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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Jyun. “The Comparison of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Use among Gifted 

Learners in Science, Mathematics, and General Middle School Learners during English Read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125-145.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differences of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use among gifted learners in science, mathematics, and 

general middle school learners while reading English textbooks. In order to do so, 94 gifted lean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90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the English materials for 30 minutes. The MARSI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check the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they used while 

reading the materials. One-way ANOVA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found that gifted 

learners in science and in mathematics had tendency to use more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than general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reading the English texts. Also, the gifted learners are 

more likely to employ sub-categories of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such as global, 

problem-solving, and supporting strategies than general ones. Lastl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metacognitive awareneess of reading strategy use between the gifted 

learners in science and ones in mathematics. This study suggests educational implications on the effective 

instruction of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y for English reading.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for Gifted Education &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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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중심으로 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

의 흐름을 맞추어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맞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언어 능력들 중에서 읽기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기술로 손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읽기 중에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마다 읽기 도중에 사용하는 읽기 능력이나 읽기전략들이 상이하듯이, 

영재학생들도 또래 학생들과 비교하면 다른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Clark, 

1997; Dooley, 1993; Kaplan, 1999; Levande, 1993). 영재학생들은 읽기를 즐

기고 동료들에 비해 2년이나 3년 정도 높은 단계의 자료들을 읽을 수 있다. 또

한, 그들은 이해력이 높고, 단어나 문장을 더 빨리 쓸 수 있고, 문장의 미묘한 의

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뛰어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접하는 텍스트에 대한 높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읽기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메타인지 읽기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최진석, 진석언, 2015; Bang, 2018).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영재학생들은 읽기 도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 활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영재 집단 속(Berkowitz & Cicchelli, 2004; 

Fehrenbach, 1991)과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최진석, 진석언; 2015; Bang, 

2017, 2018)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

들에 비해 더 많은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을 읽기 중에 활용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영재학생 집단 속에서도 성취도가 높은 영재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은 영재

학생들에 비해 더 자주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

지만 이 연구들은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 간의 모국어와 영어 읽기과정에서 

활용된 메타인지 읽기전략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일반학생들과 수·과학 영재학

생들이 영어 읽기과정 중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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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기 드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생과 수·과학 영재학생들 간의 영어 읽기를 하는 동

안 사용한 메타인지 읽기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학생들과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세 그룹의 학습자들이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하는 개별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메타인지와 영재학생의 읽기 능력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들과 산출물 또는 그것들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자

신의 지식, 활동적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적인 규칙(consequent regulation) 

그리고 정보 처리 활동들의 결집(orchestration)이다(Flavell, 1979). 간단히 정

의하자면, 메타인지는 자신의 학습의 지식(knowledge), 인지(awareness) 그리

고 통제(control)라고 말할 수 있다(Baird, 1990). 메타인지의 발달은 본인의 학

습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 인지, 그리고 통제로의 움직임(move)과 같은 본인의 

메타인지능력 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영재학생들은 그들의 동료학생들보다 뛰어난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그 이유로 영재학생들은 뛰어난 능력

을 보이는 개인적인 분야에서 다른 학생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조직

화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성취과정에서 생각들

을 규칙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arr & Taasoobshirazi, 2008; Snyder, 

Nietfeld & Linnenbrink-Garcia, 2011). 다시 말하면,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

에 비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메타인지적 지식을 가지고 전

략적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Hannah & Shore, 1995; Kanevsky, 1992). 

그들은 자신의 인지 과정과 정신 조작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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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조작들을 자발적, 자동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Davidson & 

Sternberg, 1984).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들을 빨리 인지하

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와 자원들을 능숙하게 할당하여 해

결 과정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생성하는 행동에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다

(Borkowski, 1985; Rogers, 1986; Sternberg, 1984)

영재학생들은 뛰어난 메타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읽기 능력도 갖추고 있어 유

능한 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능한 독자들이 읽기과정에 사용하는 읽기 

전략들은 일반 독자와 다르다(Garner, 1987). 유능한 독자는 개념적 지식의 측

면에서, 지식의 특별한 영역에서, 지식의 양과 조직, 정보의 접근에서 다른 특징

을 보여준다(Robinowitz & Glaser, 1985). 다시 말해, 그들은 텍스트에 있는 정

보 개념적인 형성 가능성,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기존에 본인 가지고 있던 정

보와의 관계, 정보들 간에 연결되어 있으면 접근성을 고려한다. 또한, 그들은 문

장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

는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 텍스트 내용의 명확한 논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van Dijk & Kintsch, 1983). 마지막으로, 그들은 텍스트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요약하기, 일정 부분 되돌아 가기, 추론, 문장 구조 

파악하기, 관찰과 예견, 평가 등의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최진

석, 진석언, 2015).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영재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우수한 메타인지와 효

과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재 학생들은 

읽기 과정 중에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구별해 내고 관련 정보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효과적

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이 읽기 과정 중에 활용하는 메

타인지 읽기전략들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2 메타인지 읽기전략과 관련 연구들

    

메타인지 읽기전략은 읽기 중에 사용하는 고차원적 읽기전략으로 총체적, 문

제해결, 지원적 전략 등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Mokht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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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chard, 2002). 총체적 전략은 읽기 전 목적을 가지거나 텍스트의 요소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계획된 전략이고, 문제해결 전략

은 읽기 속도를 조절하거나 의미를 예측해보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 방법

(basic support mechanism)이고, 지원 전략은 밑줄 긋기나 노트하기 등과 같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습자들은 읽기 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하지만 각기 다른 방법

으로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읽기전략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먼

저, Berkowitz와 Cicchelli(2004)의 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 가운데 뛰어난 성취

를 보여주는 집단과 미성취를 보여주는 집단 간의 읽기 중에 활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 연구는 영재 집단에서 높은 성취를 보여

주는 학생들이 메타인지 읽기전략 활용에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었고, 낮은 성취

를 보여는 주는 영재학생들은 메타인지 읽기전략 사용에서 비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성취를 보인 영재학생들이 낮은 성취를 보여준 영재학생들

에 비해 더 자주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Fehrenbach(1991)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읽기 처리 전략 사용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 결과, 영재학생들이 “다시읽기”, “추론하기”, “분석하기”, 

“예상하기”, “평가하기”, “내용 연결시키기” 등의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일반학생들은 “단어 발음하기”와 “적적하지 않게 요약하기”의  읽기 전략을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 읽기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영재학생들의 메

타인지 읽기전략의 사용을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탐구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

다. 먼저, 최선일과 진석언(2015)은 언어, 수학, 과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의 읽기 메타인지 전략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읽기 메타인지 전략능력이 우수하다는 것

과 언어 영재학생들이 수·과학 영재학생들에 비해 읽기 메타인지 전략능력이 우

수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읽기 메타인지 검사가 언어 영재학

생들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고려해 볼 것과 읽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언

어 영재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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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수학, 과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모국어와 영어 읽기 도중에 사용

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Bang(2017)은 영어 영재학생과 일반 중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 읽기 중에 사용

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영어 읽기 보다는 모국어 읽기에서 더 많은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

한 반면에 영어 영재학생들은 모국어보다는 영어 읽기 중에 더 자주 메타인지 읽

기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Bang(2018)은 디지털매체를 통한 한국

어와 영어 읽기 중에 일반학생과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

전략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반학생은 모국어 읽기 중

에 사용한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영어 읽기에 할 때는 전이하여 사용한 반면에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한국어 읽기와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에는 차이가 없이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영재학생들의 읽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에 관련된 연구들은 

언어, 수학, 과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 성취와 미성취 영재학생과 같이 다양

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영재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

지만, 일반학생과 수·과학 영재학생들의 영어 읽기 중에 사용되는 메타인지 읽기

전략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시의 과학영재교육원의 수·과학 영재학생 각 94명과 일반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재학생들은 A시 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의 수·과학 

분야에 재학 중인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1차 단위 학교별로 교

사 관찰추천, 2차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검

사, 3차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영재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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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반학생들도 중학교 1, 2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

인 수는 다음과 같다.

집단 성별
학년

총계 %
1 2

일반학생
남 20 15 35 38

여 30 35 55 52

과학 영재학생
남 39 30 69 73

여 15 10 25 27

수학 영재학생
남 40 35 75 79

여 10 9 19 21

표 1 연구 참여자

  

일반학생 90명 중 남자는 35명이고 여자는 55명을 차지하였다. 과학영재학생 

94명 중에서는 남자 학생은 69명이었고, 여자 학생은 25명이었다. 수학 영재학

생 94명 중에서는 남자 학생은 75명이었고, 여자 학생은 19명이었다. 일반학생 

중에 1학년은 50명이었고, 2학년 40명이었다. 과학 영재학생 중에서 1학년은 

54명, 2학년은 40명이었다. 수학 영재학생은 1학년이 50명, 2학년은 44명이었

다.

  

3.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과 수·과학 영재학생의 메타인지 읽기전략 사용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Mokhtari와 Sheorey(2002)가 고안한 MARSI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총체적 전략, 문제해결 전략 그리고 지원 전략으로 구성

된 영어 설문지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한 뒤, 설문지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5명의 학생에게 번역된 설문지에 대한 이해력을 점검하였다.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6일 영재수업시간에 일부를 할

애하여 이루어졌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

월 2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전에 연구 참여자들은 30분 동안 영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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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읽었고, 읽기가 끝난 후 15분 정도에 걸쳐 설문조사에 임하였다. 영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95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93부였

지만, 이중 불성실히 응답한 영재학생의 설문지 1부, 일반학생의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설문지를 자료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세 학생집단이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한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를 구하였고, 일원분산 배치분석(One-way 

ANOVA)와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Window용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총체적, 문제해결, 지원 전략

세 집단의 영어 읽기과정에서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 차이에 대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전략 학생 평균 표준편차 df F p Scheffe

총체적 전략

일반(a) 3.73 .64

2 15.923 .000* b,c>a과학(b) 4.23 .70

수학(c) 4.18 .68

문제해결 전략

일반(a) 3.91 .56

2 6.901 .001* b,c>a과학(b) 4.26 .80

수학(c) 4.19 .69

지원 전략

일반(a) 3.44 .75

2 15.605 .000* b,c>a과학(b) 4.04 .79

수학(c) 3.96 .81

표 2 총체적, 문제해결, 지원 전략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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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집단이 영어 읽기과정에서 활용한 세 가지 메타인지 읽기전략 즉, 총체적 

전략(F=15.923, p=.000), 문제해결 전략(F=6.901, p=.001), 지원 전략

(F=15.605, p=.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의 

메타인지 읽기전략 사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영어 읽기 동안 사용한 메타인지 읽기전략 사용과 일반학

생의 사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과학 영재학생

들이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보면,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총체적 전략, 문제해결 전략, 지원 전략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개별 총체적 전략 사용 차이

개별 총제적 전략 사용에 대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략 학생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1. 읽기목적 설정

일반(a) 3.54 1.057

6.346 .002* b,c>a과학(b) 4.00 1.198

수학(c) 4.05 .944

3. 선행 지식 활용

일반(a) 3.97 .957

2.565 .079 a=b=c과학(b) 4.03 1.209

수학(c) 4.29 .852

4. 읽기 전 텍스트 

검토

일반(a) 3.90 1.030

3.745 .025* b,c>a과학(b) 4.24 .990

수학(c) 4.24 .932

6. 내용과 목적 일치 

검토

일반(a) 3.19 1.274

17.208 .000* b,c>a과학(b) 3.96 1.203

수학(c) 4.13 .955

표 3 개별 총체적 전략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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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 집단 사이에서 개별 총체적 전략 1 (F=6.346, p=.002), 4 (F=3.745, 

p=.025), 6 (F=17.208, p=.000), 8 (F=11,563, p=.000), 12 (F=11.464, 

8. 텍스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훑어보기

일반(a) 3.57 .984

11.563 .000* b,c>a과학(b) 4.22 .996

수학(c) 4.13 .968

12. 읽을 부분 결정

일반(a) 3.52 1.096

11.464 .000* b,c>a과학(b) 4.24 1.040

수학(c) 4.05 .993

15. 표나 그래픽 활용

일반(a) 3.86 1.112

5.029 .007* b>a,c과학(b) 4.34 .875

수학(c) 4.14 1.042

17. 문맥 단서 활용

일반(a) 3.98 .812

8.316 .000* b>a,c과학(b) 4.52 .904

수학(c) 4.29 .944

20. 글씨체 활용

일반(a) 3.76 1.065

6.977 .001* b>a,c과학(b) 4.33 1.059

수학(c) 4.12 .987

21. 읽은 것에 대한 

평가

일반(a) 3.64 1.115

10.462 .000* b,c>a과학(b) 4.20 1.018

수학(c) 4.24 .825

23. 상충된 정보 해결

일반(a) 3.69 1.059

11.101 .000* b,c>a과학(b) 4.34 .904

수학(c) 4.20 .931

24. 텍스트 의미 추측

일반(a) 4.08 .927

2.693 .070 a=b=c과학(b) 4.34 .973

수학(c) 4.35 .763

27. 내 추측 확인하기 

일반(a) 3.70 1.007

9.263 .000* b,c>a과학(b) 4.31 .872

수학(c) 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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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15 (F=5.029, p=.007), 17 (F=8.316, p=.000), 20 (F=6.977, 

p=.001), 21 (F=10.462, p=.000), 23 (F=11.101, p=.000), 27(F=9.623, 

p=.000)의 사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통

한 세 집단의 개별 총체적 전략 사용의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수·과학 영재학생

들은 총체적 개별전략 1, 6, 8, 12, 21, 23, 27의 사용에 대해 일반학생과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전략에 대한 수학과 과학 영재

학생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과학 영재

학생의 총체적 전략 16, 17, 20의 활용에 대해 수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세 학생집단은 개별 총체

적 전략 3, 4, 24의 사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집단 사이에서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개별적 총체적 전략 활용 빈도를 그

래프로 나타낸다면 다음 그림 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개별 총체적 전략의 사용 차이 

  

위 그림 1을 보면, 수·과학 영재학생은 영어 읽기 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사용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반학생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과학 영재학생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모든 개별 총제적 전략들을 전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총체적 전략들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읽기 목적 설정”, “읽기 전 텍스

트 검토”, “내용과 목적 일치 검토”, “텍스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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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부분 결정”, “읽은 것에 대한 평가”, “상충된 정보 해결”, “내 추측 확인” 

등의 전략들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과학 영재학생들은 수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텍스트를 읽는 동안 “표나 그래프 활용”, “문서 단서 활

용”, “글씨체 활용”의 전략들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개별 문제해결 전략 사용 차이

세 집단이 영어 읽기 동안 사용하는 개별 문제해결 전략의 차이에 대해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략 학생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7. 천천히 주의깊게 읽기

일반(a) 4.00 .919

1.737 .178 a=b=c과학(b) 4.23 .960

수학(c) 4.21 .883

9. 중요한 부분 초점 읽기

일반(a) 3.96 .984

1.607 .203 a=b=c과학(b) 4.18 1.118

수학(c) 4.21 1.007

11. 읽기 속도 조절

일반(a) 3.93 .933

4.379 .013* b>a,c과학(b) 4.33 .888

수학(c) 4.21 .972

14. 아주 주의하여 읽기

일반(a) 4.28 .729

.129 .879 a=b=c과학(b) 4.33 .970

수학(c) 4.33 .793

16. 읽기 도중 멈춤 읽기

일반(a) 3.69 .968

16.653 .000* b,c>a과학(b) 4.42 .982

수학(c) 4.34 .835

19. 정보의 시각화

일반(a) 3.08 1.257

16.135 .000* b,c>a과학(b) 3.90 1.267

수학(c) 3.98 1.017

25. 좀 더 나은 이해력을 일반(a) 4.12 .828 .869 .421 a=b=c

표 4 개별 문제해결 전략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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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 학생집단 사이에서 개별 문제해결 전략 11 (F=4.379, p=,013), 16 

(F=16.653, p=.000), 19 (F=16.135, p=.000)의 활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을 통해 세 집단의 개별 문제해결 전략 사용에 

대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 영재학생은 개별 문제해결 전략 11의 사용에 

대해 수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에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개별 문제해결 전략 16과 19의 활용하는 것

과 일반학생의 사용을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학과 과

학 영재학생들 사이에는 이 전략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세 집단의 개별 문제해결 전략 7, 9, 14, 25, 28의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읽기과정에 더 많은 개별 문제해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집단 사이의 개별 문제해결 전략 사용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개별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 차이 

위한 다시 읽기
과학(b) 4.30 1.005

수학(c) 4.21 .909

28. 모르는 어휘 추측

일반(a) 4.22 .819

2.901 .057 a=b=c과학(b) 4.44 .859

수학(c) 4.12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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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듯이, 수·과학 영재학생의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하는 개별 문제해

결전략 활용은 거의 유사한 유형이지만, 일반학생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보다 영어 읽기 도중에 “읽기 중간에 멈추어

서 읽기”와 “정보를 시각화하기”의 문제해결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과학 

영재학생들은 수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읽기 속도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일반학생들은 과

학 영재학생들에 비해 작지만, 수학 영재학생들보다는 “모르는 어휘 추측하기” 

전략을 좀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학생 집단 속에서는 수학 영재학

생은 “정보의 시각화” 전략만을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4.4 개별 지원 전략 사용 차이

세 학생집단이 영어 읽기를 하는 동안 활용한 개별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략 학생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2. 중요 내용 적기

일반(a) 2.86 1.131

9.033 .000* b,c>a과학(b) 3.42 1.374

수학(c) 3.62 1.294

5. 어려운 부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일반(a) 2.86 1.218

13.978 .000* b,c>a과학(b) 3.71 1.434

수학(c) 3.78 1.323

10. 중요한 곳에 

밑줄치기

일반(a) 3.72 1.266

.635 .531 a=b=c과학(b) 3.92 1.338

수학(c) 3.72 1.386

13. 참고 문헌 활용

일반(a) 3.59 1.083

7.239 .001* b,c>a과학(b) 4.14 1.224

수학(c) 4.12 1.011

표 5 개별 지원 전략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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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세 학생집단의 개별 지원 전략 2 (F=9.033, p=.000), 

5 (F=13.978, p=.000), 13 (F=7.239, p=.001), 18 (F=6.829, p=.001), 22 

(F=6,049, p=.003), 26 (F=23.042, p=.000), 30 (F=5.548, p=.004)의 사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개별 지원

전략 사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사후 검증 통해, 수·과학 영재학생이 

영어 읽기 과정에서 사용한 개별 지원 전략 2, 5, 13, 18, 26은 일반학생들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학 영재학생의 개별 지원 전략 

22와 30의 사용은 수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세 학생집단의 개별 지원 전략 10과 26의 사용은 통계적

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개별 지원 전략들의 사용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18. 다시 고쳐 쓰기 

일반(a) 3.56 1.185

6.829 .001* b,c>a과학(b) 4.15 1.110

수학(c) 4.00 1.040

22. 왔다 갔다 하면 읽기

일반(a) 3.90 .925

6.049 .003* b>a,c과학(b) 4.39 .939

수학(c) 4.21 1.019

26.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일반(a) 3.11 1.234

23.042 .000* b,c>a과학(b) 4.14 1.047

수학(c) 4.02 1.051

29. 예측 확인

일반(a) 4.01 1.223

1.119 .328 a=b=c과학(b) 4.27 1.118

수학(c) 4.13 1.027

30. 한글로 번역 

일반(a) 3.95 .988

5.548 .004* b>a,c과학(b) 4.44 .971

수학(c) 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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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별 지원적 전략의 사용 차이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영어 읽기 중에 사용한 개별 

지원 전략은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일반학생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수·과학 영재학생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읽기 동안 “중요 내용 적기”, 

“어려운 부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중요한 곳 밑줄 치기”, “참고 문헌 활용”, 

“다시 고쳐쓰기”, “왔다 갔다하며 읽기”,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예측 확

인”, “한글로 번역”의 모든 지원 전략들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 집단에서 과학 영재학생들은 수학 영재 학생들에 비해 “중요한 곳에 

밑줄 치기”, “다시 고쳐쓰기”, “왔다 갔다하면 읽기”,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

기”, “예측 확인”, “한글로 번역”의 전략들을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이 사용한 반

면에, 수학 영재학생들은 “중요한 내용 적기”와 “어려운 부분 크게 소리내어 읽

기”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과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들이 영어 읽기 도중에 사용하

는 메타인지 읽기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한다면, 인지적으로 뛰어난 영재학생들은 또래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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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과 비교하여 읽기 실행 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는 최진석과 진석언(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수·과학 영재학생들

도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읽기과정 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성이 높을수록 초인지 능력이 높기(Fehrenbach, 

1991) 때문에 영어 읽기 중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자주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사용에 대해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Bang(2017, 2018)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수·과학 영재학생들도 영어 

읽기 도중에 사용하는 총체적 전략에 대해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총체적 전략의 사용에서는, 수·과학 영재학생

들은  “읽기 목적 설정”, “읽은 부분 결정”, “읽기 전 텍스트 검토”, “텍스트 특

징 파악을 위한 훑어보기”, “읽은 내용에 대한 평가”, “상충된 정보 해결,” “내 

추측 확인하기” 등의 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

들에 비해 핵심적인 정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나고(van Dijk & Kintsch, 1983), 

문장 혹은 전체 구성을 위한 명확한 논지를 찾아내려는 선택적 읽기 전략을 사용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과학 영재학생 집단 속에서는 과학 영재학생들

이 “표나 그래프 활용”, “문맥 단서 활용”, “글씨체 활용” 전략들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 영재학생들은 과학 교과에서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언어와 기호 등으로 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지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그래프, 글씨체 등을 더 자주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별 지원 전략 활용에 대해 수·과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ardmalia와 Bereiter(1991)는 영재학생들은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약하며, 이해와 기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

정부분으로 되돌아가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수·과학 영재학생

들도 “중요 내용 적기”, “어려운 부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참고 문헌 활용”, 

“다시 고쳐쓰기”,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중요한 내용 밑줄치기”, “다시 

고쳐쓰기”, “왔다 갔다하며 읽기” 등과 같은 전략들을 더 많이 활용하여 이해하

기 어려운 문장 기반에 답하기 위해 일정 정보를 적거나 반복해서 읽어보기와 같

은 많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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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owitz와 Cicchelli(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세 집단의 

문제해결 전략들의 사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별 문

제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과학 영재학생들이 “읽기 속도 조

절”, “읽기 도중 멈춤 읽기”, “정보의 시각화”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

에서 일반학생들의 이 전략 사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 이는 영재들과 일반학생 모두 문제해결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은 구분 없이 주의 깊게 읽기, 중요한 부분 읽

기, 어휘 추측하기 등의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독해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과학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영어 읽기 도중에 메타

인지 읽기전략들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다. 영재학생들에게는 여러 가

지 정보를 가지고 정리하고 탐구하는 연구 중심의 활동들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

동들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영어 읽기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이 영어 읽기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  메타인지 읽

기전략을 골고루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다른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사

용하기 때문에 영어 읽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시에도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자

료를 통해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학생들은 효과적인 영어 읽기를 위해 좀 더 다양한 메타인지 읽기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영어 읽기 학습에 메타인

지 읽기전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전략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영어 읽기 도중에 메타인지 읽기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어 읽기 전에는 어떤 과업을 실행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계획의 전략을 사용하게끔 지도하고, 읽기 자료가 어디서 나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장르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읽기 도중에는 

텍스트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훑어 읽기, 텍스

트의 알지 못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예측하기,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비주얼

화 하기, 텍스트의 내용을 마음속에 비주얼화하기 등과 같이 메타인지 읽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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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행한다. 읽기 후에는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이

해하기 위해 본인들이 읽기 사용한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효

과적인 영어 읽기를 위해 좀 더 메타인지 읽기전략의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

을 습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 읽기 도중에 수·과학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활용하는 메

타인지 읽기전략에 대한 연구였다. 학생들에 따라 메타인지 읽기전략들을 다르

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습자의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어 읽기 도중에 사용하는 메타인지 읽기전략

에 대한 연구들이 좀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후속 연구들에서는 개개의 학습자들에 적합한 메타인지 읽기전략 사용에 

관련된 영어 읽기지도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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