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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writing education by applying the 
Outline-making Learning, OML model, a systematic structural design method developed to improve writing 
skills in college students, to writing education by genre. The study involved 30 college freshme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ngineering,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K university in 
2020,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OML application, the evaluation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grammar, content, expression, format, and context, targeting three genres: expository writing, 
persuasive writing, and reports before and after OML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that 
coul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OML to three genre writing in general, and showed the greatest effect in 
the persuasive writing. The application of OML also helped college students improve their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in the writing process. Therefore, OML is expected to be available for various genres 
of writing in college students' writ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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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

는 대학생들에게 세계와 인간을 비판적으로 이해

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현 능력

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글쓰

기에서는 장르에 따른 텍스트 특성과 특정한 맥

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구성 능력이 필

요하다(Kim, 2020). 이러한 맥락적 구성으로 텍스

트의 특성을 살려 쓸 수 있다면, 다양한 장르에

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쓰기가 가능할 것

이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하에서 대학생으로서 

유연한 의사소통 함량을 위한 글쓰기는 중요하

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 교육은 지난 2010년대 

이후 1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연구와 발전을 이

루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점점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사

회의 흐름에 따라 소통중심의 의사전달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학습 환경 변화의 영향에 기

인한다.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지면에서 인터넷으

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나 

도구는 점차 간편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1.6.33.3.806&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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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를 통해 간편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해진 

환경이 오히려 체계적인 글을 쓰는 역량을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글쓰기인 개요짜기에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Ji, 2013; Kim, 
2016; Lee, 2018b; Lee, 2018a; Park, 2019).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요 작성의 필요성과  방법, 
개요 이론, 개요 첨삭, 수업적용 사례의 논의 등

을 다루었다. 또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반

으로 글쓰기 단계를 활용하는 교육 교수법으로 

PBL을 적용한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Nam, 2013; Shin, 2014; Park, 2016; Hwang, 
2017). 

그러나 대학의 기초 교양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적인 글쓰기 교육에서의 PBL의 활용은 체계성을 

갖춘 단계별 적용과 전공별 글쓰기 교육에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등 그 범용성에 대

한 의문이 남아있다(Park et al., 2020). 그리고 대

학생 글쓰기 연구와 문헌에서 개요짜기의 중요성

은 누구나 피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적

용 사례를 통한 실효성의 검증 연구는 거의 없다

(Kim, 20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글의 형

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인 PBL
의 구조와 단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요짜기에 

맞도록 단순화시킨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

(OML)이 제시되었다(Lee, 2018b).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글의 장르별 특성을 반

영한 대학 글쓰기 교육에 OML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자료활용 글쓰기, 논증적 글쓰

기, 창의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OML을 실제 적용

하여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 활용된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

(Outline-making Learning, OML)은 글의 형태를 구

성하는 과정 사이에 매개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PBL의 체계를 구체적 단계에 집

중하여 글쓰기 사전 개요짜기 활동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개발된 모형이다(Lee, 2018b).
OML은 PBL연구에서 효과적인 측면에 집중하

여 착안하였다. 글쓰기 및 문학적 연구에 적용한 

PBL 연구를 살펴보면 ① 결과보다 글쓰기 과정

을 중시한다는 것(Hwang, 2017) ② 글쓰기를 단

계별로 형식과 내용을 확장하면서 구성할 수 있

다는 것(Park, 2016) ③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자

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Nam, 2013) ④ 학습

자가 소통중심의 협동학습으로 문제해결력을 가

진다는 것(Shin, 2014) 등을 강조하고 있다. 
Nam(2013)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의 

진술방식에 관련된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팀 

단위 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
개요짜기는 서론, 본론, 결론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그러나 긴 논리적 설명보다는 짧고 간결한 

의사전달이 익숙한 현실에서 이러한 기존의 개요

짜기 방법이 학생들의 글쓰기를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생들이 쉽게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

도록 Barrows and Myers(1993)와 Duffy and 
Cunningham(1996)가 활용했던 초기 형태의 PBL 
기본절차 6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켜 OML이 

만들어졌다(Lee, 2018b). OML의 1단계는 ‘문제의 

정의’ 단계로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인식하여 세

부과제로 나눈다. 2단계는 ‘문제의 재구성’ 단계

로 1단계에서 정한 세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형식으로 바꾸며, 3단계 ‘해결방안의 탐색, 
검토, 선택’에서는 재구성된 문제들의 해결방안들

을 탐색해보고 검토하는 단계로 글의 중심문장과 

참주제를 선택한다. 마지막 4단계 ‘해결 여부 검

토’에서는 앞 단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검하고 문제의 해결 여부를 확인하여 중심문장

과 참주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OML의 각 단계는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본론 쓰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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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L에서 집중하는 본문은 글의 서두와 결말을 

이어주어 글 전체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Fig. 1]은 이러한 OML 모델의 단계를 적용하

여 이번 연구에서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 개요의 

예시이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할 

때 서론부터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 줄거리, 등장인

물, 촬영기술 등의 세부 영역별로 질문들을 만들

어 본다. 이 작업은 기존 글쓰기의 브레인스토밍 

활동과 같다. 다음 단계인 문제의 재구성은 목적

에 따른 과제를 세부적인 문제로 나누고, 이에 

대답하는 과정으로 전체 글의 방향성을 정한다. 
해결 여부의 검토 과정에서 그에 따른 주제문을 

확정한다. 개요작성 과정에서 개요의 각 항목이 

글의 주제에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

은 문제의 내용을 함축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짜임새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따라서 OML의 특징은 첫 번째, 글쓰기 위한 

본론의 개요짜기에서 ‘질문하기’를 통해서 중심

문장과 세부항목들을 스스로 구성하며 글의 처음

과 결말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개요짜기를 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둘째, 핵심 메시지를 통하여 집

필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개요짜기를 체계화하여 일관성 있는 글쓰

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 메시지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쉽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개

요짜기 단계를 단순화시겼다. 다섯째,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이 부족한 이 시대 대학생들이 스스로

의 사고체계와 표현방법을 배양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Lee, 2018b).

[Fig. 1] An example of the report outlining of the movie, ‘Interstellar’ based on Outline-making 
Learning (OML) model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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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OML 기반 대학생 글쓰기 교육의 실효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K대학의 

2020학년 글쓰기 교과목에 참여한 1학년 대학생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 

17명, 이공계열 10명, 예체능계 3명이었다. 

2.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 글 장르별 OML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OML 교육과 연계한 글쓰기와 

평가 절차는 [Fig. 2]와 같다. 글쓰기에 활용한 장

르는 자료 활용 글쓰기인 설명문, 논증적 글쓰기 

인 논증문, 창의적 글쓰기인 감상문의 3가지였다. 
각 장르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OML 교육 전 

기존 글쓰기 방법으로 실시하고, OML 교육 후에 

각각 OML을 적용하여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각 

장르별 3회 실시한 글쓰기 절차는 ‘글쓰기→자가

수정, 수정본 제출→제출본 점검→최종본 제출→

교수자 평가’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글쓰기 주제는 자료활용 글

쓰기 장르인 설명문에서는 OML 교육 전에는 ‘대
학생활’이었으며, 교육 후에는 ‘가족의 소중함’이
었다. 논증적 글쓰기 장르인 논증문에서는 교육 

전 ‘몸에 좋은 것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까’
였으며, 교육 후에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였다. 감상문 쓰기 주제는 교

육 전에는 영화 ‘어바웃 타임’이었으며, 교육 후

에는 영화 ‘인터스텔라’였다. 

3. OML 적용 효율성 평가 방법

OML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전, 사후 작성한 각각의 3가지 장르 글의 평가

자는 3명의 현대문학 전공 교수로 구성하였다.

Efficiency check of making outline with OML

1st. Writing without OML before OML 
education 2nd. Writing with OML after OML education

▸Expository writing (writing using data) → correction training (submit revised version using 
self-modification checklist) → simple feedback → submission of final version → analysis of 
professor's checklist

▸Persuasive writing (logical writing) → correction training (submit revised version using 
self-modification checklist) → simple feedback → submission of final version → analysis of 
professor's checklist

▸Reports (creative writing) → correction training (submit revised version using self-modification 
checklist) → simple feedback → submission of final version → analysis of professor's checklist

① Professor inspection: quantitative analysis of fluidity, accuracy, and change patterns analysis
 * Checklist of 5 categories (grammar, content, expression, format, context)
② Checking problem solving skills by pre- & post-Questionnaire
③ Checking writing skills by pre- & post-Questionnaire

[Fig. 2] Writing training schedule with and without Outline-making Learniing (OML) model for the 
evaluation of the OML efficiency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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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용이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범주를 문법, 내용, 표현, 형식, 맥락의 5가지 항

목으로 나누어 교차조사 하였다. 또, 평가자 간의 

개인 오차를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문, 논증문, 감상문 각각의 글의 특성

에 알맞은 평가 준거를 마련하여 평가하였다. 각

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선행 대학 글쓰기 평가 

연구를 참고하여 3단계 평가형식으로 상(기본 이

상 수준, 3점), 중(기본 수준, 2점), 하(기초 수준, 
1점)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Chong, 2010; 
Choi, 2011b; Song, 2015; Lee, 2017a; Lee, 2017b; 
Lee, 2017c; Shin, 2010; Jun and Bae, 2020). 특히, 
이 연구에서의 평가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매 평가 시 교수

자들 간 협의를 거쳐 분석함으로써 신뢰성을 높

였다. 교수자 평가는 글의 유창성, 정확성 및 복

합적 변화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5
개 범주, 문법, 내용, 표현, 형식, 맥락으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Fig. 2] 참조). 문제해결 능력과 

글쓰기 능력 평가는 사전 사후 설문지를 활용하

였다([Fig. 3], [Fig. 4] 참조). 각각의 평가 세부내

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글 장르별 OML 적용 효율성 평가

 (1) 설명문에서의 OML 적용 효율성 평가 

설명문의 완성도 평가에서 각 항목별 평가내용

으로는 ‘문법’ 항목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표

준어 사용의 정확성, 문장 오류의 유무 정도로 

평가하였다. 글의 ‘내용’ 항목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의 제시 여부, 설명기법 활용의 정확성을 평

가하였다. ‘표현’ 항목에서는 항목별로 핵심 내용

의 명료성, 문장의 간결성, 들여쓰기나 문단 배열

을 통한 글의 가독성, 주제에 맞는 구체적 진술

을 평가하였다. ‘형식’ 항목에서는 글쓰기의 형식

적 조건인 처음, 가운데, 끝의 짜임의 유무와 기

술 방법의 통일성, 글의 체계성을 평가하였다. 수

사적 ‘맥락’ 항목에서는 OML 적용 유무에 따라 

정보전달의 필요성과 목적의 제시 여부, 문제해

결 대상 등 각 속성들의 관련성 제시 여부를 각

각 맥락성, 일관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내용

으로 하였다(Seo, 2003; Lee, 2011a).

 (2) 논증문에서의 OML 적용 효율성 평가 

논증문에서의 글의 완성도 평가를 위해서 ‘문
법’ 항목 평가에서는 설명문에서와같이 맞춤법, 
표준어, 문장 오류 정도로 평가하였다. ‘내용’ 항

목의 평가는 주장의 일관성,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표현’ 항목에서

는 표현의 구체성과 간결성, 일관된 용어의 사용, 
우리말다운 표현의 사용 정도와 글 흐름의 자연

스러움 등을 평가하였다. ‘형식’ 항목에서는 서론

과 본론, 결론의 적절한 서술, 소주제 중심의 단

락 구분 능력과 논리적인 순서에 맞는 구성 등을 

평가했다. ‘맥락’에서는 OML 적용 유무에 따라 

논리적 맥락이 주장에 토대를 두고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에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했다. 

 (3) 감상문에서의 OML 적용 효율성 평가 

감상문 글쓰기의 평가내용은 ‘문법’ 항목에서

는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의 활용 유무를 평가지

표로 하였다. 글의 ‘내용’ 항목에서는 글의 체계

성, 일관성, 해석 제시, 감정 제시, 개인의 감상 

평가 제시 유무를 평가하였다(Choe, 2011). ‘표현’ 
항목에서는 독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

게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였고, ‘형식’ 항목에서

는 글쓰기의 형식적 조건의 유무와 글쓴이의 자

기 성찰적 느낌이나 생각의 표현 유무를 평가하

였다(Shin, 2010). ‘맥락’ 항목에서는 OML 적용 

유무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흐름의 유연성을 평가하였다.

나. OML 적용에 의한 문제해결력 평가

OML 적용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 글

의 종류에 OML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전과 후

에 [Fig. 3]에 나타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문제해결능력 검사는 Heppner(1988)에 의

해 개발된 PSI(Problem Solving Inventory)의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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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본 연구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5개 문

항으로 만들어 수행하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자

신감, 문제해결 시 나타나는 접근 동기 성향, 문

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의 변화 양상에 

집중하여 검사하였다. 글쓰기를 통해 문제해결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인식도를 사전, 사후 검사지

를 통해 알아보았다. 각 설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

렇지 않은 편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로 6단계로 나누었으며, 결과 분석을 

위해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6점으로 하여 1점부터 6점까지 부여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Content

1

When writing, I recognize the task or 
problem initially given, divide it into detailed 
tasks, and try to find exactly the definition of 
the problem.

2

When I'm in a tough situation where I have 
to write a long article, I think of ideas and 
make appropriate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

3 When I have an idea for an article, I can 
collect reliable data myself.

4
I can make a clear outline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 using ideas and 
collected materials appropriately.

5
I examine one by one whether each stage of 
the article has an organic structure and flow 
and see if the whole article is well written.

[Fig. 3] The content of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tudents 
with and without OML-applied writing in 
this study. 

다. OML 적용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OML 적용 글쓰기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의견

을 조사하기 위해서 OML 적용 글쓰기 교육 전

과 후에 각각 설명문, 논증문, 감상문 글쓰기를 

실시하고, OML 기반 글쓰기 교육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글쓰기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글쓰기에 있어서 

주제에 맞는 문장과 문단 구성, 개요짜기 유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능력 등 세부적인 단계

에 집중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Fig. 4] 참

조). 주간식 문항은 OML기반 글쓰기 활동이 글

쓰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미친 영향과 OML
기반 글쓰기 활동 참여과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

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OML Writing Survey
Department____________  Class _____   Name ______________

Read questions and mark the number that corresponds to you.
1=it’s not very much, 2=it’s not, 3=it’s not quite, 4=it’s kind of like that, 
5=it’s right, 6=it’s right very much

Question 1 2 3 4 5 6

1
I can organize sentences or 
paragraphs and connect 
naturally.

2 Before I write, I organize my 
thoughts according to the topic.

3 When I write, I draw up an 
outline and then I write.

4
When I write, I know how to 
write an introduction or 
beginning.

5
When I write, I know how to 
write the main point, the middle 
part.

6 When I write, I know how to 
write a conclusion or a closing.

7 I check the notation and 
grammar before I finish writing.

8 When I write, I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enre.

9
How did OML-based writing activities affect your thoughts or 
attitudes about writing?

10
Please feel free to leave your opinion on the OML-based 
writing activity participation process.

[Fig. 4] Questionnaire for the opinion of the 
students on OML-based writing activity 
participation process in this study.

4. 통계처리 

연구결과 자료의 통계처리는 Student’s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간의 유의성(P<0.05)을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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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글 장르별 OML 적용 효율성

가. 설명문에서의 OML 적용 효과

글쓰기를 위한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인 

OML을 기반으로 하여 글쓰기 활동 교육이 대학

생 글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

해서, 자료 활용 글쓰기 장르인 설명문에 적용하

여 글쓰기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OML 교육 적용 전과 후에 교수자가 상중하로 

글의 완성도를 평가한 결과, 어법, 내용, 표현, 형

식, 맥락 항목에서 적용 전 각각 평균 2.1, 1.9, 
1.9, 1.8, 1.9이던 것이 OML 교육 후에는 각각 평

균 2.2, 2.1, 2.1, 2.1, 2.2로 모든 항목에서 OML 
교육 후에 높은 경향이었으나 학생들 간 개인차

가 커서 각 항목 평균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OML 교육 전 1.9에서 교육 후 2.1로 

나타나 유의적인 향상 효과를 보였다(P<0.05).

[Fig. 5] Results of evaluating the levels of writing 
in expository writing using data with and 
without OML in this study divided into 
grammar, content, expression, format, and 
context.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within the same question 
(P<0.05).

이와 같이 설명문 쓰기에 OML 적용을 통하여 

5개 각각의 범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글쓰기 능력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향상을 보인 이 연구 결과는 설명문 쓰

기에 있어서 OML의 실효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 글쓰기에 있

어서 개요짜기는 체계적인 글쓰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며(Kim, 2013), 다양한 글쓰기 수업 모델을 

활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개요짜기는 글쓰

기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Jun, 2011; 
Kim,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연구는 개요

짜기 중에서도 세부적인 본론 개요짜기에 집중하

여 글 전체를 써나가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타 연구와 차별성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개요짜기 수업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설명

문 개요짜기에 OML의 적용 효과성도 나타났다. 

나. 논증문에서의 OML 적용 효과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서의 OML 적용 효과를 

알기 위해서 OML 교육 전과 후의 글쓰기 수준

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 Results of evaluating the levels of writing 
in persuasive writing with and without 
OML in this study divided into grammar, 
content, expression, format, and context.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score between control and OML 
writing groups within the same categor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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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문 쓰기의 완성도를 평가한 결과, 어법, 내

용, 표현, 형식, 맥락 항목에서 OML 교육 전 각

각 평균 1.8, 1.9, 1.9, 1.9, 1.9이던 것이, 교육 후

에는 각각 평균 1.9, 2.4, 2.4, 2.4, 2.4로 모든 항

목에서 교육 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

계학적 유의차(P<0.05)는 내용, 표현, 맥락 항목에

서만 나타났다. 또한 OML 교육을 통한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 평가에서도 교육 전 1.9, 교육 후 

2.3으로 유의적인 향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P<0.05). Lee(2011b)의 연구에서 문단쓰기 중심의 

전략적 개요짜기를 활용했을 때 논증문 지도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와 Jang(2012)의 연구에서 논

술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문장과 

단락쓰기가 되면 문법적 요소와 내용, 표현 등이 

글의 특성에 맞게 쓰여진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의 논증적 글쓰기

에 있어서도 OML 개요짜기가 체계적인 글쓰기

에 효과적이란 것을 말해준다.

다. 감상문에서의 OML 적용 효과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인 OML 적용이 창

의적인 글쓰기인 감상문 쓰기에 있어 대학생 글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OML 교육 전과 후의 글쓰기 수준을 비교 분석

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감상문 쓰기의 완성도를 평가한 결과, 어법, 내

용, 표현, 형식, 맥락 항목에서 OML 교육 전 각

각 평균 2.1, 2.1, 2.1, 1.9, 2.0이던 것이 교육 후

에는 각각 평균 2.4, 2.3, 2.4, 2.2, 2.2로 모든 항

목에서 교육 후에 높은 경향이었으나, 항목별 

OML 적용 효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 평가에서는 

OML 교육 전 2.0, 교육 후 2.3으로 유의적인 향

상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의 감상문 쓰기에 있어서도 설명문이나 논증

문에서와 같이 OML을 통한 체계적인 개요짜기

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을 나타낸다. 

[Fig. 7] Results of evaluating the levels of writing 
in reports with and without OML in this 
study divided into grammar, content, 
expression, format, and context.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within the same question (P<0.05).

라. 글 장르별 OML 적용 효과 비교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인 OML의 교육과 

적용을 통한 대학생 글쓰기의 영향을 자료활용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등 3개 글

쓰기 장르에서 검토해 본 결과 3개 장르 모두에

서 전체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OML 적용에 의한 글

쓰기 완성도의 변화는 설명문, 논증문, 감상문에

서 각각 OML 적용 전 1.9, 1.9, 2.0에서 적용 후 

2.1, 2.3, 2.3으로 그 향상도는 논증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법, 내용, 표현, 형식, 맥

락의 5개 항목별 효과는 어법을 제외하고는 논증

문에서 설명문과 감상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Fig. 5], [Fig. 6], [Fig. 7] 참조). 논증문에서의 

OML 적용에 의한 글쓰기 향상 효과가 타 장르

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이나 창의적인 글인 감상문에서보다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논증문에서 체계적인 

개요짜기가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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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L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변화

OML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Fig. 3]과 같이 재구성한 

5가지 문항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는 [Fig. 8]
과 같다.

[Fig. 8] Results of evaluating the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OML training in this study.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within the same question (P<0.05).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드러나는 접근 동기 

성향을 묻는 문항1, 2에서는 각각 OML 교육 전 

5.1, 4.0, 교육 후 5.2, 4.8로 약간 높아졌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문제해결형 글쓰기에서 

나타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3, 4
에서도 사전 4.5, 4.5, 사후 4.9, 4.6으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정도를 묻는 문항5에서는 사전 

3.9, 사후 4.9로 답하여, 교육 전과 비교하여 문제

해결력이 유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전체 평균 역시 사전 4.4, 사후 4.9로 

OML 교육 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대학 교육의 지향

점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해결형 글

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ark et. al., 
2020). 이러한 점에서 문제해결형 개요짜기인 

OML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에서 나타난 긍정적 

결과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설문조사 결과

OML 교육 전과 후에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글쓰기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Fig. 4]의 문항

으로 실시한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객관

식으로 질문한 각 문항에 대한 답변 결과를 살펴

보면, 1번 문항의 문장과 단락 쓰기의 구성과 이

해에서는 사전 3.9, 사후 4.5로 답변하였고, 2번 

문항은 주제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 글을 쓰기 

전 계획을 수립하느냐는 문항인데 사전 4.1, 사후 

4.8로 답변하여, 교육 전과 비교하면 교육 후에 

높은 수치였으나 학생 개인 간의 글쓰기 수준의 

차이로 통계학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번 

문항은 개요짜기의 필요성을 알고, 글을 쓸 때 

개요짜기를 하고 쓰느냐는 문항으로 사전 3.4, 사

후 4.5로 답하였고, 4번부터 6번 문항까지는 글의 

짜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과 내용을 인지

하고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것으로 사전 2.9, 3.3, 
2.7, 사후 3.9, 4.3, 4.4로 답변하여 교육을 통하여 

유의적인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7번 문항은 어법에 관련된 문항으로 사

전 4.9, 사후 5.3으로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8번 문항은 장르별 글쓰기의 특징을 알고 

그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는 문항으로 사

전 3.7, 사후 5.1로 답하여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

였다(P<0.05). 또 전체 문항의 평균은 사전 3.6, 
사후 4.6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OML 교육 전에 비하

여 교육 후에 높은 수치로 답하여 학습자 스스로

가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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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각 글쓰기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글의 짜임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3, 4, 5, 6번 문항과 장르

별 글쓰기의 특징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8번 문항에서는 글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OML을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교육과 실습을 통

해서 글쓰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였고, 
글쓰기에 있어서 긍정적이며 자기주도적으로 바

뀌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OML 교육은 대학생

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방법적 접근과 자발적 태

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기대해 본다. 

[Fig. 9] Results of evaluating the writing ablilities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OML 
training in this study.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cor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within the 
same question (P<0.05).

교육 후 OML 기반 글쓰기 활동이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OML 기반 글쓰기 활동 참여과정에 대해 자유 

의견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

이 학생들의 답변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중구난방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으

로 글을 쓸 수가 있었다. 글쓰기 전 개요짜기를 통

해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글을 쓰기 시작하

니,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

다. <학생 글 1>

글을 쓸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예전

의 글쓰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의 요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 눈에 

파악하기 쉬워져 글을 쓸 때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OML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학생 글 2>

그동안 글을 쓸 때, 출발할 때 방향을 찍고 직진하

는 느낌이었다면, OML을 적용한 글을 쓰고나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느낌이었다. 실제로 글을 쓰면서 어색한 부분

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OML을 쓰면서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글이 경고해졌다. 

<학생 글 3>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확연하게 줄여주었으며 더

욱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쓰기에 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 준 유익

한 과정이었다. <학생 글 4>

 
위와 같은 학생들의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OML 기반 글쓰기를 

통하여 글쓰기를 위한 개요짜기 방법을 알게 됨

으로써 첫째,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

고, 둘째, 글쓰기 흥미와 더불어 글쓰기에 대한 

의지도 높아졌다. 셋째로 평소에 글을 쓸 때 생

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었다. 넷째,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 보는 

것이 재밌었고, 장르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되니 

글쓰기가 쉬워졌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

었다. 이는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주어진 과

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글쓰기를 해 나가

는 능력과 꾸준히 글을 써나가는 능력인 글쓰기 

의지,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느끼는 흥미와 자

신이 쓴 글에 대한 만족도까지 정성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대학생 글쓰기에 있어서 OML 적용의 

긍정적 효과성이 종합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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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글쓰기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쉽고 

간결하게 재구성한 개요짜기 모델인 OML의 글

쓰기 교육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알기 위해 실

시되었다. 이를 위해 K대학교 2020학년 글쓰기 

관련 교과목에 참여한 대학생 중 무작위로 선정

된 30명을 대상으로 OML 적용 글쓰기 교육을 

하고, 교육 전과 후에 평가와 설문을 수행하였다. 
글 장르별 OML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한 장르는 자료 활용 글쓰기인 설명문, 논증

적 글쓰기인 논증문, 창의적 글쓰기인 감상문의 

3가지였으며, 각각의 평가 범주는 문법, 내용, 표

현, 형식, 맥락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평가자

는 상호 교차 평가하였다. 
문제해결형 개요짜기 모델인 OML의 교육과 

적용이 대학생 글쓰기 능력에 미친 영향을 검토

해 본 결과 3개 장르 모두에서 글쓰기 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 장

르 중에서는 논증적 글쓰기 장르에서 효과가 가

장 컸다. 또 각 글쓰기 장르 내에서도 어법, 내

용, 표현, 형식, 맥락 범주로 나누어 글쓰기 완성

도를 평가해본 결과 모든 장르, 모든 항목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완성도가 향상되는 경향

이었다. 비교적 교육 전후의 차이가 작았던 어법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OML 교육을 통한 

글쓰기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학생 

글쓰기에 있어서 OML의 적용은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능력 설문조사를 통

해서 OML을 활용한 글쓰기 과정이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사전, 사후 설문지 답변을 통해서도 OML 적용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에게 

OML을 교육하고 적용해서 글을 써나가는 과정

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첫째, 글쓰기에 대한 접근

성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학생

들이 OML을 활용한 개요짜기 방법을 쉽게 이해

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글을 써나갔다. 둘째, 
설명문, 논증문, 감상문 3개의 장르에 OML 모델

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적용 전보다 짧은 시

간에 글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학습자들이 기존의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막막함과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셋째, 체계적 단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

가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키

울 수 있었다. 이는 글을 써나가는 과정 중에 상

황들을 몰입도 있게 고민하고 체험하면서 얻어지

는 기대효과라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는 언제나 시작 단계의 어려

움과 과정상의 방향성 상실 등으로 인해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자발성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

서 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OML을 활용

하는 체계적 단계를 통하여 그 안에서 간접 체험

하는 상황들을 몰입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경험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족

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부

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이자 차후 연구에

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대상 그룹의 특

성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구대상 각각의 투입 

시간의 한계 등 대외 변수의 미반영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글쓰기 교육에 있어 

다양한 전공과 목적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과 특

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와 연구방법론 적용을 통

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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