 내용은 문장 완성, 가나다  놀이, 인물쓰기, 화식 쓰기, 쓰기 등

이다.196)

[그림 V-8] 자기탐색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의 발표 모습

2.3.5 특별 글쓰기 교실

이 로그램은 순천 조례호수도서 에서 외부강사를 청하여 ․ ․고등학생

을 상으로 한시 으로 운 하 다. 쓰기 교실은 10주 동안 주 1회 2시간씩 총 20

시간 진행하 으며, 로그램의 내용은 명상, 강의, 읽기, 쓰기, 논술 등으로 이루어

졌다. 매주 화요일(18:00～20:00)에는 학생, 매주 목요일(20:00～22:00)에는 고등

196) 홍천군 청소년상담센터, [online], [cited 2013. 6. 18.] <http://www.hcyc1388.org/>



202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학생을 상으로 운 하 다. 학생모집은 참가 희망 학생이 도서 에 직  방문하여 

수하도록 하고, 한 가정 당 한 학생만 참여하도록 하 다.197)

[그림 V-9] 조례호수도서관의 글쓰기 프로그램 안내 팸플릿

2.4 대학의 운영 사례

학이 운 한 청소년 쓰기 로그램 사례로는 KAIST 인문사회과학과에서 

지역 고등학생을 상으로 여름방학에 진행한 무료 인문학 쓰기가 있다. 이 로

197) 순천시립도서 , 도서  소식 [online], [cited 2013. 6. 18.]

<http://sclibrary.sc.go.kr/menu_1/20_news.php?ROOT_PATH=endipia_administrator/board&board_view=rea

d&code=1&osf=188&pg=19&qy=&sh=&t=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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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교 학년

학교 주소

집 주소

집 화번호 휴 화 번호

자우편 주소

1. 학생 인  사항 

2. 참가신청 경로  이유(KAIST 인문학 아카데미 쓰기 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와 신청하는 이유를 써 주셔요.)

그램은 쓰기 강연과 쓰기 지도로 나 어 진행되었다. 주요 강연 로그램은 설득

을 한 쓰기, 문학과 쓰기, 창의  쓰기 등이며, 쓰기 지도는 KAIST 쓰기 

센터 문교수들이 참여했다. 로그램 운  기간은 2일이며, 이메일로 선착순 50명

을 선발하 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쓰기 수 을 단하여 모둠활동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학생활’이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A4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 다. 이 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

7월 14일(토) 7월 15일(일)

입소식 특별강연: 창의  쓰기(  교수)

특별강연: 설득을 한 쓰기(시정곤 교수)
정강연: 문학과 쓰기(정호승 시인)

강연 후 시인과의 화 정

모둠별 토론 수업( 쓰기 센터 교수) 모둠별 쓰기 지도( 쓰기 센터 교수)

모둠별 쓰기( 쓰기센터 교수) 수료식: 문화과학 학 학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표 V-19> 인문학 아카데미 글쓰기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로그램 참가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V-20> KAIST 인문학 아카데미 글쓰기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198) KAIST 인문사회과학과, [online], [cited 2013. 7. 18.]

<http://hss.kaist.ac.kr/sub05/01_02_view.php?cpage=1&idx=10&search_gbn=1&search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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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0] KAIST 인문학 아카데미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모습

3.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 래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써 주셔요.)

제목: 

4. 제출 과제(‘내가 꿈꾸는 학생활’이라는 주제로 1매 이내의 에세이를 작성하셔요.) 

 

( 자 모양 신명조,  간격 180% - 제출양식을 변형하지 말 것)

 

본인은 KAIST 인문학 아카데미 쓰기 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신청일 : 2012년     월     일

 이  름 : __________

2.5 국내 글쓰기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2.5.1 국내 글쓰기 프로그램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쓰기 로그램의 특징은 논술쓰기와 같이 입시와 련된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와 차를 시한다는 이다. 그러나 읽기

(자료탐색)와 쓰기가 통합된 로그램과 함께 내 책 쓰기와 같이 화 심이나 통합

 의 쓰기 사례도 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쓰기 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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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  주체 로그램명 주요 특징

학교  
학교도서

책 쓰기 동아리 로그램

∙교육부가 마련한 로그램
∙읽기(자료 탐색)와 쓰기 통합
∙지도교사 1명: 학생 1명 지도
∙통합  : 모범 텍스트+쓰기 차(12단계)+공유

내 책 쓰기 로그램
∙ 구 역시교육청이 운 하는 로그램
∙결과와 과정 심 쓰기: 내 책 만들기+27개 쓰기 활동지
∙자아성찰과 창의성 개발

사설 읽기 워크북

∙충청남도교육청이 운 하는 로그램
∙읽기와 쓰기 통합
∙학력신장 목
∙과정 심

책 쓰기 로그램

∙국어교과의 수행평가와 연계한 로그램
∙진로와 심, 흥미, 성과 련된 주제에 한 탐구활동 결과를 A4용지 
30매 이상, 200자 원고지 300매 이상의 책으로 제작

∙정보활용능력 기반
∙ 로젝트학습, 탐구학습 연계
∙10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 략을 활용함

방과 후 통합 논술 교실

∙방과 후와 방학기간에 운 한 논술교실
∙논술기본과정과 교과별 논술기본과정으로 단계별로 운 함
∙교과별 논술은 비  읽기와 토론하기(탐구활동), 논술문 쓰기를 병행
할 수 있는 학습지를 활용함

청소년 쓰기 교실

∙자아성찰과 학습능력 그리고 입학사정  형 비 목
∙결과 심
∙외부강사 활용
∙16주(주 1회, 회당 2시간) 로그램
∙유료(1인당 4만원)

공공도서

도서  문학 작가 견사업

∙문학 창작 심
∙10회(회당 2시간) 로그램
∙지역작가 활용
∙ 내 학교와 연계한 사례(학생모집, 방문지도 등)
∙ 산지원 필수

학생 상 발달  
독서치료 로그램

∙자아성찰을 한 치유 로그램
∙외부 상담심리 문가 활용
∙읽기와 쓰기 통합
∙10주(주 1회, 회당 3시간) 로그램

행복한 쓰기
∙야간문화강좌
∙결과 심
∙6주(주당 1회 2시간) 로그램

자기탐색을 한 쓰기 
로그램

∙자아성찰을 한 방학  로그램
∙ 화 심
∙6주(주 2회 1회 80분) 로그램
∙외부 문가 활용

특별 쓰기 교실

∙학기  야간 로그램
∙결과 심
∙읽기와 쓰기 통합
∙10주(주 1회 회당 2시간) 로그램

학 무료 인문학 쓰기

∙여름방학 고등학생 상 로그램
∙2일 운 , 비합숙
∙내부 + 외부 문가 활용
∙ 화 심

<표 V-21> 국내 글쓰기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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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내 글쓰기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국내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에서 쓰기가 교과활동 보다는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의 쓰기 활동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 신장을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공공도서 의 쓰기 로그램은 외부지원에 의한 문학쓰기 심이다.

▢ 학 등 외부기 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 청소년 쓰기 로그램 운 에 학교․도서  등 유 기  간의 연계가 부족

하다.

▢ 청소년의 작품을 한 권의 책이나 작품집으로 출 하고 있다.

▢ 쓰기 략을 활용한 책 쓰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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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방문

2013년 8월 12일～8월 27일 사이에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학교  공공

도서 을 방문하여, 운  계획과 성과 등을 분석하 다. 그리고 로그램 담당자와 참

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3.1 학교도서관

3.1.1 영신고등학교

서울 신고등학교는 1․2학년 지원자를 심으로 사서교사가 300자 내외의 서평

쓰기 로그램과 진로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로그램의 운  계획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신고등학교 서평쓰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운  목  

  가. 독서를 강요하는 분 기가 아닌 래끼리 책을 권하고 읽는 분 기 조성

  나. 청소년 높이에 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흥미를 증진

  다. 정기 인 쓰기 훈련을 통해 표 력 향상  논술시험 비 

2. 운  방법

  가. 학생 원단 모집: 2012. 9. 24 ~ 2012. 10. 10

  나. 운  기간: 2012. 10. 17 ~ 2012. 12. 30

  다. 운  방법 

     1) 월 1회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온라인 카페에 5편 이상의 서평을 올림

     2) 추천도서를 읽고 300자 서평 쓰기를 한 후 학  게시   도서  게시 , 학교 홈페

이지에 게 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

  라. 학생 선정 방법: 샘  서평을 제출하여 서평의 질 평가 후 학생선정

( 원단장 1명, 부단장 2명 포함)

3. 혜택 

  가. 생활기록부 개인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활동 우수자는 학기말에 시상

4. 소요 산(총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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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생 활동 간식비: 5,000원 X 10명 X 2회 = 100,000원

  나. 시상비(문화상품권): 20,000원 X 5명 = 100,000원. 

② 2013 톡톡(Talk Talk)튀는 꿈방모임(꿈꾸는 방) 운영 계획서

Ⅰ. 활동내용: 비슷한 꿈, 진로를 가진 학생끼리 을 이루어 책을 읽고 토론하며 꿈을 구체화

하는 학생 심 자기주도활동

 

Ⅱ. 활동주제 

 Off-line에서 On-line을 넘나들어 은은하게 번지는 신의 진로독서수다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도서 에서 책으로 꿈 찾기

 별 보고서  체험활동 결과물을 발간하여 신의 모든 학생과 공유

Ⅲ. 활동 목

 사서교사와의 1:1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토론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 별로 심분야나 

진로가 비슷한 모둠이 력을 이  활동함

 본인의 흥미와 성을 고려한 진로를 찾아 련자료와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자기주도력을 향상시킴

Ⅳ. 세부 운  계획

 동아리 조직: 독서와 토론에 심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꿈을 찾아 실 시키고자 하는 의

지가 있는 1, 2학년 학생

 활동 기간: 2013. 04. ～ 2013. 11 ( 별로 월 2회 이상 활동)

 활동 인원: 희망진로에 따라 을 구성하되 학생 30명 내외로 운 함

 활동 장소: 학교 내 도서 , 동아리실, 학생휴게실, 교실 등에서 진행

 구체  로그램 운  계획

운  계획 상세 내용

온라인 카페
신고 학생들의 독서수다

http://cafe.daum.net/ystalktalk

단계별 

로그램

1단계: 내 꿈 찾기

ㅇ커리어넷에서 직업흥미검사  진로검사 실시

ㅇ사서선생님과 1:1로 진로독서상담 하기

2단계: 내 꿈의 을 구성하고 자료 찾아 읽기

ㅇ 련분야의 자서 , 이론, 교양서 , 인터넷 자료, 신문자료 찾아 읽기

ㅇ방과 후  심시간 활용

3단계: 내 꿈 실천·공유·토론하기

ㅇ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련자료를 읽고 토론하기

ㅇ진로와 꿈과 연  지어 의미 있는 활동하기(교육기부, 직업인 인터뷰, 쓰기 등)

ㅇ꿈에 련된 직업, 학과, 학, 입시 형 등을 조사하여 꿈 구체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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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  효과

 친구, 교사와 함께 “꿈꾸는 학교" 분 기 조성

  •자신의 꿈이 확고하게 있는 학생은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확실하기 때문에 면학 분 기

에 효과 이다.

  •개인별 독서활동이 아닌 학생의 심분야별로 이 운 되기 때문에 정 인 시 지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

 책으로 소통하는 분 기 조성

  •책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분 기를 제공하여 건 한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학생의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력 증진

  •진로 련 주제에 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Ⅵ. 산 사용 계획(교육청의 독서진로동아리 산을 활용)

구분 항목 산출기 액(원) 비고

활  동 

운 비

도서구입비 10,000원x16권 160,000원

활동간식비 5,000원x2회x30명 300,000원 

자료제작비 10,000원x30부 300,000원

(월별) 우수활동  상품구입비 2,000원x8개월x5명x3 240,000원 

계 1,000,000원

합 계 1,000,000원

※2013년 우수 독서진로토론  시상비(10,000원x 15명 = 150,000원)는 학교 산을 활용함

3.1.2 우신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에서는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학기 동안 창의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에세이 쓰기 수업을 진행하 다. 그리고 서평단을 운 하고 있다. 각 

로그램의 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  계획 상세 내용

4단계: 내 꿈 표 하기

ㅇ내 꿈 실천한 결과물을 형식 제한 없이 표 하여 온라인카페에 올리기

(보고서, 동 상, 워포인트 어떤 양식이든 계없음)

ㅇ 신고 독서수다 카페 활용 cafe.daum.net/ystalktalk

ㅇ추후에 우수 활동 은 시상하고 활동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함

5단계: 교사멘토로 마무리하기 

ㅇ각 별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 교사멘토링을 진행하고 

꾸 하게 활동하는  격려하며 마무리하기 



210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① 에세이 수업 개관

Ⅰ. 수업의 목표

► 미국식 에세이 수업을 통해 기존 한국 쓰기 교육의 ‘수동  수용자/감상자’ 양산이 아닌 

‘능동  창작자’ 양성을 하고자 한다.

► 기술  쓰기 지도가 아닌, 창의 이고 분석 인 사고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Ⅱ. 수업의 진행 방향

► 정통 에세이 수업

  - 분석 , 비평  쓰기를 지도한다.

  - 사회  이슈/각종 인문·사회·과학· 술 부문의 내용/논술 지문/문학 지문 등의 다양한 상

황을 제시 하고, 그에 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한다.

  - 주어진 상황을 잘 분석하고 논리 으로 비평하여 그 주제에 한 자신의 의견을 극 이

고 창의 으로 표 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에는 매 시간 짧은 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조 씩 분량을 늘려 최종 으로

는 20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첨삭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 상호간의 첨삭도 수업 내용에 포함한다.

► 말하기 수업

  - 에세이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수동  듣기보다 능동  말하기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에세이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실용  쓰기 수업

  - ‘독서’와 련된 읽기 기록을 지도한다.

  - ‘독서록’은 기존의 단순한 감상 형태의 독서록에서 벗어나, 학생이 읽고 작성한 한 편의 

독서록을 통해 그 학생의 독창 인 사고과정과 비 을 악할 수 있도록 작성 과정을 첨

삭한다.

► 문학  쓰기 수업

  - 실행과 창작을 심으로 한다.

  - 에세이 쓰기의 간 간에 정규 국어 시간  보충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의 여러 요소를 

기본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서를 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1, 2학년  계열 공통 수업으로 진행한다.

※ 1, 2학년의 커리큘럼이 달라야 하는 것이 옳으나(2년 과정), 2학년은 이번이 첫 에세이 수

업이므로 2013년에 한하여 1, 2학년의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만, 2학년의 경우 

조  더 심화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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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 학교 차원의 ‘에세이 인증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극 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국어, 사회, 철학 과목의 선생님들로 ‘에세이 인증 원단’을 구성하여 학년 말 그 학생이 

1년 동안 작성한 에세이들을 평가하여 일정 기 을 충족한 학생에게 ‘에세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학생의 ‘에세이 인증’을 목표로 하며, 인증서를 받은 학생의 최우수 에세이 작품을 모

아서 학년 말 에세이집으로 출간한다.

  - 학생이 1년 간 작성하고 첨삭 받은 에세이들은 일로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제작한다.

► 1, 2학년 국어 선생님들과 의하여 수행평가 채  권한을 에세이 수업에서 가져 온다. 이

는 첫째, 평가가 수반 되지 않는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율이 조할 것을 방지하지 함이

고, 둘째, 학생들의 에세이에 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함이다.

(수행평가 항목은 추후 의하여 결정한다.)

Ⅳ. 결과물

► 에세이 인증서  에세이집 (학기말 원고를 수합하여 출 함)

► 한 해 동안의 포트폴리오 (학생 각자가 일화하여 보 할 수 있도록 지도)

► 토론 기록지 (말하기  토론수업의 결과물)

► 문학 창작물 

► ‘독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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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의내용(weekly test, 숙제 등 포함하여 기록) 특기사항 비고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자기소개서/독서록 비자료 수집

 3주
첫 공통주제 라이  쓰기

(“외계인에게 인간을 소개해 보자.”)

 4주
첫 공통주제 발표  토론시간

차시 주제 고, 자료수집 계획 세우기

 5주

본격 1차 쓰기 (역사)

(❶-1 과거로 돌아가 우리의 역사  하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면, 어떤 역사를 바꾸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여도 

좋고, 다른 나라여도 좋다)

❶-2 세계 문제들  가장 시 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 문제의 우선순 를 매겨보자.)

 6주
1차 쓰기 평가 시간

- 지정 독자의 첨삭  코멘트 달기

 7주

1차 쓰기 평가  토론 시간

- 우수작 발표  질의응답과 토론

- 개별 첨삭 시간 

 8주 간고사 기간 - 개별 상담  첨삭

 9주 간고사 간고사

10주 3차 쓰기 

11주 3차 쓰기 상호평가  수정

12주 3차 쓰기 평가  토론시간

13주 4차 쓰기

14주 4차 쓰기 상호평가  수정

15주 4차 쓰기 평가  토론시간

16주 5차 쓰기

17주 5차 쓰기 평가  토론 시간 

특이 사항

① 창의  재량활동 특화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② 2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2학년은 한시 으로 1년 과정 커리큘럼을 운

한다.

③ 지필평가는 없으며, 1․2학년 각각 해당 국어과목의 수행평가 항목에 에세이 수를 

반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④ 1주일에 한 시간, 1년 간 총 34시간으로 운 된다. 

⑤ 간고사 이후의 세부 쓰기 주제는 시사상황과 학생들의 쓰기 수 에 맞추어 추후 

선정한다. 

2013학년도 강의계획서 

②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로그램 담당자 의견

▢ 로그램의 효과  장

주제에 한 심도 있는 고민

동료 상호비평 과정을 통한 쓰기 방법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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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상의 문제

주 1회라는 제한된 시간

지도교사 1인이  수강생 첨삭

동료상호비평 운 의 한계

▢ 개선방안

교과수 (국어과)의 지원 필요

￭ 로그램 참가자

▢ 로그램의 효과  장

정확한 자신의 쓰기 수  진단 가능

동료 상호비평을 통한 자신의 쓰기 단  보완 

▢ 운 상의 문제

쓰기의 막연함

쓰기 주제의 어려움

③ 서평단 운영 계획

문학 주의 읽기와 거리 요약의 쓰기를 지양하고 높은 수 의 쓰기를 목표로 우신고 서

평단을 모집한다.

1. 지원 상

▢ 책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1, 2학년 재학생

▢ 높은 수 의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싶은 1,2학년 재학생

2. 서평단 모집

▢ 기간: 2013. 5. 8 - 5. 16

▢ 지원: 홈페이지 학교 새소식 <서평단 응모창>을 통해 지원

▢ 서평단 지원자는 추후 서평단 운  교육을 통해 선정

3. 서평단 운

▢ 매달 자신이 선정한 책 1권을 일고 정리, 평가의 을 담은 서평 작성하기

▢ 월말 서평회를 통해 자신이 쓴 서평을 함께 나 기

4. 서평단 활동 시 특혜

▢ 서평활동에 한 생활기록부(교과, 동아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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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우수 서평자에게 자신이 서평 한 책 증정

▢ 연말 서평단의 서평집 제작  배부

④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로그램 담당자 의견

▢ 로그램의 효과  장

어법에 맞는 체계 인 쓰기 지도 가능

동료 상호비평에 따른 다양한 에서의 쓰기 교정 가능 

▢ 운 상의 문제

지도교사 1인이 모든 서평에 한 비평, 첨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

▢ 개선방안

련교과(국어과)와 조를 통한 비평, 첨삭업무 조정

￭ 로그램 참가자

▢ 로그램의 효과  장

친구들 비평을 통한 내 쓰기 습  인지

분석에 을 둔 책읽기 가능

▢ 운 상의 문제

비문학 서평 상도서 읽기의 어려움

비평하는 쓰기의 어려움

신고등학교의 서평쓰기와 우신고등학교의 에세이 쓰기 로그램을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분석 역 신고 서평문 쓰기 우신고 에세이 쓰기 우신고 서평문 쓰기

상 단 학교 1,2학년 지원자 1,2학년 학년 1,2학년 지원자

쓰기 과제 짧은 서평쓰기 (300자 내외)
강의 주제에 맞는 자유로운 

쓰기
서평문 쓰기 

쓰기 유형

창의  쓰기 

(주장하는 쓰기/설명하는 

쓰기 등)

논평하는 

<표 V-22> 영신고등학교와 우신고등학교 글쓰기 프로그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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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도서관

3.2.1 부천문화재단 예술정보도서관

부천문화재단 술정보도서 에서는 2011년에 부천시 소재 학교 1～3학년 학생 

20여명을 상으로 희곡 쓰기 로그램을 운 하 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고등학교 

연극반 학생을 상으로 <독화(讀話)199)를 한 희곡 쓰기 로그램>을 운 하 다. 

2011년도에 운 한 희곡쓰기 로그램 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희곡쓰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  장소: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운  일시: 매주 목요일 18: 30 - 20: 20

▢ 사항

  • 래 문화가 강해 하는 세상이 한정 인 청소년들의 시야 넓 주기

  •에 지가 왕성한 청소년들을 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집 시키기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로그램 운 하기

199) 독화(讀話)(speech reading): 시각을 통하여 화자의 입 모양이나 조음기 의 움직임을 이해함으로써 말을 이해

하도록 지도하는 것(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online], [cited 2013. 8. 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3509&cid=2899&categoryId=2899>)

분석 역 신고 서평문 쓰기 우신고 에세이 쓰기 우신고 서평문 쓰기

목
독서분 기 확산  지속 인 

쓰기 훈련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로 

표 하는 능력 배양

비평의 으로 읽은 책에 한 평

가  쓰기

운  기간 2012. 9. 24 - 2012. 10. 10 2013. 3 - 2013.12 2013. 5 - 2013. 12

운  시간 온라인 게시 에 탑재

정규시간표 내 에세이 수업

에 따라 주 1회

(1학년 8개반, 2학년 10개반

월 1회 (3개  운 ) 

동기유발 방법 우수사례 게시  시상
개인첨삭, 에세이집 발간, 우

수사례 시상

월별 우수 서평 시상, 서평집 발간, 

학생활동 기록

쓰기 차
온라인 카페를 통한 자유로운 

서평 쓰기 (300자 내외)

주제제시-개별 쓰기-동료

상호비평-지도교사 첨삭

개인 서평문 쓰기( 고)-상호비평/

교사첨삭-최종 수정

물리  

환경

공간 단 학교 학 멀티미디어실 (도서  부속)

좌석수 35석 32석 

자료 서시설, 빔 로젝터 시설 도서  소장 도서

PC 교사용 1  는 노트북

지도자 사서교사 이은혜 에세이 담 교사 (국어과) 사서교사 소병문

력기  

력 내용

우신고 도서  / 주제별 자료 

제공

산
200,000원(활동지원비 100,000원 

+ 우수사례 시상 100,000원)
서평집 발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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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운  계획

강의

차수

강의

날짜
주제 운  내용 운  방법 교보재

1 6/9
<쿵푸펜더>를 통해 롯의 요

소 알기

롯의 4가지 요소-인물, 

목표, 갈등, 결말-에 해 

배운다.

강의, 실습

제작교재

<쿵푸펜더> 

편집본

2 6/16
<니모를 찾아서>의 롯 요소

에 해서 분석하기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니

모를 찾아서>에 용시켜 

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니모를 찾아

서> 편집본

3 6/23
각자의 롯 아이디어 나 기, 

구조, 모형 롯의 요소

롯의 요소를 바탕으로 짠 

롯 아이디어를 함께 나 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

무 가지 롯>

4 6/30
카드 게임을 통해 이야기 만

들기

<옛날 옛 에>라는 이야기 

만들기 게임을 통해서 재미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강의, 실습 <옛날 옛 에>카드

5 7/7
<인크 더블>을 통해 이야기

의 시작 알아보기

이야기 시작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해 알아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인크 더블>

6 7/14

<토이스토리>를 보고 이야기

의 시작 요소 분석하기

<픽tus 단편 애니>를 보고 이

야기의 시작을 상상하여 쓰기

이야기 시작 요소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직  이

야기의 시작 부분을 써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토이스토리>

7 7/20 인물에 해서
캐릭터의 세 가지 차원에 

해서 배운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여러 애

니메이션 주인공들

을 모아 놓은 상

자료

8 7/21
<더 이 >을 보고 인물에 

해 분석하기

<더 이 >의 주인공 보

를 분석해 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더 이 >

9 8/7

인물에 한 개  복습. 인물

의 세 가지 차원 (쿵푸펜더, 

니모, 인크 더블맨)

평면인물, 입체인물, 풍차를 

만든 소년 리엄 캄쾀바의 

이야기

인물에 해 복습하고, 실

제 인물을 통해 이야기 시

작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본다.

강의 제작 교재

10 8/14 <귀를 기울이면> 감상

Tm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해 소설을 열정 으로 쓰

는 소녀의 이야기 <귀를 기

울이면>을 감상한다.

명상, 감상 제작 교재

11 8/21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상

상을 통해 이야기 한편을 써 

본다.

숲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몇 

가지 상황을 각자의 상상력으

로 채워서 이야기를 완성한다.

상상을 발휘하여 즉석에서 

이야기 한 편을 완성해 본다.
강의, 실습 <이야기쓰는 법>

12 8/28

<토이 스토리>를 보고 이야기 

간 부분의 특성을 알아본다.

구상 인 이야기를 써보고 이

야기의 간 부분을 감상한다.

이야기의 간 부분에 해 

알아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13 9/1

반 친구들이 쓴 을 읽고 합

평

화 <더 이 >감상하고 시

작부분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

가는지 알바 본다.

이야기 시작 부분의 확장에 

해 알아본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14 9/8 합평, 화 <인크 더블> 감상
이야기 시작 부분 확장에 

해 알아본다.
제작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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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 학생의 발달 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집 력을 높일 수 있는 연계활동 운 이 필요하다.

•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마인드맵과 같은 략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게임을 통해서 학생과 친해지고 학생을 잘 이해하면 수업에 한 참여도가 향상된다.

강의

차수

강의

날짜
주제 운  내용 운  방법 교보재

15 9/15

일본 손바닥 소설 가와타바 

야스나리 <변소성불> 함께 읽

어보기, 이야기의 간요소 

악하기(행동, 반응, 더 큰 행

동, 목표와 방해물 등)

이야기 간에 해 알아본

다.
강의, 실습

제작 교재

<변소성불>

16 9/22

동화 <빨간 모자> 거리를 

토 로 극에서 기 부분을 

생성하고 실감나게 써 본다.

간 부분의 가장 요한 

요소인 갈등과 기에 

을 둔 쓰기를 해본다.

강의, 실습 <행복한 쓰기>

17 9/29
극단 <노뜰> 공연 람, 감상

소감 나 기 진행

한 편의 희곡이 무 에서 

어떻게 상연되는지 본다.

18 10/6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쓴 

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 이

야기의 리듬을 살리고 재미를 

더해주는 화를 구상해서 써 

본다.

주어진 상황에 해 상상력

을 발휘하여 을 써본다.

강의, 토론, 

실습

제작 교재

<행복한 쓰기>

19 10/13

단막 희곡을 읽고 희곡에 

해 이해한 후 짧은 희곡을 써

본다. 희곡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상황에 해 써본다.

희곡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짧은 희곡을 써본다.
강의, 실습

20 10/20

장 지로두의 작품 <아폴로>를 

역할을 나눠 읽어 본다. 몇 가

지 상황을 제시한 후 각자 희

곡을 써 본다.

희곡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짧은 희곡을 써 본다.
강의, 실습

21 10/27

청소년이 쓴 희곡 <꿈을 펼쳐

라>을 함께 읽는다. 희곡의 요

소를 살펴본다(갈등, 사와 

지문, 행동, 무  제약 등). 

학생하면 떠오른 단어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조를 짜서 학생이란 주제

로 공동 창작을 해본다.
강의, 실습

22 11/10

스쿨버스 의자에서 다이아몬

드 목걸이를 발견한 주인공에 

한 이야기를 써보기. 싫어하

는 사람 하나를 골라 동물로 

만든 뒤, 그 동물 이야기를 써 

보기. 두명의 캐릭터가 커피 

값을 가 낼까를 두고 갈등하

는 장면 쓰기

몇 가지 주어진 상황을 골

라 자유롭게 쓴다.
강의, 실습 <행복한 쓰기>

23 11/17

속담 찾기 게임, 주어진 자

 속에서 4개의 속담 찾기. 

쓰고 싶은 주제와 형식으로 

쓰기

놀이를 통해 간단히 머리를 

풀고 자유롭게 쓰기
강의, 실습

24 11/24

완성한 을 읽고 장   단

, 개선할 에 해 이야기 

한다. 수업 마무리

각자 쓴 을 낭독하교, 합

평하기
강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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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화(讀話)를 위한 희곡 쓰기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로그램 담당자

▢ 로그램 운 의 효과  장

기존 공공도서 의 로그램과 다른 특화된 로그램 운

지역사회 문화 인 라를 최 한 활용한 연계 로그램 운

▢ 로그램 운  상 문제

특수한 주제인 만큼 해당 수강희망자 찾기의 어려움

6개월 간 오랫동안 지속된 강의참여를 한 동기부여 방법 부재

▢ 개선방안

수강 상에 한 충분하고 분명한 타깃조사가 필요

￭ 로그램 참가자

▢ 로그램 운 의 효과  장

등단 극작가를 만나 그 작가의 희곡쓰기를 가까이 지켜볼 수 있어 진로 설정에 구체 인 향

▢ 로그램 운  상 문제

1학기말-2학기 간고사까지 긴 시간동안 진행된 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고등학교 수 보다 높은 실제 희극독화(讀話)의 어려움

▢ 개선방안

고등학교 수 에 맞는 극작품 선정을 한 사 의 충분한 교감 필요

[그림 V-11] 독화(讀話)를 위한 희곡 쓰기 프로그램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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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진아도서관

서 문구립 이진아도서 에서는 2013년 작가 견 사업으로 성인을 상으로 한 <자기 

역사 쓰기> 로그램과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상으로 한 < 쓰기  인터뷰 기법, 마을 

책자 제작>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로그램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작가와 함께하는 인생여행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작가와 함께 하는 인생여행 

2. 목   필요성

  ㅇ문학 작가와 함께 지역주민이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나 는 창작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나눔의 장 마련

  ㅇ작가의 지도  멘토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활동 역량 강화

  ㅇ다양한 형태의 로그램을 시도하여 공공도서 과 작가, 주민의 업 로그램 모델 개발

3. 사업내용

  ㅇ시행기 :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ㅇ지원작가: 송기역(시인, 평 작가)

  ㅇ  상: 성인 20명

  ㅇ연계기 : 연희문학창작

  ㅇ독서동아리 운  황: (☑: 해당란에 표기)

    ⃞ 무  ⃞ 유 ( 12 )개   

  ㅇ연계 독서동아리: (☑: 해당란에 표기)

    ⃞ 기존 독서동아리 ☑  ⃞ 독서동아리 신설   
 

동아리명 상 인원 활동 내용 지원 내용

그루터기 주부 15  독서토론  어린이 독서지도 독서토론 멘토링

품앗이 독서지도 주부 15  독서토론  어린이 독서지도 독서토론 멘토링

청소년도서 친구들 청소년 20  강의 수강  독서토론 쓰기 멘토링

  ㅇ사업 세부내용 

   Ⅰ. 운 로그램 세부내용

    ❏ 문학 로그램 운

       - 로그램명: 내 인생의 회고록, “자기 역사 쓰기” 운

       -  상: 성인 10명

       - 장 소: 도서  문화창작실

       - 내 용: 회고록 작성 방법 등 이론 강의  첨삭 지도 

    ❏ 동아리 멘토링

       - 성인 독서동아리: 독서토론  어린이 독서지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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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강의일자 총 시간

5월 쓰기의 두려움 떨쳐내기 5/24, 5/31 6/7, 6/14, 16(64만원)

6월 내 자서 (회고록) 구성하기 6/21,6/287/5, 7/12 ,7/19, 20(80만원)

7월 어린시  쓰기 7/26(8/2 휴가) 8/9, 8/16, 12(48만원)

8월 학창시  쓰기 8/23, 8/309/6, 9/13 16(64만원)

9월 청년시  쓰기 (9/20 추석),9/27, 10/4, 10/11, 10/18 16(64만원)

10월 년시  는 재의 삶 쓰기 10/25, 11/1, 11/8, 11/15, 북콘서트(11/16 토) 20(80만원)

11월 자서 (회고록) 완성하기

종강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연희문학창작

       - 청소년 독서동아리: 쓰기  인터뷰 기법, 마을 책자 제작

    ❏ 작은도서  연계 로그램

       - 작은도서   력기  연계 시낭송회 개최

   Ⅱ. 추진 략

    ❏ 매주 3시간 내 인생의 회고록, “자기 역사 쓰기” 로그램 진행

    ❏ 13주간 청소년도서  친구들 로그램 멘토링 진행

    ❏ 13주간 성인 2개 독서 동아리 멘토링 로그램 진행 

   Ⅲ. 홍보  모집 략 

    ❏ 도서  내․외부 수막  포스터 게시

    ❏ 서 문구청  도서  홈페이지 공지

    ❏ 도서  페이스 북  트 터 등 SNS 홍보

    ❏ 도서  블로그 ‘서 문 책으로’ 홍보

    ❏ SMS 발송

  ㅇ사업 추진일정 

   ❏ 로그램명: 내 인생의 회고록, “자기 역사 쓰기” 운

 

   ❏ 동아리 멘토링

     - 청소년 독서동아리 멘토링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1주  삶  (에세이) 쓰기

2주  삶  소재 찾기

3주  삶  쓰기 1

4주  삶  쓰기 2

5주  삶  쓰기 3

6주  인터뷰란 무엇인가?

7주  인터뷰 책 함께 읽기

8주  나를 인터뷰하고 쓰기

9주  친구/가족 인터뷰하고 쓰기

10주  천시장 상인들 인터뷰하고 쓰기

11, 12주  책 만들기: 역할 나 고 e 북 편집 디자인하기

13주  평가  출 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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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독서동아리 멘토링: 독서토론  독서지도, 자녀독서지도법 등 13주 진행

     ※ 독서동아리 기존 운  계획에 맞춰 동아리 회원과 의하여 로그램 진행 정임 

   ❏ 로그램명: 작은도서  연계사업

     - 서 문 북페스티벌 개최시 작은도서 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

     - 시행시기: 2013. 9.( 정)

     - 참여 작은도서 : 아이 리, 새싹, 알음알음  문화  작은도서  

     - 력기 : 연희문학창작  

4. 산(안)

항목명
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지원 자부담

계 10,600,000 8,000,000 2,600,000

작가 수당 7,000,000 7,000,000 - - 1,200,000원X6월

책자 제작 2,000,000 1,000,000 1,000,000 - 1,000,000원X2종 회고록, 마을책자

물품 구매 1,000,000 - 1,000,000 - 문구류, 카메라, 취재비 등

간담회 600,000 - 600,000 - 150,000X4회

5. 기 효과

  ㅇ작가가 직  지도하는 문학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쓰기 역량 제고

  ㅇ책과 쓰기를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에 한 심을 높임으로서 함께 하는 공

동체 문화 형성

  ㅇ동아리 활동 심의 로그램 운 으로 독서동아리를 심으로 한 독서률 제고  독서

인구 변 확  

[그림 V-12]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독서동아리 멘토링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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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담당자 및 강사 의견

￭ 로그램 담당자 의견

▢ 로그램의 효과  장

안정 인 쓰기 로그램 확보  력기 과 연  구심  확립

▢ 운 상의 문제

참가 인원 모집의 어려움과 도 포기자에 한 동기부여

￭ 로그램 강사

▢ 로그램의 효과  장

수강생 간의 친 감 형성  쓰기에 한 선입견 제거

▢ 운 상의 문제

개인 삶의 공개에 따른 발표의 어려움

3.2.3 서울 하늘도서관

서울 하늘도서 에서는 학생과 주부를 상으로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

램을 운  이다(표 V-23 참조). 운 기간은 6개월이며, 외부강사를 빙하여 일상

생활의 자기 고백  쓰기를 통한 자기 둘러보기 활동을 개하고 있다. 도서 의 

로그램 담당자와 운  강사가 얘기하는 로그램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한 의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3] 서울 하늘도서관의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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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도서 의 로그램 담당자

▢ 로그램 운  효과  장

지역 문인을 통한 지속 인 쓰기 사업의 안정화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를 쓰기 소재로 삼아 쉬운 진행

▢ 로그램 운 상 애로사항

지속된 강의 참여를 한 동기부여 방법 부재  

높은 수 의 쓰기 효과 기 의 어려움

▢ 개선방안

문 쓰기 강사 빙을 한 운 비 확보

￭ 로그램 운  강사

▢ 로그램 운  효과  장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는 쓰기인 만큼 강의 이후 일상생활까지 연계되는 친 감 형성

￭ 로그램 참가자

▢ 로그램 운  효과  장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쓰기이기 때문에 쉬운 참여도

동년배 참여자들과 친 한 유 계 형성 

▢ 운 상 문제

당  목 과 달리 쓰기 심이 아닌 고해성사 수 의 말하기 심의 로그램으로 운 됨

▢ 개선방안

말하기를 로 표 하는 충분한 시간 확보  사  교감

3.2.4 광진 정보도서관

진 정보도서 에서는 학교 1～2학년을 상으로 지역 작가를 하여 ‘내 인

생의 생생(生生) 쓰기’ 로그램을 운 하 다. 참가 상자는 차상  게층과 다문

화 가족 청소년을 우선 선발 하 으며, 기  쓰기(생생 쓰기 교실 I)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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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생생 쓰기 교실 II)로 나 어 진행하 다. 

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목   필요성

▢ 쓰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로써 자신을 표 하고 사고를 깊게 하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  인성발달에 기여한다.

▢ 다양한 쓰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넓고 깊게 하여 자신은 물론 남과 세상

을 올곧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한다.

￭ 사업 추진 일정

▢ 생생 쓰기 교실 I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5월

∙강의계획 알림, 친구 사귀기: 쓰기의 이유, 좋은 의 요건, 내 

마음을 울린 에 한 이야기 나 기

∙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을 건축(구성)하는 방법, 말과 표

의 차이

6월

∙좋은 을 쓰기 한 태도와 일상의 연습: 질문하기, 다르게 생각

하기, 발견하기, 느끼기, 읽기 등

∙상상력 훈련:  속에서의 상상력 발견하기, 사물이나 동물을 엉

뚱한 장소에 등장시켜보기

∙사물의 속성 발견하기: 사물의 속성을 활용한 쓰기

∙단어의 속성과 실감: 익숙한 단어 뒤집어 보기, 단어 뜯어 먹기, 

단어 굴리기, 단어의 속성 이해하기

7월

∙사물이나 동물을 낯선 친구에게 소개하기

∙명작의 주인공 & 장소 & 시간 바꿔보기

∙말하듯 쓰기와 그리듯 말하기

∙비유법의 종류와 활용

8월
∙ 의 통일성, 유기성, 논리성

∙수업 총정리

▢ 생생 쓰기 교실 II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8월

∙강의 계획 알림, 치구 사귀기: 쓰기의 이유, 다양한 종류의 , 

과 련한 다양한 직업 소개

∙ 과 친해지기: 편지를 통해

∙ 과 사귀기: 일기를 통해

∙ 같이 읽은 것, 톡톡 튀게 쓰기: 독서감상움 쓰기

9월

∙ 같이 본 것, 다르게 쓰기: 화 평론, 여행기

∙라디오에 내 이 나온다면: 라디오 쓰기

∙사람을 들여다보기: 인터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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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도서 의 로그램 담당자

▢ 로그램 운  효과  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쓰기에 한 만족도 

▢ 로그램 운 상 애로사항

참가자 학사일정에 따른 비연속  참여

▢ 개선방안

참가자의 지속  참여를 한 강의 진행기간 조정 (2차로 분할 강의)

3.2.5 자양제4동도서관

자양제4동도서 에서는 문학작가 견 사업으로 등학교 5-6학년생과 학생을 

상으로 ‘행복한 쓰기 교실’을 운 하 다. 학생 상 로그램은 82명이 참여하

으며, 총 12회 24시간(매월 2, 4주 토요일 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로그램 

운  계획과 추진 성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사업 취지  목

▢ 생활 속 자연스러운 쓰기를 통해 표 력, 사고력을 증진한다.

▢ 쓰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언어 발달, 문학  감수성, 정서  안정에 도움을 다.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10월

∙세상 찰하기: 찰기 & 설명문, 신문기사 쓰기

∙그림도 이다: 만화와 그림동화

∙소설쓰기

11월
∙시나리오 드라마 본, 희곡 작성해보기

∙수업 총정리: 꿈에 해 생각해보고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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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 잡지 홍보: Weekly 공감(175호. 2012. 9. 12.)

▢ 진구립도서  홈페이지

▢ 행복한 쓰기 교실 작품집 제작․배포

￭ 추진 성과

▢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쓰기가 입시를 한 수단이 되어버린 실에서 입시나 시험을 

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

▢ 쓰기라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짧은 이라도 생각이 

살아있는 이 좋은 이라는 것을 알고, 쓰기에 자신감과 용기를 갖도록 함

￭ 애로사항

▢ 시험기간에 학생의 로그램 출석률이 조함

② 프로그램 담당자 및 참가자 의견

￭ 도서 의 로그램 담당자

▢ 로그램 운  효과  장

참가자들의 막연한 쓰기 부담감 해소  

일상소재를 통한 자유로운 쓰기 (기회 제공)

▢ 로그램 운 상 애로사항

참가자들의 도 탈락

▢ 개선방안

창체활동 확인서 배부 

￭ 로그램 운  강사

▢ 로그램 운  효과  장

학습이 아닌 원하는 로 쓰는 쓰기에 높은 참여도

▢ 로그램 운 상 애로사항

참가자들 흥미에 맞는 일상소재 선정의 어려움  

지속 인 동기부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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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참가자

▢ 로그램 운  효과  장

논술 등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내용에 한 흥미 유발

 래 동료 참가자들과의 다양한 경험 교류

▢ 운 상 문제

운 시간 (토요일)의 학원수강과 복에 따른 지속 인 참석의 어려움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도서 의 쓰기 로그램 방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역 부천도서 이진아기념도서 서울 하늘도서 진 정보도서 자양제4동도서

상
고등학생(경기여고 

연극 화과)
내 성인 학생/주부 내 학교 내 학교 신청자

쓰기 과제
인생은 연극이다.

(희곡창작)

내 인생의 회고록, 

“자기 역사 쓰기” 
쓰기 교실 자유로운 쓰기

일상생활의 행복한 

쓰기

쓰기 유형 문학 쓰기
자아성찰을 한 

쓰기/ 기문

자아성찰을 한 

쓰기 

자아성찰을 한 

쓰기

자아성찰을 한 

쓰기(일기쓰기)

목

독화(讀話)를 

한 희곡 쓰기 

(8/24차시)

회고(回顧)를 통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

기. 

일상생활의 자기고

백  쓰기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기

정서와 사고 함양을 

한 쓰기 능력 배

양

평범한 생활의 이야

기를 자연스럽게 

쓰기로 표

운  기간 2012. 5. 12-10. 26 2013. 5.-2013. 11 2013.5.22-11.19 
1차:2013.5-2013. 8 

2차:2013.8-2013. 11 
2012.5-2012.10

운  시간
매주 토요일

13:30-16:00

주 1회 (매주 요

일) 월 4회

매주 수요일

10:30-12:00

매주 토요일 

10:00 - 12:00 

격주 토요일

12:30 - 14:30

동기유발 방법

작품종합 문집 발간

/특강을 통한 동기

부여/우수작 선정

쓰기 차

주제 련 다양한  

(연극)상황을 보고 

자유롭게 쓰기

이론 수강 후 개인 

쓰기/강사 첨삭

주제 련 다양한 

(연극)상황을 보고 

자유롭게 쓰기

좋은  소개/강사 

강의/주제 련 

써보기

유형(문 /논리/상

상)에 따른 다양한 

쓰기 

물리  

환경

공간
경기 술고등학교 

연극홀

이진아기념도서  

문화창작실

하늘도서  

세미나실
자  세미나실 자  세미나실

좌석수
24석 

( 이식 2인석 6 )

40석 

(2인석 20개)

12석 

(2인 6석)

자료

PC
강의를 한 빔 로

젝터

지도자 극작가 채승철
송기역 

(시인, 평 작가)
인터뷰작가 박수정 허은실 (방송작가) 남궁담 (동화작가)

력기  

력 내용

부천 술정보도서

/극작가

연희문학창작 /

력기 과 연계한 발

표회 진행

구로시민센터, 구로

내 , 고등학교/ 

로그램 홍보 

자양동 주민센터/특

강 시설 

구의3동 도서 /특강

에 따른 장소 제공

산
지원  36%, 자

부담 64%

지원  75%, 

자 부담 25%
지원  100% 지원  100%

<표 V-23> 공공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방문 내용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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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쓰기 로그램을 운  인 학교  공공도서  방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사서의 로그램 설계  운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요하다.

▢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쓰기와 련된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 쓰기 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 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운  등에서 유 기   유 부서와의 연계가 필

요하다.

▢ 청소년과 부모(가족)가 함께 참여하는 쓰기도 가능하다.

▢ 문학 쓰기 로그램에서는 사서․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 로그램에 한 충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 로그램 운  기간  시간을 시험 등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 청소년의 로그램 참가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부여  진로지도에 도움을 다.



Ⅵ.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  
운  가이드라인

1.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

2. 로그램 비

3.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의 운  가이드라인

4. 창의  쓰기 로그램의 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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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  
운  가이드라인

1.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1.1 개발 원리

1.1.1 통합적 글쓰기 관점

쓰기는 필자, 독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  상황과 련되

어 있다. 따라서 통합  은 모범 인 텍스트의 모방을 강조하는 형식  , 

쓰기 차와 략을 심으로 교사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지   그

리고 쓴이의 사회․문화  배경 차이를 고려하는 사회  을 아우르는 것이다. 

쓰기 워크 이나 내 책 만들기와 같이 최근에 활기를 띠고 있는 쓰기 로그램은 

모두 이러한 통합  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쓰

기 로그램 모형을 차와 략 그리고 결과와 화 심의 쓰기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에서 개발하고자 한다. 통합  의 쓰기 로그램이 갖는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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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쓰기의 목

▢ 사고의 정리를 통해서 자아를 성찰한다.

▢ 창의력을 신장한다.

▢ 쓰기 문화를 형성한다.

둘째, 자율성

▢ 자신의 능력이나 에 따라서 쓰기 목표와 주제를 선택하여 을 쓰도록 한다. 

셋째, 동

▢ 쓰기 과정에서 범교과  탐구활동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쓰기 결과를 공유

한다.

넷째, 사고 차와 략 활용

▢ 쓰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황에 맞게 표 할 수 있도록 사고 차와 략을 활용

한다.

다섯째, 지도자의 역할

▢ 동  쓰기에 필요한 물리  환경을 조성한다.

▢ 쓰기 과정에서 학생을 칭찬하고, 청소년과 정서  교감을 나 다.

▢ 쓰기 과정과 략을 안내한다. 

▢ 찰과 의 과정을 기록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여섯째, 의 종류

▢ 청소년 쓰기의 목 은 자기가 겪은 일을 정직하게 쓰도록 함으로써 자아를 실 하고 창

의성을 개발하는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와 복합 인 구성을 필요로 하는 술문(문

학) 보다는 실용문(비문학)이 합하다. 

▢ 쓰기 로그램에 합한 실용문은 일기, 감상문, 편지, 기문, 설명하는 , 주장하는 

, 논평하는  등이다.

일곱째, 평가

▢ 학생이 형식에 치 하여 자유로운 씨기를 해할 수 있는 에 한 평가나 교정을 가

이면 하지 않는다. 

▢ 평가는 쓰기 과정에서 수정과 공유를 하여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 교사의 학생 평가는 찰이나 의(상담)와 같이 비공식 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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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청소년의 발달 과업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 신체 , 사회  그리고 심리

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과도기 청소년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은 건 한 자아정

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한 확고하고 통합된 느낌을 갖고, 자

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 실

된다. 

따라서 청소년 쓰기 로그램은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탐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성취

해야 할 발달과업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화  환경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

정과 학교는 물론 도서 과 같은 사회교육기 에서 기에 성취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200)

<표 VI-1> 청소년의 성장 영역별 발달 과업

200) 김종서 등,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명자, 문병상, 2000, “청년기

의 발달 특성,”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4), pp.99-100에서 재인용)

역 발달과업

신체  역

◦체력 증진하기

◦신체  구조나 생리  변화에 응하기

◦균형 있는 체격을 유지하기 한 운동과 자세 취하기

◦충분한 양과 한 휴식 취하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생 인 생활 하기

◦건강에 좋은 습  기르기

사회  역

◦사회 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건 한 국가  확립하기

◦사회질서를 지키고 공익을 존 하기

◦동료집단과 잘 어울리기

◦존경하는 인물 본받기

◦웃어른에 해 공경하는 태도 기르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타인의 인격을 존 하기

◦좋은 친구를 선택하여 우정을 두터이 하기

◦규칙 인 생활습  가지기

정의  역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한 바른 태도 발 시키기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 으로 독립하기

◦성  충동이나 감정 통제하기

◦문학  술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여가를 건 하게 보내기

◦ 정 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가치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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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글쓰기와 도서관의 관계

사회교육기 으로서의 도서 은 청소년 쓰기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

면에서 연계성을 가지며, 이를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 개발에 용하 다.

① 구성주의 교육 과 사서․사서교사의 교육  역할

▢ 쓰기 과제해결에 필요한 물리 ․심리  환경 조성자

▢ 청소년의 요구와 수 에 맞는 쓰기 자료 제공자

▢ 정보 활용 차와 략의 안내자

② 도서  기 에 담긴 교육  사명

▢ IFLA/UNESCO의 학교도서  지침 - 평생학습능력과 상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 IFLA/UNESCO의 공공도서  선언  - 개인의 창조  발 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어

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진하는 것

③ 정보활용교육의 통

▢ 정보활용능력: 교육  인간상(창의인) 양성에 기여하는 것

▢ 정보문제해결 모형: 쓰기 차와 략을 지도할 수 있는 통합  사고 략

④ 학습공동체로서의 도서

▢ 청소년이 다양한 자원과 능동 으로 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

▢ 청소년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아 존 감과 자기계발을 도와  수 공간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심 축

1.2 글쓰기 프로그램 유형별 단계 설계 시 고려사항

청소년의 쓰기 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성찰과 창의성 신장이라는 기본 인 발달

역 발달과업

지  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한 기본  지식 갖추기

◦자연과 사회환경의 여러 원리를 배우고 자신의 생활과 련짓기

◦ 통문화를 이해하고 보존, 발 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갖기

◦외국문화  국제 계에 한 이해 넓히기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비하기

◦신체구조와 생리 상  성에 하여 이해하기

◦매스 커뮤니 이션에 한 바른 이해와 지식 갖기

◦논리 으로 사고하고 합리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자기의 능력과 성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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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달성에 기여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로그램 운  목 에 따라서 로그램 유

형을 크게 자아성찰을 한 쓰기와 창의성 신장을 한 쓰기로 구분하 다. 각 유형

별로 쓰기 목  달성에 기여하고자 쓰기 단계 설계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아성찰을 한 쓰기

▢ 의미와 특징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문제 상황에 하여 을 쓰면서 정리

하고, 말로 표 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을 로 풀어내고, 자신을 객 으로 바라보게 하는 

활동이다.201) 따라서 매 시간 새로운 주제로 쓰기 차를 반복하면서 운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쓰기 단계 설계 시 고려 사항

① 쓰기 모형을 활용한다.

② 모둠활동을 통한 동료지도와 상호작용을 활성화 한다.

③ 쓰기 결과를 출 한다.

④ 모범 텍스트를 활용한다.

⑤ 독자가 구인가를 고려한다.

⑥ 쓰기 략을 활용한다.

￭ 창의  쓰기

▢ 의미와 특징

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장시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로 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매 시

간 정해진 쓰기 차와 략에 따라서 로그램을 진행한다.

▢ 모형 설계 시 고려사항

① 지식형성과정을 강조하여 쓰기 모형과 략을 활용한다.

② 모둠활동을 통한 동료지도와 상호작용을 활성화 한다.

③ 쓰기 결과를 출 한다.

④ 다양한 주제 탐구활동을 개한다.

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⑥ 독자가 구인가를 고려한다.

⑦ 쓰기 략을 활용한다.

201) 김 숙, 1999, 쓰기 치료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미간행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교육 학원 

상담심리 공),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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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설계와 청소년 로그램의 일반 인 설계 차를 용하

여 체 쓰기 모형을 ‘ 비-설계-운 -평가’와 같이 4단계로 구성하 다. 

￭ 1단계: 비하기(Preparing) 

▢ 공통 과정

▢ 쓰기 로그램의 유형과 목표 수립에 필요한 수요조사  청소년 환경 분석

▢ 로그램 운 에 필요한 물리 ․심리 ․정서  환경 구축

▢ 강사 섭외와 출 계획 수립 등 로그램의 성공에 필요한 토  마련

▢ 로그램 평가 계획 수립

￭ 2단계: 설계하기(Designing)

▢ 로그램의 목 (자아성찰과 창의성 신장)에 따라서 설계 내용이 달라짐

▢ 로그램의 유형별로 참가 상과 인원 그리고 운 기간과 시간 확정

▢ 차시별 는 쓰기 활동의 각 단계별 운  계획 수립

￭ 3단계: 운 하기(Operating)

▢ 로그램 유형별 쓰기 차 용

▢ 로그램 유형별 쓰기 략 지도

￭ 4단계: 평가(Evaluating) 

▢ 문집제작, 출 기념회(자아성찰을 한 쓰기)

▢ 로그램 성과 평가  피드백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 쓰기 로그램 설계 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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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 글쓰기 목적에 따른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4단계 모형

그리고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유형 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 주체 측면: 지도자 수 의 청소년 로그램 

사서나 사서교사와 같은 지도자가 쓰기 로그램을 개하는데 필요한 세부 인 활동계획

을 수립하 다.

▢ 로그램 구조화 정도 측면: 구조화된 로그램

로그램의 목 과 목표가 청소년의 자아성찰과 창의  사고력 신장으로 분명하며, 이를 토

로 내용을 계획하 다. 따라서 로그램에는 참여 상, 장소, 로그램 설계  운  차

와 략, 산과 평가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구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

▢ 청소년 체험활동 측면: 자기계발 활동 로그램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기표  능력계발, 자아존 감 향상 등 자기계

발 활동에 해당한다.

▢ 로그램의 구성 범  측면: 연속(단계)  로그램

쓰기 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 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

으로 진행하는 연속  로그램이다.



238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2. 프로그램 준비

쓰기 로그램을 운 하기 해서는 수요 조사와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에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 로 쓰기 로그램의 상과 유형 그리고 운

 목 을 정하고 홍보와 수강생 모집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로그램 운 에 필

요한 물리 ․정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가 끝나면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그리고 학생 작품의 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VI-2] 글쓰기 프로그램 준비 과정

2.1 수요 조사 및 청소년 환경 분석

▢ 목
청소년의 사회․경제  배경과 진학, 취업 등 청소년 문제에 한 분석과 쓰기 로그램에 

한 수요를 조사하여 로그램 유형과 운  목  그리고 참가 상  인원 등을 결정한다.

▢ 방법

① 내 의: 련부서, 담당자, (학부모)자원 사자 등과의 

② 외 의: 내 사서, 사서교사, 교사 ( 화, 이메일, 의회 등)

③ 청소년(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④ 학교나 도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

⑤ 도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의견서 수집

특히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청소년 련 사 로그램 계획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 환경 분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공공도서 의 경우 참고질문이나 출 자료 등 제한 인 요소를 통해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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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 에서는 청소년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로그램 유형과 기간에 한 의견을 주시면 반 하겠습니다.

∙이용자 구분 :      ▢ 학생      ▢ 고등학생      ▢ 학부모      ▢ 교사 

∙희망하는 쓰기 로그램

  ▢ 자아성찰을 한 쓰기        ▢ 창의  쓰기

∙ 쓰기 로그램에 한 기타 의견:

∙강사 추천: 

∙만약에 처리결과를 원하시면 연락처를 어주세요.

  이       름 :

  E-Mail 주소 : 

   화 번 호 :

<표 VI-2>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양식)

심과 요구를 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학교도서 은 자료 산과 

같은 로그램 운 에 필요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 이 운

하는 쓰기 로그램에 한 의견 수렴에 활용할 수 있는 의견서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자 결정

① 수요조사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 청소년에게 한 쓰기 로그램 유형을 결정한다.

② 수강 상 결정: ․고등학생은 연령별로 지 ․정서 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  동일 

학년을 하나의 반으로 편성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 학교 을 하나의 반으로 묶는다. 

③ 수강 인원 결정: 1명의 강사(지도자)가 참가자에게 개별 인 심을  수 있는 정인원

은 10-12명이다.

2.1.2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목표 설정

￭ 목   목표의 특성202)

① 합리성: 진술의 논리 인 패턴

202) 유진이, 윤혜순, 2013, 청소년 로그램 개발과 평가(서울: 양서원),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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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천 가능성: 미래 성취의 실성

③ 다원성: 하나 이상의 결과 반

④ 계성: 목표 간의 상호연계성

⑤ 차별성: 타 행동과 복되지 않음

⑥ 변화 가능성: 계속하여 다음 목표에 응

￭ 로그램의 목  

▢ 장기 으로 실 될 수 있는 내용

▢ 지향하는 궁극 인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

￭ 청소년의 쓰기 로그램의 운  목  진술 사례203)

① 청소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 과 자아정체성을 기른다.

③ 청소년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키운다. 

④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⑤ 청소년의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높은 수 의 사고력을 기른다.

⑥ 청소년의 기본 학습 방법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⑦ 청소년에게 표 의 자유를 다. 

⑧ 청소년의 수  높은 교양 함양과 문화의 유지 발 에 기여한다.

⑨ 쓰기에 한 자신감을 기른다.

￭ 로그램의 목표 204)

▢ 과정 보다는 산출지향 으로, 어떻게 보다는 얼마나로 표 함

▢ 청소년의 인지․정의․신체  행동 특성의 변화 방향과 변화의 수 을 표 함

203)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44-45 ; 이재승, 2002, 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정 

심 근(서울: 교육과학사), p.14.

204) 유진이, 윤혜순, 2013, 청소년 로그램 개발과 평가(서울: 양서원), pp.119-123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함

구분 로그램 목 로그램 목표

의미

∙실행하는 로그램의 결과로서 달성하고

자 하는 포 이며, 장기 으로 실 될 

수 있는 내용

∙목 을 달성하기 해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구체

인 것으로 상  목 에 한 하  개념

<표 VI-3>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방법



VI.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가이드라인 ●  241

▢ 로그램의 목 과 목표의 계 구조에 따른 진술 사례

①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 한 성장에 기여한다.

①-1. 자아성찰을 한 쓰기에 참여한 학생은 나 이해하기 활동을 통하여 장래 직업을 

2가지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①-2. 자아성찰을 한 쓰기에 참여한 학생은 타인 이해하기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친구

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①-3. 자아성찰을 한 쓰기에 참여한 학생은 사회 이해하기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범죄

의 원인과 책에 한 도서  자료를 5가지 이상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쓰기 로그램을 통하여 도서 의 평생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한다.

②-1.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쓰기 주제와 련한 자료 탐색 활동을 

통하여 도서 의 교육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②-2.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도서 의 다양한 로그램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3.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자료 활용 경험을 통하여 도서  이용 

을 익힌다.

③ 창의  쓰기 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한다.

③-1.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쓰기 주제 련 도서자료를 온라인 목

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③-2.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찾아낸 자료의 내용을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

구분 로그램 목 로그램 목표

설정 근거

∙기 (도서 )의 설립 취지와 이념

∙청소년의 발달, 요구, 필요, 문제해결

∙ 로그램의 수

∙참가 집단의 성격과 규모

∙ 로그램 운  자원

∙ 로그램 목 의 계화와 조직의 활동 범

∙산술  측정 가능성: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수 을 

표 하여 산술 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서술함

진술방법

① 상황: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청소

년의 재 상태

② 상: 로그램 참가자

③ 내용: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로그램의 

포 인 내용

④ 의도: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로

그램 종료 후 변화될 궁극 인 기 효과

① A(Audience: 청 ): 학생, 고등학생

② B(Behavior: 행동): 활동을 통해 변화 는 획득

되기를 바라는 청소년의 행동

③ C(Condition: 조건): 청소년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④ D(Degree: 정도): 행동의 결과로 변화된 행동의 

양 , 질  수 을 단하는 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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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 창의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자료 활용 경험을 교과의 학습주제 해결

에 용할 수 있다.

2.1.3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기간 결정

① 로그램 운  기간: 주 , 주말, 방학  등 시간 와 수강인원, 강사, 산, 자료 활용 

시간, 발표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로그램 운  시간: 1차시 운 시간은 쓰기와 작품 공유 활동을 고려하여 90-120분 으로 

한다.

▢ 자아성찰을 한 쓰기: 12차시 로그램 (6주 X 주2회) / 차시별 100분 운

▢ 창의  쓰기: 10차시 로그램 (5주 X 주2회) / 차시별 120분 운

③ 수강료 결정: 외부강사료, 출 비, 다과비,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2 홍보 및 수강생 모집

2.2.1 참가신청서 제작 및 게시

① 쓰기 로그램의 운  목 과 일정, 참가신청 방법 등을 담은 단지를 제작하여 도서

에 게시한다.

② 교실, 공공도서  는 학교도서  등에 게시를 의뢰한다.

③ 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그림 VI-3] 나무 조형물을 이용한 게시 사례(경기 금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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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강생 모집 

① 수강생은 도탈락자를 고려하여 15명 정도 모집한다.

② 참가신청서에 학생이 작성한 의 수 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인  사항 

이          름 학 교 학 년

집    주    소

집  화 번 호 휴 화 번호

자우편 주 소

2. 로그램 참가신청 이유

3.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

( 래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써 주세요.)

 

본인은 000도서 의 쓰기 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이  름 : 

<표 VI-4> 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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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쓰기 교육에 한 선행연구와 해외 쓰기 로그램 운 에 나타난 공통 은 

쓰기에 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즉 성공 인 쓰기 로그램 운 을 해서는 한 

물리 , 심리․정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 

2.3.1 프로그램 연계 운영 협의

① 쓰기 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과업 달성에 향을 끼치는 학교, 가정, 도서  그리고 

유 기 과 연계가 요하다. 

② 기  간 연계 정도는 시설과 자료 그리고 인 자원 등 환경의 공유를 바탕으로 로그램의 

‘설계-운 -평가’에 각 기 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 단독형: 개별 도서 이 강사를 포함한 자체 물리  환경을 기반으로 로그램을 설계-운

-평가하는 경우

▢ 연계형: 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운  산, 물리  환경, 강사 등 강 을 가진 운  요소

를 서로 지원하여 운 하는 경우

▢ 통합형: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이 로그램 유형 선정과 운 에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

로 개발하여 쓰기 로그램을 운 하고 평가하는 경우

청소년의 발달과업 달성을 해서는 통합형 로그램 운 이 바람직하지만, 종 

별 특징을 고려할 때 가장 실 인 방안은 연계형이다. 쓰기 목 과 참여기 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로그램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VI.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가이드라인 ●  245

[그림 VI-4] 글쓰기 목적과 유관 기관 연계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 구분

2.3.2 물리적 환경 구축

① 글쓰기 교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조건

쓰기 로그램 운 을 해서는 우선 공간과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쓰기 공간은 모둠활

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화와 자료 탐색이 가능하도록 일반 이용자와 분리하는 하는 것

이 좋다. 쓰기 공간에는 사 류와 쓰기 주제와 련한 기본 인 읽기자료 그리고 컴퓨터 

검색 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학생 개인별 쓰기 책상과 의자

▢ 교사와 학생( 는 3-4명의 모둠원)이 함께 의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 개인 발표를 한 자용 의자

▢ 정보 검색  쓰기용 컴퓨터와 린터

▢ 손으로 책을 직  만들 수 있는 도구

▢ 연필과 노트

▢ 원고 수정용 펜( 색, 청색-학생 1인당 1개)

▢ 주제 련 책과 사 류

▢ 매시간 쓰기 원고를 모아둘 수 있는 일박스와 보 용 서가

▢ 작품 발표에 필요한 빔 로젝터, 작가석, 게시  

<표 VI-5> 글쓰기 교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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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쓰기방

▢ 작품과 지도 자료의 공유와 표  기회를 확 하고 상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개설 장소 방법  특징

도서  홈페이지

∙ 쓰기 자료실 개설

∙ 쓰기 자료(모범 텍스트, 지도 내용 등) 공유

∙참가 학생 작품 공유

∙도서  자료 검색  다른 로그램과의 연계가 용이함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로그램 이름을 딴 온라인 카페 개설

∙기수별, 모둠별 방 개설 가능

∙ 쓰기 자료  작품 공유

∙댓 달기, 작품평, 질의응답 등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

∙카페 개설  리자 지정 필요

<표 VI-6> 온라인 쓰기 방 개설 방법

2.3.3 심리적 ․ 정서적 환경 구축

① 심리  환경

쓰기 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을 한 환경을 의미한다. 

② 정서  환경

▢ 심리  안정, 모험심 유발과 같은 신뢰 계 형성과 련된 환경을 말한다. 

▢ 심리 ․정서  환경은 로그램 운 자의 청소년에 한 이해와 정서  교감 그리고 

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련이 있다. 

③ 쓰기 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마음가짐

▢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기꺼이 로 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 쓰기 과정에서 동료나 지도교사와 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 인 마음가

짐이 필요하다. 

④ 로그램 운 자의 자질205)

▢ 사서나 사서교사 그리고 청 강사 등 로그램 운 자는 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을 한 사람의 필자로 우함으로써 좋은 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쓰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체나 모둠별, 개인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205) 유진이, 윤혜순, 2013, 청소년 로그램 개발과 평가(서울: 양서원), p.38의 내용을 도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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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사서나 사서교사에게 갖는 첫인상은 심리  안정감과 도서

에 한 정서  근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요하다. 따라서 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에

게 친 감 있는 태도와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역할  자질 내용

내용 문가
로그램 속에 포함될 구체 인 내용에 해 상당한 정도의 식견과 지식을 소유

해야 한다.

과정 문가
로그램 개발 과정에 용해야 할 한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 인 차와 단

계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용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 문가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다듬고 가공하여 하나의 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로그램의 내용을 학습자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의사 결정 문가
로그램 개발을 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

는데, 이때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상 문가
로그램 개발과 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이 가지고 있는 심사를 히 조정

하고 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표 VI-7> 청소년 프로그림 개발 및 운영자로서 사서 및 사서교사의 역할과 자질

⑤ 사서나 사서교사가 청소년과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206)

▢ 청소년이 도서 에 들어올 때 잘 보이는 곳에서 맞이한다.

▢ 가능한 빨리 이름을 외운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년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 한다.

▢ 청소년이 도서 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에 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지도한다.

▢ 개인 인 기분이 도서  운 이나 로그램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 이고 

사려 깊고 융통성 있다는 평 을 얻는다.

▢ 청소년을 부드럽게 하고 체벌을 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 인 잘못 때문에 체 학생을 

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청소년들이 도서 에 올 때를 비하여 항상 비한다.

다음은 쓰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식견에 한 내용이다.

글쓰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식견207)

을 제 로 보고 단하는 식견이 없고서는 쓰기 지도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을 평가할 때 어디까지나 그 에서 나타내고자 한 내용을 가지고 

206) Blanche Woolls, 2001, The School Library Manager. 2nd ed.(Westport: Libraries Unlimited.), pp.88-89의 내용 일부를 수정함

207)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144-145,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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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에서 논의해야 한다.

① 그 이 본 로 들은 로 한 로 정직하게 쓴 인가?

② 느낌과 생각이 깨끗한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가?

③ 사물을 정확하게 악하고 쓴 인가?

④ 남의 생활을 쳐다보고 흉내 낸 것은 아닌가?

⑤ 도 몰래 남의 을 따라서 쓴 것은 아닌가?

⑥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그 로 쓴 것은 아닌가?

⑦ 그 학년이나 그 나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지성의 바탕이 있는가?

⑧ 이 땅에서 살아갈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느낌이나 생각,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

는가?

을 보는 은 감동, 삶 그리고 표  세 가지이다.

① 감동

이 은 재미있다, 이 은 읽을 맛이 있다고 할 때 재미라든가 맛이 바로 감동이다. 감동의 

깊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진다. 재미, 맛, 감동과 같은 소박하고 단순한 느낌이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에 한 평가이다.

② 삶

▢ 삶이 있는가, 없는가?

▢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삶의 태도가 어떤가?

▢ 삶에서 우러난 느낌이나 생각이 제 것으로 되어 있는가?

▢ 그 나이(학년)에 알맞은 삶의 태도, 생각과 깨달음이 있는가?

▢ 삶의 태도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 을 지 하고 그 까닭을 말한다.

▢ 삶이 없이 써진 이라면 이런 을 쓰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본다.

▢ 남에게 읽힐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가?

③ 표

▢ 정직하게 쓴 인가?

▢ 정확하고 자세하게 어져 있는가?

▢ 꼭 쓰고 싶었던 것, 의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

▢ 쉬운 말로 잘 알 수 있게 썼는가?

▢ 자기의 말로 썼는가?

▢ 과 그 이 보여 주려고 하는 사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가?

▢ 조리가 있고, 단락이 잘 지어져 있는가?

▢ 서사문일 경우 때와 장소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가?

▢ 감상문일 경우 실한 느낌이나 생각이 나타나 있는가?

▢ 정성껏 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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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사 섭외 및 출판계획

2.4.1 강사섭외

① 내(교내) 인사 섭외: 청소년 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사서나 사서교사를 섭외한다.

② 외(교외) 인사 섭외: 로그램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유 기 의 문가, 작가 등을 

섭외한다.

③ 학의 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을 상으로 한 자기소개서 쓰기, 논술쓰기 등 다양한 

쓰기 강좌를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로그램 설계나 강사 섭외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역 기 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주요 활동 내용

서울

쓰기 훈련소 http://cafe.naver.com/pointwriting 02-323-1905

비즈니스 라이 (보고서 기획서 쓰

기), 기 쓰기, 서평쓰기, 교직원

교육, 기자양성, 사서교육, 학생 

쓰기, 독서경 , 첨삭지도

한겨 교육문화센터
http://m.hanter21.co.kr/jsp/mobil

e/hanterabout/hanter_job.jsp
02-3279-0900

우리말 쓰기 과정과 작가 양성 

과정 운 (온라인 첨삭, 논술, 문장 

구성 등)

경기
아주 학교 기 교육 학 

의사소통센터
http://uc.ajou.ac.kr/uc/ 031-219-2865

재학생 의사소통능력 제고 차원으

로, 개별신청을 통해 쓰기 튜터

와 상담

카이스트 쓰기센터 http://writing.kaist.ac.kr 042-350-4661
재학생 상으로 기 논술, 온라인 

첨삭, 유료논술테스트 등 실시

충남
공주 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쓰기 클리닉

http://kncu.kongju.ac.kr/main.do?f

unc=main_001
041-850-0984

재학생 상으로 쓰기 기 , 창

의  쓰기, 독후감  비평쓰기 

강좌 운

북

북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ctl.chonbuk.ac.kr/ 063-270-2194
쓰기 략, 리포트 쓰기, 자기소

개서 쓰기

원 학교 쓰기 센터 http://cms.wonkwang.ac.kr/wc/ 063-850-7132

쓰기 교육 로그램 개발, 세계

고 강좌 운 , 독서 클럽 지원 사

업, 공개 독서 토론회 운 , 쓰기 

클리닉  강좌 운

구 구가톨릭 학교
http://dept.cu.ac.kr/user/kyoyang

/?left_menu=1&menu_sub=17
053-850-3986~9

리포트, 발표문, 졸업논문, 자기소

개서 같은 학생들이 쓰는 실용 인 

에 한 개인 상담과 첨삭지도

경북 경북 학교 기 교육원 http://fle.knu.ac.kr/ 053-950-6025～7
재학생 상으로 인문학, 사회과

학, 과학과 기술 쓰기 강좌 운

<표 VI-8> 글쓰기 프로그램 강사 섭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 기관 현황

2.4.2 출판 계획

① 출 의 유형을 정한다.

▢ 홈페이지에 올린다. ▢ 인터넷 웹진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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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편지로 보낸다. ▢ 체 문집을 제작한다. 

▢ 개별문집을 제작한다. ▢ 마지막 시간에 표작을 낭독한다.

② 제작 방법(주체)을 결정한다. 

▢ 자체 편집: 삽화제작, 컬러 린터 등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고 제본만 외주를 다.

▢ 외주제작: 편집, 삽화제작, 출력, 제본 등을 외부 업체에 의뢰한다.

2.4.3 예산 책정

① 소요 산 산정

계(원) 환경 구축 자료구입 홍보비 강사료 필기구 출 비 다과비 의회비 기타

▢ 환경 구축: 책상, 의자, 컴퓨터, 게시  등

▢ 의회비: 사  의회, 사후 평가회 

② 소요 산 조달 방법

▢ 자체 운 비: (           )원

▢ 외부 지원 : (           )원

▢ 수요자 부담: (           )원

2.4.4 평가 계획

① 로그램 운  성과 측정 방법 결정

▢ 설문

▢ 면담

▢ 자아성찰과 창의성 검사 도구 활용

② 로그램 운  평가회의

이상에서 살펴본 쓰기 로그램 비 차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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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쓰기 로그램 설계를 한 체크리스트

①

수요조사

청소년

환경분석

수요

조사

상

▢ 청소년: 

▢ 학부모:

▢ 교  사: 

청소

년의 

환경 분석

▢ 사회  환경:

▢ 문화  환경:

▢ 경제  환경:

희망

하는 

로그램

￭ 자아성찰을 한 쓰기 ￭ 창의  쓰기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상

▢ 학생(공통)

   ▢  1  ▢  2  ▢  3

▢ 고등학생(공통)

   ▢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로그램 유형

▢ 자아성찰을 한 쓰기

 

▢ 창의  쓰기

 
인원 (            )명

운

목

․

․

․

운

목표

․

․

․

주

기

운  기간

운  시간 (       )회 (       )차시

수강료

②

홍보

수강생

모집

홍보

￭ 기간: (                          )

￭ 방법

   ▢ 가정통신문  ▢ 홈페이지  ▢ 팸 릿  ▢ 이메일  ▢ SNS  ▢ 기타(             )

수강생

모집

￭ 모집인원: (        )명 

￭ 참가신천서 작성 여부   ▢ 작성함   ▢ 작성하지 않음

③

로그램 

운  

환경구축

연계

기

▢ 학교(도서 )

▢ 공공도서

▢ 기타(                    )

연계내용

▢ 공간:

▢ 자료:

▢ 산: 

▢ 강사:

▢ 체험, 탐방: 

▢ 련 로그램: 

물리  

환경

▢ 공간:                   

￭ 자료 

   ▢ 도서자료:       ▢ 사  등 참고자료:       ▢ 신문․잡지 등 연속간행물:      

￭ 시설  설비: 

   ▢ 컴퓨터:       ▢ 사물함:       ▢ 로젝터:       ▢ 린터:       

   ▢ 복사기:       ▢ 기타:       

   ▢ 체험․탐방 등 연계 가능 활동:                  

④

강사섭외

출 계획

강사

섭외

￭ 강사

   ▢ 내부 문가:       ▢ 외부 문가:       

   ▢ 기타:                                

출

계획

▢ 자체 제작 ▢ 외주 제작

▢ 홈페이지 탑재 ▢ 인터넷 웹진 제작

▢ 편지보내기 ▢ 체 문집 제작

▢ 개별문집 제작 ▢ 표작 낭독

<표 VI-9> 글쓰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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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배정

￭ 총액 (            )원

￭ 항목

   ▢ 환경구축(                ) ▢ 홍보비(            ) ▢ 강사비(            )

   ▢ 필기구 구입 (            ) ▢ 출 비(            ) ▢ 의회비

   ▢ 다과비(                  ) 

￭ 조달방법

   ▢ 자체 운 비 (            )원

   ▢ 외부 지원  (            )원

   ▢ 수요자 부담 (            )원

평가

계획

￭ 수강생

   ▢ 설문           ▢ 면담          ▢ 자아존 감  창의성 검사 도구 활용

￭ 운 자

   ▢ 평가 의회 운

유의사항

∙ 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운  등에서 유 기   유 부서와 력한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지도자(강사)의 자질이 요하다.

∙ 로그램 운  기간  시간을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와 연계하여 쓰기 로그램 참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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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운영 가이드라인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쓰기의 자기치유 기능을 활용한 로그램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것이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

고 자아성찰을 도모하는데 효과 이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가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쓰기에 한 부담을 여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청소

년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지도자가 청소년의 문제 상황에 맞게 

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서 으로 교감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여야 한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의 운  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VI-5]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절차

3.1 프로그램 설계

설계 단계는 쓰기 로그램 비 과정에서 결정한 로그램 모형과 유형,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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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자아성찰을 한 쓰기 유 기  력 정도

▢단독형 

￭연계형

  ▢시설 ▢자료 

  ▢ 산 ▢강사 

  ▢기타(         )

▢통합형

참가 상

￭ 학생

  ▢공통

  ▢  1 ▢  2 ▢  3

￭고등학생

  ▢공통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운

기간
2013.10～2013.11

지도 

장소

도서

모둠

학습실

참가인원 ( 12 )명
운

시간

총 12차시

(차시별 100분)

운 목

1.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 과 자아정체성을 기른다.

2. 래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 한 인 계 능력을 기른다.

3. 자신의 생각을 로 분명하게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차시
쓰기 

단  계
활동 내용 지도 내용

1

쓰기 

 활동

￬

￭ 로그램 익히기

∙ 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모둠 구성

∙ 쓰기 방향(방법) 제시

∙스스로 규칙 정하기

￭ 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모둠구성

▢모둠의 크기 3～4명

▢무작  구성

▢학생 스스로 구성

▢교사가 이질집단으로 구성

￭ 쓰기 방향 제시: 어떤 을 쓸 것인가?208)

▢삶이 있는 을 쓴다.

▢사실을 올바르게 있는 그 로 쓴다.

▢실제로 행동한 것을 쓴다.

▢부끄러운 일도 쓴다.

￭ 쓰기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 하는 것이다.

2

￭ 쓰기 계획 세우기

∙주제 정하기

∙독자정하기

∙ 의 종류 정하기

∙ 쓰기 두려움 없애기

∙ 보자의 쓰기 방법 안내

￭주제 정하기: 주제 확장의 원리 용

￭주제 고르는 방법

▢지도교사가 주제를 고른다.

▢스스로 주제를 고른다.

▢지도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른다.

￭독자

▢자기 자신

▢친구 ▢선생님 ▢부모님 ▢ 래 청소년

▢기타(               )

<표 VI-10>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차시별 운영 계획

상  인원, 운 기간, 운 시간 그리고 운  목 을 토 로 작성한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매 시간 학생의 심 주제 하나를 상으로 쓰기를 진행한다. 따라서 

차시를 심으로 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 이다.

208) 이오덕, 2012, 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주: 고인돌), pp.60-116.

209) 한수 , 2010, 쓰기의 지도(서울: 지식의 날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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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종류

▢일기: 생활일기, 찰일기, 학습일기, 독서일기 등 흥

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감상문 

▢편지: 실제 편지를 써서 부치도록 한다.

▢ 기문

￭ 쓰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209)

▢ 쓰기를 미루지 않는다.

▢멋지게 잘 쓰려고 애쓰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무 의식하지 않는다.

▢충분히 숙고한 후에 쓰는 습 을 기른다.

3
고

쓰기

￬
수정

하기

￬
공유

하기

￬ 
평가

하기

나를 

변화시키는 

쓰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쓰기 략

4 부모님이 바라는 나의 모습

5 내게 가장 소 한 것

6 10년 후의 나의 모습

7 학교를 

변화시키는 

쓰기

내가 바라는 친구의 모습

8 내가 바라는 우리 학교

9 내가 바라는 선생님 모습

10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기

다문화 친구에게

11 사회 불평등 해소 방법

12 출   로그램 평가하기

￭출 하기

▢홈페이지에 올린다. 

▢인터넷 웹진을 제작한다.

▢부모나 친구에게 편지로 보낸다.

▢ 체 문집을 제작한다. 

▢개별문집을 제작한다. 

▢마지막 시간에 표작을 낭독한다.

￭평가하기

▢설문하기

￭다과

￭기념사진 촬

3.2 글쓰기 활동

자아성찰을 한 차시별 쓰기 활동 차는 ‘쓰기  활동- 고쓰기-수정하기-공

유하기-평가하기’와 같이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한다. 쓰기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하

는 가장 좋은 보상은 무형의 것이다. 를 들면 미소,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기, 격려의 말, 자신의 활동을 시하고 표 할 기회 등이다. 한 학생의 쓰

기 기술에 심을 갖고 학생에게 읽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210) 각 단계별 

주요 활용 내용과 지도 방법  지도상의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0) Teresa M. Amabile, 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경원 편역(서울: 창지사), pp.174-175.



256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쓰기 단계(시간) 활동내용  쓰기 략 지도 방법  유의사항

1단계

 쓰기  활동

(1-2차시)

(200분)

￭활동내용

▢모둠 구성

▢주제 정하기

▢ 쓰기 목  이해

▢독자 선택

▢ 의 종류 선정

￭ 쓰기 략

▢ 쓰기 계획 세우기

▢ 쓰기 두려움 없애기

￭ 쓰기 목

1.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 과 자아정체

성을 기른다.

2. 래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 한 인 계 능력을 

기른다.

3. 자신의 생각을 로 분명하게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독자

▢자기 자신

▢친구 ▢선생님 ▢부모님 ▢ 래 청소년

▢기타( )

￭ 의 종류

▢일기 ▢감상문 ▢편지 ▢ 기문

￭쓰기 과정을 소개한다.

2단계

 고쓰기

(3차시-11차시)

(차시별 30분)

￭활동내용

▢개별 활동

▢주제  의 종류 수정

▢맞춤법, 문법, 문장부호 등을 무

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쓴다.

▢앞서 정한 주제, 목 , 독자, 의 

종류 등을 수정할 수 있다.

￭ 쓰기 략

▢스 링보드

▢인물 묘사

▢감사편지 작성지

▢용서편지 작성지

▢나의 이해와 자서  쓰기

▢나의 장․단  쓰기

▢나를 알기 한 SWOT 분석

￭ 시간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활동 내용을 소개

한다.

￭1단계에서 세운 쓰기 계획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문법  오류 등은 무시하고, 내용쓰기에 집 하도록 한다.

￭일반 인 태도 지도211)

▢감흥이 나는 로 한꺼번에 죽죽 써 나가게 한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말고 극히 자유로운 심정으로 쓰게 한다.

▢있는 그 로 솔직하게 쓰게 한다.

▢자기의 말로 쓰게 한다.

▢ 의 내용에 따라 메모를 해 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혹은 

생각나는 로 쓰게 한다.

▢긴 은 끈기 있게 쓰도록 한다.

▢의식을 집 시켜야 한다.

▢ 심을 정해서 명확하게,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한다.

▢작품 첫머리나 끝에는 반드시 쓴 날짜, 요일, 시간, 장소도 쓰

게 한다.

∙쓰기 요령 지도212)

▢문장의 기본은 ‘ 가 어떠하다.’, 는 ‘ 가 무엇을 하다.’이

다.

▢문장은 가능한 짧게 끊어야 한다.

▢추상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문장을 쉽고 명료하게 쓴다.

▢항상 국어사 에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한다.

▢긴 내용을 서술할 때는 서사를, 부분을 강조할 때는 묘사를 사

용한다.

∙서사: 상  일의 진행 과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쓰는 (언

제 어디서 구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 다고 쓰는 )

∙묘사: 상의 이미지(생김새, 소리, 느낌 등)를 나타내고자 

쓰는 

3단계

수정하기

(3차시-11차시)

(30분)

￭활동내용

▢ 고 다시 보고 고쳐 쓰기

▢ 고 쓰기가 끝난 후에 교사의 모

범 텍스트를 듣고 수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 쓰기 략

▢수정을 한 모둠활동지

￭모범 텍스트를 읽어주고 스스로 수정하도록 한다.

￭동료와 서로의 을 고쳐보도록 한다.

￭모둠별 수정

▢ 고쓰기가 끝나면 모둠별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련지

어 조언한다.

▢ 고를 완성한 후 서로 동료의 을 고치도록 한다.

<표 VI-11>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단계별 활동 내용 및 지도방법

211) 이오덕, 2012, 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주: 고인돌), pp.60-116.

212) 상국 외, 2001, 쓰기의 원리와 실제(서울: 북스힐), pp.40-80, 97-99 ; 한수 , 2010, 쓰기의 지도(서울: 

지식의 날개), p.24, 56, 91, 100.

213) 최 섭, 박태호, 1994, “과정 심의 략 인 쓰기 지도 방안,” 한국 등국어교육, 10,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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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단계(시간) 활동내용  쓰기 략 지도 방법  유의사항

4단계

공유하기

(3차시-11차시)

(30분)

￭활동내용

▢ 자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을 

발표한다.

▢다른 친구의 을 듣고 에 한 

의견이나 제안을 한다.

￭출 이나 공유 보류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

▢ 의 내용이 가족, 친구, 이웃 사

람 등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경우

￭읽기가 끝나면, 한편의 을 다 썼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

수를 치고 칭찬을 한다.

￭ 을 고치라고 조언을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을 개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듣고 생각하

는 자리임을 주지시킨다.

￭다른 학생이 말하거나 읽을 때 끼어들지 않는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에 웃지 않는다.

￭오늘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 활동 내용과 비 등

을 안내한다.

5단계

평가하기

(3차시-11차시)

(10분)

￭활동내용

▢매 차시별로 학생의 활동 정도를 

찰하여 기록한다.

￭ 쓰기 략

▢ 쓰기 활동 개인 카드

▢ 쓰기 활동 상황 체크리스트

￭ 로그램 진행 , 진행 후에 학생 찰 내용을 정리한다.

￭학생 평가 방법

▢학생 개인카드 활용: 찰 결과와 학생과의 의 내용을 기록

한다.

▢체크리스트 활용: 매 차시별로 학생의 쓰기 활동 단계를 숫

자로 표시한다.

￭학생의 에 해서 교사가 평가하거나 교정해 주지 않는다.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형식에 구애를 받게 되어 자유로

운 쓰기를 할 수 없다.213)

3.2.1 1단계: 글쓰기 전 활동

▢ 쓰기 시작  1, 2차시는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환경에 응하

여 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① 모둠 구성하기

▢ 모둠활동의 장 214)

① 학생의 능력 정도와 학습 진도에 따라 모둠원 끼리 일을 분담하여 해결하고, 력학습을 

통하여 동심을 기를 수 있다.

②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거나 도와주어, 어느 학생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여 각 학생

이 지닌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③ 각 학생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④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해도 모둠원이 력하면 쉽게 해

결할 수 있으므로 학습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습 활동 참여율이 높고,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⑤ 학습 활동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학교생활이 사회생활로 이어지며, 학생들이 수많은 조

직 안에서 조화를 이룰  알게 된다. 궁극 으로는 인성계발, 민주시민 자질함양 등에 도

움이 된다.

214) 한효석, 박근미, 200o, 열린수업 100가지(서울: 푸른나무),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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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쓰기 방향(방법) 제시215)

지도 목표

1. 쓰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2. 어떤 을 쓸 것인가를 이해한다.

3. 자아성찰을 한 쓰기의 방법을 이해한다.

지도 내용

1. 쓰기의 의미216)

① 쓰기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 하는 것이다.

어떤 모범 인 사람이나 올바른 생각에 해 표 하는 작업이 아니다. 불완 하면 불완

한 로 바로 자기 자신의 느낌, 정서, 생각, 상상력을 솔직하게 표 하는 작업이다. 

② 좋은 은 참신하고 독특한 비유나 수사 그리고 심오한 인식이나 사유 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드러낸 이다.

<표 VI-13>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제시 지도 전략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모둠구성하기

지도 목표

1. 모둠 구성을 통하여 로그램에 소속감을 갖는다.

2. 모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이해한다.

3. 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실천한다.

지도 내용

1. 모둠 구성 방법

① 모둠의 크기: 3～4명

② 구성 방법

  ▢무작  구성 ▢학생 스스로 구성: 시간 소요 많음

  ▢교사가 이질집단으로 구성함: 쓰기 로그램 지원서를 보고 능숙자와 미숙자를 섞어

서 구성

③ 모둠 이름정하기: 비속어 사용을 지하고, 의미 있는 구 이나 문장으로 정한다.

④ 모둠 구호정하기: 박수, 율동, 함성을 포함하여 10  정도로 정한다.

2. 규칙정하기

① 모둠별로 로그램 활동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② 모둠의 규칙을 발표한다.

③ 모둠별 규칙을 종합한다.

④ 도서  이용과 자료 열람 등에서 지켜야 할 을 추가한다.

⑤ 학생들이 정한 규칙을 정리하여 게시한다.

지도 시 

유의사상

1. 모둠 구성원이 5명을 넘으면 무임승차나  효과와 같은 부정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낯선 학생과 만나 력하도록 구성한다.

3. 모둠원을 조정할 때에는 사람을 모두 바꾸기 보다는 ‘모둠원 뽑아오기’ 시간을 마련하여 

새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좋다. 칠 에 모둠원 이름을 모두 고, 제비를 뽑아 정한 순서

로 다른 모둠에서 한 사람을 뽑아 오게 한다.

참고자료

<표 VI-12> 모둠구성하기 지도 전략

② 글쓰기 의미와 방법 제시

▢ 쓰기의 의미와 올바른 쓰기 방법을 지도한다.

215) 이오덕, 1997, 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주: 보리), pp.89-105.

216) 이만교, 2009, 나를 바꾸는 쓰기 공작소(서울: 그린비),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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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기 방향(방법)제시

① 삶이 있는 을 쓰게 한다.

∙ 쓰기로 자기를 표 하는 행 가 사람의 생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

는데 매우 큰 노릇을 한다.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쓴 생활 은 삶에서 우러난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지 까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여 숨기고 멸시해 온 내 것을 귀하게 아끼고 드러내 보이

고 고이 키워가는 것이 요하다.

∙사실을 보여주는 말, 진실을 느끼게 하는 말, 가슴에 와 닿는 말로 써야 한다.

② 사실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말로 쓰게 한다.

∙억울하게 당한 일,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일을 참지 말고 로 써서 다 털어 버리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 을 읽어 주는 사람들에게도 간 으로 겪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그 때 겪었던 일을 다시 생생하게 되살려 내야 하고, 그 게 되살려 

낸 일을 있는 그 로 써서 나타내야 한다. 

∙사실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써야 그 일로 인하여 우러난 느낌이나 생각도 참된 것으로 가슴

에 와 닿는다.

③ 실제로 행동한 것을 쓰게 한다.

∙재미있는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쓰라고 강조하면 거의 모두 어른의 , 남의  흉내를 

내게 된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려면 삶이 있어야 한다. 

∙바로 자기가 한 일을 쓰게 되면 남의 이나 말을 흉내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로, 들은 

로, 행한 로 쓰는 것은 삶을 키워가는 것이다.

④ 부끄러운 일도 쓰게 한다.

∙부끄러움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에서 온다. 이 느낌은 그 심성이 착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사람다운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남보다 옷이 라해

서 부끄럽고, 남보다 키가 작아서 부끄럽고, 남보다 집이 작아서 부끄럽고, 지 가 낮아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 물질을 견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인간이 본래 타고난 자연스러운 심성이 아니고, 잘못된 사회환경과 잘못된 교육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쓰기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지도 시 

유의사상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는 이 자신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 난 일기 , 안네의 일기 처럼 있는 그 로 사실 로 쓴 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 난 일기 , 안네의 일기

③ 글쓰기 주제 정하기

▢ 주제 확장의 원리와 개인의 흥미와 환경을 고려하여 쓰기 주제를 정한다.

217) 정성수, 2010, 고등학생의 쓰기 동기 향상 방안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국어교육

공), p.30.

218) Teresa M. Amabile, 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경원 편역(서울: 창지사), pp.80-81.

219) Margaret E. Shippen et al., 2007, “Preferred Writing Topics of Urban and Rural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4(1), pp.59-66.

220) 한국도서 회, 2005,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서울: 한국도서 회), pp.53-92.

221) 연합뉴스, 2013, “서울 청소년 고민상담 ‘학업> 인 계>일탈’,” [online], [cited 2013. 9. 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5/0200000000AKR2013090519510000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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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쓰기 주제 정하기

지도 목표
1. 주제 확장의 원리를 용하여 쓰기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개인의 흥미와 환경을 고려하여 쓰기 주제를 고를 수 있다.

지도 내용

1. 주제 확장의 원리217)

주제 확장의 원리는 청소년 자신과 가장 한 련이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차 학교와 사

회로 범 를 넓 갈 수 있도록 쓰기 과제를 정하는 것이다. 주제 확장의 원리를 통해 다소 쉬운 
과제에서의 성공 경험을 통해 차츰 어려운 과제로 나아가면서 만족감과 도 심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쓰기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한 쓰기의 목 과 맥락, 독자 등이 분명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쓰기에 한 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2. 주제 선정의 자율성218)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결정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성을 증진

시킨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여러 종류의 콜라주 재료가 들어있는 10개의 라스틱 상자를 주었
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료를 이용해 꾸미게 하 다. 
아이들의 반은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콜라주 작품을 해 10개의 상자 에서 무작 로 5개

를 선택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선택을 하자 나머지 5개의 상자를 치웠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 희들이 콜라주를 만들기 해 선생님이 10개의 상자 에서 5개를 선택했단다.”
라고 말하여 10개 에서 5개를 선택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상자를 치웠다. 

10분 정도 경과 한 후에 이 실험에 참가한 어린들이 만든 28개의 콜라주에 해서 8명의 술가
들이 독립 으로 창의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스스로 재료를 선택한 그룹의 아이들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던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를 얻었다. 2주가 지난 후 아이들의 교실에 

나머지 콜라주 재료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 콜라주 재료로 활동하는 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앞선 실험에서 스스로 재료를 선택했던 아이들이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이 재료를 가지고 
논 시간이 략 50% 정도 더 많았다. 즉 스스로 재료를 선택한 그룹의 아이들이 실험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콜라주 재료에 높은 내  흥미도를 갖고 있었다.

3. 주제 정하기

① 도시와 지방 학생의 쓰기 주제에 한 선호도 차이219)

도시와 지방 소재 학생 205명을 상으로 실시한 쓰기 주제 선호도에 한 연구를 보면, 어
디에서 교육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상 없이 쓰기 주제에 한 공통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이나 가상이야기, 보고서 그리고 주장하는 쓰기와 같은 서사문의 

주제로 시사문제, 십 의 이슈, 정치, 학교, 유명인사 등을 공통 으로 선호하 다.

<도시와 지방 학생이 공통 으로 선호하는 쓰기 주제>

실 는 가상 이야기 보고서 주장 범주를 아우르는 주제

자연

책과 주인공

미래

복권 당첨

유명인사

유명해지기

교육

연 인(유명인)

역사

정치

노 제도

십 의 이슈(운 , 임신)

이라크 쟁

학교(교사와 교칙)

정치

복장

시사문제

십 의 이슈

연 인(유명인사)

학교

정치

돈

② 한국도서 회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독서목록 에 나타난 청소년의 문제 상황220)

문제 상황 세부 내용

가족 부모․자녀, 형제, 가난

자아 자아정체성, 자아존 감, 자기계발, 진로

정서 우울, 수 음․불안, 강박증, 자살

신체 성(性), 신체장애

학교 학업부진, 성 ․시험․입시, 학교부 응, 교사와의 계

인 계 친구 계, 왕따․은따․집단따돌림

청소년 일탈 가출, 폭력, 불량서클, 성폭력․성피해, 사이버 독

<표 VI-14> 글쓰기 주제 정하기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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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3년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주제 분석 결과221)

서울시 청소년상담복비센터 24곳에서 총 64,7471명을 상으로 한 상담 내용을 주제별로 분
석한 결과 청소년의 고민 순 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고민 순 : 학업․진로(20.%) > 인 계(따돌림  이성 계 등)(17.6%) > 일탈 

비행(가출  학교폭력)(15.6%) > 정신건강(자살 충동 등)(11.4%) > 가족문제(9.5%) > 성
격(7%)

 ▢ 남자 청소년의 고민 순 : 학업․진로(22.4%)

 ▢ 여자 청소년 고민 순 : 인 계(20.2%)

지도 시 
유의사상

1. 쓰기 주제에 한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한다.
2. 주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땐 교사가 개별면담이나 주제 키워드를 제시해 주는 

등 도움을 다.

참고자료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의 유형 선택하기

지도 목표
1. 주제에 따라 한 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의 특징을 이해하고 쓰기 활동에 용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서사문222)

① 의미

서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의 변화를 표 한 것으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인물의 

성장 등을 설명하는 이다.

②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로 표 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를 기술함

∙사건과 련된 인물을 통해 자 지종을 밝힘

③ 서사 표 에 합한 의 주제( )

∙나의 특별한 가족사

∙가장 잊고 싶은 일과 잊히지 않는 일

∙내가 만나본 가장 특별 한 인물

지도사례

1. 일기

① 가치: 자기를 반성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활동은 성장의 요한 거름이다.

② 내용: 주제와 련하여 한 일, 들은 일, 기쁘거나 슬  일, 답답한 일, 억울했던 일 등

<표 VI-15>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의 유형 지도 전략

④ 글의 종류 정하기

▢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에 용할 수 있는 은 일기( ), 감상문, 편지 그리

고 기문 등과 같은 생활 이다. 

▢ 생활 은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나 인물의 성장 등을 있는 그 로 표 할 수 있는 서사문으

로 표 하는 것이 좋다.

222) 고려 학교 사고와 표  편찬 원회, 2005, 쓰기의 기 , 개정 (서울: 고려 학교출 부), pp.86-205.

223) 정은주, 1990, “모둠일기 쓰기 지도 사례,” 등우리교육, 3, pp.195-197.

224) 김주환, 2011, “독서토론이 고등학생의 감상문 쓰기에 미치는 향,” 새국어교육, 88, p.14, 25.

225) 김미애, 1988, 기  서술력의 신장을 한 작문지도 방법에 한 연구: 학교 학생의 편지  분석을 심으로(미

간행석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교육 학원 어학교육 공), p.4.

226) 조헌국, 1987, “편지  지도에 하여,” 배달말교육, 5(1), pp.136-138.

227)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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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법 

∙주제에 한 개별 일기 쓰기: 개별 으로 쓰기 노트를 비하여 주제에 한 일기 쓰기를 

한다.

∙주제에 한 모둠 일기 쓰기: 모둠별 그리고 주제별로 개별 노트를 마련하여 주제에 한 

각자의 생각을 이어서 쓴다.

④ 유의사항223)

∙～해야겠다, ～할 것이다 등 다짐하는 이 아닌 생활이 담긴 , 솔직한 , 실하게 느끼

는 을 쓰도록 한다.

∙모둠 일기의 경우 하나의 주제에 한 학생의 쓰기가 끝나면 마지막에 지도교사의 을 

덧붙인다. 학생 에 한 지나친 평가는 삼가고, 교사도 모둠의 한 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쓴다. 쟁 이 되는 주제에 해서는 옳고 그름의 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의견을 

쓴 것인지 아닌지를 기 으로 격려와 조언을 한다.

2. 감상문224)

① 가치: 수상자들의 독후감상문은 기술 인 진술이나 개인 인 반응 진술보다는 연합 , 해

석  진술이 더 많다. 즉 연합 , 해석 , 평가  진술이 더 높은 수 의 독서 반응이다.

② 감상문의 반응 범주  특징

∙기술  진술: 거리에 한 재 진술 는 인물 묘사에 한 재 진술

∙개인  반응 진술: 인물, 사건, 배경에 한 개인 인 느낌이나 생각

∙연합  진술: 자신의 경험과 련짓기, 자신의 배경 지식 활용

∙해석  진술: 인물, 사건, 배경의 의미, 작품의 의미, 작가의 의도에 한 해석

∙평가  진술: 인물, 사건, 배경에 한 비  평가, 작품이나 작가의 스타일에 한 평가, 

주장이나 논증

③ 감상문 유형

∙독후감상문, 동화감상문, 음악감상문, 고 감상문, 미술감상문

④ 유의사항

∙감상은 찬반토론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 의 반응을 발 시킨다.

∙찬성과 반  입장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의 

행동을 서로 다른 에서 비 할 수 있고, 어느 도 나름 로의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와 련된 작품을 읽고 연합 , 해석 , 평가  진술을 한다.

∙감상문 작성 후 찬반토론이나 자유토론 등 토론활동을 실시한다.

3. 편지

① 가치: 감수성이 민한 청소년이 편지를 주고받는 행 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상호 간의 기 가 교차 달되기 때문에 서로의 친 감을 돈독히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작문능력을 기를 수 있다.225)

② 종류

∙감사편지

∙용서편지

③ 방법

∙ 상을 정해 쓴 편지을 발송한다.

∙모둠원 간에 편지를 써서 교환한다.

∙자신을 상으로 편지를 쓴다.

④ 유의사항226)

∙편지는 받는 이의 것이므로 보내는 이는 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쓴다. 읽는 이가 피

곤하지 않고 즐겁도록 해야 한다. 천천히 쓰고 씨도 정성들여 쓴다.

∙말할 때보다 한 단계 높임말을 쓰는 것이 공손하고 바람직하다. 앞에 쓰는 계 인사는 빈말

이나 미사여구를 길게 늘어놓지 말고, 용건으로 바로 들어간다.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쓰고, 상 방에게 맞고 경우에 맞는 낱말을 찾아 쓴다. 추상 인 수

식이나 감정 표 을 삼간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감탄부호,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 생략 부

호 등은 쓰지 않는다. 손윗사람에게는 명령투의 말이나 묻는 말을 쓰지 않고, 보내는 사람

의 입장에서 서술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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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문227)

▢ 자서

 ① 자기의 경험에 집 한다.

 ② 1인칭 시 으로 쓴다.

 ③ 처음, 간, 끝으로 구성한다.

 ④ 자신의 인생 체를 다룬다.

 ⑤ 사건들을 연 기 순으로 제시한다.

▢ 기문

 ① 다른 군가가 쓴 한 개인에 한 이야기이다.

 ②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실제 인 이야기를 쓴다.

 ③ 다양한 정보원(일기, 편지, 사진, 역사  기록, 지인의 회상 등)으로부터 피 자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④ 인물의 체 삶을 다루기도 하고, 하나의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

지도 시 

유의사상

참고자료 ∙한국도서 회. 2007. 독서치료를 한 독서목록(서울: 한국도서 회).

⑤ 글쓰기 계획 세우기

▢ 쓰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아성찰을 한 쓰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차시별 쓰기 역은 학생이 조정할 수 있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 계획서

성명 모둠 기간 장소

차시 쓰기 역 쓰기 주제 상 독자 의 종류

3

나와 부모님

나의 장 과 단 나 자신 기

4 부모님이 바라는 나의 모습 부모님 일기

5 나의 보물 친구 편지

6 10년 후의 나 나 자신 기

7

학교와 친구

나의 친구 친구 편지

8 우리 반 자랑 친구 편지

9 담임선생님 선생님 일기

10
사회

세 차 친구 찰일기

11 울지마 톤즈 친구 감상문

<표 VI-16> 차시별 글쓰기 계획서(예)

⑥ 글쓰기 두려움 없애기

▢ 쓰기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짧은 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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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7>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전략(1)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목표
1. 쓰기에 흥미를 갖는다.

2.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는다.

지도 내용

1. 집 력을 높이는 짧은 쓰기228)

얼굴을 따라서

우리 얼굴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 부분을 집 해서 살펴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를 들어, 턱에는 자 거를 타다 넘어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입에는 음식과 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다.

①과 ⑩ 사이에서 숫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가 담긴 얼굴의 한 부분이 

있다.

① 머리카락 

② 뺨 

③ 치아 

④ 목 

⑤ 귀 

⑥  

⑦ 턱 

⑧  

⑨ 이마

⑩ 코 

이제 10분 안에 을 써 보자.

지도 시 

유의사상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 로 쓰도록 한다.

∙10분 동안 멈추지 말고 계속 쓰도록 한다.

∙동료의 에 해서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한다.

※ 다 같이 써보는 짧은 쓰기는 2차시에 집 으로 연습하고, 발표하면서 동료를 이해하고 친숙한 분 기를 

만드는데 활용하거나, 3차시부터 시작하는 쓰기 반에 활용할 수도 있다.

228) Bonnie Neubauer, 2012,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  쓰기, 소  역(서울: 넥서스 BOOKS),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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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8>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전략(2)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1단계 쓰기  활동 - 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목표
1. 쓰기에 흥미를 갖는다.

2.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는다.

지도 내용

1. 상상력을 동원한 짧은 쓰기229)

1-1.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있다. 학교도 가정도 아무도 이 청소년에게 

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청소년은 학교에 가지 않기 해 가출을 

시도했다. 이 청소년이 당신이라고 가정하고 이제부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야기를 만들어 보자.(문장의 시작: 짐을 다. 쓰기 시간 10분)

1-2. ①과 ⑩사이에 숫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 곳에 당신이 있다.

① 청소년 쉼터 

② PC방 

③ 신문사 

④ 공  화장실 

⑤ 노숙자가 모여 있는 기차역

⑥ 바닷가 

⑦ 당신을 괴롭히던 친구의 집  

⑧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놀이터

⑨ 학교 

⑩ 햄버거 가게

이제 을 써 보자

지도 시 

유의사상

1.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 로 쓰도록 한다.

2. 10분 동안 멈추지 말고 계속 쓰도록 한다.

3. 동료의 에 해서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한다.

※ 다 같이 써보는 짧은 쓰기는 2차시에 집 으로 연습하고, 발표하면서 동료를 이해하고 친숙한 분 기를 

만드는데 활용하거나, 3차시부터 시작하는 쓰기 반에 활용할 수도 있다.

229) Bonnie Neubauer, 2012,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  쓰기, 소  역(서울: 넥서스 BOOKS), 

pp.32-34.



266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자아성찰과 타인 이해를 한 쓰기 략을 활용할 수 있다.

I. 스 링보드 리스트

[작성 방법]: 다음 방법  한 것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① 다음 세 가지 스 링보드에 있는 질문 가운데 1～2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응답해 보라. 

② 하나의 질문에 해서 5분간 력을 다해 쓴다.

③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서 그만 두고 싶을 때까지 자유롭게 쓴다.

스 링보드 리스트

￭나는 구인가?

∙오늘 나는 구인가? 

∙나는 어제 구 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떤 이름들로 나는 알려져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가?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는가?

∙과거부터 지 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역할들이나 가면을 포기해 왔는가?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진짜 자아를 구와 공유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지  재 내가 여기에 있는 목 이 무엇인가?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나의 어떤 경험이 지 의 나를 이곳에 존재하도록 비시켰는가?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바라는가?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가기를 바라는가?

∙지  재의 순간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 재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가?

<표 VI-19> 스프링보드를 이용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3.2.2 2단계: 초고쓰기

▢ 쓰기를 두려워하는 학생의 경우 의 유형에 따른 구조화된 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략을 선택한다.

① 일기(저널)쓰기 전략

▢ 스 링보드(Springboards)

스 링보드는 일기( )쓰기를 한 주제문장이다. 가장 일반 인 스 링보드는 “내가 원하

는 것은 뭐지?”와 같이 정서 인 반응을 일으키기 한 단답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다.”와 같이 사고 반응을 진하기 한 문장형이다.230)

230) Kathleen Adams, 2006, 치료의 실제, 강은주, 이 희, 이 식 역(서울: 학지사), pp.165-67, 75-80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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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가?

II. 일기( )쓰기

오늘 날짜: (          )년    (       )월    (       )일    (       )요일

III. 그래서 어떻게 느 는가?

∙자신에 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IV.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 인물 묘사(Character Sketch)

인물묘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특히 무서워하거나 함께 지내

기가 몹시 어렵거나 혹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을 로 묘사하면서 자신을 투사하는 좋은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투사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자신의 일부로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사람

이나 동물 는 다른 움직이는 사물로 의인화하여 그 성격을 묘사해 으로써 묘사 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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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자아성찰과 타인 이해를 한 쓰기 략을 활용할 수 있다.

I. 인물 묘사 상  장

∙존경하는 인물이나 좋은 반응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 하여, 당신에게 정 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하여 묘사해라.

∙나를 화나게 하고 당황하도록 만드는 인물에 하여 묘사해 보라. 이는 타인에게 투사된 나의 숨겨진 이면

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나의 숨겨진 성격들(상처 입은 아이, 내  비 자, 내  지혜자, 완벽주의자, 양육자 등과 같은 나 자신의 다

른 면들)에 하여 써 보라. 내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메시지와 지혜, 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친구들에게 하여 써 보라. 나의 감정을 친구와 나 고 의미 있게 연결시킬 수 있다.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 선생님과 같이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기술해 

보라. 이는 내가 그들과 맺고 있는 계를 알 수 있도록 해 다.

II. 인물 묘사 요령

∙우선, 을 감고 묘사하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상상한다. 무엇을 처음 보았는가? 신

체 인 부분? 감정들? 그들의 본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요한 것은 무엇

인가? 이 사람에 하여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이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과 그 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인생의 목 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능은? 이 사

람이 이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하여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은가?

∙만약 인물 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 보아라. 마인드맵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쉽게 인물 묘사를 할 수 있다.

∙ 는 그 사람에 한 나의 느낌, 기질, 자질에 한 목록을 작성하여 인물묘사를 할 수 있다.

II. 나 자신에 한 인물 묘사

오늘 날짜: (          )년    (       )월    (       )일    (       )요일

[제안]

∙존경하는 사람이나 본받고 싶은 사람에 하여

∙나를 두려워하거나 가까이하고자 하는 사람에 하여

∙ 을 감고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상상해 보라

III. 그래서 어떻게 느 는가?

 ∙나 자신에 하여 무엇을 알았는가?

IV. 내가 단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만약 내가 바꿀 수 있는 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표 VI-20> 인물 묘사를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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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지 쓰기 전략

▢ 감사편지와 용서편지 쓰기 활동은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정 인 향을 끼친다. 

▢ 편지쓰기 략의 : 감사편지 작성지, 용서편지 작성지231)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감사편지 쓰기 략을 활용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        )년   (      )월   (      )일   이름(      )

우리의 일상에는 감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 세상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찾아 아래 빈칸에 어 시다. 아주 사소한 일이나 

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 혹은 부정 인 사건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 일을 생생하

게 떠올리면서 구체 으로 써 시다.

1.

2.

3.

감사할 상  하나를 선택하여 감사 편지를 써 시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을 구체 으로 표 하면 됩니다.

(           )에게

<표 VI-21> 감사편지 작성을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231) 서은경, 2009, 감사편지와 용서편지 작성이 고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미간행석사학 논문, 

계명 학교 교육 학원 상담심리 공), pp.65-6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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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용서편지 쓰기 략을 활용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        )년   (      )월   (      )일   이름(      )

우리의 일상에는 용서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 세상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일 세 가지를 찾아 아래 빈칸에 어 시다.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마음 상하는 사건, 사람, 사물 등을 용서함으로써 내 속에 존재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구체 으로 써 시다.

1.

2.

3.

용서할 상  하나를 선택하여 용서 편지를 써 시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을 구체 으로 표 하면 됩니다.

(           )에게

<표 VI-22> 용서편지 작성을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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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의 이해와 자서전 쓰기 전략

▢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재의 자신을 면 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나의 이해와 자서  쓰기 략의 : 나의 소개와 나의 어릴 , 나의 장․단 232)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나의 이해와 자서  쓰기 략을 활용하여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 

I. 나의 소개

 1) 나의 이름과 그 속에 담긴 의미, 나의 기족  가정환경 소개

 2) 내가 태어난 곳과 그 곳의 풍경

 3) 나의 외모상 특징

II. 나의 어릴 

 1) 어릴 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2) 어릴 때 가장 기억하기 싫은 추억은?

 3) 어릴 때 가졌던 꿈은?

 4) 어릴 때부터 지녀 온 나의 좋은 습 은?

 5) 어릴 때부터 지녀 온 나의 나쁜 습 은?

 6) 재의 나의 꿈(희망직업)은?

III. 동료의 생각

<표 VI-23> 나의 이해와 자서전 쓰기를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232) 박찬수, 2002, 진로편지 쓰기를 통한 진로교육 로그램이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형성에 미치는 효과(미간행

석사학 논문, 공주 학교 학원 교육학과), pp.65-70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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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나의 장․단  쓰기 략을 활용하여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

나의 장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있는 장 을 찾아 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장 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인 특징이나 

인간 계 는 자신의 능력면에서 장 을 찾아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동료의 생각

나의 단

우리는 자기의 단 에 하여 불만을 갖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 단 을 합리 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한 노력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단 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인내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천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세

요. 숨기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을 뒤돌아 시다.

I. 나의 단

1

2

3

4

II. 나의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2

3

4

동료의 생각

<표 VI-24> 나의 장․단점 쓰기를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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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를 알기 위한 SWOT분석

▢ SWOT는 자신의 강 , 약 은 물론 학교와 가정 등 주변 환경이 주는 기회와  요소를 

가려내어 스스로를 객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S: Strength(강 ) / W: Weakness(약 ) / O: Opportunity(기회) / T: Threat( )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2단계 고쓰기

지도 목표 1. 나를 알기 한 SWOT분석 략을 활용하여 자아를 성찰할 수 있다

성명 모둠

나를 알기 한 SWOT분석

나를 알기 한 SWOT분석 결과를 토 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란 주제로 을 써 보자

<표 VI-25> SWOT 분석지를 통한 초고쓰기 지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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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3단계 수정하기

지도 목표
1. 동료와 서로의 을 수정할 수 있다.
2. 교사의 모범 을 듣고 수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지도 내용

▢ 수정하기 순서
 ① 고쓰기가 끝나면 모둠별로 수정한다. 
 ② 돌아가면서 각자의 고를 읽고 조언을 듣는다.
 ③ 듣거나 보는 학생은 동료의 에 해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련지어 

조언한다.
 ④ 동료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한다.

지도 사례

▢ 의 구조별 모범 텍스트 낭독
 ① 단순나열

 최근에는 스트 스, 정신불안증, 인공포증 등의 정신치료는 물론 태아에서부터 죽음을 앞
둔 환자를 한 호스피 어(임종 환자들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애에 걸쳐 겪을 
수 있는 문제에 해 ‘음악요법’(음악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
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아름다운 멜로디는 뇌를 이완시켜 마음을 온화하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치료하면 통증을 일 수 있다. 음악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의 힘으로 병의 치료를 빠르게 하는 치료법이 개발된 것이다. 
 (※출처: 문정화, 화종덕, 1999,  하나의 교육 창의성(서울: 학지사), p.138.)

 ② 순차  나열
 정보처리이론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정보의 흐름을 추 한다. 즉 학생들이 정보를 

어떻게 학습하고 처리하고 기억하는지에 해 을 두고 있다. 정보처리는 세 가지 주요 단
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수용단계와 처리단계  표 단계가 그것이다. 수용단계에서 뇌는 신
체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우리의 감각을 경유하여 수용한다. 정보를 수용하는 감각기 의 종류
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각, 자기수용기 , 진정기  등이 있다. 처리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서로 련성이 없는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처리, 통합, 조직, 학습, 기억한다. 학습
을 하기 해서 뇌는 반드시 련성 있는 자극에 주의를 집 해야 한다. 표 단계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근육에 메시지를 보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어떻게 학습하 는
가의 물리  부분을 나타낸다. 표  방법에는 쓰기, 말하기, 피아노치기, 스포츠하기, 정원 가
꾸기 등이 있으며, 실제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처리 부분이다.
 (※출처: Diane Connell, J., 2008, 뇌기반 교수-학습 략, 정종진 외 역(서울: 학지사), 
pp.160-184.)

 ③ 분석
 인간의 욕구는 크게 자연  욕구와 의식  욕구로 나  수 있다. 자연  욕구는 그것에 해 
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일부러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  욕구

이다. 이에 반해 의식  욕구는 인 으로 의지를 발휘하고 자각 인 행 를 개입시키는 것이
라서 비자연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비자연  욕구를 실 하기 해서는 자연성을 넘어서는 
삶의 조건과 사회  조건이 필요하므로, 사회  욕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  욕구
와 비자연  욕구, 자연  욕구와 사회  욕구, 무의식 욕구와 의식  욕구로 욕구의 갈래를 나
 수 있다. 이때 사회 으로 문제가 되는 인정 욕구는 비자연  욕구에 속한다. 아울러 비자연
 욕구는 의식  욕구이기도 하므로 인정 욕구는 의식  욕구의 표  형태이기도 하다. 

 (※출처: 이정은, 2005,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나(서울: 살림), p.13.)

<표 VI-26> 수정하기 지도 전략

3.2.3 3단계: 수정하기

▢ 고쓰기를 마치면 동료와 서로의 을 고쳐보도록 한다. 

▢ 고쓰기가 끝나면 모둠별로 서로의 을 듣고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련지어 조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수정하기 시간에 교사가 의 구조별로 모범 텍스트를 읽어주면 수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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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인과 결과
교사가 내용 제재를 읽기 해 학생들을 비시키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결론 으로 이런 비 덕택에, 학생들은 더 재미있어하고, 집 하며, 잘 이해하게 된다. 

 ⑤ 비교와 조
공부의 세계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에도 부딪치지 않고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세계

이며 쾌락보다 고통을 존 하고 비 보다는 순종을, 창조보다는 반복을 시하는 세계 다. 공
부의 세계는 장래를 해 재를 희생하는 세계이며, 그 희생의 가를 재산이나 지 , 권력에
서 찾는 세계 다. 한 공부의 세계는 사람과 사람의 끈을 끊어버리고 경쟁을 부추겨 사람과 
사람을 지배와 종속 계로 몰아가는 세계 다. 지 의 아이들은 이러한 공부 세계의 바보스러
움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반해 배움의 세계는 상이나 타자, 그리고 자기와 끊임없이 화하는 세계이다. 자기를 

내면에서부터 허물어뜨려 세계와 확실한 끈을 엮어가는 세계이다. 고독한 자기성찰을 통해 사
람들의 연 를 쌓아올리는 세계이다. 는 보이지 않는 땅으로 자신을 도약시켜 거기에서 일어
난 일을 자신의 것으로 연결하는 세계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해서뿐만 아니라 행복으
로 이어지는 많은 타자와 함께 행복을 탐구해 가는 세계이다. 이 같은 배움의 세계 입구에 아이
들과 같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아이들과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
는 것, 그 실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출처: 사토 마다부, 2003,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손우정, 김미란 역(서울: 북코리
아), pp.132-133.)

 ⑥ 정의
독해는 분석 , 상호 , 구조 , 그리고 략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독해를 통해 능동 이

고 통합 인 사고를 얻는 것을 이해력이라고 한다.

 ⑦ 유추와 시
읽기는 농구 게임과 비슷하다. 최고의 게임을 하기 하여, 많은 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읽

기에서, 읽어야 할 제재에 하여 결정하기와 배경지식 쌓기가 그와 유사하다.

지도 시 
유의사항

1. 수정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둠별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하기를 실시한다.
2.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쓰기 능력 신장보다는 정 인 자아개념과 자아존 감을 키워

주는 것이 목 이므로 지나치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 형식  오류를 지 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자료

성명 모둠

1. 모둠원 친구의 을 읽고(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표시해 보자.
2. 모둠원 친구의 을 읽고(듣고) 아래 기 에 따라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평가기
평가 결과

그 다 아니다

1.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2. 의 종류에 합한 묘사나 표 을 사용하 나요?

3.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4. 철자나 띄어쓰기 등이 정확한가요?

의견

<표 VI-27> 수정을 위한 모둠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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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쓰기 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 표시 하세요. 그 다
그 지 

않다

구분 평가 내용

모둠활동 ∙모둠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잘 지켰다.

쓰기 활동

∙ 의 주제에 합한 의 종류를 선택하 다.

∙독자를 고려하여 짜임새 있고 읽기 쉽게 썼다.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썼다.

∙수정하기에 극 참여하여 친구의 에 조언하 다.

∙ 쓰기 단계를 이해하고 시간 내에 쓰기를 마무리하 다.

3.2.4 4단계: 공유하기

▢ 공유하기는 학생이 자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의 을 듣고 에 

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단계이다.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4단계 공유하기

지도 목표
1. 자신의 을 동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

2. 동료의 발표 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도 내용 ▢ 수정이 완료된 학생은 작가석에 앉아서 자신의 을 발표한다.

지도 사례

▢ 발표  경청 방법 지도 

 ① 동료 학생의 읽기가 끝나면, 한편의 을 다 썼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고 칭찬

을 한다.
 ② 을 고치라고 조언을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의 을 개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듣고 생각하는 자리임을 주지시킨다.

 ④ 다른 학생이 말하거나 읽을 때 끼어들지 않는다. 
 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에 웃지 않는다.

지도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 이나 공유를 보류한다.
 ①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

 ② 의 내용이 가족, 친구,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③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경우

참고자료

<표 VI-28> 공유하기 지도 전략

3.2.5 5단계: 평가하기

￭ 자기평가

▢ 자기평가지를 활용해서 쓰기 활동을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일 수 있도록 한다.

<표 VI-29> 자기평가지

성 명 

모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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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의 상담(질문)내용과 처리 결과 

상담/질문 내용 처리 결과

∙잘한 : 

∙고쳐야 할 

￭ 교사평가

▢ 로그램 진행 이나 매 차시별 쓰기 활동 후에 학생의 찰 내용이나 상담 내용을 정

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가 학생의 에 해서 내용을 평가하거나 교정해 주면 학생들이 형식에 구애 받게 되

어 자유로운 쓰기를 할 수 없다. 

<표 VI-30> 글쓰기 활동 개인 카드를 활용한 평가 전략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5단계 평가하기

평가목표
1. 학생의 쓰기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2. 학생의 쓰기 찰결과와 의내용을 통해서 자유로운 쓰기 환경을 조성한다.

쓰기 활동 개인 카드

성명 소속(학교명)

연락처 자우편주소

 활동상황

차시(일자)
쓰기 수행 정도 찰결과 의내용

01차시 (03/05) 2

02차시 (03/06) 4

03차시 (03/12) 4

04차시 (03/13) 4

05차시 (03/19) 4

06차시 (03/20) 4

07차시 (03/26) 3

08차시 (03/27) 3

09차시 (04/30) 4

10차시 (04/04) 4

11차시 (04/05) 3

12차시 (04/11) 출  티

※ 쓰기 수행정도: 1. 주제 정하기, 2. 고쓰기 3. 수정하기 4. 공유하기 

※ 카드를 가정․학교․도서 이 공유하여 쓰기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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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1> 글쓰기 활동 상황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 전략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5단계 평가하기

평가목표
1. 학생의 쓰기 활동 참여 정도를 단계별로 평가한다.

2. 학생의 자유로운 쓰기 환경을 조성한다.

쓰기 활동 상황 체크리스트

차시(날짜)

성명

1

(3/5)

2

(3/6)

3

(3/12)

4

(3/13)

5

(3/19)

6

(3/20)

7

(3/26)

8

(3/27)

9

(4/3)

10

(4/4)

11

(4/10)

12

(4/11)

김은지

소개

3 4

출

티

김윤나 4 4

나만세 4 4

남포동 4 4

라국진 4 4

박 남 4 4

박철민 4 4

송아지 4 4

송 슬 4 4

차미 4 4

천마도 2 4

※ 1. 주제 정하기, 2. 고쓰기 3. 수정하기 4. 공유하기 

※ 게시 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활동 진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3.3 출판 및 프로그램 평가

출 하기는 로그램 비 단계에서 계획한 로 학생의 쓰기 작품을 모아 책자

나 온라인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출  방법은 발표, 책자 형태의 제작, 온라인 탑재 

 웹진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쓰기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 한 보상 차원에서 문집 형태로 발간하고 부모님이나 친구 등을 하여 

기념회를 갖는 방법이 하다. 그리고 문집은 도서 자료로 등록하거나, 다른 로

그램에서 모범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상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의 우월을 가리기 보

다는 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마다의 장 과 특징에 맞는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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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문은 여러분이 참여한 쓰기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장․단 을 악하기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로그램을 운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해당란에 √ 표시해 주세요.

I. 

로그램에 한 만족도

1. 자아성찰을 한 쓰기 로그램이…… 

▢유익했다. ▢보통이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로그램 운  환경이 쓰기 활동에……

▢불편함이 없었다. ▢보통이다. ▢불편했다.(2-1로 이동)

2-1. 불편했다면, 구체 으로 어떤 환경이 불편했나요?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쓰기 공간의 소음과 조명 ▢ 련자료 부족

▢책상과 의자 ▢컴퓨터나 린터 장비

▢냉방이나 난방 시설 ▢온라인 게시

▢기타 (                        )

<표 VI-32>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지(예)

외적 동기로서의 상233)

등학교 3학년 때인 2011년, 경기도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10세)에 개인 문집을 펴낸 부

천 계남 등학교(교장 김형숙) 5학년 김도헌 군이 최근 ‘경기도 최고' 인증서를 받아 화제다. 

이 인증은 세계, 국내, 도내의 최고ㆍ최 ㆍ최 ㆍ최다ㆍ최소 등의 가치를 지닌 경기도의 자

랑거리를 찾아 시상하는 증표다.

‘나는 할머니  속에 담겨있는 희망의 강아지,  속에 넣어도 아 지 않데요'('강아지의 

꿈' 에서) 도헌 군은 2010년, 할머니의 사랑을 순수한 동심에 담아 쓴 동시 ‘강아지의 꿈'으

로 제15회 수주 변 로 학생 백일장(부천시 주최) 등 학년부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이를 

계기로 쓰기에 흥미를 붙인 도헌 군은 이후 여러 편의 시와 시조ㆍ산문을 썼고, 이듬해인 

2011년 이를 묶어 문집 ‘강아지의 꿈(144쪽)'을 펴냈다. 여기에는 동시와 시조, 독후감  군

부  안보 견학 등 여러 장르의 들이 모두 3부로 나눠 담겨 있다.

도헌 군은 어린 문장가로 최고에 오른 비결에 해 “외할아버지가 평소 언론사나 유 지 

답사 등을 하고 나면 반드시 느낀 을 쓰도록 지도해 주셨던 것이 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어요."라며, “'내 사 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한 나폴 옹처럼, 바른 인성과 효성

이 지극한 율곡 이이처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그램 평가하기는 운  성과를 측정하고, 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과 특징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향후 유사한 로그램 운 이나 타 기 에서 용할 때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특히 유 기 과 함께 운 한 연계형이나 통합형 로그램

의 경우 력 정도를 검하고 향후 발 인 로그램 운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33) 윤석빈, 2013, “10세 때 문집 펴낸 김도헌 군, 경기도 최고에 선정,” 소년한국, [online], [cited 2013. 5. 24.] 

<http://kids.hankooki.com/lpage/news/201304/kd201304251522461256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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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 지도 선생님은 나의 문제를 ……

▢잘 이해하고 공평하게 해주셨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해 주셨다.

4. 나는 친구들에게 이 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하고 싶다.

▢소개하거나 참여를 권하고 싶지 않다.

5. 로그램 참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두 √ 표시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반성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은 활동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  활동

▢ 쓰기 방법을 배우고 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일

▢문집을 만들고 발표한 일

▢기타 (                                                  )

II. 

로그램 참여 소감

 

III.

로그램에 한 건의사항

자아성찰을 한 청소년 쓰기 로그램 운  평가 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가 자

평 가 내 용

1. 수요 조사  환경 분석

2. 홍보  수강생 모집

3. 로그램 운  환경

4. 강사 섭외  출

5. 로그램 설계

6. 차시별 운

7. 출

8. 기  간 연계

잘된 

개선할  

타 기  운  시 

주의할 

<표 VI-33>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 평가 회의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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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운영 가이드라인

창의  쓰기란 비구조화된 문제나 잠재 (암시 ) 문제에 해서 스스로 해결책

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창의  쓰기를 해서는 문제해결과정에 해당하는 간

략( 인지 략)과 쓰기 활동을 구체 으로 도와주는 직  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그러나 쓰기 략을 그 로 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쓰기 목 에 맞

추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쓰기 과정에서 동료와의 의를 통한 자기 

조정 활동이 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다. 따라서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학습목표의 설정과 이를 구 하기 한 학습주제 선정 그리고 모둠 구성과 활성화를 

한 교수자의 학습 설계가 요하다. 창의  쓰기 로그램의 운  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VI-6]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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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창의  쓰기 유 기  연계

▢단독형 

￭연계형

  ▢시설 ▢자료 ▢ 산 ▢강사 

  ▢기타(          )

▢통합형

참가 상

￭ 학생

  ▢공통

  ▢  1 ▢  2 ▢  3

￭고등학생

  ▢공통 ▢고 1 ▢고 2 ▢고 3

▢ ․고등학생 공통

운  기간
지도 

장소

참가인원 ( 10 )명 운  시간
총 10차시

(차시별 120분)

운 목

1. 학생이 쓰기 활동의 주체로서 실질 인 쓰기 경험을 제공하여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본인의 쓰기 결과물을 통해서 독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3. 문제해결과정에서 자료 활용과 쓰기를 통합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한다.

4. 자기 문제를 스스로 탐색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른다.

쓰기 단계 세부 활동내용 쓰기 략 지도 내용  유의사항

1단계

주제 정하기

￭주제 정하기

￭독자 정하기

￭ 의 유형 정하기

￭ 쓰기 략

▢두려움 없애기 지도

▢창의성 연습 지도

▢마인드 맵

▢ 인스토

￭ 쓰기 부담 없애기

￭창의성 연습 

￭주제 정하기

▢학생이 직  정하도록 함

▢ 심분야에 따라서 알고 싶 은 것 , 

알아야 할 것

▢독자와 함께 나주고 싶은 화제나 

상

￭주제 정하기가 어려운 학생

▢주제 설정을 이끌어 내는 질문

▢구체 인 사례 제시

▢소집단 내에서의 력

￭주제나 장르가 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독자 정하기

▢선생님 ▢부모님 

<표 VI-34>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안)

4.1 프로그램 설계

설계 단계는 쓰기 로그램 비 과정에서 결정한 로그램 모형과 유형, 참가

상  인원, 운 기간, 운 시간 그리고 운  목 을 토 로 작성한다. 설계 단계에서

는 우선 단계별 운  계획을 수립한다. 창의  쓰기는 하나의 심 주제를 장기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계별 활동 내용과 략을 심으로 설

계하는 것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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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청소년 ▢일반

▢기타(            )

￭ 의 유형 정하기

▢설명하는  

▢주장하는 

▢논평하는 

2단계

목차 정하기

￭구성

￭화제식 개요 작성

￭ 쓰기 략

▢구성방법

▢화제식 개요 작성

▢주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찾아 차례를 참고한다.

▢동료와 비교하고 자문을 구한다.

▢지도교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3단계

탐구하기

￭표 방과 서지작성

￭정보탐색

￭정보해석

￭종합․정리

￭ 쓰기 략

▢도서정보원 평가지

▢인터넷정보원 평가지

▢정보해석하기

▢ 의 구조에 따른 그래픽 

조직자

▢K-W-L차트를 이용한 의 

주제 분석

▢ 심생각과 근거 찾기 노트

▢비교와 조하기 노트

▢원인과 결과분석하기 노트

▢종합․정리용 노트

▢문제 과 해결 방법 분석용 

노트

▢연 표 만들기

▢창의  쓰기의 필수 활동임을 

주지시킨다.

▢표 방을 하여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법을 지도한다.

4단계

집필하기

▢문장쓰기

▢단락쓰기

￭ 쓰기 략

▢논평활동지

▢쓰기  단계로 되돌아가기, 주제 

다시 정하기 등을 반복할 수 있다.

▢주제에 따른 의 구조 활용

5단계

수정하기

￭퇴고

￭과정 평가

▢탐색과정 검

▢추가자료 검색이나 보완  

조사를 통한 수정

￭결과 평가

▢내용 첨가, 삭제, 수정을 

통한 작품 발 시키기

▢동료 간 상호작용, 교사와

의 활발한 상담

￭ 쓰기 략

▢퇴고용 체크리스트

▢과정평가용 체크리스트

▢결과평가용 체크리스트

▢평가용 학생 개인카드

6단계

출 하기

￭출 하기

▢홈페이지에 올린다.

▢ 체 보고서를 제작한다. 

▢개별 보고서를 제작한다. 

▢발표한다.

로그램 설계가 마무리되면 단계별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의 수 과 주제 련자료와 지도자 등 운  환경을 고려하여 차시별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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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 내용 지도 내용

1

▢ 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모둠 구성

▢ 쓰기 방향 제시

▢ 쓰기 두려움 없애기

￭ 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모둠구성

▢모둠의 크기 3～4명

▢무작  구성

▢학생 스스로 구성

▢교사가 이질집단으로 구성함: 쓰기 로그램 지원서를 보고 

능숙자와 미숙자를 섞어서 구성한다.

▢모둠 이름정하기: 비속어 사용 지, 의미 있는 구 이나 문장

으로 정한다.

▢모둠 구호정하기: 박수, 율동, 함성을 포함하여 10  정도로 정

한다.

2 1단계: 주제 정하기

▢주제 정하기

▢독자 정하기

▢ 의 유형 정하기

3 2단계: 목차 정하기

￭구성방법

▢시간  구성 ▢단계  구성 ▢포 식 구성 

￭화제식 개요 작성

4-6 3단계: 정보탐색 ▢정보탐색 ▢정보해석 ▢종합 정리

7-8 4단계: 집필하기 ▢문장쓰기 ▢단락쓰기

9 5단계: 수정하기

▢퇴고

▢과정 평가

▢결과 평가

▢교사 평가

10 6단계: 출 하기

▢홈페이지에 올린다.

▢ 체 보고서를 제작한다. 

▢개별 보고서를 제작한다. 

▢발표한다.

<표 VI-35>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차시별 운영 계획(안)

4.2 글쓰기 활동

4.2.1 1단계: 주제정하기

어떤 문제에 해 을 쓰려면 그 문제에 해 깊은 감수성과 고뇌가 필요하다. 즉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한 깊은 감수성과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해 

을 가장 잘 쓸 수가 있는 것이다.234)

234) 이만교, 2009, 나를 바꾸는 쓰기 공작소(서울: 그린비),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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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쓰기 부담 없애기와 창의성 연습

▢ 쓰기 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청소년의 쓰기 부담을 덜어주면서, 창의  사고를 길러

 수 있는 선행 활동을 실시한다.

▢ 창의  쓰기는 유창성(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

력), 융통성(고정 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독창성(새롭고 독특

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정교성(기존의 아이디어에 보다 유용한 아이디어를 추가

하여 가치를 발 시키는 능력)에 한 연습이 필요하다. 

유형 창의  쓰기 1차시 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목표
1. 쓰기에 흥미를 갖는다.

2. 쓰기에 한 자신감을 갖는다.

지도 내용

1-1. 창의성을 발휘한 쓰기235)

열쇠 구멍 속의 낯선 남자

낯선 남자가 당신의  벨을 르고 있다. 문을 사이에 둔 당신과 남자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앞으로 당신과 남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써 보자.

① 과 ⑩ 사이에서 숫자 하나를 선택하라. 여기에 열쇠 구멍 밖에 있는 낯선 사람이 있다.

①  애인 ② 청각 장애인 ③ 국가 표 축구 선수 ④ 고등학교( 학교) 어교사

⑤ 방문 매원 ⑥ 내게 돈을 빌린 사람 ⑦ 집 유치원생 ⑧ 도둑 ⑨ 리실 경비원

⑩ 형사 

이제 10분 안에 을 써 보자 

1-2. 창의성을 발휘한 쓰기236)

음식으로 쓰기

요리책은 단순히 요리법만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단계별로 따라 하기 쉽게 소개하는 요리 방

법뿐만 아니라 재료  도구를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음식과 련된 일화까지 음식과 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소개한다. 요리책에 음식과 련된 일화를 싣는다고 생각하고 음식

을 소재로 하여 당신의 개인 인 이야기를 펼쳐보라.

① 과⑩ 사이에서 숫자 하나를 선택하라.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 소재로 한 음식이 있다.

① 이크 ② 채소 ③ 음료수 ④ 죽 ⑤ 삼겹살 ⑥ 자장면 ⑦ 해산물 ⑧ 스타

⑨ 막 사탕 ⑩ 구  

이제 10분 안에 을 써 보자.

지도 시 

유의사상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그 로 쓰도록 한다.

∙10분 동안 멈추지 말고 계속 쓰도록 한다.

∙동료의 에 해서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한다.

<표 VI-36> 창의적 글쓰기 두려움 없애기 지도 전략

235) Bonnie Neubauer, 2012,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  쓰기, 소  역(서울: 넥서스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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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1단계 주제정하기 

지도 목표
1. 창의  쓰기에 한 부담감을 없앤다.

2. 창의  사고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지도 내용

1. 유창성 연습: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나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

2. 융통성 연습: 고정 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3. 독창성 연습: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4. 정교성 연습: 기존의 아이디어에 흥미롭고 유용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발 시키는 능력

지도 사례

기 귀와 시계의 공통 은?

가 이길까? 그 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성도 육아 휴직 시 ’라는 주제로 짧은 신문기사를 작성해 보자

1. 유창성 연습: 자 없이 친구의 키를 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한 한 많이 떠올려 보자.

2. 융통성 연습: 서로 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상들 간의 련성 찾기

3. 독창성 연습: 다른 사람과 다른 기발하고 새로운 생각하기

4. 정교성 연습: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 이고 세 하게 만들기

지도 시 

유의사상

1. 각 연습문제에 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다.

2. 자유로운 생각과 발표를 장려한다.

<표 VI-37> 창의성 연습 지도 전략

pp.47-4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236) Bonnie Neubauer, 2012, 하루 10분씩 100일 동안 1000가지 창의  쓰기, 소  역(서울: 넥서스 BOOKS),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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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1단계 주제정하기-마인드맵

지도 목표
1.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2.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참주제를 정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스스로 주제 정하기

① 심 이미지 표 :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종이 앙에 함축 으로 나타낸다.

② 주 가지: 심 이미지로부터 연결된 주 가지는 굵게 표시하고, 그 에 핵심 단어만 쓴다.

③ 부 가지: 주가지로부터 연결된 부 가지는 작고 가늘게 나타내고, 그 에 핵심 단어, 그림, 

기호 등으로 표 한다.

④ 상호 련성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2. 참주제 정하기

① 사랑 ---- 주어진 주제

어떤 사랑에 해서 써야 하나? -> 짝사랑?, 첫사랑?

② 첫사랑에 해서 써야지. --- 가주제

첫사랑의 기쁨을 쓸까?, 첫 사랑의 아픔에 해서 쓸까?

③ 첫사랑의 아픔에 해서 쓰자. --- 참주제

④ 주제문: 첫사랑의 아픔은 나를 정신 으로 성숙하게 만들었다.

지도 사례
∙마인드맵을 활용한 주제 정하기

① 환경오염에 한 마인드맵 그리기 

<표 VI-38> 마인드맵 전략을 활용한 주제정하기 지도 전략

② 글쓰기 전략을 활용한 주제 정하기237)

▢ 의 주제란 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심 사상이나 정서이다.

▢ 주제 정하기는 쓰기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요한 활동이다. 

￭ 주제 선정 방법

▢ 되도록 범 를 구체화 한다.

▢ 쓴이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독자에게도 흥미와 심을 일으키면서 한 분량으로 쓸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주제 정하기에 용할 수 있는 쓰기 략

▢ 마인드맵

▢ 인스토

237) 임 환 외, 1998, 작문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pp.110-113.

238) 조연순, 선진숙, 이혜주, 2008, 창의성 교육: 창의  문제해결력 계발과 교육 방법(서울: 이화여자 학교출 부),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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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사례

② 주제 정하기: 물 오염 이는 방법

③ 주제문 쓰기: 물 오염을 이기 해서는 폐수 정화 시설과 음식물 쓰 기 재사용 시설을 

확 하고 가정에서 세재 사용을 여야 한다.

지도 시 

유의사상

￭주제문 작성 요령 지도

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 한 문장 형태로 작성한다.

② 의미에 보탬이 되지 않는 군더더기 같은 표 은 사용하지 않는다.( : 나는 생각한다)

③ 애매모호한 표 은 피하고 구체 으로 기술한다.(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④ 의문문을 사용하지 말고,  쓰는 이의 생각이 잘 나타나야 한다.

⑤ 비유의 표 을 사용하지 않는다.( : 림은 지구의 허 이다.)

참고사항

￭마인드맵(mind map)238)

￮1960년  후반에 Tony Buzan이 개발함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묶고 선으로 계를 나타낸다.

유형 창의 인 쓰기 1단계 주제정하기- 인스토

지도 목표
1. 인스토 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2.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여 참주제를 정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인스토 을 활용하여 쓰기 주제 정하기

① 인원 구성: 리더 1명, 서기 1명 포함 5-10명

② 시간: 30-60분

③ 좌석 배치: 반원형, ㄷ자형

④ 테마 설정

⑤ 토론 진행: 리더, 

⑥ 아이디어 평가: 평가가 기  - 효과성, 실 가능성

지도 사례

1. ‘생활에 편리한 발명품 만들기’를 하기 해서 우선 생활에서 불편한 들에 해 말해 

보자.

① 선이 있는 화는 움직이면서 통화하기가 불편하다.

② 우산은 짐이 많을 때 손잡이를 잡고 펴기가 불편하다.

③ 모자는 바람이 불 때 불편하다.

<표 VI-39> 브레인스토밍 전략을 활용한 주제정하기 지도 전략

239) 조연순, 선진숙, 이혜주, 2008, 창의성 교육: 창의  문제해결력 계발과 교육 방법(서울: 이화여자 학교출 부), 

pp.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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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컴퓨터를 할 때 여러 창을 보기가 불편하다.

⑤ 자물쇠의 열쇠는 잃어버릴 험이 있어서 불편하다.

⑥ 냉장고 속에는 무슨 음식이 들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⑦ 차를 마실 때는 각 차마다 당한 물 온도를 알기 어렵다.

지도 시 

유의사상

① 비  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동안 어떤 아이디어라도  비 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② 량 발상: 질보다 양 우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해서는 가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요하다.

③ 자유분방: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제시한다. 자유분방이라는 말로 

습 이고 일상 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④ 결합과 개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결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 낸다.

(집단  사고를 장려한다.)

참고사항

￭ 인스토 (brainstorming)239)

￮의미: 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밖으로 많이 내놓는 것

￮ 제: 발상 능력은 구에게나 있다. 양(量)이 질(質)을 낳는다. 선(先)발상 후(後) 단 

다음 은 주제의 요성에 한 이다.

주제와 메시지의 중요성: 글쓰기와 전쟁240)

연암 박지원은 ‘소단 치인’이란 에서 쓰기를 쟁에 비유했다. 자(字)는 병사(士)요 

뜻(意)은 장수( )다. 이때 활용한 고사가 ‘장평 ’이었다. 그 이야기는 략 다음과 같다.

국의 국시 .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장평에서 치했다. 조나라에는 ‘염 ’와 ‘조

사’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사는 죽고, 노장 염 만 남았다. 진나라의 공격

에 염 는 방벽을 굳게 하고 응 하지 않았다. 원정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다. 진나라는 

조했다. 계책을 내어 소문을 퍼뜨렸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조 이 장수가 되는 

것뿐이다.”

‘조 ’은 죽은 조나라 명장 조사의 아들이다. 조사가 살아있을 때 부자간에 병법을 토론한 

이 있는데, 조사가 아들 조 을 당할 수 없었다. 조 은 스스로 병법에 뛰어나다고 여겼지만, 

조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의 아내가 그 까닭을 묻자 이 게 답했다. “ 쟁이란 사람이 죽는 

일이요. 그런데 은 아주 쉽게 말한다오. 장수가 된다면 반드시 조나라 군 를 망칠 것이오.”

조 이 병법 이론에 밝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 속의 지식에 불과했다. 상황 변화에 

히 처할 능력이 없었다. 한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던 아버지와 달리, 조 은 병사들 

에 군림했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썼다. 조나라 왕은 염 의 수비작 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이간책에 혹되었다. 신하가 반 하고 ‘조 ’의 어머니가 을 올려 만류했지만, 왕은 

기어코 염  신 조 을 장수로 삼았다.

조 이 장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라 장수 ‘백기’는 군사를 보내 패해서 달아나는 

척하게 했다. 그리고 추격해 온 조나라 군사의 후방을 끊어 고립시켰다. 식량 보 로가 끊긴 

240) 김태희, 2013, “ 쓰기와 쟁,” 경향신문, [online], [cited 2013. 5. 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0214346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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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1단계 주제정하기-정보 달과 주장하는  이해하기

지도 목표

1. 설명하는 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주장하는 의 특징을 이해한다.

3. 논평하는 의 특징을 이해한다.

지도 내용

1. 설명하는 : 독자에게 상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쓰는 241)

① 무엇인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정보를 제시할 때 합한 쓰기이다.

② 기사(잡지, 신문), 지시문, 안내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명하는 의 특징

① 필자는 하나의 주제에 을 맞춘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제를 소개하고, 을 진술하고, 독자의 시선을 끈다.

<표 VI-40> 글의 유형 지도 전략

군사들은 40여일을 굶주렸다. ‘조 ’은 사했고, 수십만 병사들은 항복했다. 잔혹한 장수 백

기는 이들을 모두 구덩이에 생매장해 버렸다. 조나라는 장평 에서 45만 군사를 잃었다.

쟁에서 장수는 결정 이다. 연암은 이를 쓰기에 연결했다. “장평의 병졸들은 용맹과 무

기가 달라진 게 없다. 그 지만 염 가 장수일 때는 승리하기에 충분했고, 조 이 신하자 

자멸하기에 충분했다. 쟁을 잘하는 자는 버릴 병졸이 없고, 쓰기를 잘하는 자는 가릴 

자가 없다.” 좋은 장수를 만나면 승리의 군 가 되듯, 이치에 맞는다면 평범한 말도 명문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좋지 않은 것은 자 탓이 아니다.

은 주제나 메시지가 요하다. 그것을 길을 잃지 않고 요령껏 달하는 것이 쓰기 작업이

다. 그런데 나는 쓰기보다 장평의 장수와 죽은 병사들이 더 마음에 걸린다. 내가 길을 잃었나.

③ 글의 유형 정하기

▢ 의 종류는 주제와 동시에 결정한다. 

▢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주제 련자료의 탐색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쓰기에 합한 의 

종류는 정보 달과 주장하기를 목 으로 한 생활 이다. 

￭정보 달과 주장하기를 목 으로 한 생활 의 종류

▢ 설명하는 

▢ 주장하는  

▢ 논평하는 

241)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p.219-220.

242) 고려 학교 사고와 표  편찬 원회, 2005, 쓰기의 기 , 개정 (서울: 고려 학교출 부), pp.86-205.

243) 제은진, 2012, 학생의 논평 활동이 지식 생성과 쓰기 수행에 미치는 향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교육 학원), pp.6-9.

244)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221.

245)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271.

246) 이 우, 2013, “인간은 왜 무의식  낙 주의자일까,” 경향신문(7월 16일자), 제81면. [online], [cited. 2013. 7. 

16.].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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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운데 문단에서는 주제 문장들, 뒷받침하는 근거들, 그리고 세부 인 내용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한다.

④ 문단이나  사이에 부드러운 환 장치를 넣는다.

⑤ 결론 문단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주제에 한 마지막 언 을 한다.

⑥ 비소설의 특성과 독자들에게 친숙한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를 안내한다.

▢ 합한 의 주제( )

∙왕나비의 한 살이

∙여름과 겨울

∙화산

∙도시 비둘기 문제

2. 주장하는 242)

①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방식의 쓰기이다.

② 설득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과 논리에 기 는 방법이 있다. 

③ 논증은 감성보다는 논리에 의지해 남을 설득하는 쓰기이다. 따라서 논리  오류가 없어

야 한다.

[ 합한 의 주제( )]

∙공교육과 사교육

∙외국 문화의 개방 확 와 억제

∙두발자유

∙복장자유화

3. 논평하는 243)

① 의 내용  형식에 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논리 이고 비 으로 평가하는 일

② 논평의 기본 속성: 텍스트 분석+비 +평가

∙텍스트 분석: 논평  활동. 요약하기. 논평의 필수 차

∙비 : 이성 인 가치 단 과정. 단 상을 검토하여 정당성과 타당성, 논리성을 밝  이

에 한 평가를 하는 일. 논평의 본질 인 성격. 비  읽기 형태로 실 됨. 비  읽기는 

필자가 제시한 주제, 자료, 근거, 논증, 필자의 의도와 표  방식 등 일련의 거를 바탕으

로 수용할 것인가, 반박할 것인가에 한 단을 내리는 과정. 비  사고 후 단 내용은 

‘옳다-그르다, 타당하다-부당하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함

∙평가: 논평의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짐. 을 읽고 일정한 거에 비추어 반 인 의 

수 을 단할 때, 세부 인 내용에 해 자신의 지식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수용여부를 결정

할 때, 문제 에 한 여러 개의 안  최선의 안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평가 과정을 거침

③ 논평의 종류

￭내용에 따른 분류

▢ 정  논평-부정  논평

▢부정  논평-유보  논평

￭논평의 에 따른 분류

▢의미 심 논평: 의 내용이나 구성, 일 성, 통일성에 을 맞춘 논평, 내용 심의 평가

가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 임

▢형식 심 논평: 문법이나 어휘, 문장 등의 표 에 집 하여 평가하는 논평

￭논평 주제에 따른 분류

▢교사 논평

▢학생 논평: 학습자 심의 교육의 등장으로 동료 피드백, 자기평가와 함께 강조됨

￭논평에 활용되는 매체에 따른 구분

▢문자논평: 일반 인 형태

▢구두논평: 시간제약으로 교육 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④ 학생 논평의 지도 방법

∙교사가 사 에 논평의 상이 되는 에 해 충분히 악하고, 주어진 과제에 합한 지도 

방안과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이 직  논평을 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논평을 하는 과정을 직  

시범을 보여 다. 학생이 논평 과정에 익숙해지면 교사의 개입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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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논평의 과정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에 나타난 지엽 인 오류보다는 체 인 내용에 해당하는 면에 더 을 맞추어 평가

를 하도록 강조한다.

∙‘잘 썼다’와 같이 추상 인 표 이 아니라 각각의 평가 거에 해 분명하고 정확한 표

을 사용하도록 구체 인 사례를 제시한다.

∙ 에 나타난 수정사항만 지 할 것이 아니라 구체 인 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 의 장 을 찾아 정 인 논평도 함께 함으로써 논평 활동이 의 문제 만 찾아내는 것

이 아니라 장․단 을 종합 으로 평가한다는 을 인식하도록 한다.

지도 사례

1. 설명하는 

왕나비의 한 살이244)

나비는 한 살이에서 여러 번 변화한다. 처음으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한다. 그런 다음, 

암컷이 알을 낳는다. 알은 유액을 분비하는 식물의 잎에 3일간 붙어 있다. 그러고 나서 알이 

부화하여 작은 애벌 가 태어난다. 5주간, 애벌 는 음식을 먹고 자란다. 그 후, 허물을 여러 

번 벗고 애벌 는 번데기가 된다. 2주 후, 나비가 번데기에서 깨어난다. 그런 다음, 나비가 

자신의 짝을 찾으면 모든 과정이 다시 반복된다.

2. 주장하는 

스포츠에서의 여성의 권리245)

나는 여성을 한 스포츠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들도 축구와 미식축구 같

은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 몇몇 여자들은 농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 역시 다른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만약 여자들이 다른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 으로서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운동을 필요로 하며, 다른 안  활동들

은 여성들을 신체 으로 알맞게 유지시켜  수 있다. 여자들에게도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와 

여자들이 잘하는 스포츠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논평하는 

[ 정 ․의미 심․문자 논평의 ]

인간은 왜 무의식  낙 주의자일까246)

당신은 낙 주의자입니까?’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할까? 그 다고 답할 수도 있고 아

니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 주의란 말이 낙 주의의 짝으로 항상 붙어 다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는 이 낙 이고,  어떤 사람은 비 이라는 게 우리의 통념이

다. 하지만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의 ｢설계된 망각｣에 따르자면, 그러한 통념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낙  편향’이란 원제가 말해주는 건 낙  편향이 우리의 진화  본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의 핵심 논지는 간명하다. 첫째, 우리가 부분 낙 이라는 것.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

더라도 우리 뇌는 미래에 해 낙  편향을 갖고 있다. 부정 인 결과를 염려할 때도 있지

만 체 으로는 정 인 결과를 따지며 보내는 시간보다 고, 패배나 가슴앓이를 걱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 편향을 갖는가? 그

건 물론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낙 주의자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재정계

획도 더 잘 짜고, 더 성공한다.” 진화과정에서 낙 주의가 선택 다는 것은 미래에 한 정

 기 가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곧 낙  편향의 

진화는 우리의 건강과 진보의 가능성을 높 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의 두 번째 주장이다.

뇌과학자들이 보기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특징은 두엽의 발달에 

있다.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장하는 역이다. 이 두엽의 속한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다. 자각 능력과 망 

능력은 생존에 이익이 되지만, 문제는 그 부작용이다.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 에선가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견은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지 결코 낙 의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면 진화과정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신  시간여행은 그릇된 믿음을 동반할 때만 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은 정  편향과 함께 발달해야 했다.” 

자가 보기에 인간의 비범한 성취는 바로 의식  망과 낙 의 결합 때문에 가능했다.

그 다고 낙  편향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낙 주의에도 정선이 있으며 과

격한 낙 주의는 과도한 음주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유해하다. 일례로 한 설문에서 낙 주의 

수 을 측정하기 해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합니까?’란 질문을 던졌다.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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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명보다 2-3년쯤 더 길게 보았다. 이들을 이른바 ‘온건한 낙 주의자’라고 한다면 한편

에는 20년쯤 과 평가한 ‘과격한 낙 주의자’도 있었다. 자기 수명을 과소평가한 ‘비 주의자’

는 아주 소수 다. 이들의 행동은 어떤 차이를 보여 까? 온건한 낙 주의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했고, 더 나이가 든 뒤에 은퇴하길 원했으며, 더 많이 축했고, 담배도 덜 피웠다. 반면에 

과격한 낙 주의자들은 게 일하고, 덜 축하고, 담배는 더 많이 피웠다. 우리 앞의 장애물

을 당히 과소평가하는 온건한 낙 주의가 우리의 지배  본성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엄 히 말해 낙  편향은 인지  착각이다. 우리의 낙  믿음은 우리가 마주치는 실에 

한 시각을 개조한다. 이런 편향을 유지하기 해 뇌는 무의식 인 망각까지도 설계했다. 미

래에 불운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스트 스와 불안 수 을 낮추고 결과

으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어서다.

반면 비 주의자들은 더 일  죽었다. 10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50년에 걸쳐 추  연구한 

결과라나. 미래에 한 정  기  혹은 착각이 심지어는 돈도 더 많이 벌게 한다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생각은 알고 

보면  특이할 게 없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할 따름이다.

지도 시 

유의사상

∙서술, 시간 순 나열, 비교와 조,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과 같은 의 구조(표  방법)

를 활용하도록 한다.

∙ 의 구조를 잡는데 정보해석하기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다.

참고자료

4.2.2 2단계: 목차쓰기

목차 정하기는 구성과 개요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주제 설정을 마치면 을 

어떻게 개할 것인지 거리를 구성한다. 거리 구성 결과를 항목으로 시각화 하여 

의 를 세우면 목차가 완성된다. 목차를 자세하게 정하면 집필 단계에서 손쉽게 

을 쓸 수 있다. 

① 구성

￭ 구성의 일반 인 원리는 단계성, 통일성, 응집성이다.247) 

▢ 단계성: 한 편의 을 ‘처음- 간-끝’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 통일성: 의 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용상 하나의 체를 이루어 종합

된 구조를 지니도록 하는 것, 주제와 련된 제재의 선택, 주장의 통일과 , 목 , 문체

의 통일 등을 모두 포함

▢ 응집성: 의 각 부분이나 단계가 하게 연결되어 한 편의 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어구의 반복 사용이나 지시어의 사용, 속어의 선택, 연결 어미의 사용 등을 고려해

야함

247) 이병철, 2008, 창의  사고와 쓰기(서울: 문학세계),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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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목차 정하기-구성 방법

지도 목표
1. 의 구성 방법을 이해한다.

2. 주제에 맞게 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 내용

구성 방법248)

1. 시간  구성

①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이다.

② 과거- 재-미래로 순행하는 방식, 미래- 재-과거로 역순하는 방식

③ 체험기, 여행기, 회의록, 답사보고서, 서사문 등에 합

④ 의 자연스러운 발상에는 유리하지만,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어렵고 독자를 집 시

키는 힘이 약하다.

2. 단계  구성

① 을 단계 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② 3단 구성: 도입- 개-정리

③ 4단 구성: 도입(기)- 개(승)-발 ( )-정리(결)

⑤ 5단 구성: 주의환기-문제제기-문제해결( 개)-구체 인 논증-결론(요약  정리)

3. 포 식 구성

① 의미: 의 심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주제문을 체 의 도입- 개-정리  어느 

부분에 포함하여 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② 방법

∙두 식 구성: 주제나 결론을 의 처음에 배열하는 방식(연역법)

∙미 식 구성: 주제나 결론을 의 끝에 배열하는 방식(귀납법)

∙양 식 구성: 주제나 결론을 의 처음과 끝에 배열하는 방식

지도 사례

1. 시간  구성

청해진 사 장보고 유 지 답사 기행문249)

밤새 울 울 출 이는 뱃간에서 에어컨 감기에 시달리다 13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

이 석도항, 잔잔한 바다 물결과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 아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은 안 하고 큰 배로도 13시간이나 걸렸는데, 먼 옛날 신라시 에는 돛단배 

수 의 작은 배 한척으로 온갖 험을 무릅쓰고 국 땅에 도착하여 한국인의 기상을 떨쳤던 

장보고 사의 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동 반도는 강태공, 제갈량(와룡선생이

라 부름), 공자의 고향으로 국을 알려면 먼  산동 반도부터 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 내에서 산동 반도는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 

첫날의 일정은 진시황이 불로 를 구하기 해 동방으로 선남선녀 5,000명을 출발시킨 성

산두 유 과 래각, 등주산성, 고선박물 을 견학하는 것이었는데 한 코스를 보기 해 3-4

시간의 장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국 토의 활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

여 기다렸던 지식 국 통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역시 국 음식은 기름

지고 향이 많아 부담스러웠지만, 부분 선생님들은 맛있게들 먹었다.

식사 후 래시, 등주산성, 고선 박물 을 견학하 는데 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라고 했다. 다리가 린 밤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 다.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부분의 선생님들은 지쳐있었고 숙소에 들어

가자마자 곧 곯아떨어지고 말았다.

<표 VI-41> 구성 방법 지도 전략

248) 강연호 외, 2011, 지식기반사회의 자기표 과 쓰기, 제2 (서울: 경진), pp.18-21.

249) 신은수, 2012, “청해진 사 장보고 유 지 답사 기행문,” 한국교육신문(8월 22일자). [online], [cited 2013. 7. 

16.] <http://www.hangyo.com/APP/ereport/article.asp?idx=19855&search=기행문>

250) “약탈 145년 만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 세계일보(2011년 2월 8일자), 제31면. [online], [cited 2013. 7. 16.] 

<http://www.kinds. or.kr>

251) 구인환 외, 1998,  읽기에서 쓰기까지(서울: 열린생각), p.210.

252) “계란마  맘 놓고 못 먹는 허술한 식품 안 ,” 일보(2011년 11월 16일자), 제23면. [online], [cited 2013. 7. 

16.],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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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구성

약탈 145년 만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250)

[도입]

한국과 랑스 정부가 그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년마다 임  계약하는 조건으로 반환하

는 데 합의했다. 사실상 구 반환이라고 한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지 145년 만이니 

자못 의미가 크다. ‘임 ’라는 형식  한계가 따르지만 랑스의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약탈·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요한 환 으로 삼아

야 한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정부의 외교  노력 외에도 많은 국민

과 학계는 ‘약탈 문화재는 결코 약탈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반환 운동을 벌 다. 우여곡

 끝에 지난해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랑스 통령은 반환을 약속했다. 

상 국이 반환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시 한 일은 일본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조선왕실의궤

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도서 1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일본은 “한·일 계를 개선

하기 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인도’라는 표 을 쓰며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

고 있으니 겉치  성격이 짙다.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공개된 것만 6만 이 넘는다. 개

인 소장분까지 합하면 30만 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약탈 문화재의 명세와 소재를 악하

는 일이 시 하다. 이를 한 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그 토  에 정부와 민간의 반환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은 역사를 되찾는 일이자 민족의 자존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정리]

일본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환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궁내청에 보 된 약탈 문

화재의 목록조차 제 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내 약탈 문화재의 목록을 스스로 조사해 

공개하고 반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선린의 한·일 계를 여는 시작 이다.

3. 포 식 구성251)

① 연역법: 일반 인 법칙이나 진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특수한 상황과 연결시켜서 구체 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법

∙< 제>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소 제> 철수는 사람이거든.

・<결  론> 그러니까 철수는 사랑을 하지.

② 귀납법: 구체 이고 특별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 사례들의 공통 을 찾아내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법

∙<사    례> 순이, 이, 숙이는 다 사랑을 할  알지.

∙<공통요소> 순이, 이, 숙이는 다 사람이야.

∙<결    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랑을 할  알지.

③ 양 식

계란마  맘 놓고 못 먹는 허술한 식품 안 252)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계란의 품질과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식품 유통  안 책이 

시 하다. 시 에서 유통되는 계란 10개  4개가 최하  등  제품으로 유명 백화 과 형 

마트 등에서 버젓이 팔렸다. 경제난과 고물가 시 에 한 푼이라도 약하려는 소비자를 기만

하고 국민 건강까지 하고 있는 만큼 계당국의 리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의 발표에 따르면 시 에서 매 인 계란 39개 제품의 품질 검사결과 

38.5%가 최하 인 3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도에선 23.1%가 ‘불량' 는 ‘매우 불량' 

정을 받기까지 했다. 심지어 롯데백화 에서 매된 계란은 등 정도 받지 않은 제품을 

1등 으로 허  표시해 매하다가 회수조치 다고 한다. 계란 포장 매도 지난 4월부터 

의무화 지만 재래시장 반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란 품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뒷짐진 당국과 잇속만 

챙기려는 생산· 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 건강에 악 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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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목차 정하기-화제식 개요 작성

지도 목표
1. 개요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일반 인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2. 화제식 개요 작성하기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체계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도 내용

목차 작성하기 유의사항

① 상  항목과 하  항목의 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② 각 항목에 사용하는 부호와 배열 순서를 통일한다.

③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④ 하  항목의 번호는 하  항목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 부여하며 하나밖에 없는 하  항목

에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 동일 계통의 항목 번호를 가지는 항목들은 서로 등한 계를 유지해야 한다.

⑥ 모든 항목들의 표  형식은 하나로 통일한다.

지도 사례

화제식 목차 정하기

① 참주제: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책

② 주제문: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취업 여성의 육아문제와 높은 

사교육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책 마련이 시 하다.

③ 개요

1. 머리말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한 황 보고

2. 원인 분석

 2.1 육아 문제

 2.2 사교육비 문제

3. 책

 2.1 육아 시설 확충

 2.2 공교육 활성화

4. 맺음말

<표 VI-42> 화제식 개요 작성 지도 전략

셈이다. 지난해에는 시  매 계란의 42.8%가 3등 으로 역시 유명 백화 과 형마트 등

에서 팔렸다. 재작년에도 매 계란 10개  4개가 품질불량인 것은 마찬가지 고, 무늬만 

리미엄인 과장 매도 드러났다. 계란은 양이 우수한 식품으로 찜, 라이, 조림, 반찬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가격도 렴해 필수 식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걸맞게 품질과 안 이 담보돼야 한다. 생산, 유통, 매 등 모든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생 리가 요하다는 얘기다.

매번 지 듯이 소비자가 계란을 보다 신선하고 안 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통· 리 시스

템이 구축돼야 한다. 들쭉날쭉한 유통기한 표시 방법의 통일, 냉장 유통과 매 의무화 등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량식품으로 돈을 

챙기려는 비뚤어진 상혼(商魂)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책임이 막 하다.

지도 시 

유의사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기사나 사설을 학습자료로 활용한다.

참고사항 ∙카인즈. http://www.kinds.or.kr (2013. 7. 16.)

② 화제식 개요 작성

▢ 화제식 개요는 간명하게 핵심을 드러내는 주제어구로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이다.253)

253) 강연호 외, 2011, 지식기반사회의 자기표 과 쓰기, 제2 (서울: 경진), pp.16-17 ; 이병철, 2008, 창의  사고와 

쓰기(서울: 문학사계),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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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시 

유의사상

￭개요 작성을 통한 목차 정하기의 요성을 설명한다.

1. 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2. 을 써 가면서 일어나기 쉬운 혼란과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아 다.

3. 내용의 복을 피하고 요한 논지를 빠뜨리지 않게 하여  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4. 쓰기 과정에서 체 인 조직력과 사고력을 길러 다.

5. 요 을 정리하고 체의 의미를 악하거나 회상하는데 도움을 다.

6. 자신의 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다.

참고사항

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탐구하기-표 방  서지사항 작성법

지도 목표

1. 표 이 사회  지  토 를 허무는 행동임을 이해한다.

2. 타인의 과 아이디어를 존 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표 의 어원과 의미

남의 시나 문장을 따다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행 를 표 (剽竊)이라고 한다. 한자를 보면 

<표독할, 박할, 빼앗을 표(剽)>에 <도둑질할 (竊)>로, 표 이 결국 범죄행 임을 잘 보
여 다.

동양에서 표 이란 말이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국 당나라 문장가 유종원(柳

宗元)의 문집이다. 그는 ‘남의 을 훔치고 그것을 합해 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맹자와 같
은 선학들은 이를 표 이라 불 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표 의 역사가 기록의 역사와 함

께 해 온 것임을 잘 보여 다.

이와 함께 남의 시문이나 귀를 따다가 <고쳐> 을 짓는 사람을 <슬갑(膝匣)도둑>이라 
부른다. 슬갑은 추 를 막기 해 무릎까지 내려오게 입는 옷이므로 표 이 완 히 그 로 

훔쳐다 사용하는 것이라면, 슬갑 도둑은 약간 변형해 사용한다는 이 다르다.

표 은 어로 Plagiarism인데, 이 단어의 두어인 <Plagi-, plagio->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표 VI-43> 표절 예방 및 서지사항 작성법 지도 전략

4.2.3 3단계: 탐구하기

① 표절예방과 서지 작성법

▢ 서지 작성은 자신이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  타인의 지  재산권을 보호한

다는 측면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 서지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일반 으로 도서자료인 경우에는 자명, 서명, 차, 출 사항, 해당 페이지 수 등을 기록

한다.

▢ 잡지의 기사나 논문의 경우에는 집필자명, 기사명(논문제목), 잡지명(논문지명), 권, 호

(발행년, 월), 페이지 수 등을 기록한다.

254) 채석용, 2011, 논증하는 쓰기의 기술(서울: 소울메이트),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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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으로 ‘도덕 으로 부정한, 잘못된, 성질이 비뚤어진’이란 뜻의 Oblique와 같은 말이다. 

라틴어에서 표 은 Plagium으로 납치, 유괴, 인신매매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다.

2. 표 의 심각성

표 로 인한 지 재산권의 침해는 당장은 값싸게 정보와 지식을 살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장
기 으로 보면 사회의 지  토 를 허무는 행 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산업과 문화를 정보 

강 국에 종속시키는 행 이다. 왜냐하면 표 이 치는 풍토에서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연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3. 표  방 방법

∙캐나다 노던 리티시 컬럼비아 가 제시하는 <표 방수칙>

① 타인의 논문을 자기 것인 양 내지 말라.

② 출처를 인용할 때에는 서지사항을 부 기술하라.
③ 단어 한 두 개라도 요한 개념은 인용부호를 사용하라.

④ 인용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것과 분리하고 필요하면 각주를 달아라.

4. 서지사항 작성법

① 단행본인 경우: 자명. “서명”.  사항. 출 지: 출 사, 출 연도.
∙김 자. “청소년 문화”. 제2 . 서울: 나만출 사. 2008.

※ 은 표시하기 않는다.

※ (版. edition)과 쇄(刷. printing)의 구분: 이란 원래의 내용에 해서 수정, 보완한 경
우에 붙이고, 내용의 변화 없이  같은 내용을 다시 인쇄한 경우에는 쇄를 붙인다.

② 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고,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자

만을 기록하고 ‘외’라고 표시한다.
∙오민수 외. “침묵하는 ”. 부산: 해운출 사, 2011.

③ 번역서인 경우: 원 자명. “서명”. 역자명. 출 지: 출 사, 출 년도.

∙조지 오웰. “동물농장”. 도정일 역. 서울: 민음사, 2009.
④ 논문인 경우: 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 호(발행년. 발행월), 논문의 첫페이지-끝페이지.

∙홍길동. 정보란 무엇인가?. “나라학회지”. 제3권, 제4호(2010. 2.), pp.22-44.

⑤ 백과사  
∙ “좋은원색 백과사 ”. 제5권. 서울: 나라출 사, 2007.

⑥ 속한 리집을 기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http://www.sesri.re.kr(2013. 6. 10.)
⑦ 신문기사

∙홍말순. 청소년은 구인가?. “청소년신문”. 2013년 6월 13일자, 제5면.

※각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 끝에 인용한 자료의 쪽수를 기록한다.

∙각주1) 유장성. “청소년문화의 이해”. 서울: 세일출 사. 2008. p.20

∙각주1) 유장성. “청소년문화의 이해”. 서울: 세일출 사. 2008. pp.19-20.
※논문을 각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만 기록하고, 참고문헌에 기록하는 경우에

는 논문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모두 표시한다.

∙각주1) 홍길동. 정보란 무엇인가?. “나라학회지”. 제3권, 제4호(2010. 2.), p.22.

지도 사례

∙표  방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과 자료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논증하는 

을 쓰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자신이 생각이고, 어느 부분이 타인의 생각인지 구분해야 
한다.254)

[직 인용-나쁜 ] 
각 분야에서 그동안 억 렸던 심령들이 자기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해방 후 민족사의 

가장 본질  의식의 환의 단 다는 에 86년의 역사  의의가 있다.

[직 인용-좋은 ]

86년의 역사  의의에 해 김용옥은 “각 분야에서 그동안 억 렸던 심령들이 자기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해방 후 민족사의 가장 본질  의식의 환의 단 ” 1)이었다고 평가했다.
------------------

1)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 게 본다”. 서울: 통마무, 1989. p.229. 

[간 인용의 ] 

원문의 내용을 심 단어 심으로 재조합해 자기만의 새로운 문장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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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는 진시황의 리더십 가운데 시스템을 창안하고 작동시키고자 했던 노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1)

-----------------
1) 김 수. “사기의 리더십”. 서울: 원앤원북스, 2010. p. 183.

지도 시 

유의사상

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료를 심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② 일 성 있게 기록하도록 한다.

③ 과 쇄를 구분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탐구하기-정보탐색

지도 목표

1. 주제와 련된 정보원의 범 를 정할 수 있다.

2. 주제와 련된 정보원을 탐색할 수 있다.

3. 찾아낸 정보원을 평가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정보원의 범  정하기

① 도서 이나 리집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원을 어본다.

∙과제해결에 도움을 만한 정보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정보원을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② 도서 이나 리집에 실제 정보원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정보원탐색하기

① 정보원이 있는 곳에 가서 원하는 정보원을 찾아본다.

② 청구기호나 검색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본다. 

③ 이용가능한 정보원인지 알아본다.

④ 어떤 정보원부터 이용할 것인지 정한다. 

3. 정보원 평가하기

정보원은 여러 출 사에서 다양하게 출 되고 그 구성이나 내용면에서도 각 출 사별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참고정보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 사례

1. 정보원 범  정하기

경주박물 에 한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정보원

<표 VI-44> 정보탐색 지도 전략

② 정보탐색

▢ 정보탐색은 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을 선정하고 직  정보자료를 찾아내는 활동

이다. 

▢ 정보탐색은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자신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가장 합한 정보를 얻

기 해서 꼭 필요하다.

255) 이병철, 2008, 창의  사고와 쓰기(서울: 문학사계), p.84.



300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2. 청구기호를 이용한 정보탐색

② 별치기호란 자료의 형태, 용도 등에 따른 소장 치와 

이용의 제한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일반도서를 제

외한 참고도서류와 시청각 자료에 해당 자료의 한  

약자나 알 벳 약자를 부여하여 나타낸다. 

① 청구기호는 자료의 서가상의 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료의 소장 여부와 치

를 악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요한 요소이다.

◎ 어 사  제 1권의 청구기호( )

도서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R’이나 ‘참’은 참고도서(Reference Book)의 약자로써 사 류나 

도감, 연감 등과 같이 외 출이 되지 않는 자료에 부여된다. 이 밖에도 교과서(Text Book)

에는 ‘T’나 ‘교’를, 아동용 도서에는 ‘아’를 부여하기도 하다.

③ 자기호란 자명을 숫자와 문자로 부호화한 것으로써 동일한 자가 쓴 같은 주제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주는 역할을 한다. 자명을 숫자화 하기 해서 사용하는 기호를 

자기호라고 하는데 도서 마다 사용하는 자기호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 의 기 을 따르면 된다.

④ 집이나 총서류와 같은 2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행본, 문학상 수상집과 같이 해를 두고 

발행되는 자료는 그 권 책 수를 자기호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이용 가능한 정보원 정리하기

∙경주문화재 련 이용 가능한 정보원

정보원 소장 치 이용 가능한 정보원 청구기호

책 학교도서

① 김00. 2010. 경주의 문화재. 서울: 00출 사.

② 이00. 2009. 경주 찬란한 문화를 찾아서. 서울: 

00출 사. 

③ 조00. 2011. 경주박물  이모 모. 서울: 00출 사.

911.85 김12ㄱ

911.85 이52ㄱ

060.0911 

조36ㄱ

신문 공공도서

① 15만  소장, 오천년 역사 한 에. “00일보”. 2012

년 3월 11일자, 제4면.

② 천년고도 경주, 이제 앞으로 천년을 그려간다. 

“00일보”. 2011년 5월 1일자, 제12면.

잡지 학교도서
① 천년의 숨결 경주. “월간 000”. 제23권, 제3호 

(2005. 3.), pp.55-60.

도감 학교도서
① 최00. 그림으로 보는 우리 문화재. 서울: 00출

사, 2010.

R 600.15 

최32ㄱ

인터넷 집

① 국립경주박물 . 

http://gyeongju.museum.go.kr(2013. 5.10.).

② 문화재청. http://www.cha.go.kr(2013 5. 10.).

비디오 공동도서 ① 000 로덕션.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2012.

인 정보원
학교/도서

/ 리집
① 선생님 ② 사서선생님③ 부모님

4. 정보원 평가하기

① 도서자료 평가하기

도서 정보원 선택 시 생각해야 할 내용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자나 편집자는 그 분야의 문가인가?

 련도서를 출 한 경험이 있는 출 사인가?

 최근에 발행된 책이며 최신 내용을 수록했는가?

 내용면에 있어서 객 성이 있는가?

 나의 수 에 합한가?

 인쇄상태가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삽화나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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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정보원 평가하기

인터넷 정보원 선택 시 생각해야 할 내용 그 다 보통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가?

 련주제에 한 자료를 많이 수록하고 있는가?

 사이트의 내용이 정기 으로 업데이트 되는가?

 동 상, 사진, 그림 등을 제공하는가?

 나의 수 에 합한가?

 보기에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가?

지도 시 

유의사상

1. 인터넷이나 서가에 직  근하기 보다는 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정보원을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먼  확인하도록 한다.

2.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 선택의 기본 조건을 설명한다.255)

① 구체 이고 공감할 수 있어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

②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③ 출처가 명백한 정보

참고사항

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탐구하기-정보해석

지도 목표
1. 정보원에서 주제와 련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다.

2. 목차와 색인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지도 내용

1. 목차와 색인 활용하기

① 책의 본문을 보기 에 표지나 서문 그리고 목차, 색인 등 본문 이외의 정보로부터 책의 

주제를 미리 악함으로써 읽고자 하는 책이 자신의 독서 목 에 합한지를 미리 단할 

수 있고, 자의 의도를 쉽게 악할 수 있다. 

② 본문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손쉽게 악할 수 있다.

2. 훑어 읽기

①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련 내용을 자세히 읽는다.

② 특히 도서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을 읽는데 이러한 읽기 기술

을 훑어 읽기 는 검독서라고 한다.

③ 훑어 읽기는 읽어야 할 많은 정보 속에서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독서법이다.

④ 찾아낸 정보가 주제와 련성이 있는지 따져본다.

지도 사례

1.서문, 목차, 색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서문
작가가 책을 만들게 된 동기와 목 을 악할 수 있고 내용의 범 와 수  등 자가 

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려 있다.

 목차 본문의 내용이 구조 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색인

주로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핵심단어를 검색하기 해서 

사용한다. 과제해결을 해 선정한 주제어를 색인에서 찾아보면 보다 손쉽게 본문의 해

당페이지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45> 정보해석하기 지도 전략

③ 정보해석

▢ 정보해석은 찾아낸 정보원을 읽고,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와 련한 정보를 가려

내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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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시 

유의사상

∙무조건 처음부터 읽지 않고, 목차, 머리말, 색인을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별로 시범을 보인다.

∙본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 과 같은 다른 정보원을 활용하

여 해결하고, 련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먼  읽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참고사항

구조 의미 구조 표지어 그래픽조직자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  풀이함

즉, ～은, ～이다. 말하자면, 설

명하자면, ～라 불린다. ～라고 

한다.

시 구체 인 를 들어 보임
를 들면, 컨 , ～의 , ～

의 종류, ～의 형태

열거
여러 가지 사실을 낱낱이 

늘어놓음
～,～,～등이 있다.

분류
종류에 따라 가름, 나눔의 

분화

～으로 나뉜다, ～으로 분류된

다, ～의 갈래는, ～에 따라 나

면

과정(순서)
일이 되어가는 경로, 발달, 

진행 등을 말함
단계, 과정, 우선, 다음에, 먼

<표 VI-46> 글의 구조에 따른 그래픽 조직자

▢ 정보해석을 한 그래픽조직자 활용사례256)

￭ K-W-L차트를 활용한 의 주제 분석

▢ 주제를 정한 후에 K-W-L 차트를 이용해 주제를 분석하면, 주제와 련해서 이미 알고 있

는 것과 알고 싶은 것에 해서 정리함으로써 탐구활동을 보다 쉽게 개할 수 있다. 

▢ 탐구활동이 끝난 후에 주제에 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하면 쓰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56) 오미경, 2013,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 사서교사의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해력과 독서동기에 미치는 향(미간행

석사학 논문, 공주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p.14



VI.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가이드라인 ●  303

성  명 작성일

주  제

서지사항

<작성요령>

∘각 단락을 읽고 심생각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 정리한다.

∘찾아낸 근거들을 바탕으로 심생각을 이끌어 낸다.

∘만약에 심 생각이 의 첫 부분에 나온다면, 심생각을 먼  고 다음 단락에 나오는 구체 인 근거를 

찾아 기록한다.

• 심생각: 쓴이가 달하고자 하는 요한 

성  명 작성일

주  제

<작성요령>

∘주제와 련해서 알고 있는 것(K: what students Know), 독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W: Want to know), 

탐구 후에 알게 된 것(L: what they Learned)을 기록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알게 된 것?

주제 분석하기

<표 VI-47> K-W-L 차트를 활용한 글의 주제 분석 지도 전략

중심생각과 근거 찾기

<표 VI-48> 중심생각과 근거 찾기 노트



304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비교와 대조하기

<표 VI-49> 비교와 대조하기 노트 

성 명 작성일

주 제

서지사항

<작성요령>

∙비교하기: 주제나 내용의 공통성이나 유사성을 찾아내는 활동

∙ 조하기: 주제나 내용의 차이 을 찾아내는 활동

∙비교와 조를 해서 사용하는 단어의 

한 / -처럼 / 그러나 / 만약 -이 아니라면 / 그 지 않으면 / 둘 다 역시 / 그러나 / 반면에 / 어느 것이라

도 유사하게 / 다른 은 / 반 로 / 마찬가지로 / 다른 한편으로 / 비록 -일지라도 / 신에 / 공통 은 

모두 / 반 로( 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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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작성일

주 제

서지사항

<작성요령>

∘본문 에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지 살펴본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단어 후 문장을 분석하여 기록한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의 

왜냐하면 / ～ 때문에 / ～할 때 / 그 향으로 / 그래서 / 그 결과 / 이러한 이유로 / ～하기 해서 / 

따라서 만약 그 다면 / 그 지 않다면 / 결과 으로 / 결국 

원인:

⇩

결과:

원인:

⇩

결과:

원인:

⇩

결과:

원인과 결과 분석하기

<표 VI-50> 원인과 결과 분석하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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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3단계 탐구하기-정보해석

지도 목표
1. 자료의 내용에 합한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하여 시각 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자료의 내용을 쓰기 주제에 합한 요소별로 종합할 수 있다.

지도 내용 ▢목차의 내용별로 련 내용을 종합한다.

지도 사례

▢자동차 배기가스

 성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옥시단트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납

 인체에 미치는 

향

▪일산화탄소는 액 의 헤모 로빈이라고 하는 붉은 색소와 결합하여 산

소운반을 방해함

▪이산화질소(NO2)는 자극성 냄새가 있는 유독성 기체이다. 기 지염, 폐기

종, 페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된 납의 90퍼센트는 에 축 되고 나머지는 간, 콩팥, 뇌 등에 축 되

어 악 향을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벤조피 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 피부암을 일으킴

▪폐렴이나 폐암 등 호흡기와 련된 환자가 증가함

이는 방법

▪ 소비를 이고 에 지 약을 실천

▪ 자동차를 잘 정비하기

▪ 신기술 개발

▪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한 나무 심기

▪ 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요일제 지키기

▪ 디젤 자동차 보다는 LPG 차량 구입하기

▪ 정차 시에 공회 을 하지 않기

▪ 자 거 이용을 늘리기 - 자 거 도서 정비

지도시 

유의사항
∙활용한 자료의 내용이나 구조에 따라서 한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다.

참고자료

∙송기호. 2009. 통합 정보활용교육과정론. 서울: 오롬DLS.

∙오미경. 2013. 그래픽조직자를 활용한 사서교사의 독서교육이 학생의 독해력과 독서동기

에 미치는 향. 미간행석사학 논문, 공주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이경화 외, 2007, 교과독서와 세상읽기(서울: 박이정), pp.76-79.

∙이병기. 2013. 정보활용교육론. 주: 조은 터.

<표 VI-51> 종합․정리 지도 전략

④ 종합 ․ 정리

▢ 종합․정리는 찾아낸 정보를 쓰기를 해서 유형별로 정리하고 출처를 기록하는 활동

이다.257)

▢ 읽은 이나 쓰고자 하는 의 유형에 따라서 종합․정리용 노트를 활용하면 효과 이다.

257) 송기호, 2009, 통합정보활용교육과정론(서울: 오롬DLS), pp.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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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작 성 일

주    제

서지사항

∘주제와 련된 책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 특성, 성격, 시 등을 나열한다.

▢ 종합․정리를 한 그래픽조직자 사례

종합․정리용 노트

<표 VI-52> 종합․정리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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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작 성 일

주    제

서지사항

<작성요령>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을 찾아 기록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한 해결 방법과 부 한 해결 방법을 기록한다.

문제점과 해결 방법 분석하기

<표 VI-53> 문제점과 해결 방법 분석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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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작 성 일

주    제

서지시항

<작성요령>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서 로 내용을 정리한다.

∘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사건 간의 계를 이해한다.

•사건의 순서나 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우선 / 다음으로 / -하는 동안에 / 그 에 동시에 / 내일 / 곧 / 항상 / 그 후에 / 마지막으로 / 마침내 

여 히 / 오늘날 / 지 은 / -할 때

 ( ) 연 표

(              )년: 

(              )년: 

(              )년: 

(              )년: 

연대표 만들기

<표 VI-54> 연대표 만들기

 

 

4.2.4 4단계: 집필하기

집필 활동에 컴퓨터의 워드 로세서를 활용하면 빠르고 편안하고 교정과 수정이 

손쉽다는 장 이 있다. 한 워드 로세서의 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 출 도 편리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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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4단계 집필하기

지도 목표
1.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

2. 좋은 단락을 쓸 수 있다.

지도 내용

 사례

1. 좋은 문장 쓰기258)

① 것, 도, 등을 많이 시용하지 않는다.

 )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할 말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은 할 말은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② 주어, 단어, 문장, 어미의 복을 피한다.

 ) 자는 좋은 작품을 여러 권 썼다. 작품마다 자 특유의 자유에 한 로망이 담겨 있다. 소개

된 작품 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책도 있지만, 아직 번역이 안 돼 낯선 작품도 있다. 

￫ 자는 좋은 작품을 여러 권 썼다. 마다 자 특유의 자유에 한 로망이 담겨 있다. 그

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책도 있지만, 아직 번역이 안 돼 낯선 것도 있다.

③ 과잉 수식과 수사를 피한다.

 ) 부엌에 딸린 큰 나무로 된 문을 열면, 어둑하면서도 나무 틈새로 들어오는 빛 기가 각 

선으로 웠고, 가끔 희뿌연 거미 이 빛에 반사된 채 두려움에 떨게도 했지만 그 은 언제 

나 시원했다. ￫ 부엌에 딸린 은 늘 어둑했다. 문을 열면 나무 틈새로 빛이 들어왔다. 희뿌 

연 거미 이 가끔 두렵게 했다. 그래도 은 언제나 시원했다.

④ ～고 한다, ～인 것 같다와 같은 자신 없는 표 을 인다.

⑤ 생뚱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이크루의 CEO 바트 세일이 기업 신을 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블루 트 인이 그

것이다. ￫ 컨설  회사인 이크스루의 CEO 바트 세일이 기업 신을 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블루 트 인이 그것이다.

⑥ 한문 투의 표 을 피한다.

 ) 갑작스  나타난 형 화물차로 인해 애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던 자동차가 가로

수를 들이박으며 형 사고가 났다. ￫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로 인해 애리와 가족들이 탄 자동

차는 가로수를 들이박으며 형 사고를 냈다.

⑦ 짧은 문장을 쓴다.

 ) 가족을 돌보면서 언제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새어머니에 한 죄송스러움은 

언제나 씻을 수 있을까? ￫ 가족을 돌보면서도 언제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새어머니에 한 

죄송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 죄송스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259)

⑧ 속사를 활용한다.

 ∙반복형 속사( : 곧, 즉, 이를테면, 컨 , 다시 말하면)는 가  생략한다.

 ∙ 속사의 )260)

 ▢원인과 결과의 연결: 그러므로, 그 결과로, 그 이후로, ～ 때문에

 ▢비교의 연결: 다르게 보면, 그 지만, 반 로, 그 더라도

 ▢아이디어 련 연결: 게다가, 를 들어, 동시에, 더하여

 ▢공간  계 연결: 그 에, 아래에, 에, 건 편에

2. 좋은 단락 쓰기261)

① 단락은 오직 하나의 심 생각만을 포함해야 한다.

② 단락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단락은 그 자체로서 완 해야 하며 보충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 새로운 내용을 끌어들이거나 소주제와 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

③ 단락은 일 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표 VI-55> 집필하기 지도 전략

258) 임정섭, 2009, 쓰기 훈련소(서울: 경향미디어), pp.175-227.

259) 강연호 외, 2011, 지식기반사회의 자기표 과 쓰기, 제2 (서울: 경진), p.52.

260) Gail E. Tompkins, 2012, 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재승 외 역(서울: 박이정), pp.78-79.

261) 상국 외, 2001, 쓰기의 원리와 실제(서울: 북스힐), pp.40-80, pp97-99; 한수 , 2010, 쓰기의 지도(서울: 

지식의 날개), p.24, 56, 91, 100.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262) 이경화 외, 2007, 교과독서와 세상읽기(서울: 박이정),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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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성: 단락의 각 부분이 논리 으로 연결된 상태

 - 연속성: 각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태

④ 단락의 개와 구조

 - 서두: 소주제문을 제시하여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명료하게 언 한다.

 - 논의: 소주제에 해서 충실히 논의한다.

 - 결어: 간 논의를 완성하고 처음에 진술한 주요 을 다시 언 한다.

⑤ 문단은 의 정보를 가시 으로 보여주기에 내용에 맞게 나 어야 한다.

∙문단은 핵심어와 보조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문단과 문단은 지시어나 속사를 활용해 유기 으로 연결해야 한다.

지도 시 

유의사상

∙잘 모르는 단어나 용어는 사 이나 참고도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문장과 단락 쓰기를 평가 기 으로 삼지는 않는다.

∙주제에 따른 의 구조를 활용하도록 한다.

∙컴퓨터 쓰기의 경우 개인별 컴퓨터를 제공한다.

참고사항

교과서에 사용되는 의 구조 유형262)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원인/결과

비교/ 조

시

순차  나열

단순 나열

분석

정의

원인/결과

단순나열

시

분석

순차  나열

원인/결과

정의

비교/ 조 

단순 나열

정의

1. 논술문을 잘 읽고 아래 표에 정리해 시다.

[논제]

청소년 이성교제에 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바람직한 청소년 이성 교제 방안에 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주장] 나는 청소년이 이성 교제하는 것에 하여 반 한다.

[논술문]

나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해서 쓰려고 한다. 나는 청소년이 이성 교제하는 것에 하여 반 한다.

왜냐하면, 이성교제는 커서도 하게 될 날이 많을 텐데 청소년 때부터 하는 것은 무 이르고 나이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이성 친구 생각에 공부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공부하지는 않고 밖에 나가서 이성 친구랑 노느냐고 공부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내가 등학교 때 일이다. 나의 친구 에 같은 반 아이와 사귄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우리 반이라서 둘이 노는 

것을 본 이 있다. 둘은 매일 쉬는 시간 마다 만나서 다정한 자세로 서 있거나 서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22일 

등 기념일이 되는 날이면 친구들에게 220원씩 22가 들어가는 숫자의 돈 만큼 받거나  집에서 엄마에게 거짓말로 

용돈을 타서 학생에게는 비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벌써 어린 나이부터 기념일을 챙기고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경제 으로 부담이 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다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을 완 히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공부도 할 때는 하고 

이성친구와는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반 를 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때도 핸드폰으로 이성친구와 문자를 하기도 하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이성친구와 

놀게 된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이성친구와 행동하고 20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념일도 하

나하나 다 챙기고서 커 링이나 커  옷 등 선물을 주고 받는다. 커 링도 그냥 싼 거 하면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표 VI-56> 논평활동지(예)

동료의 논술문에 한 논평 활동지 를 보면 다음과 같다.263)

263) 제은진, 2012, 학생의 논평 활동이 지식 생성과 쓰기 수행에 미치는 향 연구(미간행석사학 논문, 고려 학교 

교육 학원), pp.89-9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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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으로 반지를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약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하는 것을 반 한다.

2. 다음의 평가 기 에 맞추어 논술문을 논평해 시다.

평가 역 평가기 상 하

내용

∙논제를 잘 악하고 있습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 습니까?

∙근거들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주장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면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조직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  체가 체계 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까?

∙문단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단과 문단이 체 주장을 심으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각 문단의 심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각 문단은 심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표

∙문장 표 이 정확하고 간결하며 이해기 쉽습니까?

∙단어는 하게 사용되었습니까?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총평

4.2.5 5단계: 수정하기

수정하기는 자신이 쓴 을 스스로 읽거나 모둠원 끼리 돌려 읽고 쓰기 과정과 

결과에 해서 반성함으로써 의 완성도를 높이는 활동이다.



VI.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가이드라인 ●  313

유형 창의 인 쓰기 5단계 수정하기-퇴고

지도 목표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과 동료의 을 수정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퇴고용 체크리스트264)

구분 내용
검

0 △ X

내용면

∙처음 쓰려고 한 내용이 잘 나타났는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표 은 없는가?

∙무엇을 썼는지 남들이 잘 모를 곳은 없는가? 

∙조리 있게, 자기의 말로 쓰여 있는가?

∙사실과 부합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없는가?

∙필요 없는 말은 없는가? 

∙꼭 알맞은 말로 나타내었는가?

형식면

∙틀린 자, 틀린 말, 빠진 자는 없는가? 

∙구두 , 부호, 띄어쓰기는 잘 되었는가?

∙문법이 틀린 곳은 없는가? 

∙문단은 잘 나 어졌는가?

기타의견

지도 시 

유의사상

1. 서로 교환하여 고치도록 한다.

2. 동료의 평가를 토 로 자기 을 스스로 고치도록 한다.

참고사항

<표 VI-57>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퇴고 지도 전략

① 퇴고

▢ 모둠을 구성하여 동료의 을 서로 교환하여 고치도록 한 후에 실시한다.

▢ 동료의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한다.

264) 이오덕, 2012, 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주: 고인돌), pp.60-116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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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5단계 수정하기-과정평가

지도 목표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쓰기 과정에 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2.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쓰기 과정에 한 상호평가를 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쓰기 과정 평가용 체크리스트

미숙 보통 능숙

1 2 3 4

[주제 설정]

∘목 에 맞추어 학습주제를 구체

화하지 못한다.

∘목 에 맞추어 학습주제를 구

체화 할 수 있다.

[정보 탐색]

∘정보자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

한다.

∘정보자료를 우연히 선택한다.

∘정보자료의 이용법을 모른다.

∘개별 정보자료의 치를 모른

다.

∘정보자료를 찾는데 탐색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

∘정보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평가하지 못한다.

∘정보자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 자료를 선택한다.

∘계획을 세워 정보자료를 찾는

다.

∘개별 정보자료를 찾을 수 있다.

∘색인이나 탐색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과제해결에 하고 련성을 

가진 정보를 선택 할 수 있다.

[집필]

∘무분별하게 정보자료의 내용을 

베낀다.

∘정보를 비도덕 으로 사용한다.

∘효과 인 방법으로 정보를 사용

하지 못한다.

∘ 달하려는 메시지를 한 방

법으로 달하지 못한다.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

택하고 비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를 도덕 으로 사용한다.

∘찾아낸 정보를 의미 있고 분명

하게 조직하고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를 당한 표  방법과 

매체를 이용해서 달할 수 있

다.

1 2 3 4

미숙 보통 능숙

의 견  

지도 시 

유의사상

∙개인이나 모둠별로 의 내용이나 형식에 해 질문하고, 의하고, 제안함으로써 학생 스

스로 개선 을 찾도록 지도한다.

참고사항

<표 VI-58>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과정 평가 지도 전략

② 과정 평가

▢ 쓰기 과정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동료와의 상호평가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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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5단계 수정하기-결과 평가

지도 목표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쓰기 결과에 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2.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쓰기 결과에 한 상호평가를 할 수 있다.

지도 내용

1. 쓰기 결과 평가용 체크리스트

미숙 보통 능숙

1 2 3 4

[정보]

사용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분

명하며 상세하지 못하고 표 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

사용한 정보가 정확하고 분명하

며 상세하며 신뢰할만하다.

[목차]

내용이 짜깁기에 가깝고, 맞춤법

이나 띄어쓰기 문법 등에 오류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 독창성이 

부족하고 논리 이지 못하다.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맞춤법이

나 띄어쓰기 문법 등이 정확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다. 독창 이고 

논리 이다.

[수 이나 의견제시]

수 이 낮고 자신의 의견을 담고 

있지 못하다.

수 이 높고 자신의 의견이 분명

하며,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달한다.

[과제해결 기 ]

실감, 상세성이 부족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제 로 세

우지 못한다. 정보 달에 한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침을 

수하지 않는다.

실성이 있고 정보가 상세하다. 

과제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히 세우고, 정보 달에 합한 매

체를 사용할 수 있다.

지침을 수한다.

[ 쓰기로 표 하기]

논리 이지 못하고 표 이 불분명

하다.

띄어쓰기, 맞춤법, 문법 등에 오류

가 많아 내용 이해가 어렵다.

이 짜임새가 있고 표 이 분명

하여 이해하기 쉽다.

띄어쓰기, 맞춤법, 문법 등에 오

류가 없다.

1 2 3 4

미숙 보통 능숙

의 견  

지도 시 

유의사상

∙개인이나 모둠별로 의 내용이나 형식에 해 질문하고, 의하고, 제안함으로써 학생 스

스로 개선 을 찾도록 지도한다.

참고사항

<표 VI-59>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결과 평가 지도 전략

③ 결과 평가

▢ 쓰기 결과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동료와의 상호평가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다.



316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④ 교사 평가

▢ 교사 평가는 쓰기 과정에서 찰하거나 상담한 내용을 토 로 진행한다. 

▢ 무 많은 문제를 지 하기 보다는 한두 가지의 두드러진 문제를 지 하고, 잘한 , 좋은 

도 언 한다.

유형 창의 인 쓰기 5단계 수정하기-교사 평가

지도 목표
1. 학생 찰 결과를 토 로 평가한다.

2.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토 로 평가한다.

지도 내용

1. 학생 개인 카드를 활용한 교사 평가

성명 소속(학교명)

연락처 자우편주소

 활동

 상황

차시

(일자)

쓰기 수행 정도※ 찰결과 상담내용

01차시 

( )월 ( )일

총평

※ 쓰기 수행 정도: 1. 주제 정하기, 2. 탐구하기. 3.목차 정하기, 4. 집필하기, 5.수정하기

지도 시 

유의사상

∙개인이나 모둠별로 의 내용이나 형식에 해 질문하고, 의하고, 제안함으로써 학생 스

스로 개선 을 찾도록 지도한다.

참고사항

<표 VI-60> 학생 카드를 활용한 교사 평가

4.2.6 6단계: 출판하기

출 하기는 학생이 쓴 최종 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다. 로그램 비 단계

에서 계획한 로 문집 제작, 온라인 탑재, 발표 등의 활동 에서 선택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동료를 하여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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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창의 인 쓰기 6단계 출 하기

지도 목표
1. 학생의 최종 쓰기 결과를 공유한다.

2. 학생이 쓰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고, 발 인 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도 내용

1. 쓰기 최종 결과 공유  격려하기

￭출 하기

▢홈페이지에 올린다. 

▢ 체문집을 제작한다. 

▢개별문집을 제작한다. 

▢발표한다.

￭다과

￭기념사진 촬

￭출 이나 발표 보류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

▢ 의 내용이 가족, 친구,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경우

지도 시 

유의사상
∙학생을 격려하여 발 인 쓰기로 이어지도록 한다.

참고사항

<표 VI-61> 출판하기

4.3 프로그램 평가

로그램 성과 평가는 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설계와 운  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 을 진단하여 향후 로그램 운 의 시행착오를 이는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로그램 만족도  장․단 에 한 설문

② 로그램 설계와 운  과정 검을 통한 장․단  분석

③ 로그램 담당자  계기  평가를 통한 장․단  분석



318 ●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 이 설문은 여러분이 참여한 쓰기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장․단 을 악하기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로그램을 운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해당란에 √ 표시해 주세요.

I. 

로그램에 한 만족도

1. 창의  쓰기 로그램이…… 

▢유익했다. ▢보통이다.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로그램 운  환경이 쓰기 활동에……

▢불편함이 없었다. ▢보통이다. ▢불편했다.(2-1로 이동)

2-1. 불편했다면, 구체 으로 어떤 환경이 불편했나요?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쓰기 공간의 소음과 조명 ▢ 련자료 부족

▢책상과 의자 ▢컴퓨터나 린터 장비

▢냉방이나 난방 시설 ▢온라인 게시

▢기타 (                            )

3. 로그램 지도 선생님이 지도한 쓰기 차와 략은 ……

▢이해하고 따라 하기 쉬워서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

▢이해하고 따라 하기 어려워서 쓰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나는 친구들에게 이 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하고 싶다.

▢소개하거나 참여를 권하고 싶지 않다.

5. 로그램 참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두 √ 표시해 주세요.

▢과제해결 차와 략을 배운 활동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과제를 해결한 활동

▢ 쓰기 방법을 배우고 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일

▢문집을 만들고 발표한 일

▢기타 (                                             )

II. 

로그램 참여 소감

 

III.

로그램에 한 건의사항

<표 VI-62>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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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쓰기 로그램 운  평가 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가 자

평 가 내 용

1. 수요 조사  환경 분석

2. 홍보  수강생 모집

3. 로그램 운  환경

4. 강사 섭외  출

5. 탐구 차 설계

6. 탐구 략 설계

7. 차시별 운

8. 출

9. 기  간 연계

잘된 

개선할  

타 기  운  시 

주의할 

<표 VI-63>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 평가 회의록(양식)





Ⅶ. 요약  결론

1. 요약

2. 결론





VII.  요약 및 결론 ●  323

Ⅶ.

요약  결론

1. 요약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외 학교  공공도서 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쓰기 로

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 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사서․사서교사가 교수자로서 로그램을 성

공 으로 운 할 수 있는 구체 인 략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장방문을 실시하 다. 그리고 

자문․검증단을 구성하여 로그램의 장 용성과 효용성을 평가하고 모형  가

이드라인 개발에 반 하 다.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 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건 한 성장을 돕고 문제 상

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와 자기이해를 한 쓰기와 창의  사고 략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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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한 방법에 한 연구에 을 두고 분석하 다.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쓰기가 자기치유나 자아성찰에 기여하기 해서는 주제가 학생의 실제생활과 연계되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쓰기에 한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물리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지도자가 문제 상황에 맞게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 창의성을 개발하기 한 쓰기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형과 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의 능력이 요하다.

▢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정서  교감과 신뢰감 형성이 요하다.

▢ 청소년의 실패를 수용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책 만들기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청소년을 자로 우하면 문제의식과 쓰

기 능력을 길러  수 있다.

▢ 온라인 쓰기를 병행하면 쓰기 시간을 늘려서 의 일 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의 특징과 발달과업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존재로서 신체 , 사회  그리고 

심리 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신체  측면에서는 2차 성징이 발 되며, 사회  

측면에서는 아동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인 계를 통해 사회화된다.  심

리  측면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격한 변화에 

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 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자아존 감도 낮아진다. 따

라서 청소년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은 건 한 성장에 필요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

고, 평생학습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환경과 특성  

발달과업 등이 쓰기 로그램 개발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피로사회에서 청소년은 우울증과 고립감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책이 필요

하다.

▢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 격한 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기는 특히 진학문제, 이성문제, 교우 계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추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요하다.

▢ 청소년기는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  조작기나 상징  표상 단계로서 언어와 문자 등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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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활용한 논리 이고 추상 인 사고가 가능하다.

▢ 청소년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업은 동료와 잘 어울리고, 정 인 자아를 형성하고, 진로

와 직업을 탐색하며 논리 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유 기  간의 력이 요하다.

글쓰기에 대한 이해

쓰기를 지도하는 가장 요한 이유는 쓰기가 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쓰기는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높은 수 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며 기본 인 학습 수단이다. 특히 쓰기는 인간의 사고를 수정․보완․발

시킨다는 무형의 기능을 갖는다. 즉 사고의 결과로 이 나오고 을 쓰기 해서 사

고를 하기도 하지만, 을 으로 해서 사고가 확 되고 정리된다. 따라서 쓰기는 

사고력을 증진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텍스트 형태로 달할 수 있는 의사

소통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오늘날 쓰기 교육 은 자와 독자 그리고 텍스트와 쓰기 환경을 모두 시하

는 통합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표 인 쓰기 로그램으로는 쓰기 워

크 , 내 책 쓰기 등이 있다. 한 쓰기 동기부여 방법도 평가나 보상, 경쟁보다는 

출 (내  동기)과 력  상호작용(내  보상)을 통한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것

으로 바 고 있다. 이러한 쓰기에 한 이론  고찰이 청소년 쓰기 로그램 개

발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쓰기는 일종의 문제해결능력이며 범교과  활동이다.

▢ 쓰기는 표 의 자유를 길러주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다.

▢ 쓰기는 의사소통능력과 비 력, 분석력, 종합력 등 사고력 신장을 한 학습 수단이다.

▢ 쓰기는 스트 스를 해소하여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며,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 쓰기 활동은 필자, 독자, 텍스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상황의 향을 받

는 통합  상이다.

▢ 청소년에게 합한 의 유형은 경험과 생각을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실용문(생활문)

이다.

▢ 청소년 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 함으로써 자기치유를 도울 수 있는 의 

구조(표  방식)는 서사이다.

▢ 청소년의 쓰기 동기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요인은 사회  상호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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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열심히 하면 을 잘 쓸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며, 가장 

한 방법은 출 을 통한 인정욕구 충족이다. 

▢ 쓰기 과제는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 그리고 일상생활과 련된 것이 좋다.

▢ 쓰기는 주제설정-취재와 정리-구상-단락-집필-퇴고-처리와 같이 일정한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창의  문제해결과정은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한 탐구과정인 정보해결과정과 련이 

있다.

▢ 쓰기 략은 탐구활동은 물론 쓰기 과정과 행동을 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쓰기 (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쓰기 평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 도서 에서의 쓰기는 작문 능력 향상보다는 건 한 자아 성장과 창의성 신장에 있으므

로 찰과 의 그리고 가기록을 통한 비형식  평가가 합하다.

도서관과 청소년 글쓰기 지도

도서 과 쓰기의 계는 구성주의 교육 , 교육기 으로서 도서 의 역할, 정보

활용교육에 한 통 그리고 학습공동체로서 도서 의 역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구성주의 교육 에 따르면, 도서 은 쓰기 과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과 자

료를 갖추고 있는 훌륭한 물리  환경이다. 한 사서교사나 사서는 정보매체 문가

로서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요구와 수 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활용 략을 안내하는 조력자이다. 

교육기 으로서 도서 은 ‘이용자의 교육과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서 평생학습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도서 에서 쓰기는 사서나 사서교사가 학생의 성과 진

로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는 자기계발 로그램으로 운 할 수 있다. 따라서 쓰기

는 학업 문제 등 청소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해서 인지․정서 인 

자아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미래 직업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

는 평생학습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보활용교육 측면에서 도서 은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 활용에 필요한 정

보활용능력과 략을 개발하고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하

는 창의  쓰기에 손쉽게 용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 일원으로서 도서 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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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연결하는 심축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편안한 환경에서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

쟁으로 인한 학교 부 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 상황과 진학․진로 등 심한 스트

스를 스스로 해소하고, 자아탄력성과 자기계발을 도와  수 있는 새로운 쓰기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정된 사고 속에서 형식에 갇

힌 채 정형 인 생각만 나열하게 하고 있는 학교 쓰기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이 창

의  사고력을 기르고 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사례

해외 청소년 쓰기 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쓰기 결과(출 )와 차 그리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통합  의 쓰기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쓰

기 과정과 결과의 공유 활동이 로그램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을 작가

로 우함으로써 자주  쓰기와 쓰기에 한 흥미 유발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쓰기 교육이 범교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도서 의 쓰기 로그램에 지역사회  유 기 의 문가를 자원 사자로 활용한다.

▢ 쓰기 워크  형태의 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이 작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책을 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심리 인 안정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쓰기 공간을 제공한다.

▢ 청소년이 자신의 작품을 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표  능력과 자 심

을 고취한다.

▢ 학생모집, 홍보를 하여 공공도서  사서  학교도서  사서교사 등이 상호 력한다.

▢ 청소년의 자아 발견, 문제해결,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쓰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동일 연령이나 학년별 반 편성  수 별로 반을 편성한 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다.

▢ 참가 학생에게 개별 인 심을  수 있는 정 인원은 10-12명이다.

▢ 청소년 쓰기를 지원하는 범국가 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국내 학교 쓰기 로그램의 특징은 논술쓰기와 같이 입시와 련된 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와 차를 시한다는 이다. 그러나 읽기(자료탐색)와 

쓰기가 통합된 로그램과 함께 내 책 쓰기와 같이 화 심이나 통합  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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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례도 차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 의 경우는 지역사회 작가를 활용한 술문

(문학) 쓰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에서 쓰기가 교과활동 보다는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의 쓰기 활동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 신장을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공공도서 의 쓰기 로그램은 외부 지원에 의한 문학쓰기 심이다.

▢ 학 등 외부기 의 청소년 쓰기 로그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 청소년 쓰기 로그램 운 에 학교․도서  등 유 기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 청소년의 작품을 한 권의 책이나 작품집으로 출 하고 있다.

▢ 쓰기 략을 활용한 책 쓰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공공도서 을 방문하여 로그램 담당자와 참가자의 의견 청취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 사서의 로그램 설계  운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요하다.

▢ 참여도를 높이기 해서는 쓰기와 련된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 쓰기 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 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운  등에서 유  기   유  부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 청소년과 부모(가족)가 함께 참여하는 쓰기도 가능하다.

▢ 문학 쓰기 로그램에서는 사서․사서교사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 로그램에 한 충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 로그램 운  기간  시간을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 청소년의 로그램 참가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기부여 

 진로 지도에 도움을 다.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쓰기 로그램은 쓰기 교육의 목 에 따라서 자아

성찰을 한 쓰기와 창의  쓰기로 구분하 다. 각 로그램은 쓰기 교육에 

한 통합  과 자아정체성과 창의성 발달이라는 청소년 발달과업 측면에서 설계

하 다. 그리고 통합  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쓰기와 상호 공유 그리고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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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쓰기 워크 의 요소를 쓰기 단계에 목하 다. 특

히 도서 의 정보활용교육이 담고 있는 차와 략을 고려하 다. 이를 기반으로 

체 쓰기 모형을 ‘ 비-설계-운 -평가’와 같이 4단계로 구성하 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문제 상황에 하여 을 쓰

면서 정리하고, 말로 표 할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을 로 풀어내고, 자신을 객 으

로 바라보게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매 시간 새로운 주제로 쓰기 차를 반복하면

서 운 하도록 설계하 다. 자아성찰을 한 쓰기 활동 차는 ‘ 쓰기  활동-

고쓰기-수정하기-공유하기-평가하기’와 같이 5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 쓰기 

략을 제시하 다.

그리고 창의  쓰기는 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장시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로 

표 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매 시간 정해진 쓰기 차와 략에 따라서 쓰기를 

진행하도록 설계하 다. 창의  쓰기 활동 차는 ‘주제 정하기-목차쓰기-탐구하기

-집필하기-수정하기-출 하기’와 같이 6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 쓰기 략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쓰기 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발 주체 측면: 지도자 수 의 청소년 로그램 

사서나 사서교사와 같은 지도자가 쓰기 로그램을 개하는데 필요한 세부 인 활동계획

을 수립하 다.

▢ 로그램 구조화 정도 측면: 구조화된 로그램

로그램의 목 과 목표가 청소년의 자아성찰과 창의  사고력 신장으로 분명하며, 이를 토

로 내용을 계획하 다. 따라서 로그램에는 참여 상, 장소, 로그램 설계  운  차

와 략, 산과 평가 등에 한 정보가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구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청소년 체험활동 측면: 자기계발 활동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기표  능력계발, 자아존 감 향상 등 자기계

발 활동에 해당한다.

▢ 로그램의 구성 범  측면: 연속(단계 ) 로그램

쓰기 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개의 내용으로 나 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지속

으로 운 하는 연속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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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21세기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쓰기 능력은 기술, 정보, 매체 활용능력과 사

회  능력과 책임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쓰기 능력이다. 따라서 쓰기 

활동은 수사론  상황과 사회문화  상황에 기 한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텍스트  

측면과 사회인지  측면을 포 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향을 받는다.265)

도서 과 사서․사서교사는 정보기술과 정보매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

는 개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쓰기 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쓰

기에 필요한 물리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을 구성하는 정

보활용기술과 이를 효율 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략을 개발하고 지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쓰기는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과 로그램을 운 하는 지도자 간의 

심리 ․정서  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사서․사서교사는 청소년과 교

감하고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수자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계발과 재교

육이 실하다. 한 쓰기에 필요한 공간, 자료, 산, 인 자원 등과 같은 물리  

환경은 종은 물론 유 기  간의 연계와 력을 통해서 더욱 완 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사서교사의 동심과 리더

십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사서직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신장하고,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청소년 쓰기 로그램의 설계와 운 에 필요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

공함으로써 로그램 운 의 장 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사서직의 업무 효용성

을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방과 후나 토요일 그리고 방학 기간에 도서 에서 청

소년을 한 다양한 형태의 쓰기 로그램 개발에 용할 수 있으며, 사서직의 청

소년 교육용 연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본 모형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요구와 교육과정에 합한 주

제를 용한 도서  심의 특색 있는 로그램 운  사례가 개발되길 기 한다. 이

를 해서는 사서교사․사서 양성과정에서 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로그램 설

계․운 에 필요한 기본 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 사서교사․사서를 한 재교육도 실하다.

265) 박 목, 2007, “ 등학교 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작문연구. 5.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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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쓰기 로그램 설계를 한 체크리스트

①

수요조사

청소년

환경분석

수요

조사

상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청소

년의 

환경 

분석

▢사회  환경:

▢문화  환경:

▢경제  환경:

희망

하는 

로

그램

￭자아성찰을 한 쓰기             ￭창의  쓰기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   ▢학부모   ▢교사

상

▢ 학생(공통)

  ▢  1 ▢  2 ▢  3

▢고등학생(공통)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로그램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창의  쓰기

인원 (        )명

운

목

․

․

․

운

목표

․

․

․

주

기

운  기간

운  시간 (      )회 (      )차시

수강료

②

홍보

수강생

모집

홍보

￭기간: (                        )

￭방법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팸 릿   ▢이메일   ▢SNS   ▢기타(          )

수강생

모집

￭모집인원: (         )명 

￭참가신천서 작성 여부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1. 글쓰기 프로그램 설계 모형

1.1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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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그램 

운  

환경구축

연계

기

▢학교(도서 )

▢공공도서

▢기타(                    )

연계내용

▢공간:

▢자료:

▢ 산: 

▢강사:

▢체험, 탐방: 

▢ 련 로그램: 

물리  

환경

▢공간:               

￭자료 

  ▢도서자료:       ▢사  등 참고자료:       ▢신문․잡지 등 연속간행물:       

￭시설  설비: 

  ▢컴퓨터:       ▢사물함:       ▢ 로젝터:       ▢ 린터:       

  ▢복사기:       ▢기타:       

  ▢체험․탐방 등 연계 가능 활동:                 

④

강사섭외

출 계획

강사

섭외

￭강사

  ▢내부 문가:       ▢외부 문가:       

  ▢기타: 

출

계획

▢자체 제작 ▢외주 제작

▢홈페이지 탑재 ▢인터넷 웹진 제작

▢편지보내기 ▢ 체 문집 제작

▢개별문집 제작 ▢ 표작 낭독

산

 배정

￭총액 (               )원

￭항목

  ▢환경구축(            ) ▢홍보비(           ) ▢강사비(            )

  ▢필기구 구입 (        ) ▢출 비(           ) ▢ 의회비

  ▢다과비(              ) 

￭조달방법

  ▢자체 운 비 (              )원

  ▢외부 지원  (              )원

  ▢수요자 부담 (              )원

평가

계획

￭수강생

  ▢ 설문        ▢면담        ▢자아존 감  창의성 검사 도구 활용

￭운 자

  ▢평가 의회 운

유의사항

∙ 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운  등에서 유 기   유 부서와 력한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지도자(강사)의 자질이 요하다.

∙ 로그램 운  기간  시간을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와 연계하여 쓰기 로그램 참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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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자아성찰을 한 쓰기 유 기  력 정도

▢단독형 

￭연계형

  ▢시설 ▢자료 

  ▢ 산 ▢강사 

  ▢기타(        )

▢통합형

참가 상

￭ 학생

  ▢공통

  ▢  1 ▢  2 ▢  3

￭고등학생

  ▢공통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운

기간 지도 

장소

참가인원 (      )명
운

시간

총 12차시

(차시별 100분)

운 목

차시 활동 내용 지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차시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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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아성찰을 위한 글쓰기 단계별 운영 계획

쓰기 단계(시간)

활동내용  

쓰기 략 지도 방법  유의사항

활동내용 쓰기 략

1단계

쓰기  활동(200분)

2단계

고쓰기(30분)

3단계

수정하기(30분)

4단계

공유하기(30분)

5단계

평가하기(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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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청소년:

▢학부모: 

▢교 사: 

￭자아성찰을 한 쓰기              ￭창의  쓰기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환경 분석

▢사회  환경:

▢문화  환경:

▢경제  환경:

참가 상

￭ 학생

  ▢공통

  ▢  1 ▢  2 ▢  3

￭고등학생

  ▢공통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로그램 유형

▢자아성찰을 한 쓰기

 

▢창의  쓰기

인 원 (        )명

운  목

운  목표

쓰기 

환경 분석

▢공간:               

￭자료: 

  ▢도서자료:       ▢사  등 참고자료:       ▢신문․잡지 등 연속간행물:       

￭시설  설비: 

  ▢컴퓨터:       ▢사물함:       ▢ 로젝터:       ▢ 린터:       

  ▢복사기:       ▢기타:       

▢체험, 탐방 등 연계 가능 활동:                 

￭강사

  ▢내부 문가:       ▢외부 문가:       

▢기타: 

주  기
운  기간

운  시간 (      )회 (      )차시

1.2 창의적 글쓰기

①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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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

▢학교 는 학교도서

▢공공도서

▢기타(               )

연계 내용

▢공간

▢자료

▢ 산

▢강사

▢체험, 탐방

▢ 련 로그램

홍보  

수강생 모집

▢기간:

￭방법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팸 릿   ▢이메일   ▢SNS   ▢기타(           )

출  

주체 ▢자체 제작 ▢외주 제작

방법

▢홈페이지 탑재 ▢인터넷 웹진 제작

▢편지보내기 ▢ 체 문집 제작

▢개별문집 제작 ▢ 표작 낭독

산

내역

￭총액 (                )원

▢환경구축(               ) ▢홍보비(            ) ▢강사비(            )

▢필기구 구입 (           ) ▢출 비(            ) ▢ 의회비

▢다과비(                 ) 

조달

방법

▢자체 운 비 (              )원

▢외부 지원  (              )원

▢자체 운 비 + 외부지원  (              )원

로

그램 

평가

수강생 ▢설문        ▢면담        ▢자아존 감  창의성 검사 도구 활용

운 자 ▢평가 의회 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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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의적 글쓰기 단계별 운영 계획

로그램명 창의  쓰기 유 기  연계

▢단독형 

￭연계형

  ▢시설 ▢자료 ▢ 산 ▢강사 

  ▢기타(        )

▢통합형

참가 상

￭ 학생

  ▢공통

  ▢  1 ▢  2 ▢  3

￭고등학생

  ▢공통 ▢고 1 ▢ 고 2 ▢ 고 3

▢ ․고등학생 공통

운  기간
지도 

장소

참가인원  (      )명 운  시간
총 10차시

(차시별 120분)

운 목

쓰기 단계 세부 활동내용 쓰기 략 지도 내용  유의사항

1단계

주제 정하기

2단계

목차 정하기

3단계

탐구하기

4단계

집필하기

5단계

수정하기

6단계

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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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의적 글쓰기 차시별 운영 계획

차시 활동 내용 지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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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략 내용

1. 

자유 연상 

근법

인스토

자유로운 분 기 속에서 참가자가 새롭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선하고 발 시키기 한 표 인 창의  사고기법이다. 
학교 의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교과에 용 가능

한 기법으로 주제에 한 학습자들의 아이디어가 고착되어 있을 때 아이디어를 확장

시키고 학습자들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키워주는데 효과 이다. 한 제시된 주제에 
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  사고 기능의 유창성, 융

통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역 인

스토

역 인스토 은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약 들을 모두 발견해 내고 그 아이디

어가 실천될 때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한 후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게 

하는 활동이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인 유창성

과 생각의 아이디어를 다듬어 표 하는 정교성, 기존의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개방성을 키울 수 있다. 
◆ 창의성 계발 요소: 유창성, 정교성, 개방성

인

라이  

(Brain 
writing) 

침묵의 인스토 이라는 별명처럼 참가자들이 발상 결과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기록한 다음 발표하게 하는 창의  사고 기법이다. 인스토  기법
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고의 향을 받아 자신의 독창 인 사고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방법을 활용하면 모두 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호기심, 모험심

생각그물
(마인드맵)

생각그물은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이미지와 핵심단어 그리

고 색, 부호, 상징기호를 사용해서 표 함으로써 좌․우뇌의 기능을 유기 으로 연결

하여 우리 두뇌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리  활용기법이다. 개
념의 심 이미지에서 시작하여 세부 인 이미지로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을 통해 유

창성과 융통성을 신장한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과제 집착력

희망열거법

희망열거법을 통하여 상에 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하여 사고의 유창성을 신장시

킨다. 제한되지 않은 범 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머와 자

발성을 키우고 이러한 사고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상에 한 흥미를 
유발한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자발성, 민감성, 유머, 개방성

2.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전략 유형

창의  사고는 기존의 사고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보는 종합  능

력, 어떤 아이디어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분석  능력, 다른 사람에게 아

이디어의 가치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생의 창의  사고를 길러주

기 하여 교과 수업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략이 활용되고 있으며, 자유연상법, 강

제결합법, 유추발상법, 통합사고법 그리고 창의  태도법 등이 표 인 사고 략 유

형이다. 각 유형별로 구체 인 사고 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66)

266) 서천 학교, 2013, 학교 국어과 창의인성교육 수업 모델(서천: 서천 학교),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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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략 내용

연꽃기법
(Lotus)

연꽃기법은 구조화된 아이디어를 생성 하도록 하는 기법인데 생각그물(마인드맵)

처럼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체계 이고 구조화되

어 있다. 구조화된 아이디어는 주제나 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 으로 활용되고, 
활용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한 해결책을 선정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구조화하

여 체계화한다는 에 연꽃 기법의 활용 목 이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스캠퍼

(SCAMPER)

SCAMPER는 치하기(Substitute), 결합하기(Combine), 용하기(Adapt), 수정 - 확

 - 축소하기(Modify - magnify - minify),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Put to other use), 

제거하기(Eliminate), 재배치하기(Rearrange-reverse) 단계에 따라 기존의 것을 개
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유용한 아이디어 진 질문법이다. 이 기법은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각 인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

한다. 기존의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상상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과제집착력

아이디어
목마

일정 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이나 아이디어에 새로운 의견을 덧붙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수 의 이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창의  사고력을 

확장하도록 유도하기 한 활동이다. 아이디어 목마는 · 등 모든 학교 에 용

가능하며 다른 교과에도 용이 가능하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아이디어를 보
다 정교화 하는데 효과 인 방법이므로 특히 국어과에 유용한 모형이라 하겠다.

특히 쓰기를 싫어하는 학습자가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

간 독창 인 을 쓰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 창의성 요인: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호기심, 개방성 

생각 

이어나가기

‘생각 이어나가기’는 세상의 거의 모든 상은 서로 유기 으로 의미를 이루며 연결

되어 있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믿음에 기 하여 인간의 사고도 방향감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수업에서 교사는 상하 좌우로 연장(extend)될 수 있는 상을 선택하여 그것을 매

개로 사고를 끊임없이 확장시켜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상상력, 연상

축사고

인간의 사고과정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경험이나 사고 습 에 따라 아이디어를 

확장시키지 못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축사고는 사고과정을 범주화하여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사고의 형식

을 제공하는 수업 기법이다.

축사고는 사고의 확장을 해 ‘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시간축: 문제해결의 을 과거, 재, 미래로 시간을 옮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융통성  상상력 향상

 ∙공간축: 문제해결의 을 장소를 달리하여 사고함으로써 사고의 융통성  정
교성향상

 ∙주제축: 문제해결의 을 주제를 달리하여 생각해 으로써 사고의 융통성  

정교성 향상
 ∙인물축: 문제속의 주요인물이 되어 으로써 사고의 융통성과 상상력 향상이 수업

모듈은 , 등  교과에 용이 가능하며, 특히 국어, 사회, 과학과에 활용 가능

성이 높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상상력

강제결합법

창의 이고 독창 인 아이디어  발명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계가 없다
고 생각하는 사물이나 사고의 결합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은 ‘Mash Up'이라는 새로

운 문화를 형성하 다. 오페라와 팝송을 결합한 ‘팝페라', 짜장면과 스 게티를 결합
한 ‘짜 게티',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는 ‘Mash Up'의 표

인 라 할 수 있다.

련성이 없는 아이디어를 연 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융통
성과 독창성  민감성을 신장한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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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결합법

(강제
연상법)

속성열거법

(attribute 
listing)

속성열거법은 주어진 문제를 속성 수 에서 분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속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 가능한데 이것을 이용하여 기존의 아이디어

와는 다른 개념이나 원리를 색다르게 결합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은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교과에서 다양한 재료로 물건이나 장난감 만

들기  악기 만들기 등 사물의 문제 이나 속성을 생각하여 개선된 물건을 만드는 
활동에 용할 수 있다.

속성열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유창성과 고정 념에서 탈피

하여 참신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독창성을 기를 수 있으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
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개방 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분석  사고

속성변형

속성변형은 속성열거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개별 으로 혹은  다른 방법인 속성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속성변형 략은 속성에 기 하여 구체 인 아이디어를 열거한 후 서로 다른 아이

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물을 발명할 수 있게 한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상상력

속성 이

(Attribute 

transferring)

속성 이는 속성변형과 함께 속성열거법의 한 방법이다. 이 기법은 한 상황에서 다

른 상황으로 아이디어를 이하는 유추  사고의 이다. 유추  사고는 많은 분야의 
창의 인 사람들에 의해 정교하게 사용되고 있다. 

◆ 창의성 요인: 독창성 융통성, 상상력, 민감성, 정교성,

형태종합법

형태 종합법은 속성열거법 차의 단순한 확장이다.
각기 다른 속성을 연결한 후 임의로 조합하여 새로운 속성 혹은 아이디어를 산출하

게 하는 방법인데, 인성교육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가치  확립  도덕 

교육을 한 목 으로 용가능하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련짓기, 가치 , 도덕성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법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씩 체크해가기 

한 알림표를 가리킨다. 를 들어, 우리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지고 갈 물건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고 출발 에 검한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논리성

매트릭스법

매트릭스법은 발상의 변수를 추출해내기 한 방법이다. 이것은 변수 두 개를 조합
하는 방법으로 가로 축과 세로 축에 두 가지 변수를 정하고, 각 변수마다 요소를 추출

하여, 그것들을 조합해 상을 분석하거나 해결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주제가 무 

범 한 경우에는 매트릭스법을 사용해서 좁히고, 한 방향성을 발견해내는 것
이 가능하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개방성, 분류, 통합

형태분석법

형태분석법은 ‘체크리스트법’과 ‘속성열거법’을 입체 으로 조합한 발상법으로, 어
떤 문제에 한 요인을 찾아내고 각 요인의 속성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도표를 만들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각 칸에 기록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 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기법으로 간
과되기 쉬운 아이디어나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디어 생성에 유리하여, 사회나 

음악, 미술과 등의 교과에서 미래의 고장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해 보기나 노

랫말 바꾸기  미술 작품 구상하기 등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형태분석법을 활용함으로써 체계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듬는 정교성과 사물

의 속성과 요소를 분해하여 이해하는 분석력을 기를 수 있으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개방 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정교성, 분석력, 개방성

카탈로그 

기법

카탈로그 기법은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주제와 무 한 카탈로그에 해 
그 안에서 우연히 나온 정보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강제 으로 연결 짓고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기법이다. 창조기법의 역사에서는 강제 련법(forced relationship technique)

이라고 불리고 있다. 원래는 훈련 기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재는 실천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

사고 작용은 논리 인 측면과 비논리 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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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에 등장하는 서로 연 성 없는 사물을 서로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

운 아이디어 생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아이디어 발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새로운 산물을 생성하기 해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

나 학습과정에 사용하여도 발상, 아이디어 창조 등에 효과 인 방법이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민감성, 융통성, 독창성

목록작성법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안된 아이디어 목록과 해결방안을 작성

하고 평가 하도록 한다.

문제해결을 한 다양한 생각과 다른 각도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 을 찾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개방성, 비  사고

아이디어 

계통도

아이디어 계통도는 체 틀 속에서 생각의 주소를 악하여 목  해결을 한 수
단을 찾는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데 효율 인 기법이다. 문제해결을 해 아이디어 계

통도를 그려 가면서 생각을 한다면 목   수단과 련된 아이디어가 체계화되므로 

생각을 더 깊이 심화시킬 것이다.
체 사고의 틀 속에서 생각 치 찾기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목 과 수단의 계열을 

계통 으로 개하여 최 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융통성을 신장한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정교성, 호기심

TRIZ

TRIZ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발명과 창의  사고의 유형화된 법칙이다. 세상만사의 

근본 원리는 결국 서로 통한다는 것이 기본 제이다. 문제를 표 하는 방법이 다를 

뿐 문제의 본질도, 해결책도 비슷한 이 많다는 것이다. TRIZ 창안자는 20만건 이상
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분야의 특허지만 문제의 본질은 비슷하다는 을 

확인하 다. 40가지의 문제해결 원리가 있으며 40가지의 문제해결 원리를 습득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TRIZ 라는 모듈은 체계 인 문제해결  개념  해결책을 제시하는 융통성 있는 사

고력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창의성 요인: 독창성, 창의  문제해결력, 

3. 

유추 발상
 근법

시네틱스

시네틱스는 처음 보는 것을 친숙한 것으로,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으로 환

해 보는 유추 활동이다. 이는 더욱 구체 인 문제로 근하여 새로운 이해를 키우고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창의  사고 기법이다. 시네틱스는 다양한 유추 활동
을 통하여 사물에 해 새로운 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자 하

는데 목 이 있다.

◆ 창의성 요인: 상상력, 융통성, 민감성

개인  유추

개인  유추는 고든이 제시한 다양한 유추법의 하나로 ‘의인유추’로 번역되기도 한

다. 이 기법은 처음 보는 것을 친숙한 것으로,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으로 

환해 보는 유추 활동으로서 낯선 문제를 구체 인 문제로 근하여 새로운 이해를 
키우고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창의  사고 기법의 하나이다.

개인  유추는 내가 구체 인 사물이 되어 보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사물에 해 

새로운 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 창의성 요인: 상상력, 융통성, 민감성

환상유추

환상유추는 고든이 개인유추, 상징유추, 시네틱스와 함께 제시한 다양한 유추 방법

의 하나로 합리 이고 논리 인 사고 신 실에 제약에서 벗어난 환상  사고를 자
유롭게 이끌어 내기 한 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해 학습자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민감성을 키우게 되고 문제해결과 

련된 장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창의  사고를 펼치게 된다.
◆ 창의성 요인: 상상력, 융통성, 민감성

상징유추

상징유추는 고든이 제시한 다양한 유추법의 하나로 이 기법은 ‘압축된 갈등’ 혹은 
‘갈등 축약’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략은 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두 단어로 된 말 혹은 책 제목을 생각하는 것이다. 상징유추는 서로 모숨이 있어 

보이는 두 단어 속에서 처음 사물을 했을 때 가졌던 표면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
에 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사물에 한 다양한 유추를 끌어내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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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 요인: 상상력, 융통성, 독창성, 민감성

고든법

시네틱스의 창시자이기도 한 리엄 고든은 자신의 이름을 딴 고든법이라는 창조 

기법도 개발했다. 이 기법은 유추를 발견하기 해 연상력을 사용해서 발상을 하는 
유추 발상법이다. 인스토 과 가장 큰 차이 은 인스토 에서는 과제를 받

아들이는 것인데 비해, 고든 법에서는 진짜 과제는 명시하지 않고, 근본 인 아이디

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토스터기의 아이디어를 요구할 때 인스토 에서는 ‘새로운 토스터기

의 아이디어’로 과제가 확실히 명시되지만, 고든 법에서는 ‘굽다’라고 하는 지극히 추

상 이고 개념 인 주제가 나오고, 진짜 과제를 모르는 참가자는 ‘굽다’라는 것에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 것이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개방성, 의사소통력, 용력

사물과의 

화

주변에 있는 사물 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이 직  사물이 되어 보고 화를 해보게 
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주변 사물을 자세히 찰하는 습 을 

갖게 되며, 모든 사물을 소 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이 

되어 보는 상상을 통해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사물과의 화를 활용함으로써 민
감성과 유창성, 융통성을 기를 수 있으며, 사물과의 화는 확산  사고의 독창 인 

생각을 효과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호기심, 민감성, 개방성

육색사고
모자

일반 으로 사람들은 사고의 성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사고를 하는 경

향이 있다. 육색사고모자 활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고를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사

고함으로써, 구조 으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해 계가 서로 얽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정과 태도가 포함된 표 을 자연스럽게 하기 어렵다. 여섯 가지 

사고와 행동 유형을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사고하기 때문에 상 으로 자유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특정한 사고를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색깔이 표시하는 사고 유형에 하여 집 하게 되므로 사고에 한 집

력  정교성이 길러진다. 의도 으로 사고의 분 기를 조성하므로 모자별로 표시

하는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을 기를 수 있다. 색깔이 서로 다른 모자를 쓴 사고 활
동은 뇌화학물질을 자극시켜 인이 한 가지 사고에 고정시켜 주므로 몰입이 증가

되어 사고의 정교성에 도움을 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비 사고

두  생각

‘두  생각’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 로 표 해 보는 것으로써, 

첫 번째 문장은 비유를, 두 번째 문장을 그 게 비유한 까닭을 는다.

 두 을 활용함으로써 언어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으며, 연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한 효과 으로 독창 인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자발성

창의 계단 
따라 쓰기

쓰기는 창의  사고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한다. ‘창의 계단 따라 
쓰기’는 감에 한 생생한 찰과 심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거침없는 상상력, 

나만의 생각을 로 쓰도록 정교하게 구조화된 틀을 활용하여 창의 인 을 쓰게 

하는 것이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민감성, 정교성

4. 
통합 사고

근법

SWOT

SWOT에서 S는 strength(강 )으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강 을 기록한다. 

W는 weakness(약 )으로 약 을 기록한다. O는 opportunity(기회)로 문제해결에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 T는 threat( )으로 인 요인

들을 기록한다. 이는 문제 상황을 매우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해서 주로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문제 상황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 안을 찾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므로 학교의 창의성 교육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분석  사고

창의  
칼럼 쓰기

이 모형은 고등 학생들로 하여  발표된 두 칼럼을 비교 분석하여 더 창의 이고 

비 인 새 칼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 정보화 시 의 
유능한 칼럼가의 자질을 키워 지식과 정보 소통의 창의 인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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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해체  
화

교육 활동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기본 단 인 개념(concept)을 제 로 이해하게 하는 

방식의 사고기법이다. 수업에서 이 기법을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개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개념의 자유로운 활용  변용이 곧 창의  
사고이다. 이는 창의성의 핵심역량인 융통성 있는 사고력 계발을 한 것이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정교성

PMI

(Plus,Minus, 

Interest)

제안된 아이디어를 다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더 새롭고 개선된 아
이디어를 생성하는 창의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평가  수

용을 해 히 활용할 수 있다. 

자기 심  문화 풍토가 만연된 지 의 실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와 주장을 다각  
측면에서 객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은 어느 때보다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Edward de Bono 박사가 구안한 PMI 기법은 학생들에게 제안된 아이

디어를 다각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정교성

 CAF

CAF는 드보노가 제시한 CoRT 로그램 안에 제시한 기법 의 하나로서 ‘Consider 

All Factors’의 첫 문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모든 요
인들을 고려하여 생각하도록 돕는 사고기법이다. 

학생들의 사고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교

를 정교하게 하고 생각의 범 를 넓힐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민감성, 비  사고, 정교성

창의  
독서 모델

창의  독서 모델은  읽기와 련하여 창의․인성 수업에서 용할 수 있다. 읽기

는 언어의 이해 역으로 오 스트라의 연주와 비교할 수 있다. 독해, 즉 을 읽고 
이해하기 해서는 단순한 자 읽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련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독자의 사  지식, 스키마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와 한 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창의  독서 모델은 학습자들의 읽기, 독해능력 향상과 올바른 읽기 태
도, 창의 으로 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 을 둔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상상력, 호기심, 민감성, 과제집착, 개방성

CPS

(Creative 

Problem 
Solving) 

인간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생활의 장면은 ‘문제의 해결’로 귀결된다. 문제 발견, 
사실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발견, 수용발견의 단계를 통해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한다.

첫째, 유치원에서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체  각종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과제의 성질에 따라 집단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CPS의 주요과정은 문제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 를 한 계획의 3수 과 6단계의 
하 과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6단계는 ① 심 역 발견(mess - finding), ②자료 

발견(data - finding) ③문제발견(problem - finding) ④아이디어 발견(idea - finding) 

⑤해결 발견(solution - finding) ⑥수용발견(acceptance - finding) 이 해당한다. 학교 
수업에서는 이 6개의 과정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문제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

를 한 계획의 3수 을 심으로 운 하는 것도 효과 인 방법이다.

CPS를 진행할 때의 유의 은 각 단계에는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가 함께 존재
하여 이들 간의 역동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 창의성 요인: 독창성, 유창성

과제수행 

계획표

과제수행 계획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한두 개의 가능한 해결책을 선정
한 후 그것을 실제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과제수행 

계획표를 통해서 과제 완성에 따른 개인  책임과 완성 시간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책임감, 과제집착력

 6시그마(6σ)

6시그마(6σ)는 기업에서 략 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

공하려는 목 으로 정립된 품질경  기법 는 철학으로서, 기업 는 조직 내의 다

양한 문제를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재 수 을 계량화하고 평가한 다음 개선하고 이
를 유지 리하는 경  기법이다. 원래 모토로라에서 개발된 일련의 품질 개선 방법

이었으며 품질 불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내고자 하는 체계 인 방법론이었다.

6시그마의 목표는 ‘사고나 오류의 확률을 3/100만, 4/100만 이하로 하는 것’이다. 품
질의 불균형을 통계수법 등을 사용하여 철 하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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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 럴 일 트릭 등 여러 기업에서 도입되어 발 하 으며 특히 1990년 와 

2000년  동안 많은 인기를 얻은 기업 내 신을 한 방법이다. 다른 품질경 리

기법인 종합 품질 리(Total Quality Management)의 경우에는 생산품질자체에 집
하지만 6시그마는 회사의 모든 부서의 업무에 용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알맞

은, 고유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용하여 정량  기법과 통계학  기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창의성 요인: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개방성, 과제집착력

5. 
창의

태도 근법

칠 편지

‘칠 편지’란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구체 인 의사소통 공간을 만들

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게 함으로써 친 감을 형성하고 생각을 정교하게 만
드는 사고기법이다. 즉 칠 을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여 각자의 생각을 가시화하

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각을 다듬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칠 편지’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만들고 그
것을 다듬어 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창성과 정교성을 기를 수 있고, 자기신뢰감

을 높여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창의  성향을 

기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 창의성 요인: 독창성, 정교성, 의사소통, 자기신뢰감

납작한 

나의 여행

여행을 떠나 보고 싶지만 실 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의 분신 

모형을 만들어 여행하게 함으로써 모험심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한 나의 분신 
납작모형과 함께 여행하고 일정을 기록해 주는 상 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동

행하면서 분신을 배려함으로써 친사회성을 기르게 한다.

어떠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형화되고 고정된 자료를 수동 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는 역동 이고 유기 인 계를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효과 이

다. 최근에는 외국에 단기간, 는 장기간 체류하고 돌아오는 학습자들이 지 않고, 

친척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
해야 하는 단원을 학습할 때 그러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훨씬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상상력과 융통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상상력, 모험심, 친사회성

Block breaker

사람의 건 한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고정 념을 만들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므로 Block breaker를 통해 

사고의 장벽을 깨게 한다.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상에 한 장벽, 고정 념이 무엇인지를 찾

아본다. 그리고 각 장벽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장벽을 깨는 활동, 새로

운 에서 상 바라보기,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 창의성 요인: 민감성, 융통성, 상상력

역할놀이
(Role play)

동작과 행 와 연습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디어 개발이 목 이다. 문제에 해 이야

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직  무엇인가를 동작하고 행 로 나타냄으로써 개인과 집단 

내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킨다.
역할 놀이는 모 노가 창안한 사이코 드라마를 발 시킨 것으로서 ‘상상의 장면 속

으로 실을 끌어 들이는 것, 인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역할 놀이에는 두 가지 근방법이 있다.
① 계획  구성  역할 놀이: 그룹에게 특정한 문제를 제공하고 본과 연출을 정한 

다음 이 기법을 실시

② 자발  역할 놀이: 그룹 자체에서 나온 문제 자체를 선택하여 그 장소에서 즉흥
으로 실시하는 것

▢역할놀이는 다음의 실시 단계를 둔다.

① 역할놀이 비: 역할놀이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
는 장소와 분 기를 만든다.

②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비가 끝나면 역할을 수행해 볼 학생들을 선정한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학생들의 의견과 자발  참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 역할을 히 수행할 수 있는 학생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무  설치: 역할놀이 참가자를 선정한 다음에 무  설치를 도모한다. 칠 에 그

림을 붙이거나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분 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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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  찰자로서 청 의 비: 청 의 자세를 잘 비시키는 일도 매우 요하

며 특히 참여  찰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다. 집 해서 들으며 놀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제기된 주장과 의견, 행동 등에 해 주의 깊게 느끼고 
생각하고 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청 이 되도록 한다.

⑤ 역할놀이 시연: 연기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시연하면서 다

른 역할자가 하는 말과 행 에 해 반응한다.
⑥ 토론  평가: 역할놀이를 했으면 그 과정과 결과에서 일어난 것들을 심으로 

토론하고 의미있는 역할놀이 는지 평가해본다. 이 게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심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다.
⑦ 재연: 일련의 역할놀이를 한 후 교사와 학생들은 다른 각도에서 역할놀이를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이를 재연이라고 한다. 

⑧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역할놀이의 마지막 단계로 구성원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경험을 나 어 갖고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목표와의 련 

속에서 그동안의 역할놀이 과정에서 의미 있게 제기한 논 들에 해 반 인 논의

를 시도하면서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고 일반화한다.
◆ 창의성 요인: 융통성, 민감성, 자발성, 의사소통능력

창의연극

(Creative 

dramatics)

창의 연극은 그룹의 일원으로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정신 인 성장을 진하고, 그

룹활동 에 활기 있는 자기표 을 가능하게 하여 동 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데 효
과가 있다.

창의 연극은 학생들을 한 술이다. 학생들은 그룹 활동 에 자기표 을 하도록 

지도받는다. 다른 사람과 함께 력하여 즉흥극을 연기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맛본다. 
창의성을 기르기 해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① 마음의 유연성 기르기

② 경이로움에 한 마음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③ 자주성 키우기 ④ 모험성을 가지게 하기

⑤ 자신감 가지기 ⑥ 장소의 분 기를 정리하기

⑦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⑧ 창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⑨ 교사 자신이 창조 이 되기

◆ 창의성 요인: 유창성, 모험심, 독창성, 자발성, 의사소통

민감성 훈련

‘ST(Sensitivity Training: 민감성 훈련)법’은 1946년 쿠르트 빈이 격리 상황의 집
단 훈련에서 지도 능력 계발을 해 만들었다. 이 훈련의 주된 목 은 사회 인 기구

와 계 에서 집단과 조직이 요구하고 있는 변 을 지도하고, 방향 설정에 필요한 

민감성과 스킬을 가진 리더십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민감성이란 역동 인 행 를 하는 인간(자신 혹은 타인), 인간 계, 집단, 조직, 사

회 문제의 움직임과 실을 있는 그 로, 인 으로 정확하게 느끼는 능력․감도라

는 의미이다.
ST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실 사회에 인간 심리의 실험  연구를 응시킨다.

② 집단 역학을 통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실증시킨다.
③ 인카운터 그룹 등 그 후의 집단기법의 선구 인 역할을 담당하 다.

◆ 창의성 요인: 민감성, 리더십, 인 계

시각화/심상

창의  사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 이미지화 
하는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시각화와 심상활동을 통한 정  태도 훈련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도 효과 이다.

Davis와 Rimm은 시각화와 심상은 창의성의 핵심이며 학생들에게 시각화와 심상훈
련을 통해 상상력을 길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활동은 학생들에게 긴장을 풀고 

을 감고 멋진 이야기를 시각화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 “지  앞에 있는 손잡이

를 잡아당겨라.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우리는 우주여행을 출발하게 된다.”와 
같은 설명을 한다.

◆ 창의성 요인: 상상력, 민감성, 정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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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쓰기 동기 평가지

글쓰기 동기 평가지(예)267)

(       )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 성별 (남, 여)

※ 다음은 쓰기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한 질문입니다. 이에 한 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성 과도 아무 련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6)’

 자신과 가까운 것에 ‘○’표시 하십시오. (총 19문항)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조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는 내가 쓴 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02 나는 내가 을 잘 쓴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0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을 잘 쓰기 해 더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6

04. 나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주제라도 끝까지 을 쓴다. 1 2 3 4 5 6

05. 내가 쓴 을 다른 사람이 읽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6

06. 나는  표 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07. 나는 을 잘 쓰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08. 나는 쓰기를 하다가 어려울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6

09. 나는 내가 쓴 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 받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10.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을 잘 쓴다고 한다. 1 2 3 4 5 6

11. 나는 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을 쓰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2. 나는 친구와 서로가 쓴 을 돌려 읽는다. 1 2 3 4 5 6

13. 나는 앞으로 쓰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4. 나는 다른 사람들( : 친구)보다 을 잘 쓰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5. 나는 내가 쓰는 의 내용에 해 다른 사람과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 5 6

16. 나에게는  쓰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1 2 3 4 5 6

17. 쓰기 숙제는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8. 나는 말보다 로써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더 잘 달할 수 있다. 1 2 3 4 5 6

19. 나는 을 잘 쓰기 한 방법을 계속 으로 시도해 본다. 1 2 3 4 5 6

※ 쓰기 동기 하  요인별 할당 문항번호: 력  상호작용(1, 5, 9, 12, 15), 쓰기 효능감(2, 6, 10, 13, 16, 18), 

경쟁  노력(3, 7, 11, 14, 17, 19), 도 심(4, 8)

267) 박종임, 2011, “쓰기 동기와 쓰기 창의성의 상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8, p.293(박 민, 2006, “ 학생의 쓰기 

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pp.367-369의 내용을 수정하여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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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번호 문항

01 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도 바보 취 을 받을 염려가 있다.

02 어떤 일을 수행하기 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03 부분의 경우 뭔가를 잘해 내면 어떤 이 이 있을지 알고 있다.

04 우리 집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05 부모님은 부분의 상황에서 내 생각은 어떤지 물어 보신다.

06 우리 집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다.

07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08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해 신경을 쓰신다.

09 우리 집에서 가정 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다.

10 부모님께서는 내가 창의 인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신다.

11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 해 주신다.

12 부모님께서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신다.

13 부모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14 집에서는 경쟁할 것이 많다.

15 내가 하려는 것에 해 발언권을 많이 갖는다.

16 부분의 규칙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17 내가 하는 일을 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

18 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이 반 된다.

19 부모님께서는 뭔가를 시키고 싶으실 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다.

20 부모님께서는 창의 으로 일하고자 하신다.

21 실수를 하면 벌을 받는다.

4. 창의적인 환경검사

창의 인 환경검사지는 미국의 심리학자 애머빌(Amabile)이 아이의 내  동기와 창의성을 한 환경

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고안한 검사지이다. 아이가 문제에 옳고 그른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직  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이나 학교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답할 것이라는 것을 상하면서 신 하고 정확하게 답해 보자.

각 항목마다 맨 마지막에 , 아니오가 어져 있다. 답한 내용이 각 문항에 쓰여있는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이 많을수록 창의성을 북돋워주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 

을수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268)

창의적인 환경 검사지(예)

※ 다음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은 가정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한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며 그 다고 느

끼면 ‘ ’, 아니라고 느끼면 ‘아니오’를 왼쪽에 써넣으세요.

268) Teresa M. Amabile, 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경원 편역(서울: 창지사),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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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번호 문항

22 부모님께서는 뭐든지 아주 즐겁게 하신다.

23 부모님께서는 나에 해 조바심 내지 않는다.

24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25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해 주신다.

26 집에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

27 내가 하는 일들은 부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한 것이다.

28 우리 집에는 흥미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다.

29 부모님께서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신다.

30 부모님께서는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31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32 집에서 가장 요한 규칙  하나는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33 나는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34 부모님께서는 나를 아주 좋아하신다.

35 부모님께서는 내가 좋은 성격을 갖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신다.

36 우리 집에는 농담과 웃음이 넘친다.

37 부모님께서는 나를 존 하신다.

38 내가 느끼는 로 부모님께 말 드려도 괜찮다.

39 부모님께서는 내가 무엇에 흥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어하신다.

40 부모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신다.

41 우리 부모님이 항상 옳다고 배웠다.

42 우리 집에서는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43 부모님께서는 나의 활동에 해 세부 사항들을 계획해 두신다.

44 우리 집에서 나는 ‘특별한’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부모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신다.

46 ‘나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7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맛있는 것이나 돈 등을 받기 한 것이다.

48 부모님께서 나 혼자서나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상상력을 이용하도록 격려하신다.

49 나는 집에서 비 을 많이 받는다.

50 부모님께서는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창의 인 환경을 가리키는 내용

01 02 03 아니오 04 아니오 05 

06 아니오 07 아니오 08 09 아니오 10 

11 아니오 12 아니오 13 14 아니오 15 

16 17 18 19 아니오 20 

21 아니오 22 23 24 아니오 25 

26 27 아니오 28 29 아니오 30 

31 아니오 31 아니오 33 34 35 아니오

36 37 38 39 40 

41 아니오 42 43 아니오 44 45 

46 47 아니오 48 49 아니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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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등의 정도에 따라 솔직하게 5개의 답  하나에만 각 문항에 ◯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 다 5. 매우 그 다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01 나는 한 가지 일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한다. 1 2 3 4 5

02
TV 토론 로그램을 볼 때 그와 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

른다.
1 2 3 4 5

03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 특별한 것을 만

든다.
1 2 3 4 5

04
처음 보는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보면 사고 싶어

진다.
1 2 3 4 5

05 내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 가는  모르고 한다. 1 2 3 4 5

06 나는 남에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07 나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때가 있다. 1 2 3 4 5

08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09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10 사소한 것이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참신하게 변화시킨다. 1 2 3 4 5

11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1 2 3 4 5

12 나는 간섭이나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알게 되는 것이 싫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 1 2 3 4 5

15 나 자신의 잠재력에 한 믿음이 강한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하나의 지식을 얻으면 응용하여 다른 곳에 용해 보

곤 한다.
1 2 3 4 5

17
나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표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5. 일상적 창의성 검사를 위한 설문지

일상적 창의성 검사를 위한 설문지(예)269)

[설문 참여 학생의 성별]  ▢남학생     ▢여학생

269) 정은이, 2002, 일상  창의성과 개별성- 계성  심리․사회  응의 계(박사학 논문. 고려 학교 학원, 

교육학과), pp.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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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8
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결합해 무엇인가를 만

들곤 한다.
1 2 3 4 5

19
직  무언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걸 

좋아한다.
1 2 3 4 5

20 흥미 있는 일을 제쳐두고라도 꼭 해내고야 만다. 1 2 3 4 5

21
나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두

렵다.
1 2 3 4 5

22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

로 여긴다.
1 2 3 4 5

24 나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사고한다. 1 2 3 4 5

25 나는 살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 1 2 3 4 5

26 나는 남들과 같은 방식과 행동을 싫어한다. 1 2 3 4 5

27
나는 다른 생각과 가치 을 가진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

한다.
1 2 3 4 5

28 나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매사를 정 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0
나는 사물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보곤 한다.
1 2 3 4 5

31 나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1 2 3 4 5

32
나는 남들이 생각해 내지 못하는 기발하고 특이한 발상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5

33 내가 좋아하는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극 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34 나는 자유로운 분 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35
더 나은 생각과 아이디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

인다.
1 2 3 4 5

36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 창의성 련 7개 요인과 문항: 독창  유연성(1-8), 안  해결력(9-13), 모험  자유 추구(14-18), 이타  

자아확산(19-24), 계  개방성(25-30), 개방  독립성(31-33), 탐구  몰입(34-36)

※ 역채  문항: 13, 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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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1

그 지 

않은

편이다

2

잘

모르

겠다

3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01. 나는 내 이름이 수업시간에 불리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02. 나는 나의 반 친구들에게 요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1 2 3 4 5

0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04. 나는 학  생활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05. 나는 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학  일을 잘 한다. 1 2 3 4 5

06. 나는 학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07.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08. 나는 반 친구들 하는 일에 심이 있다. 1 2 3 4 5

09. 나는 학교 성 이 우수한 편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나의 능력이 공부하는데 합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나의 학교 공부에 만족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 성 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만족스러운 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나는 내가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5. 나는 주어진 시간에 학습과제를 마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16. 나는 학습과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나 자신에 해 자신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나는 모든 일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21. 나는 재의 나에 해 만족한다. 1 2 3 4 5

22.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나는 모든 일을 잘 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바보스럽게 행동한다. 1 2 3 4 5

25.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26. 나는 학교 공부를 계속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27. 나는 학 수 의 공부를 끝까지 마칠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6. 자아개념 검사지

자아개념이란 자기에 한 개념, 즉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개인의 심리 특성을 표하는 가장 핵심 인 심리  요소이다. 

청소년용 자아개념검사지270)

270) 남 희, 2006,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수 에 한 지각 차이 연구(미간행석사

학 논문,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상담교육 공),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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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 지

않다

1

그 지 

않은

편이다

2

잘

모르

겠다

3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28.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 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29. 나는 학교 공부에서 좋은 성 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31. 나는 앞으로 새로운 학습과제를 시작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1 2 3 4 5

32. 나는 학습과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1 2 3 4 5

33.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사교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1 2 3 4 5

35.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한다. 1 2 3 4 5

36.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심이 없다. 1 2 3 4 5

37.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38.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1 2 3 4 5

39. 나는 내 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5

40.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41. 내 친구들은 나의 행동을 좋아한다. 1 2 3 4 5

42. 내 래의 친구들은 종종 나를 괴롭힌다. 1 2 3 4 5

43.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가족은 나를 도와  것이다. 1 2 3 4 5

44.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 1 2 3 4 5

45.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6. 나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4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48. 우리 부모님은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 1 2 3 4 5

49. 나는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50. 나는 가족들에게 거칠게 행동한다. 1 2 3 4 5

51. 나는 가족들과 잘 다툰다. 1 2 3 4 5

52.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3. 나는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4. 나는 나의 행동이 바르고 착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5.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6. 나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57. 나는 항상 슬 다. 1 2 3 4 5

58. 나는 나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9.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60. 나는 멋있고 매력 인 사람이다. 1 2 3 4 5

61. 나는 지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1 2 3 4 5

62. 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1 2 3 4 5

63. 나는 친구들만큼 운동을 잘한다. 1 2 3 4 5

64.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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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문항 내용

매우

그 다

1

약간 

그 다

 

 2

보통

이다

3

별로 

그 지 

않다

4

 

그 지 

않다

5

신

체

외

모

자

아

01.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화가 난다(R).

02. 나는 내 몸무게에 만족한다.

03. 나는 내 외모에 해 만족한다.

04. 나는 내 자신에 해 만족한다.

0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06. 나는 내 피부색에 해 만족한다.

07.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한다.

신

체

능

력

자

아

08. 나는 건강하지 못해 걱정이다(R).

09. 나는 운동을 잘해서 자랑스럽다.

10. 나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주 이겨서 기쁘다.

11. 나는 체육시간이 괴롭다(R).

12. 나는 해본 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라도 잘할 수 있어서 

기쁘다.

13. 나는 체력이 좋아서 정말 기쁘다.

친

구

련

자

아

14. 나는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해 안타깝다(R).

15. 내 친구들이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어서 기쁘다.

16.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나를 로해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17. 나는 친구가 많아서 기쁘다.

18.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기쁘다.

19.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어서 행복하다.

20.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21. 친구들이 나를 요하게 여겨서 뿌듯하다.

22.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기쁘다.

7. 자아존중감 검사지

자아존 감이란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한 평가 ․감정  태도를 의미한다. 자아

존 감은 신체외모, 신체능력, 학업, 친구 계, 가정환경, 성격, 교가와의 계 등 7개 역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용 자아존중감 검사지271)

※ 본인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표해 주세요.

271) 박지연, 2008, 자아존 감이 청소년의 인 계에 미치는 향(미간행석사학 논문, 이화여자 학교 일반사회교

육 공),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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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문항 내용

매우

그 다

1

약간 

그 다

 

 2

보통

이다

3

별로 

그 지 

않다

4

 

그 지 

않다

5

학

업

자

아

23.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다.

24.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잘 쳐서 자랑스럽다.

25. 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26.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잘 생활할 수 있어서 흐뭇 

하다.

27. 나는 맡은 일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28. 내게 좋은 이 많아 자랑스럽다.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뿌듯

하다.

30. 나는 아는 것이 많아 다른 아이들이 모를 때 알려  수 

있어서 뿌듯하다.

31.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뿌듯하다.

성

격

자

아

32. 나는 쉽게 짜증을 내서 걱정이다(R).

33. 나는 이기 이라 걱정이다(R).

34.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걱정이다(R).

35. 나는 고집이 세서 걱정이다(R).

36. 나는 화를 잘 내서 걱정이다(R).

37. 나는 질투를 잘 해서 걱정이다(R).

※ R: 역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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