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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복잡 응계 이론에 근거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쓰기와의 계를 분석하고 효과 인 공학  

쓰기 교육 방법을 연구하 다.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공학교육은 창발 상을 지속 으로 유지하며 새로운 

질서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공학  쓰기 교육 모형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하여 본 연구는 상황학습방법과 쓰기 포트폴리오 도입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쓰기 능력향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논의는 공학교육에서 새로운 공학  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complex system between engineering writing in accreditation program and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studied an effective engineering writing education system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this paper. By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the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keeps continuously an emergent behavior and builds the new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 proposed an situated learn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writing portfolio. As a result, we  ascertain this 

proposed way makes up writing skill of students.  We think this discussion will be a chance to explore a new writing education system in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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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의 화두인 복잡함과 다변화는 새로운 로벌 

패러다임들을 출 시켰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잡

계’(Complex System)이론이다. 복잡계 이론은 과거의 

안정과 조화, 선형  인과론에 근거한 결정론  언

가능성에서 벗어나 ①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요소들

의 필요에 의해 ② 비선형성의 상호작용과 ③ 구성요

소들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경로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되먹임 고리를 형성하며 ④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

스템으로써 ⑤  다른 복잡계로 끊임없이 응해가

는 특징들을 지닌다. ‘창발 상을 보이는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1〕. 즉,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부 구성요소는 체제의 변화에 상응하여 새로운 성

질을 나타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속 으로 변화하

는 체계이다〔2〕. 

이와 함께 복잡계의 기본 인 특징과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정보 달, 학습, 응능력들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계를 기술하기 해 확장된 개념 형태로 출 한 것

이 ‘복잡 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이다〔3〕. 

이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되는 

‘복잡함과, 각 구성요소들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화

한다는 의미에서의 ‘ 응성’이 결합된 것이다. 

군생하는 곤충과 개미 콜로니가 복잡 응계로 설명

됨과 같이 교육 시스템도 복잡 응계로 해석할 수 있다

〔4〕. 산업체와 공학 교육 사이에는 복잡함과 응성이 

존재하며 각각의 하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새

로운 질서에 의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 이라는 창

발 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발 상

은 끊임없이 발 해야 그 가치를 얻는다. 공학교육인증

제도에서 주기 인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한 교육 시스템 내부의 복잡함과 응성은 교수

자와 학습자간의 능동 이고 자발 인 지속  품질 개

선(CQI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시스템으로 꾸

히 되먹임(feedback) 되고 있다.  

복잡 응계로서의 학습복잡계는 학습활동이 발생하

는 기본 요소들, 즉 학습자, 학습의 내용과 방법, 학습

략과 매체, 학습 환경과 문화, 학습제도와 시스템 등이 

학습효과를 극 화하려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은유  분

석의 한 유형으로 최근 학습 련 연구들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5〕～〔7〕. 특히 “학습복잡계 기반의 

공학  쓰기 교수 방법 연구”에서는 쓰기교육을 학

습복잡계의 시각에 근거하여, 공학도 개인의 특성을 반

한 쓰기 교육, 공학 쓰기의 유사성을 고려한 학습, 

동기유발의 필요성, 쓰기의 수정과 조 의 피드백 과

정 강조, 쓰기에서의 자기 성찰과 비선형성 지향 등에 

해 소개하고 있다〔7〕.  

본 연구는 외부 으로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

하고 있는 교육시스템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요구하

는 산업체간의 계를 살피고, 내부 으로는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운 하는 로그램의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형성되는 공학 쓰기의 계를 복잡 응계의 에서 

찰하고자 한다. 최근 공학 쓰기에 한 심과 변

확 는 공학교육인증이 요구하는 문교양인의 양성 

 의사소통능력향상 등의 학습성과(outcome) 달성과 

한 계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복잡 응계의 시각

으로 공학교육인증 로그램과 공학  쓰기의 계

를 분석하려는 것은 그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쓰기 교육의 새로운 발  방향과 모형연구를 모색하기 

한 시도이다. 

본문의 Ⅱ장에서는 공학교육인증 로그램과 공학

 쓰기 교육의 계를 열린시스템의 기 과 새로운 

질서, 임계지 , 자기조직화와 메타질서의 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Ⅱ장의 분석을 토 로 Ⅲ장에서는 재 

한밭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Technical Writing’ 교과

목 운 의 상황학습방법과 쓰기 포트폴리오 도입 

사례를 설명하고 Ⅳ에서 그에 한 결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복잡 응계로 보는 공학교육인증

로그램과 공학  쓰기 교육

복잡 응계에 의한 은유  분석의 방법은 몇 가지 기

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시스템이 복잡 응계인

지, 혼돈의 가장자리에 치해 있는지, 섭동이나 요동이 

있었는지, 자기 조직화 상이 있었는지, 새로운 안정

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본 장

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기 으로 복잡 응계의 이론

 함의를 설명하며 공학교육인증 로그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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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스와 쓰기의 모형 사이에서 행 자들의 상

호작용과 반응을 살피고 그 계를 악해보고자 한다. 

한 공학교육인증 로그램과 공학  쓰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 인 학습모형 시

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1. 변화에 능동 인 열린 시스템

복잡 응계는 열린 체계를 제로 한다. 공학교육인

증 로그램은 하나의 열린 시스템이며 이는 복잡계가 

요구하는 기조건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열린 시스템이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 지를 주

고받으며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공학교육인증 로그

램의 교육목표는 산업체,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수요 지향

(demand-driven)이며, 졸업생들의 사회경험과 취업한 

산업체로부터의 되먹임(feedback)이 있어야 한다. 한 

타 공학교육의 로그램 벤치마킹 결과를 반 하거나 

자체역량평가의 결과를 반 하는 등 변화에 능동 으

로 응하기 해 열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학

교육인증의 핵심은 성과기반(outcome-based)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 모든 공학교육 로그램에서는 공통 으

로 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s)를 요구하고 있

다. 인증<기  2>의 ‘ 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에 

한 12개 항목의 구성요소는 ‘학습성과별로 측정 가능한 

구체 인 내용과 성취 수 이 설정되고 문서화된 차

로 평가되어 그 결과가 로그램 개선에 반 ’되어야 한

다〔8〕. 이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해 국제 으로 요구

되는 능력(global criteria)이므로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국제 인 요구에 얼마만큼 응하는가, 요구 만족

을 해 어떤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범 하

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기  3>의 종합설계 

련 ‘교과 역’ 역시 ‘Top-down’이 아닌 ‘Bottom-up'의 질

서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한 공학교육인증 로그램들은 외부와 지속 으

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효율 인 인증을 얻기 해 산

업체와의 긴 한 조, 인턴십 제도의 도입, 교과에서

의 실무편성, 로벌 인재양성을 한 각종 로그램 

개발 등에 신 인 태도로 극성과 역동성을 부여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문교

양 교육과 공학도의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두, 

로벌 기 의 소양 능력요구, 학제간의 융합과 통섭의 

력활동 필요성, 문서작성과 련한 실무 심 교육

의 요구 등 다양한 문 , 실용 , 도구  필요성들은 

쓰기 능력 신장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2.2. 새로운 질서의 요구

혼돈의 가장자리는 이 의 상태와 근본 으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자리이며, 이는 무질서에서 질

서로 넘어가는 길목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형성하고 

태동하는 자리이기도하다〔9〕. (사)한국공학교육인

증원의 출범은 새로운 질서의 요구 때문에 가능하

다. 돌아보면 IMF의 여 로 국내 기업들은 구조 조정

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국내의 문산업인력

문제, 취업문제는 심각한 경제문제가 되었다. 특히 공

학교육  공학기술 인력에 한 국제표 화와 WTO

체제는 우리나라 공학계에 던져진 이었다. 이는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으며, 공학교육 신에 

한 심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은 이를 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섭동을 충족하기 해서 다양한 요동

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교육성과의 이  

학 (output)만족이 아니라 능력(outcome)소유이고, 공

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12가지의 학습성과를 성취

하기 한 구체 인 도구로써 쓰기 교육의 요성이 

두되었다. 그간 쓰기는 공학 문성을 한 문교

양 역이 아니라 문 문과 련한 작문교육이 부분

이었다〔10〕. 실제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않는 100명

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작

문 심의 쓰기 교육은 공학도들에게 지루함과 딱딱

함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어 강제 이 아니면 참여하

려는 주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들에게 쓰기 

교육은 필요치 않으며(72%),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85%)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

의 실무 쓰기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 흥미가 없으

며, 쓰기 자체가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진 학

생도 95%에 이르 다. 즉 공이론과 연구에 한 

요성에 비해 쓰기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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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학   습   성   과

매우

요

로
그
램
학
습
성
과
 
평
가

7. 효과 으로 의사를 달할 수 있는 능력 ○

8. 평생교육에 한 필요성의 인식과 이에 능

동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9. 공학  해결방안이 세계 , 경제 , 환경

, 사회  상황에 끼치는 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

10. 시사  논 들에 한 기본지식 ○

11. 직업  책임과 윤리  책임에 한 인식 ○

12. 세계문화에 한 이해와 국제 으로 동

할 수 있는 능력  
○

교
과

역

1. 기 설계 (실험노트, 실험보고서, 설계계획

서, 제안서)
○

2. 종합설계 (졸업논문) ○

3. 문교양 (공학 문교양으로의 다양한 

쓰기 텍스트)
○

기
학   습   성   과

매우

요

학
생

포
트
폴
리
오

학생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모든 텍스트(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설계과제물 계획서와 

보고서, 실험보고서, 각종 로젝트와 과제물

보고서, 동아리활동 보고서, 연수 경력  기타

활동 사례, 공모 참가 제안서와 활동내역, 종

합설계보고서, 각종 자격증과 수상경력, 성

표, 외국어 능력향상계획과 자체평가서 등)

○

공학인에게
쓰기가 
필요하다

꼭 배우고 
싶다

어렵고 
재미없다

   20    40    60    80     100

28%

72%

아니오

15%

85%

97%
3%

그림 1. 이공계 비인증 학생들의 쓰기 실태 조사
Fig. 1 An a survey of Writing Education for students 

in Non-Accreditation Program 

그러나 공학  쓰기의 인식에 한 혼돈의 발생은 

미래지향  과제의 출 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의 

요성이 차 부각되기 시작하고 취업을 비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과제들은 자생 으로 제 3자의 도움을 필요

로 하며 표 1.과 같이 새로운 쓰기 교육의 심을 가져

오게 하 다. 

표 1. 공학교육인증과 쓰기의 련성
Table. 1 The relation betwee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이는 쓰기에서의 상 이(phase transition) 상인 

새로운 질서의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공학교육의 임계지

복잡계에서 창발이 일어나는 지 을 임계상태 혹은 

임계 이라고 한다. 즉, 시스템이 무질서한 상태이거나 

질서를 모르는 혼돈의 상태 다가 임계 에 근하면 

구성요소들이 규칙을 갖고 모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

들어내는 상이 찰된다.

공학교육 시스템에서의 창발 상과 련한 임계상

태는 크게 섭동과 요동, 즉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외부  요인으로 첫째는 

2006년 2월 (주)삼성 자가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로

그램의 졸업생들이 자사에 취업할 경우 총 면 수의 

10%를 가산 으로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며, 둘째는 

2006년 11월 6일에 열린 ‘공과 학 신포럼 2006’으로 

① 산업 맞춤형 교육을 10년 후 40%로 확 , ② 가족회

사수 2015년 5만개로 확 , ③ 공학인증제 2015년까지 

85개 학으로 확  ④ 공과 학 산업기여도 평가 실

시, ⑤ 정부의 특성화  산학 력 학지원 연계 실시 

등이다. 셋째는 원래 2009년으로 상하고 있던 워싱

턴 어코드(WA)의 정회원 가입이 2007년 확정되면서 

공학교육인증제도 운 에 요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그림 2.)

반면 내부  요인으로는 첫째, 학교 당국의 인식의 변

화이다. 우수한 졸업생의 배출과 높은 취업률은 학의 

경쟁력이 되었다. 학교는 교수 확보율을 높이고 교육환

경을 개선하 으며, 다양한 교육실 을 교수업 평가

에 반 하여 교육 충실도 향상의 필요성을 갖추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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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수

85개 

25개

7개
2개

년도

1999 2001           2005    2006         2015

임계
2001년 인증 2개 학
(주)삼성의 가산 발표
정부참여,공학 신포럼
WA정회원국가입노력
2006년 인증25개 학

그림 2. 공학교육인증의 창발
Fig. 2 Emergency of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둘째, 교수자의 자세 변화이다. 교수자는 학문  권

와 담화공동체의 집단화에서 벗어나 실 인 사고, 실

용 인 체제로의 흐름에 순응했으며, 학제간의 공동작

업과 융합 인 시각을 확장하 다. 

이러한 섭동과 요동의 향은 국  확 로 이어져 

7개 학의 인증에 머물러 있던 참여를 25개 학으로 

확산하 다. 이는 구심 이 되어 공학교육인증원과 공

과 학의 교육 시스템에 ‘공진화’를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문교양 역의 심은 쓰기 교육에도  

효과로 나타났고, 교양인을 양성하는 필수 문 역이

라는 인식이 두되었다. 특히 로벌형 인재 양성의 핵

심인 의사소통의 요성은 공학교육의 근간이 되었으

며, 산업체 실무 심의 쓰기 교육이 수면 로 부각되

었다. 

구성원들의 자기 조직  변화는 구성 집단에서 일어

나는 요동과 섭동의 향에 의해 더욱 강화되기도 하고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 으로 발생하기도 한

다〔11〕. 즉 공학교육인증제도라는 제도  시스템과 

쓰기가 필요하다는 행 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

하여 문제 상황, 학습 환경, 행 자의 개인 욕구 등이 함

께 변화하고 성장해 가게 된 것이다.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극 으로 쓰기를 배

우고 싶어 하며(86%), 쓰기 교육이 꼭 필요하다(88%)

고 답하고 있다.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 어렵고 재미없다고 답

한 학생이 반으로 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상

이다.(그림 3.) 

아니오

공학인은
쓰기가 
필요하다

꼭 배우고 
싶다

 어렵고
재미없다

   20    40    60    80   100

 88%

12%

86%

14%

54%

46%

그림 3. 공학교육인증 상 이공계 학생들의 
쓰기 인지도 실태 조사

Fig. 3 An a survey of Writing Education Cognition 
for students in Accreditation Program 

한 쓰기 교과목에 한 심도 증폭되어 2006년

을 기 으로 학기당 수강인원이 2배 가까이 증원되었다. 

이는 단순히 공학교육인증을 한 필수과목이라는 인

식이라기보다 쓰기에 한 사회 내외  요구와 학

생들의 필요성에 한 확신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그림 4.) 

700

600

500

400

300

200

1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학기당
수강인원

    ●

  260 

●

310 

●

330  

  ●

 620 

   ●

  660 

 ●

710 

년도

그림 4. 공학교육인증 상 이공계 학생들의 
쓰기 심도 실태 조사

Fig. 4 An a survey of Writing Education Concern 
for students in Accred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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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기조직화와 메타 질서

공학교육인증 로그램과 쓰기에 한 심은 임

계 을 기 으로 속한 확산과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

다. 이 기 으로 본다면 시스템은 새롭게 고착되고 있

다는 단이 가능하다. 이는 ‘양의 되먹임’이 실 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질서를 찾고 정

인 피드백을 통해 안정권에 어들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공학교육인증에 한 외부의 새로운 에 지 유입은

2008년 서울 어코드를 창설함으로써 국제  상을 갖

추게 되었다는 이다. 이와 더불어 2007년 2월 지식경

제부는 국 50개 공과 학에 공학교육 신센터를 설

치하게 하여 공과 학별 특성화 략을 수립하 다. 이

를 통해 산업계 지향 인 공학교육인증 로그램을 주

도하는 공과 학 신의 담기구로서 교육 로그램 

 교육방법을 학 특성과 지역산업에 맞게 면 으

로 개선,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 다. 

유입된 새로운 에 지를 소화하기 해 학생들은 학

명칭, 졸업기 을 포함하는 학칙 등이 정비된 제도 속

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한 학습성과의 성취  이수체

계에 따른 교과과정 이수 그리고 교과 역별 학 기  

만족, 기 설계에서 종합설계까지의 완성된 설계교육

을 받도록 수립된 질서를 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를 한 가시  성과물

인 종합설계와 학생포트폴리오는 쓰기와도 그 련

성이 매우 깊다〔12〕.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의 제작이

나 종합설계를 한 다양한 의 형태와 쓰기 방법에 

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한 취업을 비하는 학생의 

경우 기본 인 실용문쓰기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쓰

기 등에 해 필요성을 감하며 능동 으로 참여하고 

있다. 

Ⅲ. 공학교육인증 로그램을 한 

공학  쓰기 교육 방안

공학교육인증은 이미 성숙기에 어들었고, 그에 따

른 공학교육의 질  변화에도 거시  성과를 이루고 있

음은 Ⅱ장을 통해 확인하 다. 그러므로 공학교육인증

의 창발과 같은 변화를 기 으로 구성요소간의 상호 피

드백은 더욱 역동 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CQI에 근거

한 진화와 발 이 연계되어야 한다. 공학  쓰기 교육 

역시 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조직 이며 극

인 실천성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학교육인증 로그

램들은 산업체와의 긴 한 조를 바탕으로 산업체의 

요구를 반 한 교육목표를 좀 더 구체 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쓰기를 비롯한 의사소통교육은 다수의 

학에서 교과목의 새로운 개발과 교육과정에 해 높은 

심을 기울이는 수고에 비해 여 히 걸음마 수 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의 이공계 쓰기 교육 실은 

일반 이고 보편 인 수 의 교양과목으로 인식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직도 형식  측면에 을 두

고 있기 때문이다〔13〕. 이와 련하여 공연계 쓰

기 교육에 한 강조나 미국 공학교육인증의 요구 조건

을 충족시키기 한 공학과 커뮤니 이션의 력시도 

사례, 스탠포드 학의 연구 심 쓰기교육 소개 들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14〕～〔16〕. 

본 장에서는 공학교육인증을 한 쓰기 교육의 새

로운 방향 모색을 하여 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단의 

주요 교과로 편성된 ‘Technical Writing’과목의 운 에서 

용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실무 쓰기 심의 상황학습방법 

학습복잡계에서 임계 을 지난 창발 상은 새로운 

에 지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 정 이며 지속 인 에

지의 유입과 상호 피드백이 없다면 이는 진부한 학습

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학교육인증과 련한 

공학  쓰기 교육에서 새로운 에 지의 유입은 외부

인 요인과 내부 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인 요인으로는 환경, 상황, 기업체의 요구, 실무형 인재 

기 에 부합하는 교육수 에 한 산업체의 기 감 등

이다. 반면 내부  요인으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의 자세와 교수법, 그리고 구성원들의 태도, 필요성, 

극 이며 역동 인 참여와 실천 등인데 이들은 함께 공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Technical Writing’은 재 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

들(51명)이 한 학기를 수강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과목

(17명씩 3개 반으로 운 , 3학 )이다. 이들은 이미 1학

년에서 기 쓰기 과정을 학습하 고 실험보고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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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익힌 상태이다. 특히 4학

년은 부분 취업이나 인턴십 등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므로 주요 쓰기의 내용들은 실무형으로 구성하

다. 그 가운데 연구제안서·기획서 작성, 연구보고서 작

성, 발표자료 작성을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상황학습이론은 개인과 그 주 의 타인과 도구, 맥

락, 환경과 같은 것들이 상호구성 인 계를 맺고 있

다는 에서 상호기능주의 는 상황주의라고 할 

수 있다〔17〕. ‘Technical Writing’은 공학교육인증이 

지향하는 산업체요구에 합한 쓰기의 내용을 극

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장에서 유

용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주요 강의 내

용 가운데는 장에서 근무하는 졸업생 취업자나 선

배 CEO 청 강의(5회) 등을 통해 실무형 쓰기의 

요성을 강조하고, 공과 련한 문 인 표 이나 

장감 있는 자료 구성에 한 조언을 듣도록 구성 하

다. 이는 복잡 응계의 열린 시스템으로써 졸업생

들의 사회경험과 취업한 산업체로부터의 되먹임을 실

하는 것이다.

한 연구 제안서  기획서 작성은 조별 업과정을 

통해 쓰기 지도와 더불어 발표 자료를 완성하도록 하

고, 학기말에 산업체 선배  공 교수들 앞에서 발표

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실 인 긴장감과 장성을 

익히고, 산업체 구성원으로써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

하 다. 총 10 의 발표에는 다면 인 상호평가 방법을 

용하여 객 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상을 포함한 격

려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3.2.  쓰기 포트폴리오 도입

쓰기는 이미 1980년 부터 사회구성주의 작문이

론의 두와 함께 결과 심에서 과정 심으로, 텍스트 

심에서 상황  심으로, 개인  에서 사회  상

호작용의 으로 그 개념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학

의 쓰기 교육은 앞서의 지 과 같이 여 히 일부 형식

과 결과 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 매우 안타

깝다. 

임계 을 지나 온 공학교육인증의 성장세와 더불어 

공학  쓰기 교육은 더 이상 과거의 교육내용을 되풀

이해서는 안 된다. 쓰기 기능의 본질은 ① 사고의 단

를 언어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② 일련의 쓰기 과정

을 통해 독자를 고려하고 달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의

사소통행 일 뿐만 아니라, ③ 의미구성행 로써 ④ 주

어진 과제에 한 체계 이고 복합 인 방식의 문제해

결행 이고, ⑤ 자신의 인지과정을 검, 평가, 조정해 

나가는 자기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Technical Writing’ 교과목에서 쓰기 포트

폴리오의 도입과 실천은 단순히 쓰기의 형식과 기술

만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써 쓰기 

기능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쓰

기 포트폴리오를 ‘쓰기 훈련을 통한 성장과 발 의 과정

 산물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쓰기의 변화  발달

 수행에 한 ‘반  실체’라고 여긴다. 한 학기 동안

의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습득하고 정리한 모든 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는 그 개념상 ‘작품 모음집’ 는 어떤 특

정 목 을 염두에 두고 수집된 자료집의 의미로 해석된

다. 쓰기 포트폴리오는 학습자가 일정기간 쓰기 과

정에서 얻게 된 여러 편의 을 모은 자신만의 작문집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 구성단계에서부터 쓰기를 

한 메모, 다양한 자료들, 쓰기와 련한 성찰이나 반

성의 기록, 주제 선택을 한 클러스터링이나 마인드맵, 

고와 수정본, 첨삭을 받은 내용, 완성본 등을 모두 모

아 순차 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쓰기 상

담, 첨삭지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수집하여 포트폴

리오에 담아 학기가 끝나는 시 에 교수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쓰기 포트폴리오를 통한 구성원들의 자기 조직  

변화는 주어진 내용에 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다 심

화되고 체계 인 활동으로 연결된다. 쓰기 포트폴리

오는 자기조직화를 강화하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변화

를 찾아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려는 자기 월

의 과정을 경험시키는데 일조한다〔18〕. 자기 월의 

매커니즘을 내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 교수

자는 학생의 쓰기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을 보며 한 학

기 3회 이상의 첨삭지도와 쓰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

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쓰기 문제 을 

정확히 악하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쓰기 략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정 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검, 평

가를 통해 쓰기의 ‘자기조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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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  평가

 ‘Technical Writing’과목에서 상황학습방법과 쓰기 

포트폴리오 도입을 용하여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학생들을 상으로 한 평가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정 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강의참여자 

51명 가운데 자신의 쓰기 능력이 학기 보다 향상되

었다는 학생이 46명에 이르 고, 포트폴리오를 통해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학생도 

44명이었다. 한 쓰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

다는 학생은 39명, 효과 인 발표방법을 습득했다는 학

생은 46명, 자신의 쓰기 문제 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학생도 무려 42명에 이르 다.(그림 5.)

 

      20   30   40    51 (인원수)

쓰기과정, 
방법습득

쓰기
자신감 향상

쓰기 
실력향상

효과 인 
발표 방법습득

쓰기 
문제  개선

82.3%

90.1%

86.2%

76.4%

90.1%

그림 5. ‘Technical Writing’ 수강학생 설문 조사
Fig. 5 An a survey of a Member of class on 

Technical Writing

특히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 내용’을 묻

는 주 식 항목에서는 ‘ 재 산업체 근무 졸업생 선배의 

특강과 조언’이라고 답한 학생이 46명(90.1%)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 즉, 학생들이 생각하는 쓰기가 교

재 심, 교실 심 교육이 아니라 경험 심, 실재  가

치 심에 있음을 이해한 것이며, 수업을 통해 이를 체험

하고 습득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수답변으로 ‘ 쓰기 포트폴리오를 제작

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29명, 56.8%)’으나 ‘교수자와

의 3회 이상 1 1 면담을 통한 쓰기 지도는 매우 큰 도

움이 되었다’(41명, 80.3%)는 답변도 주목할 내용이다. 

이는 학생들의 쓰기 지도에있어서 무엇보다 요한 

작업이 교수자와 학생의 지속 인 면담임을 확인하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쓰기와 련한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쓰기 특성을 악하고 지도함으

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과 쓰기 태도의 문제

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Technical Writing’강좌의 아쉬운 이나 보

완할 을 묻는 항목에서는 ‘졸업한 선배의 특강시간 확

가 필요하다. 발표자료 비 시간이 부족하다. 보고서

에 한 피드백이 더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종합 으로 ‘Technical Writing’과목에서 실행한 두 

가지 방안의 장 은 첫째, 산업체가 요구하는 의사소

통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장형의 실무 쓰기를 효

과 으로 습득하도록 ‘졸업생 선배의 특강과 조언’을 

교과목에 흡수하여 실행했다는 이다. 이는 공학교육

인증이 ‘수요 지향 이며, 졸업생들의 사회경험과 취

업한 산업체로부터의 되먹임’을 실천한 것으로 그 의

미가 크다. 

둘째, 교수자의 학생들에 한 꾸 한 심과 격려는 

쓰기의 변화에 가장 효과 인 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

었다는 이다. 쓰기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한 한 학기 

3회 이상의 면담은 학생들에게 쓰기 자신감을 향상시

키고, 정 인 에 지의 교류  자극이 되었다. 한 

자신의 쓰기 문제 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쓰기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단 으로는 한 학기로 편성된 짧은 시간 탓에 충

분한 쓰기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깊이 있는 강

의내용과 철 한 피드백이 부족하 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컸던 것 역

시 문제로 남는다. 한 졸업생 선배의 특강과 체 강의 

내용의 연계부분, 시간 조  문제 등도 좀 더 유기  연

성을 찾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제언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출범 이후 지난 12년간 공

학교육인증 로그램은 임계 을 지나 양 , 질 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교양교육 강화 특

히 쓰기를 포함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한 문교

양교육과정의 신노력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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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본 연구는 첫째, 복잡 응계 이론에 근

거하여 공학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온 공학교육인

증제도와 인증 로그램에서의 공학  쓰기와의 계

를 고찰하 다. 그 결과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공학

교육시스템은 변화에 능동 인 열린 시스템으로서 새

로운 국제질서의 요구에 순응하며, 창발 상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교육 체계를 메타  질서로 갖추어 나가

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문교양 역의 심

은 로벌형 인재 양성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요성 확

인과 더불어 공학교육의 근간이 되었으며, 실용성을 강

조한 실무 심의 쓰기 교육이 수면 로 부각되었음

을 악할 수 있었다. 

둘째, 복잡 응계의 에서 쓰기 교육에 한 구

체 인 방법으로 상호구성주의  상황학습방법과 쓰

기 포트폴리오의 도입을 소개하 다. 상황학습방법은 

공학교육인증이 지향하는 산업체요구에 합한 내용을 

쓰기에 극 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장에서 유용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학습의 방법이다. 

한 쓰기 포트폴리오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

의 쓰기 문제 을 정확히 악하고 변화과정을 분석

하여 쓰기 략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정 인 효

과를 얻도록 하 다. 

물론 본 연구와 같은 논의가 공학교육인증의 발 이

나 이공계 쓰기 교육에 한 완벽한 방안 는 궁극

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공학

교육인증에 해 분석하고, 교과에서의 실무편성에 

한 쓰기의 실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

를 둔다. 

향후 객 인 연구들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그 모듈

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망한다. 그러기 해서는 MIT

나 Stanford University 사례와 같이 각 학에 쓰기 센

터의 도입(국내의 일부 학에서만 실행 임)과 이를 

통한 개인별 상담과 첨삭지도 등의 피드백 활동, 이와 

련한 인력문제 등에 한 방안이 극 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 한 좀 더 미래 지향 인 쓰기 교육의 변화

로 융합  연구 활동을 한 유형별 쓰기 능력 강화와 

다학제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문성을 

높이는 쓰기 교수 방법의 개발, 공 역의 말하기·읽

기·듣기·쓰기의 통합지도 방안에 한 논의가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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