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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iteracy Education program 
using Coaching methods

양복이*, 김진숙**

Bog Yi Yang*, Jin 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문해학습자에게 적용한 후 학습성취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U시의 노인복지관 문해교육학습자 13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관찰일지, 학습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마음열기, 긍정성 도입, 학습역

량 강화 및 조력, 자신감 및 지속성 강화의 4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세스중심 모델로 연구결과는 첫째, 1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었고, 둘째, 2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여 자기주도학습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3단계 균형 문해교수법과 상호작용교수법을 활용한 결과 읽고 쓰는 것에 자신감

을 획득하여 자기효능감 상승효과로 이어졌다. 넷째, 4단계는 적극적인 칭찬과 지속적인 격려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

을 이기고 상급과정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게 하는 학습성취도 향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코칭기

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문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코칭기법, 문해교육프로그램, 문해학습자, 커뮤니케이션, 자기주도학습력, 자기효능감, 학습성취도

Abstract After developing literacy education programs using coaching techniques, applying them to literacy 
learners, in order to see how they have an impact on improving learning achievement, we selected 13 senior 
literacy learners in U city and chos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 
journals, and learning materials. Literature education programs using coaching techniques are a process-oriented 
model consisting of four stages of mind-opening, introducing positivity, strengthening learning competence and 
assistance, confidence and persistence. You can find the results as following. Firstly,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was expanded in the first stage, and secondl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strengthened in the second stage by forming a positive mind. Thirdly, the results of utilizing the three-stage 
balanced literacy teaching method and interaction teaching method resulted in confidence in reading and writing, 
leading to an increase in self-efficacy. Fourthly, the fourth stage showed the results of improving learning 
achievement, which overcame the fear of learning with active praise and continuous encouragement and implied 
hope for higher courses. As a result of the above-mentioned research, I think literacy education programs using 
coaching techniques can be useful as an educational method for learners in the field of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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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문해교육은 2006년 정부차원의 성인 문해교

육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전국의 각 시 및

도 교육청이 진행하는 263개의 학력인정기관이 있다[1].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문해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60개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389개의 문해교육기관을 지원 확대하고 있다[2].

하지만 기초문해가 해소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학습

자는 2017년 311만 명으로 7.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70대는 28.7%, 80대는 67.7%를 차지하여 고령일수록

비문해자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1]. 이 통계는 고령의 비문해자가 아직도 문해교육의

혜택 밖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해학습자는 비문해로 인한 삶의 기억들이 긍정보

다는 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낮선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다[20]. 학습자 중 일부는

원하는 만큼 학습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학습을 중단하

다 아쉬움과 미련으로 재학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4]. 문해학습자가 원하는 기간 안에 성취감을 얻지 못

하면 결과는 학습과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전락

하며 성급한 목표설정은 학습부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을 가져와 학습지속여부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 문해학

습자의 사회적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학습자

의 욕구에 근거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13]. 오늘날 문해교육의 개념과 범위는

확대되어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 교육방법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문해학습자

는 대부분 노화증상의 하나로 ‘돌아서면 잊어먹는’ 즉,

인지장애를 앓는다. 또한 암기식이나 주입식 교육은 기

억에 오래 머무르질 않는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문

해학습자를 위한 교육방법 모색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

해교육은 개인의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맞춤

식 ‘코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문해학습자의 학

습행태를 잘 이해하고 학습과정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

와 해석을 추구할 수 있는 코칭기법이 필요하다고 본

다. 문해학습자의 코칭은 문해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

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칭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문

해교육학습자에게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데 목적을 둔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여름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수

요일, 금요일 월 8회 문해교육 수업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78세로 문해교육을 시작한 지

평균 4년 6개월 된 남자 1명과 여자 1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문해교육 외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평균 2개 이상 참여를 하고 있어 활동성과 적극성이 매

우 높다. 학습자들은 일주일에 5일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확장된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들이다. 또한 연구자의 문해

교육 방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정이라는 설명 아래 본

연구의 참여자 역할을 흔쾌히 허락한 학습자로 모두 언

어구사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장소는

몇 년 동안 학습자들이 학습을 해 온 곳이기에 문해교

육 학습자들의 특성인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의 장소이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질적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관찰

자가 관찰대상이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에

직접 참여하며 관찰하는 방법이다. 최근 질적연구의 확

산으로 인해 교육학과 심리학 등에서 많은 관심과 더불

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5]. 참여관찰은 실제로 관찰자가

그 상황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들과의 수업과정과

면담에서 얻은 개인의 특성과 이념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감 없이 표현되는 것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7]. 그렇기에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장소에 제공되고, 사실상 문서화

된 자료로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문해학습자에게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관찰은 수업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병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기에 연

구자는 학습자에게 부담감 없이 진솔하게 대할 수 있

고, 학습자는 관찰된다는 과민한 의식 없이 편하게 학

습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

혀 조작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이유는 학습 환경을

내부인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참여와 관찰을 잘 조합하

여 외부인을 위해 기술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역할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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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7].

종 류 분 량 수집 기간

관찰일지 A4 - 21장
2019년 1월 16일

12월 13일

면담
10회, 4시간
50분

2019년 3월 20일
4월 17일, 19일
10월 18일, 23일, 30일
11월 6일, 8일, 15일

29일

성격유형별
상담

3회 – A4 11장
2019년 2월 27일

3월 6일, 13일
4월 5일

글쓰기
자료

노트 11장,
글짓기 26장

2019년 5월, 10월

표 1. 참여관찰을 통한 문서수집자료
Table 1. Document collection data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Ⅲ. 코칭프로그램의 효과 및 기능

1. 코칭프로그램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코칭 중 본 연구의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접목시킬 코칭은 감정코칭,

긍정코칭, 리터러시코칭, 메타인지 학습코칭, TREASURE

Talk코칭을 들 수 있다. 이들 코칭의 특징은 전문코치

의 입장이 아닌 비전문 코치인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성과와 학습성취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칭 접근 활용

법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칭프로세스이다[9].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은 학습자의 감정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학

습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코칭법

으로 활용된다[25]. 학습자의 감정표현은 학습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표현이다. 교사는 적절한 개입으로 학습

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습자와의 관계 형성에 능동적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과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긍정코칭(Affirmation Coaching)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학업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구성원

의 행복과 구성원이 효과적인 능력발휘를 하도록 지원

하는 코칭법으로 활용된다[11]. 긍정의 마음은 행복을

기초로 하며, 행복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자원이다. 또한 긍정의 마음은 학습자의 학습목

표를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신의

학습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여 성장지향적

인 목표를 세우게 한다.

리터러시코칭(Literacy Coaching)은 단순히 글을 읽

고 쓰는 능력을 넘어 글의 내용이해는 물론 분석하여

자기만의 생각으로 글을 써내는 능력을 갖게 하는 코칭

법이다[16]. 리터러시코칭은 학습자가 학습목적을 성취

하고 지식과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교사가 학습프로

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록문서의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읽기와 쓰기 활동에 참여하게 돕는 능력 함양 방법으로

적용한다.

메타인지 학습코칭(Metacognition Learning Coaching)

은 학습자가 인지에 대한 내적 통찰과 자기조절 기능으

로 자기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과정을 실행하

기 위한 학습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돕는 코

칭법이다[6]. 인지영역에서 메타인지는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과 개념적 차원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데 학습에

관여하는 인지체계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8].

TREASURE Talk코칭은 학습자와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촉진하여 학습자 자신의 내재적 욕구

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코칭법이다[16].

2. 코칭의 효과

코칭의 효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일대일 관

계에서 수행되므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피드백

을 제공함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학

습의 효과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성과향상으로 나타난

다[25]. 코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을 통한 목

표조정, 경청으로 재능 발견 후 용기부여, 내적관계 형

성으로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관점 제공,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과정이 요구된다[21]. 문

해학습자는 비문해로 살아온 장시간으로 인해 자신감

결여, 일상 속에서의 소통의 단절, 새로운 학업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는 학습자의 학습성취도가 향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성취도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심리작

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

기위하여학습성취도향상의하위요인인커뮤니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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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력, 자기효능감은 성취도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

이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상징을 포함한 정보와 의사전

달 즉, 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4].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칭은 사람들의 감성능력 수준

향상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도구란 것

을 알 수 있다[22]. 또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과 외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 및 의사소통 향상에 효

과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10].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ied Learning)은 교육의 전

과정을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

고 평가하는 학습형태이다[12]. 청소년에게 적용한 학습

코칭프로그램이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쳤다[23]는 연구결과와 방과 후 아카데미 고학년 학생

들에게 적용한 아동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자

기효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3]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능력을 믿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나타낸다[26]. 기독교 학습코칭은 청

소년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18]. 자기주도 학습코칭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

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17].

살펴본 바와 같이 코칭은 커뮤니케이션, 자기주도 학

습력,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문해교육 코칭의 기능

기존의 성인 문해학습자들의 단순한 문자해득인 기

초문해 교육은 생활기능 문해(functional litracy)와 관

련시키지 못하였기에 현대사회에서 삶의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고 학습의 효과를 상실하게 하였

다[15]. 현 사회는 문해학습자에게 기초문해를 넘어 관

공서 용무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문해를 요구

하고 있다. 또한 문해교육은 현재 개인이 속해 사는 사

회 안에서 국민윤리와 사회규범을 이해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

다. 비문해학습자의 반문해에서 기초문해, 기초문해에

서 기능문해로의 학습발달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성인 문해교육이 생활 기능문해로 전환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

육방법이 요구된다. 이런 면에서 문해교육 코칭은 다음

과 같이 3가지 기능을 함유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성 증진이다. 문해학습자는 문해교육을

시작하면서 어느 집단과 타인과의 최초의 소속감을 느

끼고, 비로소 사회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과 직

면한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장해 세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간다[17].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문해학

습자들이 문해교육 과정을 통해 그들 속에 잠재된 보편

적인 사회로의 결속에 대한 불안감을 깨고 자신 있게

다가서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문해학습

자의 문해력을 향상하고 높은 성취도로 인해 지속적인

학습이 이어지도록 조력하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함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들이 본연의 자리

에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해 나갈 수 있

도록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습력 제고이

다. 문해학습자의 교육방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

져야 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행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이 적용돼야만 학습력을 높이고 학습 충족을 이루게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충족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 이

런 점을 접목하는 교육방법이 문해학습자의 이해로 시

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루어진 교육은 문해학습자의 학습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학습력 제고가 될 것이다. 셋째는 도구적 기능이다. 문

해학습자는 현재 과거의 비문해자로서의 경험을 스스

로 재구성하여 문해자로 자신의 변화를 취하고 있다.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획득하려면 굳건

한 자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은 중요

하다고 본다. 교사와의 상호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학습 성취도를 향상하는 맞춤형

교수법으로 학습자의 조력자 역할을 해 낼 것으로 본

다. 학습에 대한 인지적 기초능력이 요구되는 문해학습

자는 자기주도 학습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수자의 적절한 안내와 지시의 코칭기법은 학습 성취

를 높이는 도구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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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실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준비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학습태

도와 학습능력, 학습분위기에 대한 모든 것을 관찰일지

로 기록하였다. 또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해 정리를

하였다. 둘째, 문해교육프로그램 모델 안 계획단계에서

는 코칭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중 성인 문해교

육은 유아의 문해교육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성인

문해교육학습자 특성만을 도출해야만 하였다. 참여자와

의 심층면담은 질의와 응답형식을 통해 녹취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전사하는 도중에 누락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관찰시작 1시간 전에 입실해 자

연스러운 선대화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본 질문방식

으로 보충하였다. 셋째,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 구성단

계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칭프로그램

중 4단계의 구성을 위한 요소를 추출하여 완성하였으

며, 학습참여자의 효과성 검사 결과와 타기관의 문해교

사 3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치고 교수법의 보완

점을 찾아 수정하였다.

단계 조사방법 연구내용

프로
그램
개발
준비

∙관찰일지 기록
∙인구사회학적
특성조사
∙문헌고찰
∙면담

∙문해학습자 학습태도, 학습능력
관찰 수집, 정리
∙성격유형별 면담-녹음파일 전사
∙문해학습자의 성격유형 분석
∙교육방법에 적용할 코칭 구성
요소 도출

프로
그램
모델
안

∙문해학습자

∙문해학습자 특성 도출
∙학습자 심층면담
∙라포르 형성과정을 통한 2단계
도입

코칭
프로
그램
구성

∙문해학습자
∙타기관문해교사

∙문해학습자의코칭기법을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타기관 문해교사 타당도 검증,
수정보완
∙1 ̴10회기 문헌을 참고로 내용
구성

코칭
프로
그램
적용

∙학습성취도
∙학습효과

∙매주 2회 90분씩 10회 1년 적용
∙학습력 변화과정 자료수집
∙학습성취도 면담

표 2.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 절차
Table 2.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teracy education programs

2.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모델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새로운 환경

에 자신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늦게 시작한 공부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열며’, 한자씩 터득해

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학문을 여는데’

그 의의를 둔다.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은 프로세스 중심의 모델이며, 4단계로 구성되었다.

목적
∙학습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확장과 자기주도학습력
강화로자기효능감을상승시켜학습성취도를향상시킨다.

목표

∙공감대를 형성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갖는다.
∙조력을 통하여 학습역량을 강화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지속성을 강화한다.

내용
요소

∙감정의 교류를 활용한 대화
∙칭찬과 격려가 내재된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방법

문해
교육
프로
그램
실행

프로
그램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단계별
10회 적용

적용
방법

1,2단계
(3회기)

3단계
(4-9회기)

4단계
(10회기)

∙마음열기
∙긍정성도입

∙학습역량
강화및조력

∙자신감 및
지속성강화

실행
절차

∙나를알리기
-나는 이런
사람이에
요
∙상대에대해
알아가기
-당신은
그런 사람
이군요
∙지금도늦지
않았어
-‘내나이가
어때서’
노래로
자심감
부여

∙수업 전
–보호자 되기
→ 안부 묻기
–가이드하기
→학습상황
체크
∙수업시작
–상호작용을
통한 읽기
강화
→신체적접근
→반응적접근
∙상호작용
교수법과
균형 문해교
수법을 통한
쓰기 강화
→ 낱말, 짧은
문장, 긴 문장
∙반복활동을
통한 읽기,
쓰기 강화
∙이해력과
가치관 형성

∙긍정적인
칭찬과
충분한
격려로
‘하고 싶다’
는 동기
부여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식화교육

평가
질적
평가

참여 관찰일지 및 면담분석
학습자 자기 평가지
활동결과 자료 수집

표 3.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모델
Table 3. Literacy education program model using coaching
techniques

Ⅴ.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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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습자에게 잠재한 내적 고충을 학습 초기에 해

결하기 위해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문해학습자

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부적응감, 닫힌 마음, 관심

을 요하는 제스처, 자신감 결여 등의 내적 고충을 안고

있었다. 성인 문해학습자는 학습의 욕구와 교사의 관심

에 대한 욕구도 매우 강한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코

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적용 과정의 1∼2

단계를 지속적으로 실행한 결과 완화되어 갔다. 코칭기

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의 분석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칭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새

로운 환경에 대한 닫힌 마음을 여는 1단계 ‘마음열기’

단계와 2단계인 ‘긍정성 도입’ 단계는 문해교육 학습자

의 커뮤니케이션 확장은 물론 관계 형성이 부드럽게 이

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문해학습자 성격유형

에 맞는 상담기법과 학습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관과

하지 않도록 적극적 경청을 한 결과 학습자는 교수자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수자의 먼저 ‘손 내밀기

요법’은 서먹한 관계에서 느끼는 거부감을 빨리 해소하

였다. 더 나아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기억해주는

관심의 표현은 라포르를 형성하고 ‘너와 나’의 개별적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립되어갔다.

둘째 3단계의 학습역량 강화 및 조력은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 실행 후 학습자 스스로 의욕

적인 반응을 보이며 ‘할 수 있겠나’의 배움에 대한 두려

움 대신 ‘하니까 되네’라는 용기를 가져갔다. 학습자 특

성을 고려한 사운드 리터러시를 통한 명시 교정과 개정

읽기 행위는 학습자의 실력 향상으로 빠르게 이어져 자

신감을 상승시켰으며 대화 형태로 진행하는 프롬프트

기법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 학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셋째, 4단계의 자신감 및 지속성 강화 과정은 문해학

습자의 자기효능감 상승효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에서 형성된다. 문

해학습자는 자신의 실력과 학습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

어 가는 과정을 스스로 직시하고 체험하며 상급과정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다. 학습 초기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 결여

증상은 배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모습으로 전환되

었다.

넷째, 문해교육프로그램 적용은 문해학습자의 학습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문해학습자

는 ‘앎’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배우지 못함에 대한 ‘후

회’를 극복하고 ‘자기애’를 가지며 비로소 배움에 대한

희열을 느껴갔다. 또한 서툰 학습방법으로 인해 배움에

대한 난관에 고착되었던 현실은 코칭기법을 통해 학습

력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이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효능감 상승을 가져와 자

신이 추구하던 목표, 또는 목표 그 이상의 성취도 효과

를 보았다고 학습자들은 말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코칭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문해학습자

의 학습성취도 향상을 위한 하위요인을 분석 및 발전시

켜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습성취도의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 확장과

자기주도학습력 강화, 자기효능감 상승에 관한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코칭프로그램 안은 교육목적과 목표 설

정, 교육내용, 교수방법, 구성요소, 평가의 단계로 이루

어졌다.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프로세

스 중심 모델로 총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학

습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1주일에 2번씩 1년 동안 꾸

준하게 적용 및 실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인 마음열기 단계는 학습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으로 학습자 이해와 적극

경청 및 먼저 손 내밀기는 신뢰감과 라포르가 형성되어

문해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확장되어 갔다.

둘째, 2단계인 긍정성 도입단계는 ‘할 수 있다’는 노

래와 교사의 학습가이드와 보호하기 역할이 자신감 및

신뢰감을 심어주어 긍정성 도입이 가능하였다. 또한 성

격유형별 면담과 학습자 내면의 문제 중심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립하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자기

주도 학습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3단계인 균형 문해교수법을 통한 읽기와 쓰기

활동, 선제적 접근과 반응적 접근의 상호작용 교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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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결과 학습자는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였으며, 꾸준한 학습역량 강화 및 조력으로 인해

자기효능감 상승효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넷째, 4단계인 자신감 및 지속성 강화는 적극적인 칭

찬과 격려가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할 수 있

다’라는 용기를 갖게 해 상급과정에 대한 희망을 내포

하는 학습성취도 향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

육프로그램은 문해교육 학습자의 학습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코칭기법을 활용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은 문해교

육 학습자의 마음과 생각과 학문을 여는데 효과성을 발

휘하여 학습성취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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