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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술 의사소통 기량을 기르기 위해 공대생들에게 가르치는 글쓰기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할 것
인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글쓰기 교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술문을 정의하
고, 기술문 쓰기에 필요한 기초 글쓰기에 관한 내용들과 기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 글쓰기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
을 열거하였다.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 가르칠 필요성의 배경과 가르치는 사람 및 가르치는 일에 관련되는 내용을 토의하
였다. 열거한 내용들을 반영한 교재와 그것들을 가르칠 방법의 개발이 일거리이다. 
주제어: 기술문, 기술문 쓰기, 공대 글쓰기, 기초 글쓰기, 계열 글쓰기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o research the contents of writing course to foster communication skills for engineering 
students. Some domestic college writing textbooks were analyzed to list the course contents. Studying 'technical 
writing' leads to identify the materials for both basic composition skills and technical writing skills. Then some 
reasons for selecting those materials and things about professors for the course as well as teaching the course 
are discussed. Developing proper textbook and the techniques for teaching those materials is a valuable task for 
the writ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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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사회

적 요구와 직장 업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과

대학들이 글쓰기 과목을 교과과정에 넣는 일은, 공

학교육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그에 

따라 미국 공학교육인증 제도를 공과대학에 적용하

려던, 빨라야, 1990년대 말쯤 시작된 것으로 짐작한

다. 그 전까지는 글쓰기는 교양 국어 과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그 기초를 닦기 시작한, 공

학교육인증 제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인증기준들

을 여러 차례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육 품질을 향상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여(Winsor, 1996), 공대

생들이 글쓰기 기량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하여 엔지

니어링 업무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교육계가 받게 

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에 미국 대학들에서 “the 

WAC(Writing Across Curriculum) movement” 

(Bazerman, 2005)라고 하여, 글쓰기를 영어 과목으

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교과과정을 통틀어 글쓰기

를 강조하자는 교육 개혁이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는 EC2000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지만 미

국 공과대학들에서 글쓰기 교육은 여전히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Beer, 2005; Selinger 

2003).

많은 미국 대학들에서 1학년들은 전공 상관없이 

작문 과목(composition)으로 문법이나 철자법, 기본

적인 문장 쓰기 및 단락 짓기 등의 내용(lower level 

skills)을 영어 전문가들로부터 배운다. 그 후 고학년

이 되어서 학생들은 전공 관련 의사소통 기량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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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대체로 ‘technical writing’이라는 주제로 

고급 글쓰기 기량(higher level skills)을 배운다

(Yalvec, 2007). 그런데 이 과목들은 영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해당 전공 분야의 글쓰기 교육 전문가

들도 가르친다(정희모 2005). 최근 들어서는 공대 

교육의 여건 변화로 인해, 1학년 작문 과목과 공대 

글쓰기 과목을 통합하여, 전공 관련 글쓰기를 강화

한 ‘technical communication’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과목에서 학생들은 

작문, 기술문, 시각자료, 수사학, 구두 발표 등을 아

울러서 배운다(Leydens, 2009).

우리나라 대부분 공과대학 학생들은, 공학교육인

증 제도로 인하여, 글쓰기를 배우게 되었다. 일부 공

과대학 학생들은 글쓰기 관련 한 과목만을 필수로 

배우고, 어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두 과목을 필

수로, 또 다른 대학들에서는 한 과목은 필수로 두 번

째 과목은 선택으로 배우기도 한다. 필수 한 과목만

을 요구하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은 기초(공통) 글쓰

기와 전공 관련 계열 글쓰기를 합쳐서 배운다(나은

미 2008). 두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은 

첫 번째 과목에서는 기초 글쓰기를 배우고, 두 번째 

과목에서는 계열 글쓰기를 배운다. 

기초 글쓰기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 공대생들이 

배우는 계열 글쓰기 과목들도 대부분은 국어국문학

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가르친다. 이공계 교수들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대학들은 아주 적은 것 같다. 더

욱이 공대 글쓰기 교육 관련 연구자들도 거의 대부

분 인문학이나 국어국문학자들이다. 그러다보니, 글

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가 모자라고, 그로 인

해 과목의 교과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정희모 2005). 반면에 미국의 공대 교

수들 중에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글쓰기 교육에 대

해 연구하며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공대생들을 위

한 계열 글쓰기 교재가 따로 없었다. 대학 공통의 글

쓰기 교재들 대부분이, 글쓰기 과정이나 글의 맥락

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로 텍스트 단위나 글의 형식

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글쓰기 과정이나 독자, 

글의 맥락을 외면하여, 교재들이 배우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 교재

들이 글쓰기 과정에 대한 내용조차도, 글쓰기 전략

보다는 설명이나 해설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배우기에 부적절하였다(정희모 

2005).

최근 들어 공대생들을 위한 계열 글쓰기 과목 교

재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재들의 대

부분이 국어국문학이나 인문학자들이 쓴 것들로, 예

문들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상당수 예문이나 인용문

들이 기술이나 과학과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공대생

들이 학습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부 교재들은 수강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일학년 학

생들의 글쓰기 수요에 맞지 않는 내용이 문제가 되

기도 한다(최상민 2009). 

우리 공대생들이 기초 글쓰기나 계열 글쓰기 과목

들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

러나 최근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글쓰기 교재를 개발한 

대학들이 많다. 그 중 몇 대학들의 교재 내용들을 분

석해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치는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런 일에 대한 논문들(정희모 2008; 곽

경숙 2009)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대생들이 졸업한 뒤 실무에서 필

요하게 될 최소한의 글쓰기 기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런 

내용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먼저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과 교재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출판된 글쓰기 관련 책들과 주로 미

국 대학들의 이공계 전공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 및 글쓰기 과목 교재 내용들을 살폈는데, 특히 

‘기술문’의 특성을 연구하고 공대 글쓰기 교과내용의 

모델로 삼았다. 그런 내용들과 관련한 일부 배경, 공

대 글쓰기 과목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및 가르치는 

교수와 관련되는 내용을 토의하였다.

Ⅱ. ‘ ’ ‘ ’ 

공학교육인증에 의해 공대생들이 거두어야 하는 12 

가지의 학습성과들 중 하나는 “문서 및 구두로 자신

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08)”이다. 그런데 사전에 의하면 의사

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은 ‘무엇을 하려고 하

는 생각이나 마음이 막히지 않고 서로 트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습성과에서 말하는 ‘문서로 자신

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문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말한다. 

결국 공대생들이 배우는 글쓰기 과목들의 주된 목적

은 ‘문서를 작성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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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공대생들이 배우는 글쓰기 과목들 중, 기초 글쓰기

는 대학국어의 글쓰기 내용이 확대되어 독립 과목으

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열 글

쓰기는 기초 글쓰기 과목을 바탕으로 전공이나 계열

과 관련된 글쓰기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과목으

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만들어진 계열 글

쓰기 과목용 교재들은, 공학교육인증에서 말하는 학

습성과의 관점에서라기보다, 일반적인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1>은, 국내 일부 대학들(고려, 서강, 서울, 연

세, 영남, 한성, 전남, 성균관)에서 사용하는, 기초 

글쓰기와 계열 글쓰기 과목들의 교재 내용을 분석한

(나은미 2008; 박상태 2008; 최상민 2009) 것을 요

약한 것이다. 이 표에서 ‘주제’는 두 과목용 교재들

에서 장이나 절 등의 제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

들 중에서, 기본적인 글쓰기에 관한 것들로 생각되

는 것들은 ‘글쓰기 기초’, 글의 전개 유형과 관련된 

것들은 ‘글 유형’으로, 나머지는 ‘장르’로 분류하였

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 일상

적 글쓰기, 발표, 발표 요약, 발표 평가, 상상력 글쓰

기, 협력 글쓰기, 도표, 통계, 표현적 글쓰기, 진단용 

글쓰기 등이 있다. ‘빈도’는 조사 대상 8 개 대학의 

교재들 중에서, 해당 주제를 포함한 교재들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8 개 대학 교재에 모두 특정 

주제가 포함돼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빈도는 8이

다.

먼저 <표 1>에서, 공대생들을 위한 계열 글쓰기 

과목에서 ‘장르’별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으

로서는 몇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문학 또는 국어

국문학자들인데, 이공계 전공별 다양한 내용의 장르

별 글쓰기를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둘째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쓸

거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장르별 글쓰기 지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

론 글쓰기 과정을 교육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제

한된 시간과 강의 보조인력으로 장르별 글쓰기 수업

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로, 특정 장르를 몇 가지 골라 가르치기보다, 학생들

이 글의 유형별 전개 방식을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

고 한다(정희모 2005). 마지막으로, 장르별 글쓰기

는 졸업 후 전공별 또는 업무별 글쓰기 규약에 따라 

직업 현장에서 기량을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에 나열된 글쓰기 기초의 주제들은 대략 

글쓰기 기초 글 유형 장르
주제 빈도 주제 빈도 주제 빈도
개요 4 논리 1 과학글 2
구상 2 논증 3 보고서 4
구성 1 분류 1 기행문 1

맞춤법 2 분석 2 논문 5
문단 형성 3 비교 1 매뉴얼 1
바른 문장 2 서술 1 제품설명서 1
바른 표기 2 설명 2 취업글 1
쓰기 윤리 2 성찰 2 학술글 3
자료 활용 1 정의 1 사용설명서 2
좋은 글 1 설득 2 상상력쓰기 1
내용생성 1 에세이 1

비문 2 요약문 2
고쳐 쓰기 1 제안서 2
띄어 쓰기 2 발표문 1
초고 쓰기 1 칼럼 2
쓰기 과정 1 영화감상문 1
바른 글 2 탐방기 1

주제 찾기 2

‘글쓰기 이론’이나 ‘기초 글쓰기’ 과목들에 포함된 내

용들이고, 글의 유형에 속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글

쓰기 실제’나 ‘계열 글쓰기’ 과목에 포함된 내용들로 

생각된다.

기초 글쓰기를 포함하는 계열 글쓰기 과목 내용의 

관점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교재들과 외국 교재들

은 몇 가지 점에서 대조적이다. 말과 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소통의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라 글

쓰기를 가르치는 교재들의 내용도 다를 수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들에서 만든 교재들의 예

문들이 보통 인문학 관련 것들인데 비해, 미국 교재

들에는 이공계와 관련 있는 현장감 있는 예나 예문

들이나 풍부한 점은 확연히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라는 점과 

소통의 주제가 이공계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

내와 외국 교재들에는 글쓰기 교육의 공통된 요소들

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공학교육인증 

제도 자체의 국제적 성격과 미국 인증기준들의 학습

성과들이 우리나라 인증기준들의 학습성과들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공대생들을 위한 글

쓰기 교육 내용은, 언어가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같

은 점들이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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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경(2008)은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과들 중 7 가지 능력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의

사소통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중, 기초 글쓰기 

과목의 내용으로는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

하기, 기술, 설명, 논증과 설득을 위한 글쓰기 등을 

들었다. 계열 글쓰기의 내용으로는 이공계 실무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 작

성, 학생의 모든 활동을 문서로 작성해서 정리하기, 

문화 배경이 다른 외국 학생들과 토론하여 이슈를 

소논문으로 정리하기, 비전공자들에게 기호와 매체

를 활용해서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글쓰기 등을 들

었다. 

Ⅲ. 

미국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이공계 글쓰기 교재들의 이름에는 주로 ‘technical 

writing’이 들어 있고, 최근 출판된 교재들에는 

‘technical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

다. 교재의 내용들도 주로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전

개되어 있다.

먼저 technical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우

리말로 옮기면 ‘기술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기술

(技術, technical)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비즈니스, 산업, 또는 다른 전문직들에 상관없

이 업무로 하는 모든 글쓰기와 구두 의사소통”이다

(Burnett, 2001; Pfeiffer, 2006; Sorby, 2006; 

Woolever, 2008; Sheehan, 2010). 그러므로 ‘기술 

의사소통’에서 말하는 ‘기술’은 과학이나 기술에 관

련된 것뿐 아니라, 직종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기업

과 사업에 관련되는 일에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의사소통’은 ‘직종에 상관없이, 일을 하

는데 있어서 생각이나 마음이 막히지 않고 서로 트

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각이나 마음’은 소통 

당사자의 내면의 것이 아니라, 일과 관련되어 전달

하려는 구체적인 지식, 아이디어, 정보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말한다.

기술 의사소통은, technical communication이 

technical written communication과 technical oral 

(verbal) communication로 구분(Pfeiffer, 2006)되

기 때문에, 글을 써서 문서로 하는 의사소통과 말

을 써서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Technical written communication은 주로 technical 

writing이라 부른다.

Technical writing에서, writing이라는 영어 단어

는 첫 번째로 ① ‘쓰기‘를 뜻한다. 그러면 technical 

writing은 ‘기술 글쓰기’(Markel, 1988; 임재춘, 2002; 

모라이어티, 2008)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글쓰기’는 

‘글쓰기에 의한 기술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

래서 ‘기술 글쓰기’는 사업, 기업 또는 직종에 상관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막히지 않

고 서로 트이게 하는 글쓰기를 뜻한다(권성규, 2009). 

이런 맥락에서, 기술 글쓰기는 과학 글쓰기(scientific 

writing)(모라이어티, 2008), professional writing, 

business writing, occupational writing, workplace 

writing, career writing 등을 대표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Technical writing에서, writing이라는 영어 단어

는 또한, ② 저술업 ③ 쓴 것; 문서; 서류; 문장; 논

문 ④ 필적; 서법 ⑤ 저작, 문학 작품 이라는 여러 

가지를 뜻한다. 그래서 technical writing은 “기술

(technology), 엔지니어링, 과학, 보건 전문직 및 그 

외의 특수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분야들에

서 작성하는 문서들(Pfeiffer, 2006)”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면 technical writing은 ‘기술 글쓰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작성한 글을 뜻하는 ‘기술

글’ 또는 ‘기술문(技術文)’이라고 부를 수 도 있겠다. 

그렇다면 ‘기술 글쓰기’는 ‘기술문 작성’이라고 할 수

도 있을 테지만, ‘기술문 쓰기’가 좋겠다. 여기서, ‘기

술 의사소통’과 ‘기술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넓은 의

미의 기술문은 ‘실용문’(황성근, 2006)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기술문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 째로, 글이 

실수나 오류 등으로 틀린 것이 없으며 단 하나의 의

미를 전달해야 하는 의미에서 정확해야 한다. 두 번

째로, 맞춤법, 문법, 어법 규정 등에 맞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글이어야 한다. 세 째로, 독자가 궁

금해 할 정보가 글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에서 포괄적이어야 한다. 네 째로,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을 손쉽게 정확히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

서 간결해야 한다(Markel, 1988). 이런 ‘기술문’의 

특성을 드러내는 문서를 ‘기술 문서(document)’라 

하자.

‘효과적인 기술문’은 필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독자

들이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게 씌어진 것이어야 한다(Lay, 1982; Mar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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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과 배경, 문서의 쓰임새, 독자, 문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 등과 같은 수사(修辭)적

(rhetorical) 상황(Winsor, 1996; Sheehan 2010)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자와 관련하여, 기술 문서의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문서 사용자를 염두

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 문서 사용자란 업무가 그 

문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문서를 자

세히 읽을 사람, 중요 사항에 대한 요약을 원하는 사

람 등 다양한 독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

양한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문을 

써야 한다.

Ⅳ. ‘ ’ 

이제 ‘기술문 쓰기’의 관점에서, ‘공대 글쓰기’ 과

목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

해 보자. 여기서 ‘공대 글쓰기’는 II 절의 ‘기초 글쓰

기’와 ‘계열 글쓰기’를 합친 것을 말한다.

먼저 기술 문서의 목적 성취와 관련하여, 어떤 문

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알리며, 설명하고, 독자를 설

득하거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즉, 의사소통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술 문서를 기술문 쓰기의 단순한 산출물로 여기지 

않고, 목적 성취를 염두에 두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량을 개발하도록 글쓰기를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술 문서는 문서 사용자를 생각해서 

써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기술문을 쓰기 위해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 독자들의 특성, 독자들이 문

서를 읽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

자들이 문서를 읽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무슨 정보를 알고자 하는지를 알아차려서 그 정보를 

독자들이 쉽게 얻고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배워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필

자로서, 기술 문서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술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량도 길러야 한

다.

그런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 ․ 고등학

교에서는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공과대

학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아주 낮다고 한다(신

형기, 2006). 실제로, 필자가 과거 수년 동안, 공과

대학 2학년 학생들에게는 공대 글쓰기 과목을 가르

쳐 본 경험에 의하면, 올바른 문장 쓰기부터 가르쳐

야 되는 형편이다. 공대 글쓰기를 위해서 학생들에

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이 논문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공대 글쓰기’를 위해 가르칠 내용을 알기 위해서, 

II 절에서와 같이, ‘기초 글쓰기’와 ‘계열 글쓰기’ 교

재들(숙명여대, 1996; 김용섭, 1999; 한국외국어대

학교, 2003; 정희모, 2008)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글쓰기 책들과 글쓰기 과목의 교과과정과 관

련한 여러 논문들 및 ‘기술문’으로 그 특성이 대표되

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 교재들의 내용을 분석하였

다.

‘공대 글쓰기’를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의 하나는 

‘기초 글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 글쓰기’이다. 

기초 글쓰기 내용은 올바르고 정확한 문장 쓰기와 

단락 쓰기,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글의 구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는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

학 교재들을 분석한 <표 1>의 ‘글쓰기 기초’ 주제들

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배경을 ‘기술문’의 특성에 비추어 간략하게 기

술하려고 한다. 계열 글쓰기 과목을 위한 내용의 일

부도 대학 교재들을 분석한 ‘글 유형’의 주제들과 비

슷하다. 다만, 기술문의 특성에 관련하여 새로 포함

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할 

것이다.

1. 기초 글쓰기

가. 올바르고 정확한 문장 쓰기

먼저, 올바른 문장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올

바른 문장이란(이성복, 2007), 어문 규정과 국어사

전을 좇아 표기를 제대로 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 성

분을 갖추진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배워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 주어와 서술어를 확인하여, 주어가 없거나 불명확

한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

- 주어와 서술어는 되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최기호, 1994). 

- 주어와 서술어 및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주의

해야 한다.

- ‘주어+목적어+서술어’ 기본구조에 따른 문장의 

일곱 가지 경우(정희모, 2005)를 이해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도록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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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문장이란 올바른 문장으로, 누가 그 문장을 

읽더라도 단 하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이성복, 2007).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문장은 

다음에 오는 문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된 단락을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조셉 윌리엄스, 

2008). 

- 진정한 주어(Markel, 1988)를 내세워야 한다.

- 주어가 생략되어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신형기, 2006).

- 뜻이 분명한 낱말을 가려서 써야 한다.

-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놓아야 한다(최웅, 

2005). 

- 지시어가 가리키는 바가 분명한 문장을 써야 한다

(송은경, 2005; 페터 레헨베르크, 2006). 

- 문장 끝의 서술어가 명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송

은경, 2005). 

- 명사가 아닌 품사의 단어를 명사형으로 표현하지 

말고(송은경, 2005; 이성복, 2007; Woolever, 

2008), 진정한 동사(Markel, 1988)를 골라 써야 

한다.

- 문장 내에서,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도록 서술어들 

끼리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이성복, 2007).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현재시제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시제로 서술한다. 반복되는 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그림과 표에 

대해 설명할 때는 현재형으로 서술한다(신형기, 

2006).

- 문장 부호는 낱말, 문장, 단락 못지않게 중요하며

(김용섭, 2009), 독자가 글을 읽는데도 도움을 주

어,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정희모, 2005). 

-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주어는 대

체로 사람이다(이성복, 2007). 그런데 기술문 쓰

기에서 일인칭 주어 ‘나’와 일인칭 복수 ‘우리’는 

문장을 매우 주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한다(Lay, 1982; 페터 레헨베르크, 2006).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히 하여

야 한다(Markel, 1988). 

- 독자를 낮추어 보는 듯한 말투도 곤란하지만, 존

대 말투(높임말, 격식체(최웅, 2005))는 필자의 표

현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문 쓰기에서는 “해라체”라고 하는 평어체(문

장체)로 문장을 끝맺는 것이 좋다(서정수, 2001).

-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은 사람이 주

어가 되는 능동형으로 써야 한다(정희모, 2005). 

과학 기술자들은 피동형으로 문장을 쓰는데 익숙

하지만(모라이어티, 2008), 기술문을 쓸 때, 피동

형 표현을 많이 하면 글 쓰는 사람이 피동적 존재

로 비칠 수 있고, 소극적, 수동적인 느낌을 주기 

쉽다(Markel, 1988). 문맥에 의해 행위자가 분명

하거나,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행위 주체보다 행

위 자체가 더 중요하거나, 행위자를 거론하는 것

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피동형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문장은, 의미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한, 짧을수

록 좋다. 기술문에서는 한 문장에 15-20 개

(Markel, 1988)의 낱말이 적절하고 30 개 이상의 

낱말로 된 문장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문장은 2, 3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써야 한

다(Sheehan, 2010). 문장 길이에 관해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문장을 한 숨에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가를 고려하는 것이다(Sheehan, 

2010).

나. 문장 이어가기

올바르고 정확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어가야 결

과적으로 제대로 된 글이 된다. 그런 문장들은 어떤 

관계에 의해 앞 뒤 순서가 정해진다. 문장과 문장 사

이의 그 ‘관계’가 뚜렷하도록 문장을 써야 한다. 

- 뒷받침문장들은 그 문장들이 표현하는 내용의 시

간적, 공간적, 다른 자연스러운 관계(예, 양이나 

정도의 차이로 기술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이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순서(Burnett, 

2001)), 또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이어져야 한다. 

- 접속어나 접속 어구들을(서정수, 2001; 황소웅, 

2005) 사용하거나, 중요한 낱말이나 구를 다음에 

오는 문장에서 반복해서 써서, 문장과 문장을 연

결하는(Burnett, 2001; 정희모, 2008)것을 문장의 

명시적 연결(Woolever, 2008)이라 하는데, 글쓰

기가 서툰 학생들이 이 방법에 익숙하도록 격려하

는 것이 좋다.

- 접속어나 연결어와 같이 드러나게 문장을 이어주

는 요소 없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문장

의 묵시적 연결(Woolever, 2008)이라 한다. 독자

가 아는 정보에 관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정보에 관한 문장을 이어갈 수도 있다(송은경, 

2005; Woolever, 2008; Sheehan, 2010). 또 앞 

문장에서 언급된 주요 어구들을 줄여서 다음 문장

에서 표현하거나, 앞 문장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복합 명사를 만들어서 다음 문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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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뒤에 오는 문장에서는 앞 문장의 주요 

낱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명사를 쓸 때는 그것이 어떤 선

행 명사구(송은경, 2005)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분

명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림 1]은 문장 잇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블록 

하나가 문장 하나를 나타내고, 길이가 다양한 문장

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블록 둘 사이가 선으로 

연결된 것은 두 문장이 명시적 방법으로 연결된 것

을 의미하고, 연결선 없이 가까이 붙여둔 두 문장은 

묵시적 방법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문장 연결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이 그림이 유용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 단락 쓰기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 배열되어야 제대로 된 단락이 된다(정

희모, 2005; 황소웅, 2005). 그래서 단락 형성의 관

점에서, 일반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네 가지 종

류로 구분하기도 한다(Lannon, 2006).

- 단락 내의 문장들은 서로 같은 주어를 쓰는 것이 

좋다(Sheehan, 2010). 주어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문장들이 서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의 단락의 형성 방법 중

에서, 기술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괄식이다

(Markel, 1988; 정희모, 2005; Sorby, 2006).

- 일반적으로, 소주제문 하나와 5 개의 뒷받침문장

들로 된 단락은 75 내지 125 개의 낱말로 구성될 

것이다(Markel, 1988). 단락이 길어져서 문장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면 단락을 읽는 중에 독자

들의 주의력이 약해질 수 있다. 200 내지 300 개

의 낱말 이상으로 길어지는 단락이라면, 소주제를 

세분하여 두 단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Markel, 1988). 

라. 단락 이어가기

단락들을 연결하는 일은 글의 개요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으면 쉬울 수 있다. 개요에 따라 소주제들

을 펼치는 순서로 단락을 배열하되, 특정한 단락들

을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들여쓰기, 내쓰기, 줄

바꾸기 등이 있지만, 들여쓰기가 가장 일반적인 단

락 구분 방법이다(서정수, 2001).

- 단락들의 소주제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독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신호를 곁들

이거나(Sheehan, 2010) 하는 등(Woolever, 2008)

으로 단락들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

다.

- 자연적이나 논리적인, 다양한 묵시적 방법으로 단

락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단락의 마지막 문

장과 다음 단락의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윌

리엄 진서, 2008). 특히, 다음 단락이 두괄식이라

면, 앞 단락의 소주제와 이어지는 소주제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그 단락의 첫 문장을 써야 한

다.

[그림 2]는 단락의 잇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한 

블록은 한 단락을 의미하여 모두 다섯 단락으로 된, 

예를 들어 어떤 글의 본론을 나타낸다고 하자. 두 번

째 단락부터는 들여쓰기 한 것을 보여준다. 첫 단락

의 끝 부분에 있는 굵은 선과 두 번째 단락의 첫 부

분에 있는 굵은 선은 각각 단락의 끝 문장과 첫 문

장을 의미한다. 그 두 문장을 같은 굵기의 선으로 표

시한 것은, 그 두 문장으로 인해 두 단락이 묵시적으

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락

들도 마찬가지로 묵시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의 들여쓰기 첫 머리에 그린 

짧은 선은, 그 두 단락들이 앞 단락에 연결사나 접속 

어구에 의해 명시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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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단락은, 큰 주제를 여러 단락에 걸쳐 전개한 

다음, 그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기 전에 

독자가 숨을 돌릴 틈을 주는 것이다(서정수, 2001).

마. 글의 구성 

물론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기술 

문서들은 보통 서론(도입)-본론-결론(종결)의 구조로 

조직된다(Sheehan, 2010).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서론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

극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한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윌리엄 진서, 2008). 기술문 쓰기에서는, 이에 

더하여, 독자가 문서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

대에 부응할 것 같다는 기분을, 문서를 읽는 첫 문장

부터 끝까지 이어가도록 한다(정희모, 2005). 그래

서 서론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서론을 한 단락

으로 본다면, 서론은 미괄식 단락이어야 한다. 본론

을 구성하는 보통 단락들은, 앞 절에서 언급한 단락 

이어가기 기법들로 단락들을 전개할 수 있다. 결론

을 한 단락으로 쓴다면, 결론은 두괄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구성하면, 글이 서론-본론-결론에 의

한 대칭 구조가 된다(윌리엄 진서, 2008). [그림 3]

은 서론-본론-결론 구성에 의한 글의 구조를 나타내

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거꾸로 선 첫 삼각형은 

서론, 가운데 긴 사각형은 본론, 바로 앉은 끝 삼각

형은 결론을 의미한다. 서론과 본론 사이의 타원은 

글의 주제를 의미하고, 본론과 결론 사이의 타원은 

주제의 다짐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또한 서론-본론

-결론 구성에 의한 글의 대칭 구조를 나타내는데, 

기술 문서의 대표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바. 표절과 인용법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

용하여 글을 쓰는데 있어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

거나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필자 자신이 만

든 것인 양 글에 슬그머니 끼워 두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강조하여야 한다(정희모, 2008). 특히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의 모든 것도 남의 것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남의 글을 이용하기 위

한 인용법(서정수, 2001)과 그에 따른 각주나 참고

문헌 작성법(페터 레헨베르크, 2006)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 계열 글쓰기

III 절에서 논의한 바처럼, 기술문은 ‘직장 일과 관

련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한 청중에게 구체

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기술 문서의 목

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Sheehan, 2010), 하나

는 정보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설득(황성근, 2006)

이다.

독자는 기술 문서를 읽어서 정보를 획득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Gerson, 1997; Sorby, 

2006; Woolever, 2008). 그러므로 필자는, 예를 들

어, 연구나 설계에서 발견한 사항들을 의미 있는 방

식으로 합성하고, 자료를 표, 그래프 또는 다이어그

램 등의 시각자료로 가공하는 등으로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의 정보 수요를 충

족하면서, 필자는 독자로부터의 반응을 기대한다. 독

자 중심의 글쓰기를 하더라도, 필자는 기술 문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

도록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사 기법의 구사, 

특히 설득을 위한 수사 기법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

다.

가. 숫자 관련 글쓰기

거의 대부분의 기술 문서는 기호(최웅, 2005)나 

숫자로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엔지니어링이 지

식과 관련된 일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을 생성하는 

중요 도구로서 숫자 또는 숫자 데이터는 기술문의 

중요한 부분이다. 설계 계산과 관련한 문서(Sorby, 

2006)에서는, 어떤 양을 분석하거나 숫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쓰기도 한다.

물론 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자료들을 다룰 때에

는 숫자가 여러 문장에 쓰일 것이다. 이런 때에, 문

장 내에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낱말로 적을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규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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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

(이성복, 2007)에 수를 적는데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 교재들(Lay, 1982; Markel, 1988; 

Miller, 2004; Sheehan, 2010)을 보면, 기술문을 작

성하는데 있어서 숫자 적기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이 

있다. 또한 대부분 전문 분야의 학술지 투고 안내에

도 숫자 적기에 관한 지침들이 있기도 하다. 

나. 시각적 의사소통

기술 문서를 한 자 한 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Sheehan, 2010). 그래서 요

즈음 기술 문서의 독자들을 ‘정보의 약탈자'라 부르

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정보가 더욱 접근하기 쉽

고, 흥미롭게 보이며, 돋보이도록 문서를 구성하고 

그래픽스를 포함하는 시각자료들을 사용한 문서들을 

좋아한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도식적으로 정보를 전

달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Sorby 2006).

기술문에서는 표, 그래프, 그림 등과 같은 시각자

료들이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 

(Sorby, 2006; Leydens, 2009)의 관점에서 긴요하

다. 시각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재를 기술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실험이나 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단락을 쓸 때는, 정보를 가공하기 위

한 표나 그래프가 필수적이다. 도표를 사용하면, 많

은 자료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다. 시각자료들은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보강하거나 복잡한 개념이나 

추세들을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된다

(Sheehan, 2010).

그러나 시각자료는 본문의 내용을 보강할 뿐이고, 

결코 본문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본문에 시

각자료에 대해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를 정보를 감추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세를 

부풀려 보이게 하는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각자

료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는 설명과 함께 본문에서 그 자료를 구별할 수 있도

록 식별 번호를 붙여야 한다. 시각자료는 본문에서 

그 자료가 언급되는 곳 가까이에 두어서, 독자가 시

각자료를 보기 위해서 앞뒤 쪽들을 뒤적거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다. 수사적 기법

기술문 쓰기와 관련된 세 가지 전통적인 장르(편

지, 메모, 보고서) 외에도 E-메일, 지시서, 절차서, 

명세서, 제안서, 지침서, 공정 설명서, 제품 사용 설

명서, 실험 보고서, 활동 보고서, 분석 보고서 등의 

장르(Sheehan, 2010)들이 있다. 이 문서들을 작성

하는 목적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도 달라진다. 따라

서 문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알맞

은 방법으로 글을 써야 한다.

게다가 기술 의사소통의 주제가 기술, 과학, 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특수하거나 

복잡한 것일 수 있다. 그런 특별한 주제들을 정확하

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목적이 뚜렷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패턴들을 이용한다(황성근, 2006). 

즉, 다양한 장르들의 문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서는 기술 문서의 틀을 짜는 것과 관련한 수사적 상

황(Winsor, 1996; Sheehan, 2010)을 따져서 적절

한 수사적 유형들을 사용(Lay, 1982)해야 한다. 그

런 유형들에는 정의, 기술(description), 설명, 비교

와 대조, 원인과 결과, 분류와 구분, 해설, 과정, 절

차, 지시, 명세, 논증 및 설득 등이 포함된다(Lay, 

1982).

이들 수사적 기법들 중에서도 정의, 기술, 설명, 설

득 등은(Lannon, 2006) 일반 글쓰기와도 관련되는 

것들이다(Murray, 2002). 그런데 많은 과학 기술자

들은 기술 관련 지식은 목적이 분명하므로 기술 관

련 데이터와 정보 자체가 수사적 효과를 자아내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Winsor, 1996). 그러므로 기술

문 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특정 전공과 관련한 특

정 장르를 실습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수사적 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쓸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사료된다.

1) 정의

글쓰기의 관점에서 정의(定義, definition)는 소주

제 또는 그것과 관련된 낱말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

는 것이다(서정수, 2001). 특수한 어휘나 용어의 정

의(Pfeiffer, 2006)는 기술 의사소통에서 필수적인 

것이다(Sheehan, 2010).

기술문과 관련한 정의에는 세 종류가 있다(Sheehan, 

2010): 괄호 정의, 문장 정의, 확장 정의가 그것들이

다. 괄호 정의는 사전이나 전문 용어 사전 등을 이용

하여 문장 내에서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일

이다. 문장 정의는 한 문장 전체로, 분류나 비교, 대

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용어를 더욱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확장 정의는 복잡한 용어들을 유

사, 비교, 대조, 사례, 부정 및 시각자료 등을 이용하

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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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기술문 쓰기에 있어서 기술(記述, description)(또

는 서술(敍述) (모라이어티, 2008))이란 어떤 사물, 

장소, 또는 과정 등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드

러내 보이는 일을 말한다(Sheehan, 2010). 기술(記

述)은 기술문 쓰기 능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글

의 유형이다(Murray, 2002).

예를 들어, 어떤 물건, 장소, 사물,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 또는 사진을 찍어 독자에게 

보여 주듯이 글을 쓰는 일이 기술이다(서정수, 2001). 

기술은 실험 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제안서, 제품 광

고 등 거의 모든 기술 문서 작성에 쓰이는 글쓰기 기

법이다(Sheehan, 2010). 기술에 있어서, 숫자들을 문

자로 표현하는 일과 그림, 측정 단위, 시간, 및 양 그

리고 단위 수식 어구들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정교한 낱말

들을 사용해야 한다(Lay, 1982).

3) 설명

필자가 아는 사항을 독자에게 알려서 독자가 그 사

항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 즉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설명

(說明, explanation)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 비교/

대조, 원인/결과, 분류/분석, 예시 등의 기법을 이용

한다(서정수, 2001). 설명에서 필자의 주장은 필요가 

없고 다만 사물이나 사실을 독자에게 정확히 알리되, 

독자가 그 사항을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설명의 대상물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해

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낱말과 직선적이고 논리적

인 글쓰기 기법이 중요하다(최웅, 2005). 

설명법의 범주에서 지시(指示, instruction)와 절차

(節次, procedure)가 좀더 구체적인 수사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지시는 어떤 일이나 일련의 일들을 마무

리하는데 요구되는 단계들을 생략하지 않고 전부 말

하거나 쓰는 일이다(Lannon, 2006). 절차는 지시의 

특별한 형태로서(Woolever, 2008), 보통 어떤 일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설득

설득(說得, persuasion)은 독자가 어떤 아이디어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주제를 확신하도록 하여 

필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하는 일

이다(Lay, 1982). 그러므로 설득은 독자가 필자의 명

제에 동의하도록 윤리성과 감정, 전문가 증언이나 의

견, 사실, 통계 등을 이용해서 설명하거나 타이르는 

일을 수반한다.

어떤 의미로는 모든 기술 문서는 설득적인

(persuasive) 것이라 할 수 있다(Sheehan, 2010). 

설득을 위해서 쟁점이나 문제, 사물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독자의 동의와 공

감을 사기 위해서 논증하여야 한다(황성근, 2006). 

논증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

로 증명하고(정희모, 2008), 대화 상대방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주장과 근거를 교환하며 서로 검증하는 

일이다(조셉 윌리엄스, 2008). 그러므로 논증은 대화 

쌍방이 서로의 관심사를 최대한 충족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가는 소통 방식이다(조셉 윌리엄

스, 2008).

라. 협력 글쓰기

기술과 관련이 있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글쓰기 프

로젝트들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하는 팀 

일거리이다(Lannon, 2006). 협력(協力, collaborative) 

글쓰기(신형기, 2006)를 위한 팀원들끼리 그리고 팀

원들과 관리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정신이 확고할 때 

협력 글쓰기가 잘 운영된다. 팀원들은 프로젝트의 목

표를 이해하고 팀의 목적에 공감하며(노상도, 2005), 

전체 프로젝트와 개별 부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체 일정에 있어서 각자가 맡은 바 부분에 대한 책

임을 이행해야 한다. 팀원들이 항상 자유롭게 토론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팀원들 간

의 모든 의사소통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팀원들끼리 각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

견을 반영하여 첨삭하고 편집하는 일도 협력 글쓰기

의 중요한 부분이다(Sorby, 2006).

Ⅴ. 

이상의 내용들은 전반의 기초 글쓰기, 후반의 계

열 글쓰기에 관한 것들로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표의 ‘기초 글쓰기’ 내용들은 ‘기술문 쓰기’의 관

점에서, ‘계열 글쓰기’ 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이다.

<표 2>의 ‘기초 글쓰기’ 주제어들은 대부분 <표 

1> 의 ‘글쓰기 기초’ 주제어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들이다. 다만, ‘문장 이어가기’와 ‘단락 이어가기’가 

<표 2>에서는 따로 강조되어 표현된 것이다. <표 2>

의 기초 글쓰기 주제어들 중에는, 쓰기 과정과 관련

된 주제어들, 예를 들어, 고쳐 쓰기, 초고 쓰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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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글쓰기 계열 글쓰기
올바르고 정확한 문장 쓰기 숫자 관련 글쓰기

문장 이어가기 시각적 의사소통
단락 쓰기 (수사적 기법) 정의

단락 이어가기 기술
글의 구성 설명

표절과 인용법 설득
협력 글쓰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계열 글쓰기’를 따로 

배운다는 전제하에, ‘기초 글쓰기’에서는 굳이 한 편

의 글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쓰기 과정에 대해서는 계

열 글쓰기에서 글의 유형들을 연습하는 동안 학생들

이 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표 2>의 계열 글쓰기 주제어들 중 수사적 기법

의 정의, 기술, 설명, 설득은 <표 1>의 글 유형 주제

어들과 같다. <표 2>의 ‘시각적 의사소통’과 ‘협력 

글쓰기’도 <표 1>의 기타 주제어 중, 도표, 통계, 협

력 글쓰기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기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대생들

에게 가르쳐야 할 공대 글쓰기의 내용, 즉 <표 2>의 

내용들은 여러 대학 교재들에 포함된 공통 주제어들

의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국내의 개별 교재(‘기초 글쓰기’용과 ‘계

열 글쓰기’용)들의 내용은 <표 2>의 ‘글쓰기 기초’와 

‘계열 글쓰기’ 주제어 내용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III 절과 IV 절에서 기술한 

내용들이, 개별 대학들이 공대 글쓰기에서 가르칠 내

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학생들이 기초 글쓰기를 배우는 동안, 적어도, 대

학 입학 전이나 다른 과목들에서 경험했을 지도 모

르는 상상으로 지어내는 글짓기와 기술문 쓰기는 전

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들은 대로, 본 

대로, 한 대로, 아는 대로’ 정직하게 글을 써야 한다

고(이오덕, 1993) 강조하여야 한다. 듣고, 보고해서, 

아는 바를 그대로 글로 옮겨서 한 문장씩 만들고 그

것들을 이어가면 글이 된다고 격려하여야 한다.

특히 문장 이어가기와 단락 이어가기에 대한 내용

은 강조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다. Beer (2005)

에 의하면, 글 쓰는 일은 기계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들을 운전하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기계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듯이, 문장

이나 단락들도 글의 구성 요소들로서 서로 맞물려 있

어야 한다. 문장이나 단락이 이웃하는 것들과 동떨

어져 있어서는 제대로 된 글이 될 수가 없음을 강조

하여야 한다. 문장들과 단락들이 서로 이어져야 하

는 것은 기계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따라서 문장들과 단락들을 이어주는 다양한 

기법들을 강조하여야 한다.

후반의 내용들은, 국내외의 여러 교재들과 공대생

을 위한 글쓰기 교육 관련 논문 내용 및 필자가 그

간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다. 숫자 관련 글쓰기는 영어 교재들에서는 흔

히 보이는 내용이지만, 국내 교재들에서는 그에 대

한 언급이 거의 없다. 다만 수를 적는데 대한 규정이 

한글맞춤법에 있기는 하다. 시각적 소통에 대한 내용

들은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본

문의 내용을 독자가 더 잘 이해하는 효과를 내도록 

도표나 그래프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

여야 한다.

기술문의 특성들과 과학기술자들의 글쓰기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적 기법들에 대해서 강조

하여야 한다. 다양한 수사적 기법들이 있지만, 모두

에 대해서 연습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 글쓰기에서

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의, 기

술, 설명, 설득 정도만 기술글 쓰기 내용에 포함하였

다. 특히 설명법에 대해서는 수사 기법 상 여러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설, 지시, 절

차, 과정, 명세 등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이 논문에서

는 설명법이라고 하였다.

협력 글쓰기는 의사소통 도구의 발달, 특히 PC와 

네트워크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업무에서 필요한 기

량으로 여겨진다. 전자통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가

상 업무 환경에서의 협력 글쓰기뿐만 아니라, 글쓰기 

주제의 성격에 따라 팀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협동해

서 글을 쓰는 기량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얼굴을 맞

대고 토의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은 팀웍 개발이라는 

또 다른 학습성과 성취에도 기여하는 글쓰기 기량이

다.

<표 2>에 열거한 주제 내용들을, 우리나라의 대학

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한 학기 한 과목으로 전부 가

르치기는 무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 글쓰기 기

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술문 쓰기를 가르치

기도 어렵다. 학생들이 글쓰기 한 과목만 이수해야 

한다면, ‘기초 글쓰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두 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라면, ‘기초 글쓰기’ 한 과목과 ‘계열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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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 두 과목으로 <표 2>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우리 대학들과 사정이 다르긴 해도, 미국 대

학들에서는 ‘technical writing’ 이라는 과목으로, 이 

논문의 후반부에 열거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글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노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안팎의 수요 변화에 따라, ‘technical 

communication’이라는 과목으로 쓰기, 구두 발표, 

시각적 의사소통 등을 통합해서 가르치기도 한다

(Leydens, 2009). 

악기 연주를 가르치듯이 글쓰기도 가르칠 수 있다

(Murray, 2002)고도 하고, 글쓰기는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것이라고도 한다(Hyland, 2002).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훈련을 거듭하면 글쓰

기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아주대학교, 2002). 

그러므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글

쓰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야 한다.

기술문 쓰기의 주제들은, 다른 과목들의 주제들과

는 달리, 단지 이론 강의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공대생들은 글쓰기 과목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고 과목을 쉽게 배우고 말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글쓰기 과목의 강의나 실습 환경과 가르치는 사람의 

교수 태도 등으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

런 점들을 고려하여, 공대생들이 실감 있게 받아들일 

다양한 예문들을 이용해서, 이론 주제들을 이해하고 

실습하도록 과제를 주어야 한다. 과제에 대해 첨삭 

지도와 글쓰기 상담 등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교

감을 통해 글쓰기 과목도 다른 전공과목들 못지않은 

중요 과목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은 ‘공대 글쓰기’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들과 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글

쓰기를 배울 수 있다. 교과과정의 어떤 일에 있어서

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 쓰기 또는 한 단락 쓰는 일

까지도 글쓰기 교육으로 간주하여, 글쓰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고생하지 않도

록 하여, 공학 교과과정에 통합할 수 있다(Cho, 1998; 

Bazerman, 2005). 

예를 들어, 실험이나 실습 또는 설계 관련 과목들

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그야 말로, 공식적인 보고서

들을 쓴다. 그런 보고서들을 학생들이 써 내기 전에, 

설계에서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과정

을 설명하는 등의 비공식 글쓰기(incidental writing) 

(Hawkins, 1996)를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기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Hansen, 2008). 예를 들

어, Paretti(2008)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

정과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explain-a-problem” 유형의 숙제를 냄으로써 학생

들의 의사소통 기량 증대에 기여한 것을 보고하였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대 교수들은 글쓰

기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공대 학생들에게 글쓰

기를 직접 가르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그들은 글

쓰기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공대 글쓰기 과목을 

가르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Leydens, 

2009). 더구나 이 논문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글

쓰기 가르치는 일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기술문의 주제가 이공계 관련의 것들이고 기

술문의 특성들이 인문학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하더

라도, 글쓰기는 인문학적인 것이므로, 글쓰기 전문가

들과의 협력에 의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

실이다.

Paretti(2008)에 의하면, 글쓰기는 독립적인, 추상

적인 기계적 기량이라기보다, 어떤 상황 의존적인 활

동(situated activity)이라고 한다. 즉, 글쓰기는, 공

식적인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높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량을 습

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들이 글쓰

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들이 학생들이 실무에서 통하는 의사소통 기량

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Ⅵ. 

이 논문에서는 기술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를 위

해 공대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공대생 글쓰기 교육과 관련한 ‘기초 글

쓰기’와 ‘계열 글쓰기’ 교재 내용들을 분석하고, ‘기

술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공대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기초 글쓰기에 관련되는 내용

들은, 올바르고 정확한 문장 쓰기, 문맥이 드러나도

록 문장들 이어가기, 단락 구성과 주제를 드러내는 

글의 구성 및 단락들 이어가기, 표절과 인용법 등이

다. 계열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숫자 관련 글쓰

기, 시각적 의사소통, 몇 가지 수사적 기법(정의, 기

술, 설명 및 설득) 그리고 협력 글쓰기 등이다.

대학 교육개혁과, 특히 공대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글쓰기 교육이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과정의 관점에서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졸업을 앞 둔 학생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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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험을 위해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면접 등

을 대비하는 때에 뒤늦게 글쓰기 능력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공대 글쓰기

를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적어도 취업 관련 여러 문

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글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논문이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학습성과 

중 ‘문서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능

력’을 성취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을 개발하

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어국문학

자들과 인문학자들이 공대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의 

성과를 높이고 공대 교수들이 글쓰기 과목을 가르치

는 일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이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에서는 공대 글쓰기 과목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지

만, 사실은, 그것들을 가르칠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큰 일거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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