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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ting education for the students who major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s concentrated on just writing in liberal 

education. So, this article study the condition and practical solution of writing education with a focus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This article researches the condition of writing in these majo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tanford University. As a result, students keenly feel the necessity of writing in this major, but SNU does 
not offer such courses and few teachers that could teach it. To solve this, we propose that writing teachers of liberal education 
give feedback on the reports of the capstone research subject 3 or 4 times, which corresponds to 1 credit. This solution would 
be applicable to most universities in practice, though it is not fi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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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현대 사회에서는 글쓰기, 말하기 등의 자기 표현 및 의사소

통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표현능력을 강조

해 글쓰기와 말하기, 곧 ‘사고와 표현’ 교과목들을 개발하고 교

육과정에 두고 있다. 특히 이공계생은 높은 전공성취도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약하다는 기업 및 사회의 평가로 인해(강명구 

외, 2008) 공학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

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 특히 글쓰기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

이 대학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교양교육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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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공

계생이 자기 탐색 및 의사소통을 통해 복잡해져가는 기술 개발

을 이해하고 선도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글쓰기 교육

은 교양수준의 내용, 혹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만 글

쓰기와 소통능력을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글의 내용보다는 형

식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김훈기, 2010). 그런

데 이렇게 글쓰기 기법이나 연습을 하나의 교양강좌에서 경험

해본다고 해서 전공영역의 내용으로 졸업논문이나 실험보고서

를 잘 쓰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오해가 

내재되어 있다. 글쓰기는 단지 어떤 내용을 그릇에 담는 것 자

체에 불과해서(文以載道) 그릇에 담는 연습만 되면 어떤 내

용도 잘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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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전하고 깊어지는 창의적인 활동 그 

자체이므로(文以貫道) 단순히 ‘그릇에 담기’작업만이 아니라

는 입장이 있다. 교양과목에서의 글쓰기 연습만으로도 전공 영

역을 내용으로 하는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다면 전자의 입장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문분야나 전공별로 소통하는 수

사학적 방식이나 전문용어가 달라서(신선경, 2009) 교양글쓰

기를 잘 한다고 해서 전공분야에서도 글쓰기를 잘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범교과 글쓰기’나 ‘전공 연계 글쓰기

(Writing Aross the Curriculum, WAC)’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어 기존의 교양글쓰기와 전공을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일어나

고 있다는 것은(Reave, 2004; 박권수, 2006; 신선경, 2008; 

원만희, 2010; 이양숙, 2010, 이인영, 2010) 글쓰기에 대한 후

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 그 필요성

은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신선경(2008)과 원만희(2010), 이양숙(2010)에서는 

전공연계형 글쓰기, 혹은 전공융합형 글쓰기나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특정 전공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 전공 간

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본고

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공연계형 글쓰기는 이미 

‘핵심교양’에 속하는 여러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글쓰기를 비

롯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다학제적 연구상황에서 요구되는 전공

연계형 글쓰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공글쓰기’, 곧 전공필수

과목에서 전공내용으로 보고서나 연구논문, 서평 등의 글쓰기 

교육을 하자는 입장이다. 

기존의 글쓰기 교육은 교양의 차원이나 내용을 위주로 하는 

글쓰기, 그리고 학술적 활동의 기초로서의 글쓰기 교육(신선경, 

2005)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초기 글쓰기 교육의 기틀

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글쓰기 교

육이 안정되어 그 자체가 전부이자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글쓰

기 교육 및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다. 글쓰기는 기

초나 도구로서가 아니라 전공영역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그 자체

여야 한다. 따라서 교양글쓰기로 기본 글쓰기 교육을 받은 학생

들에게 이제는 전공영역에서도 글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공계 전공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전공글쓰기 교육이 필

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

직임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공글쓰기 교육

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첫걸음으로서 전공글쓰기 교육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학

생들이 느끼는 전공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및 인식에 대해 조사

를 하고, 실제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전공글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 사례로서 비교적 이공계 글쓰기 교육이 

체계적이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서울대학

교를,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MIT)과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이하 Stanford)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는 이공계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교양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주목했다면, 본고에

서는 ‘전공글쓰기 교육’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글쓰기 및 의사소통교육과 관련해 서울대학교에서는 1학년 

전교생 필수과목으로 <대학국어>를, 2005년부터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공과대학 3~4학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교육

과정에 두고 있다. <대학국어>와 <과학과 기술 글쓰기> 시간

에는 ‘대중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를 모두 연습하는데, 대

중적 글쓰기로 에세이나 칼럼, 자기소개서 등을, 학술적 글쓰기

로 서평, 연구계획서, 연구논문을 써본다(정소연, 2010a; 정소

연, 2010b). 그러나 여러 학과생들이 모여있고, 교양교과목이

라는 특징 때문에 자기 전공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공학이나 

과학 일반의 내용으로 학술적 글쓰기를 연습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전공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 중에서도 학

생들이 자기 전공의 전문적인 내용을 글쓰기로 다루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두 교과목이 모두 교양과목

인 만큼, 학생들은 이 교과목을 통해 ‘교양글쓰기’를 연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전공글쓰기를 실제로 연습하는 

것은 이러한 교양과목이 아니라 전공과목에서이다. 전공실험과

목에서 실험보고서를 쓴다거나, 고학년 때 듣는 <전공설계과목>, 

그리고 졸업논문이 실질적인 전공글쓰기가 된다.

문제는 실제로 실험보고서나 졸업논문 등은 공식적으로 가르

치거나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개 ‘소스’라고 부

르는 선배들의 실험보고서를 보고 따라 쓰면서 배워가거나 운

이 좋으면 글쓰기와 토론,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교

수의 지도를 받기도 한다. 물론 학과에 따라 <전공설계과목>에

서 의사소통교육의 관점에서 여러 글쓰기와 발표능력을 배우기

도 하지만 모든 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내용 위주

로 자신의 논문을 점검받는다. 반면에 공식적인 의사소통교과

목인 <과학과 기술 글쓰기>에서는 일반적인 공학내용이 아니

라 자기 전공으로 연구논문을 쓰기로 택한다고 해도 내용과 관

련해서는 직접 가르침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양 영역의 주제로 쓰는 글

쓰기는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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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향상되어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교양글쓰기 그 

자체에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내용으로 전공글쓰기를 해

서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 대해 교육해 전공글쓰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때이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전공글쓰기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글쓰기의 지도 및 교육과 관련해 느끼는 현상황

을 진단하고 살펴본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MIT, Stanford의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의 실태 및 필요성

여기서는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해외 MIT, Stanford에서의 전

공글쓰기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절에서는 서울대

학교의 경우를 보되, 정규 교육과정과 그 외의 교내 기관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필자의 서울대학교와 교내 글쓰기 교육 관

련 기관에서의 강의 경험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공

대 학부생 133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느끼는 전공글쓰기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논

의하려고 한다. 이때 필자의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수강한 

95명의 공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2절에서는 MIT, 

Stanford의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비교한다. 

필자가 2009년과 2010년에 서울대학교와 MIT, Stanford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한 경험 및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

고로 해서 분석을 진행한다. 

1. 서울대학교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 실태

서울대학교에서 이공계생을 위한 전공글쓰기 교육은 공과대

학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내 관련 기관인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의 교육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강의

의 경우, 1학년 <실험과목>에서 실험보고서를 쓸 기회와 4학

년 <전공설계과목>으로서 졸업연구논문을 쓸 기회가 해당된다. 

그런데 전공글쓰기를 할 기회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전공글쓰

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의 실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가. <실험과목>에서의 실험보고서 쓰기

서울대학교 공대 1학년생은 필수적으로 <실험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실험 교과목인 <물

리학 실험>의 일정을 살펴보면(physlab.snu.ac.kr) 실험 1주차

에 물리학과 담당 조교는 실험 보고서 지침 및 형식을 수강생

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실험보고서 지침 및 형식과 우수 보고서

의 예를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제시한다. 그러나 물리학과에서 

제공하는 실험 보고서 지침 및 형식은 실험 보고서에서 꼭 지켜

져야 할 형식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실제

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 화학 실험>의 경우에도 <물리학 실험>과 비슷한 정도의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만을 설명하고 있다. 실험 교재를 활용

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재가 그렇듯이 실험방

식만 나올 뿐 실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험과목>의 경우에는 현재 수업조교가 지도를 해주고 있으

나 실제로 글쓰기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없이 학생

들이 이전 선배들의 보고서를 참고로 하거나 서로 서로 의지해

서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교선생님을 통해 지도를 받는 경

우가 있으나 이는 조교 개인의 역량 및 성향에 따른 것이라서 

모든 수강생이 이런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은 실험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

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생 133명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Fig. 1 experiencing feedback in experimental report 

Fig. 2 the necessity of experimental report writing edu-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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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설문결과를 보면 133명중 76%(101명)의 학생들이 

실험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

고, 24%(32명)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

이 글쓰기의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받는 것 또한 피드백의 일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피드백을 받

아본 학생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91%(121명)의 학생들이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보고

서 교육이 필요하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실

험보고서의 표절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정소연, 2011). 

어떻게 써야 할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표절

할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험보고서를 어떻게 써

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나. <전공설계과목>에서의 연구논문 쓰기

<전공설계과목>은 3학점의 전공필수 과목으로서, 대개 졸업

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료공학부의 <재료종합설계>, 

기계항공공학부의 <기계시스템설계>, <항공시스템설계>, 화학

생물공학부의 <창의연구>, 전기공학부의 <전기공학설계프로젝

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졸

업 논문을 쓰기 위해 지도 교수를 선정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졸업예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졸업 

논문을 작성하거나 관련 분야의 논문을 읽고 리뷰 수준의 논문

을 작성해 졸업 논문을 완성한다. 

예를 들어 재료공학부의 <재료종합설계>는 3학년까지의 전

공필수 과목을 수강한 재료공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을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만

든다. 약 12개의 팀은 재료공학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찾되 기

존의 논문이나 특허에도 없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하고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 3회의 

발표를 하되 팀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표자가 되어야 하

고, 각 발표마다 함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강의시간에 글쓰기 집중 교육을 하는 것을 아니다. 

이 과목에서 전공 교수들은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의 내용적 측

면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점은 “전공글쓰기에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

가 잘 보여준다.

Fig. 4는 실험보고서와 연구논문을 모두 포함해서 “전공글쓰

기 쓰는 법을 어떻게 배웠느냐”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33명중 <전공설계과목>을 수강한 경험

이 있는 100명이 답을 했는데, 75%의 학생들이 혼자서 터득

하였다고 했다. 그 외에 18%가 수업시간을 통해서, 기타가 7%

Fig. 3 experiencing feedback on writing in the major

Fig. 4 the route of learning writing in the major

이며, 글쓰기교실이라는 학교의 보조기관을 통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0%였다. ‘기타’ 의견 7명의 경우에는 다른 보고서를 보

고 참고했다는 의견이 6명, 친구들과 토론하며 배웠다는 응답

이 1명이었다. 

여기서 수업시간을 통해 전공글쓰기 쓰는 법을 배웠다는 학

생이 18%라는 것은 <전공설계과목>이 10강좌가 열린다면 2

강좌가 조금 안되는 수업에서만 전공글쓰기 교육을 해주고 나

머지 강의들은 전공내용 위주로만 강의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공설계과목>에서 논문을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주지 않는다

고 하겠다.

Fig. 3은 실험보고서와 연구논문을 모두 포함한 설문 결과이

다. 그래서 Fig. 1의 실험보고서의 경우와 조금 다르지만 그래

도 역시 피드백의 경험이 없다고 한 학생이 133명중 67%(90

명)였다. 전공교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양과목인 <과학과 

기술 글쓰기>에서 이러한 연구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지만 전술했듯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자기 전공과 직결되어 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래서 학생들에게 전공글쓰기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경로로 얻

었느냐고 질문에 다음 Fig. 4와 같이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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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글쓰기교실

이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서울대학교내 다른 기관을 통한 

전공글쓰기 교육 실정은 어떠한지 보자. 서울대학교에는 글쓰

기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두 기관이 있다. 바로 글쓰기교실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이다. 글쓰기교실(http://writing.snu.ac.kr)에

서는 수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글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다. 학부 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모두 상담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일반 상담 프

로그램, 당일 방문 상담 프로그램, 이메일 상담 프로그램이 있

다. 교수학습개발센터(http://ctl.snu.ac.kr)에서는 역시 이공계

생을 위한 연구논문 작성법 워크샵을 하루 3시간 정도의 프로

그램으로 한 학기에 1회 정도로 하고 있다. 한글논문만이 아니

라 영어논문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그러나 글쓰기교실은 전공글쓰기 상담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

다. 글쓰기교실 상담 연구원은 박사과정 수료자로 모두 7명이

지만 이 중에서 이공계 관련 전공자는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학부 학생은 교양글쓰기를 

교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 글쓰기를 검토 및 

교정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글쓰기교실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정

규 교육과정인 <전공설계과목>에서 해주지 못하는 ‘연구 논문 

작성법’ 등 글쓰기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3시간

짜리 강의로서 1회성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심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 전공에 맞는 세세한 지도는 해주지 

않는다. 또 이러한 강의 내용은 <과학과 기술 글쓰기>에서 모

두 다루기 때문에 2005학번부터 필수로 지정된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만 유용한 정도이다. 

실제로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수강한 학생들 95명을 대상

으로 “<과학과 기술 글쓰기> 수강 후 더 심화된 글쓰기 수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 Fig. 5와 같이 

75.3%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사실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매

우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대학국어>와 <과학과 기술 글쓰

기>라는 두 과목을 수강한 이후에도 75.3%나 되는 학생들이 

심화 글쓰기 과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 

글쓰기>가 교양글쓰기로서 전공글쓰기 교육은 아니라고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학생들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교양글쓰기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전공글쓰기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서 전공글쓰기

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던 133명 역시 다음의 Fig. 6과 같이 전

공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Fig. 6을 보면 ‘전공글쓰기 자체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필요

Fig. 5 the necessity of deepen writing education

Fig. 6 the necessity of writing education in the major

하다’는 학생이 133명중 31%(41명), 꼭 그런 수업이 아니더라

도 기존의 <전공설계과목>에서 ‘연구논문을 냈을 때에 피드백

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33%(45명), ‘수업도 필요하고 피드백도 

어느 수업이든 필요하다’는 학생이 33%(44명, 복수응답가능)

였다. 학생들은 새로운 <전공글쓰기 교과목>이 생기거나 기존

의 <전공설계과목>에서 해주거나 어떤 경로든 ‘전공글쓰기 교

육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은 전공글쓰기를 배울 수 있도록 현재의 <전공설

계과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공글쓰기 교과목>이 생겨야 

될 것이다.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지만 기존의 교과목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공설계과목>내에서 3회 이상의 연구논문과 발

표 기회 때 피드백을 주고 전공글쓰기 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외 대학의 사례

를 살펴본 뒤에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MIT, Stanford의 전공글쓰기 교육과정과의 비교

서울대학교는 이공계생을 위해 특화된 맞춤식의 글쓰기 교육

과정인 <대학국어>와 <과학과 기술 글쓰기>라는 2단계의 교

육과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중에서는 글쓰기 교육

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Ⅱ장을 통해 현 글쓰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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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교양글쓰기 교육에 머무르고 있고, 전공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해외의 

사례로 전공글쓰기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MIT와 Stanford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사례처

럼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고 정규 교

육 과정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신선경(2008, 2009)

과 김명환외(200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MIT(http://writing.mit.edu/)는 1982년 Writing & Com-

munication Center와 ‘글쓰기와 인문학과정’(일종의 학부)을 

설립해 글쓰기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전공글쓰기 교

육은 1990년대부터 전공연계글쓰기(WAC)라는 이름으로 시행

해왔다. 그 외, 서울대학교와 같이 Writing & Communication 

Center를 제공해 인터넷 예약 신청을 한 학생들의 글쓰기나 

말하기에 대한 첨삭과 전언을 해준다는 점은 같다.

MIT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서 총 4과목의 글쓰기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이중에서 전공과 관련한 글쓰기는 3, 4

학년때 2과목을 듣는다. 각 학부마다 2-5개정도 개설되는 <전

공연계 글쓰기 과목(CI-M)>은 4학점 강의로서 전공 교수와 

WAC 소속의 전임교원이 팀을 구성해 함께 개설한다. 글쓰기 

전체 강사진이 63명인데 이 중 전공글쓰기에 참여하는 WAC 

전임교원은 33명이다. 따라서 전공글쓰기 교원만 33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공글쓰기 교원이 전공교수와 함께 팀티칭을 

한다는 점에서 전공글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공연계 글쓰기 과목>에서는 전공 관련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공 교수는 4학점 중 2학점을 

배정받고, 실험과 프로젝트에서 전공 관련 내용에 대한 수업을 

담당한다. WAC 전임교원은 또 다른 2학점을 배정받고, 수업 

중 전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글쓰기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학

생들이 작성하는 실험보고서나 프로젝트 보고서를 평가하고, 

이에 작성된 보고서를 첨삭해준다. 각 교수들의 평가를 통합해 

학생 성적을 부여한다. 

<전공연계 글쓰기 과목>은 서울대학교의 <전공설계과목>과 

가깝지만 전술했듯이 글쓰기와 직접 관련된 교육은 해주는 교

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자도 있다. 그 이유는 서울대학

교의 경우 한 사람의 교수자가 전공 내용도 가르치면서 글쓰기 

및 발표에 대한 것까지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 반면에 팀티칭을 실시하고 있는 MIT의 경우 총 33명의 전

임 연구원이 전공글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연계글

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Stanford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은 4과목의 글쓰기 수업을 필

수적으로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http://ual.stanford.edu). 

이러한 강좌가 ‘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에 속해있

는데, 전공글쓰기는 <Writing in the Major(이하 WIM)>의 2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WIM>은 주로 3학년이나 4학년 때에 

수강하게 되며, 학생들의 전공에 적합한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WIM> 과목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미 존재하는 

전공과목에 연계해 1학점의 글쓰기 과목이 개설되거나, 전공과

목과 글쓰기 과목이 합쳐져 개설되는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지만, 전공과목과 연계되어 전

공글쓰기 수업이 진행된다는 면에서, 그리고 전공교수와 글쓰

기교수의 팀티칭 체제라는 점에서 MIT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는 국내대학으로는 이공계생

을 위해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해외 

대학과 비교했을 때에는 교양글쓰기 위주로 되어 있고 전공글쓰

기 교육이 부족하다.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시간적 휴지가 긴 

것도 문제이거니와, 전공글쓰기를 위한 교과목이 제대로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MIT가 전공글쓰기 8학점 이수, Stanford

가 전공글쓰기 6~8학점 이수를 하는 것에 비해 서울대학교는 

엄격히 말하면 전공글쓰기가 0학점이다. 물론 학과에 따라 <전

공설계과목>에서 전공글쓰기 교육을 하는 교수자도 있겠지만 

이는 앞의 설문조사에서도 보았듯이 일부의 교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전공글쓰기 교육이 부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공글쓰기 담당 교수의 인력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이든 해외 대학이든, 전공 교수가 전공내용의 연구를 지도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교수자 1인이 연구내용과 더불어 글쓰

기 교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공글쓰기를 담

당하는 교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해외대학에서는 전

공교수와 글쓰기교수가 협력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MIT에서는 

Table 1 comparison of writing education in SNU ․ MIT ․
Stanford 

서울대학교 MIT Stanford

1학년 대학국어
교양

글쓰기
CI-H

교양
글쓰기

PWR1
교양

글쓰기

2학년 CI-H
교양

글쓰기
PWR2

교양
글쓰기

3학년
과학과기술 

글쓰기
교양

글쓰기
CI-M

전공
글쓰기

WIM
전공

글쓰기
4학년

전공설계
과목

전공
(글쓰기)

CI-M
전공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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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글쓰기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이 33명인데 비해 서울대학교

에서는 현재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기

초교육원 소속의 5명에 불과하다. 물론 이공계생을 위한 <대학

국어>를 강의하는 강의교수가 3~4명 정도가 더 있긴 하지만 

이를 포함해도 역시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당장 글쓰기 교수 인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서울

대학교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

울대학교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이미 그만한 요건과 상황은 

갖추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

루도록 하겠다. 

III.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의 현실적인 방안

Ⅱ장의 설문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학생들은 전공글쓰기 교육

을 위한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전

공 교과목에서 글쓰기와 관련한 피드백이 있기를 원한다. 글쓰

기 교수의 인력부족으로 전자로의 변화는 당장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실험과목>과 <전공

설계과목> 등 기존의 전공필수과목의 글쓰기 과제물을 <대학

국어>나 <과학과 기술 글쓰기> 등 교양글쓰기 교수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전공글쓰기 교육을 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

으로 교양글쓰기 과목과 전공과목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곧, <실

험보고서>와 <대학국어>, <전공설계과목>과 <과학과 기술 글쓰

기>를 연계하는 것으로, 전공글쓰기 성과물을 ‘교양글쓰기 수

업시간’에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대학국어>시간에 <실험

보고서>를 피드백해주는 것은 두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서 같

은 학기에, 같은 수강생이 듣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설계과목>과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연계하는 것은 다

음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현재 <과학과 기술 글쓰기>는 <대학국어>와 달리 학과

별이나 학부별로 듣고 있지 않아서 <과학과 기술 글쓰기>와 <전

공설계과목>의 수강생이 동일하지 않다. <과학과 기술 글쓰기>

는 한 반에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섞여서 수강하므로 <전공설

계과목>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어려 전공자들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해 타학문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

하는 협력활동을 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 글쓰기>시간에 쓰는 연구논문으

로 교내 ‘우수연구논문대회’를 열고 있고, 연구 성과를 서울대학

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반영하므로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는 두 번째 방안으로서 기존의 3학점으로 진행되

는 <전공설계과목>에 3~4주를 전공글쓰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을 추가해 1학점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는 필자가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대 박사과정 글쓰기 

교육에서 사용한 방안이기도 하다. 조금 다른 것은, 아주대학교

에서는 대학원과정으로서 10명 정도의 전공교수가 1회씩 수업

을 돌아가면서 맡고 글쓰기 전공교수가 4회 들어가는 방식이

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석 ․ 박사 과정생에게 정규 수업외의 과

정으로서 1학기동안 지속적으로 전공논문을 피드백하고 이론강

의를 진행한다. 이 두 가지 사례와 더불어 앞에서 본 해외 사례

를 접목해서 필수과목인 <전공설계과목>에 1학점의 글쓰기 피

드백 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전공설계과목>에서는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연구한 내

용으로 연구논문 쓰기나 프레젠테이션 발표, 혹은 포스터 발표

를 한다. 최소 1회 이상이고, 연구논문 쓰기의 경우에는 2~3회

씩 수정본을 쓰고 발표하는 기회가 있다. 이때 기존의 전공교수

와 함께 글쓰기 담당 교수가 참관하고 글쓰기 교육과 관련해 피

드백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1~2회 정도는 이론강의 및 글쓰

기 실습에 할애하여 총 4~5주간의 교육에 대해 1학점에 해당

하는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글쓰기 담당 교수가 1학점만 맡으면 되므로 당장 필요한 교

원수가 많을 필요도 없다. 현재 기초교육원에서 이공계 글쓰기

를 담당하는 전임대우강의교수 5명은 한 사람당 매학기 12학

점을 맡고 있고 시간강사도 1~2명이 있다. 따라서 강의교수 1

인당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3강좌씩 담당하면서 나머지 3학

점은 <전공설계과목> 1학점짜리를 3강좌씩 맡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매 학기 15개의 <전공설계과목>에 글쓰기 교수를 배정

할 수 있고, 1년이면 30개 강좌가 가능하다. 

현재의 강의교수들은 공학 각 분야별로 해당 전공자가 아니

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학과를 맡게 된다면 경험과 지식의 누적

으로 안정적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교육원 소속 교

수 외에 기존의 공대 각 학과 소속 교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

다. 곧, 각 학과의 전임교원중 <전공설계과목>을 맡지 않는 또 

다른 교수자가 1학점의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방법도 있다. 

앞에서 4학년에 수강하는 <전공설계과목>에서 1학점에 해당

하는 4~5주간의 글쓰기 교육을 더할 때에 학습내용은 1회는 글

쓰기 이론 강의를, 3~4회 정도는 글쓰기 피드백에 할애한다고 

했는데, 이는 연속적이지 않고 학생들이 수정할 시간을 주기 위

해서 중간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진행한다. 조금 더 구

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공설계과목>의 총 16주간의 강의진행과정에서 1주차에는 

논문의 구조에 대해 IMRD 및 고쳐쓰기에 대해 글쓰기 담당 교

수자가 이론 강의를 한다. 그리고 4주간 <전공설계과목> 자체

의 강의계획서대로 글쓰기실습교육기간(1차 글쓰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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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3~4회의 피드백을 쓴 글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이때, 

한 주 정도는 학생 간의 상호첨삭을 하게 하고(1차 피드백), 수

정의 시간을 몇 주간 갖는다. 다시 교수자가 피드백을 하되, 1주

간은 전체학생의 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피드백을(2차 피드

백-전체학생), 1~2주간은 개별 피드백을 서면 및 대면으로 진

행한다(2차 피드백-개별학생). 그리고 수정시간을 다시 몇 주

간 가진 뒤에 3차 피드백을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교양글쓰기시간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공설계과목>에서는 앞서 설문조사에

서도 보았듯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학생들이 전

공과 관련해 새로 쓴 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별도의 글쓰기 교육

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1학점의 전공글쓰기 지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논의한 전공글쓰기 교육방안은 <과학과 기술 글쓰

기>같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글쓰기 교과목이 없는 대

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어떤 공대라도 졸업논문을 쓰는 교과

목이나 과정이 있고,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 기초 교과목

이 있기 때문에(이재현, 2010) 전자의 전공 과목에 1학점을 추

가해서 후자의 글쓰기 담당 교원이 글쓰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단 서울대학교만이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대학

에서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현행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전

공글쓰기 교육이 부재하고 교양글쓰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학생들은 전공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데에 비

해 이공계 교수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전공글

쓰기 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해외대학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공글쓰기 교육방안으로

서 글쓰기 교수가 <전공설계과목>시간에 쓴 글을 가지고 3~4

주의 전공글쓰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을 추가해 1

학점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공필수과목에 이를 둠으로

써 모든 이공계생이 전공글쓰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인 것은 아니

다. 제시된 해결책은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과도기적

인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이 소극

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신선경, 2008) 글쓰기 교원 수를 충

원하거나 전공글쓰기 교과목을 새로 개설하기가 쉽지 않은 국

내 대학의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이공계학점운영이 쉽지가 않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각 학교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더 깊은 고민

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1학점을 이수한 후 어느 정도의 전

공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연구도 이어

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전공글쓰기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이공계생을 위해 전공글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실

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또 전공글쓰기 교육의 실태를 

상세히 고찰하여 수요자입장에서의 요구가 무엇인지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전공글쓰기 교육에 대

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각 대학에서 이공계생을 위한 전

공글쓰기 교육이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V. 요 약

현재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은 전공글쓰기 교육이 부재

하고 교양글쓰기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고는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전공글쓰기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MIT, Stanford University와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전공글쓰기 

교육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전공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

에 비해 전공글쓰기 교육을 담당할 교원과 그들의 인식이 해외

대학에 비해 부족해 전공글쓰기 교육과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전공글

쓰기 교육방안으로서 <전공설계과목>의 과제물에 대해 기존의 

교양글쓰기 교원이 투입되어 3~4회의 피드백을 줌으로써 전공

글쓰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1학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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