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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being established in Sungkyunkwan University based on a new lecture, “Scientific and Technical Writing and 

Presentation”. The course feature and core educational goal is mainly to focus on challenging students to be able to learn 
scientific engineering communication, recognizing problem and solving it which involve a basic process of formulating thinking 
and expression skills. Basically, Scientific and Technical Writing and Presentation lecture is a blended learning that will put 
students in various type of problem based learning (PBL) in order to distinctively build their problem solving skills and 
emphasizing self-leadership skills in their profession. Through group activity participants in this learning area will be exposed to 
more specific problems to ensure more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in the same time they will be able to actively review the 
objective of their own activity which are part of this course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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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이공계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각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학생들 개개인의 의사 소통능력

을 키워주기 위한 과학기술 문서작성 및 글쓰기 강좌들이 개

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리더십에 대

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위계적

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팀에 기반 한 상호작

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자질

과 출중한 능력보다는 구성원 간의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화로운 팀워크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조직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의 올바른 인성 및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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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리더십 등이 인재선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사례로 다루고자 하는 과학기술 문서작성 

및 발표 수업은 전공진입필수 강좌로서, 이공계 대학생들의 리

더를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겠다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

한 과학기술 문서작성 및 발표 교과로 개설되었다. 특히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문서 작성 및 발표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ABEEK 심화프로그램 관련 교과목을 만들면서, 공통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험적인 사례연구로서, 

과학 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 강좌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기강좌가 내실 

있는 교육 목표의 이수를 위해 어떤 조건하에서 진행되는지와 

그 문제점을 짚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성균관대학교의 사례

는 대학에서의 과학 기술문서 작성 및 발표 교육,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과학적 글쓰기 교육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수업평가에서의 주관식 답변

내용과, 2009년 가을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설문

조사(survey)결과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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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학 기술문서 작성 및 발표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의 틀로서 blended learning 

1. blended learning 정의

일반적인 학습방법인 면대면 교육에서 사이버상에서 이루

어지는 e-Leraning 체제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

이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다. 블랜디드 러닝이란 

한마디로 두 가지 이상의 교육방법을 조합해서 학습이 이루

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블랜디드 러닝은 믹스드 모드

(mixed mode) 수업이나 하이브리드 러닝 (hybrid leaning)

이라고도 불리우며, 대표적인 예는 면대면 교실수업과 인터넷

기반 수업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또한 한국교육공학회에 따르

면 blened learning이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

간, 학습방법,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

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

한 설계 전략으로서, 주로 온라인 학습전략과 오프라인 학습

전략을 적절히 결합 ․활용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기위

한 학습체계 설계 전략’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blended learning의 유형

Singh & Reed(2001)은 blended learning을 적합한 시간

에, 적합한 사람들을, 적합한 학습 방법들을 적용하여 학습목

표 성취를 최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blended learning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통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였다.

첫째, 학습공간의 통합으로 단순한 차원에서 본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형태의 결합, 전통적인 교실수업인 오프라인의 수

업형태와 인트라넷,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형태의 통합

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형태의 통합으로 이것은 자기주도형 학습과 협력

학습의 결합과 학습자 혼자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기주

도형 학습과 역동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

을 공유하는 협력학습의 결합을 의미한다.

셋째, 학습유형의 통합으로 이것은 구조적과 비구조적 학습

의 결합, 사전에 계획된 형식적 ,구조화된 학습프로그램의 형

태와 대화, 이메일, 온라인 포럼 등과 같은 과정 속에서 일어

나는 비형식적 학습형태의 결합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내용의 통합으로 이것은 기성품과 같이 이미 규

격화되어 만들어진 학습내용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자신

만의 학습내용을 결합,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객체화되어 있는 

지식의 단위를 끌어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내용으로 만들어 

Table 1 A field of blended learning 

주요영역 하위영역

통제의 소재
(Locus of Control)

․교수자중심(Instructor-led)

․학습자 중심의 촉진자로서의 교수자
(Facilitated)

․자기주도(Self-Paced)

전달기술
(Delivery)

․웹기반 (Wed-based)

․ CD-ROM

․비디오 컨퍼런스 (Video/Audio 

Conference)

․인쇄물(Print)

․비디오 테이프(Videotape)

․시뮬레이션(Simulation)

․교실수업(Classroom)

전달시간
(Timing)

․동기적(Synchronous)

․비동기적(Asynchronous)

교수전략
(Instructional strategies)

․강의식(Didactic Learning)

․문제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수행지원전략
(Performance support 

strategies)

․커뮤니티On-the-job Training (OJT)

․멘토(Mentors)

․수행 실습실(Performance Labs)

․직무 보조 도구(Job Aids)

가는 것이다. 

다섯째, 학습과 일의 통합으로 이것은 학습과 업무의 통합, 

여러 유형들의 결합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최종적으로 실제 현

장에서 업무 과제와 연결함으로서 최상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국 blended learning 학습은 “학습의 제공방식보다

는 학습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

하여 각자의 학습스타일에 맞는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

자가 필요한 학습내용을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내

릴 수 있다고 하였다.

Table 1은 Osguthorpe & Graham(2003) blended learning

의 주요영역을 ‘통제의 소재’, ‘전달기술’, ‘전달시간’, ‘교수전

략’, ‘수행지원 전략’ 5개의 주요영역으로 제시하고 각 영역에 

대하여 22개의 하위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3. 문제 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은 미국의 McMaster 의과대학에서 1970년대 시작된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환자의 증상 원인을 그룹별로 증명해가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방법이다. 이

에 교재에 있는 사실이해를 넘어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실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문제유형을 경험하고 개인별 

또는 소그룹단위로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자기주도적형 학습의 형태이다(박용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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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llabus

주 강의내용 강의방법 과제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모둠 확정
․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개요, 기본 원칙과
전략

․강의 일정 및 계획 설명
․교재 내용 설명 및 모둠별 토의

․자신의 말하기 불안요인 분석해오기
․ 5년후 나의 미래 적어보기

2주차 ․공학도를 위한 e-communication
․각자의 말하기 불안요인 분 석 교환(3분 
스피치)

․과학기술문서작성 과제(과학기술명저 
review

3주차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정리

․성대학술정보관에서의 특강 ․온라인상에서 학술적 논문 검색하기4주차 ․과학기술자료의 분석과 표현

5주차 ․과학기술 문서의 정의, 종류와 특징

6주차 ․과학기술 문서의 작성 과정과 전략, 기안과 교정(1/2)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샘플 논문 평가 하기
7주차 ․과학기술 문서의 작성 과정과 전략, 기안과 교정(2/2)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과학기술 문서의 공통 양식과 작성  요령

10주차 ․팀 단위 과학기술 문서 작성

․네명이 한팀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에 관
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잡아 이를 설명하
는 보고서(구상, 계획수립, 요약문, 서론 
본론작성, 교정) 와 프리젠테이션을 작성

․팀별 보고서 작성

11주차 ․과학기술 발표의 정의와 특징

12주차 ․과학기술 발표의 준비 ․ i-campus에 접속하여 팀을 확인하고 각 
그룹별로 미팅읕 갖고 회의를 하며 준비

․회의록 작성
13주차 ․과학기술 발표의 자료 작성

14주차 ․과학기술 발표(1/2) ․팀원 모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량은 20-25장 정도로 하고 5분간 질문
․팀별 발표

15주차 ․과학기술 발표(2/2), 팀 단위  과학기술 발표

16주차 기말고사 ․과기문 이해도 평가 ․강의평가 설문조사

8. 24:2).

이는 과거의 교과중심학습에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중심의 학습 환경이 아

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학생

들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

하며 적용하는 활동을 전제로 한다. 즉 학생들의 관심과 경

험 및 기존지식에 연계하여 창의적사고와 탐색과정을 자극하

면서,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Table 2는 과학 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 수업의 문제 

중심학습 설계모형과 동료 평가사례를 나타낸다. 따라서 PBL

Table 2 A design model of Problem Based Learning

단계 교과내용 팀별활동 학습자활동 교수활동

1 주제선정 팀별토론 자료찾기 팀별형성

2 계획수립 팀별토론 토론 수합

3 자료 및 참고문헌 수집, 공유 팀별토론 자료찾기 정리

4 주제, 주장 정교화 팀별토론 회의록기록 질문/피드백

5 발표 및 토론 팀별토론 프로젝트발표 평가

6 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평가

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팀별 학습’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III. 수업운영의 실제

1. 수업목표

과학기술 분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기술을 다룬

다. 과학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수업은 기본적으로 blended 

learning 학습유형중 문제 중심학습(PBL)에 기반을 두어 학생

들 스스로의 문제해결력을 키워갈 것을 강조하며 자기 주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에 수행해야할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팀

별 자유토론을 통해 과제수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공

유하였다. 팀별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이끌어내도록 참여를 장려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설정

하는 능동적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객관화시켜 검토해 

보는데 수업의 목표를 두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시키고 고급의 언어능력을 계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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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하기 및 과학기술문서작성 기술을 훈련받도록 하였다. 이

는 단지 말하기의 테크닉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일종의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동

시에 훈련하는 기초과정의 측면에 기반 하였다.

2. blended learning 수업내용

인터넷 상에서 보이는 화면을 중심으로 이 과목의 수업구

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한다.

Fig. 1은 강좌공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이기에 강의의 모든 일정과 공지

Fig. 1 A lecture common knowledge screen

Fig. 2 A lecture Q&A screen

Fig. 3 A lecture List

사항은 강좌공지라는 코너로 운영이 되고 있다. Fig. 2는 강

의 Q&A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들이 이 코너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인 blended learning강의가 이

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을 참고하면 각 강의콘텐츠의 학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온라인 안에서 학습해야 할 강의는 기간 안에 마쳐야 

출석이 인정된다. 온라인 교육의 큰 장점은 반복학습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온라인 수업 뿐 만아니

라, 면대면 강의도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

들이 반복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기능은 blended learning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blended learning의 질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것이 바로 강좌설문이다. 학기별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다. 매 학기 중간 ․기말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하고, 제시된 요구사항을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함으로서 교수

자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이다.

IV. 과학 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 강좌의 특징

이 절에서는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학 기술 문서작성 및 발표 강좌

의 특징과 핵심 교육목표에 정리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부

과되는 과제의 종류와 양을 참고한다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강좌는 연구논문, 보고서, 제안서 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성균관 대학교의 과학 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첫째, 자기소개서 :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와 

직업시장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실전적 

체험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명저 리뷰 :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살리는 글

쓰기다.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간략한 주제

와 내용 요약, 2)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3) 

이후 어떤 과학적 진보로 연결되었는지, 4) 과학분야 이외의 

사회문화적 영향

셋째, 자신이 겪는 말하기 불안 증상을 발표(3분 speech) : 

말하는 것이 불안 할 때 어떤 육체적인 증세가 나타나고 그 

증세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지, 그러한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와서 발표 하는 것이다. 

넷째, 각 분야 학술지에 게재되는 최신 연구논문 및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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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논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의 최근 현황과 

전망 등을 정리,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형식의 글을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구논문쓰기: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관련 참고문

헌 및 자료들을 조사 ․검토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

을 전개하는 논문 형식의 글쓰기

여섯째, 비평문 또는 논평문(critical review or position 

paper) 쓰기: 타인의 논문에 대해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밝

히는 글쓰기

일곱째, 프리젠테이션 연습: 상기 과제중 하나 이상을 택하

여 프리젠테이션 글쓰기 및 발표 그리고 질의 ․응답 경험 쌓기 

위의 과제 중 연구논문 쓰기는 한 학기 내내 진행되는 과

제이며, 나머지 과제중 보고서 작성하기는 대략 반 학기 진

행되는 과제이다. 가능한 한 이 두 과제는 프리젠테이션 발

표를 하도록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과제는 대략 격

주에 한 번 정도 부과된다.

V. 평가 및 설문조사

이 과목은 중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기말시험만 실시한다. 

기말시험은 숙제와 강의에 기반을 두어 출제된다. 시험문제로

는 강의시간에 했던 것들과 교과서의 내용이 혼합되어 나온

다. 그러므로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blended learning의 

질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좌설문이다. 

학기별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다. 매 학기 중간 ․
기말 강의 실시 교수 및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에 대한 만

족도를 측정하고, 제시된 요구사항을 다음 학기수업에 반영함

으로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행되

고 있다.

이 수업의 학생평가는 꽤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

을 통해 과학기술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의 논문을 완

성하기 위해 자료수집, 시뮬레이션과정, 결과 도출 등의 과정

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었고, 논문 작성 및 제안서작성에 관

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도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에 능한 엔지니어가 되

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늘 그랬듯이 학생들의 불만도 존재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학생들의 불만은 이 수업의 작업량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같은 학기에 듣는 다른 모

든 수업에 필요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였다. 어떤 학생

들은 숙제의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샌 적도 있다고 

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이 수업이 대학 학부 생활 중 가장 힘

든 수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그룹을 지어 만든 것에 대

해 매우 애착을 가졌고 자랑스러워하였다.

VI. 결 론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학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 강좌의 특징과 핵심 교육목표에 중점을 두고 학

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공학적 의사소통, 공학적

인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여 해결하는 일종의 사고

능력과 표현능력을 동시에 훈련하는 기초과정의 측면에 기반 

하였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에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인

식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과제수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료를 

공유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는 능동적인 과정 속

에서 자신의 활동을 객관화시켜 검토해 보는데 수업의 목표를 

두었다. 다른 강좌와는 달리 과학기술문서 작성 및 발표 강좌

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

강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제출하는 보고서의 분량

이 너무 많아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다 내실 있

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과학기술문서 작성 및 발표를 위해서는 

상기한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VII. 요 약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학기술 문

서 작성 및 발표” 강좌의 특징과 핵심 교육목표에 중점을 두

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공학적 의사소통, 

공학적인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여 해결하는 일종

의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동시에 훈련하는 기초과정의 측면

에 기반 하였다. 과학기술 문서 작성 및 발표수업은 기본적으

로 Blended Learning 학습유형중 문제 중심학습(PBL)에 기

반을 두어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해결력을 키워갈 것을 강조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지

향점을 두었다. 팀별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이끌어내도록 참여를 장려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주제

를 설정하는 능동적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객관화시

켜 검토해 보는데 수업의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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