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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사회 각계에서 글쓰기 교육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담론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
국어연구원(2003)에서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회
의’를 개최함으로써 글쓰기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
감대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과학 기술 관료 출신인 임재춘 씨가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라는 책을 출판해 이공계 과학 기술자들의 글쓰
기 교육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제기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
고 있는가 하면, 영남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따른 맞춤형 작
문 교육을 표방하는 <전문적 직업 세계와 맞춤형 글쓰기>라는 작문 교재를
1) 이 논문은 2004년 6월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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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서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글쓰기와 관련된 이러한 각계의 발빠른
움직임은 글쓰기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현재 우리의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 능력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
고 있음을 방증(傍證)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능력은 범교과적인 학습의 도구라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차원에서, 직업적 전문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글쓰기 능력은 더욱 특별한 의미
를 지닐 수밖에 없다. 글쓰기 능력이 단순히 의미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지식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지식 생산 능력의 의미까지도 함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모든 업무가 기존의 ‘면대면(face
to face)' 방식에서 이메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글쓰기 방식으로 전
환되면서, 글쓰기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대두
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한 산학조사 연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의 상
급 관리자일수록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글쓰기 능력이 개인적 경력과 출세에 결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응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쓰기를 통한 의
사소통 능력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자질이자 경쟁력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 능력에 대한 현실적 요구나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
하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 작
문 교육의 현실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대학생들의 글
에서 발견되는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표기 오류, 부적절한 어휘 사용 및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 문법적 오류, 단락 의식의 결여, 문체상 문제, 독자
를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빈약한 사고력, 글쓰기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의 부재 등의 문제(원진숙: 1999,2003)는 오늘날 우리 작문 교육의 현주
소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학 입시에 논술 고사가 도입되면서 작문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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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작문 교육은 각종 글쓰기 ･ 논술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전유물
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
는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교육 개혁 차
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초 교육이 아닐 수 없
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론적으로나마 거시적인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학교 작
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살펴보
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학교 작문 교육의 방향을 크게 목표와 내
용, 방법면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 정책 차원의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국민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글쓰
기 능력은 곧 지식 생산 능력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
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국민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아끼
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글쓰기 능력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인식
하면서

국민의 문식성

능력 향상을

위해

“The

National Literacy

Strateg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에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교육 법안을 공포하고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 수준에 대
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문식성 능력 신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다 글쓰기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국민 글쓰기 능력의 문제는 특히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학
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21세기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 작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근 30년간 연간 100,000여명 이상의 교사가 투입
되는 국가적 수준의 작문 연구(National Writing Project:이하 NWP로
표기함)를 해 오면서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의 청사진을 제공해 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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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하다.
1975년 Newsweek지가 “Why Johnny can't write"라는 기사로

미

국 학교 공교육이 기본 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작문
교육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하
여 발족된 NWP(National Writing Project)는 2003년에는 50개 주
175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워크숍과 연수
등을 통해서 학교 작문 교육의 시스템을 개혁해 왔다.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대학교(K-16)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 모든 교
과 분야를 망라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작문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NWP에서는 학생들은 어떻게 쓰기를 배우는가, 학생들의 쓰기 발달 단계와
양상은 어떠한가,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작문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
는가, 효율적인 작문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쓰기 능력은 어떻
게 평가해야 하는가, 전문성을 갖춘 작문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연수 방안
은 무엇인가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심도깊게 연구하면서 미국 전역의 모든
학교에 모범적인(examplary) 작문 교육 모델을 개발 ⁃ 보급하는 작업에
주력해 왔고,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NWP 작문 교육 모델이 학습자의
쓰기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National Writing Project & Carl Nagin: 2003).
NWP는 학교 및 직업적 전문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글쓰기 능
력을 학교 교실에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문 교육 방법론, 글쓰기 과
정과 결과, 글의 내용과 형식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문 교수 전
략, 작문을 범교과적으로 모든 교과에 유의미한 학습 도구(writing to
learn)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읽기와 쓰기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방안,
효율적인 작문 교실의 특성, 모든 학년 ･ 모든 교과목에서 성공적인 작문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작문 능력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전파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작문 교육은 물론
이고 부수적으로 작문 연구 분야의 엄청난 발전까지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NWP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
기 위해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유
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단기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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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외국의 생경한 이론에 기대어 상명하달
식으로 교육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
로 작문 분야 관련 기초 연구 및 교육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바람
직한 학교 작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 각종 전문적인 교사 연수
나 작문 교육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을 서서히 개선
･ 발전시켜 나가는 미국의 NWP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학교 작문 교육은 단순히 국어과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 글쓰기 능력 함양이라는 거시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립국어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글쓰기 능력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성
안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
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국가 수준의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 주도하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텍스트 생산 및 유통
과 관련하여 다양한 담론의 표현 문화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표현 문화 환경
을 조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국민 글쓰기 실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와 학교 작문 교육의 대상이 되는 초등에서부터 대학교
에 이르기까지의 전학년에 걸친 작문 능력 발달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
른 작문 교육의 내용과 방법, 작문 평가 시스템, 작문 교육 담당 교사를 위
한 전문적인 연수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학
교 작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학교 교육 시스템을 책읽기나 글쓰기 경험 없
이 탈맥락적이고 분절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
고, 글을 쓰는 교육 체제로 변화시키고, 각급 학교에 실제적이면서도 현실
적인 글쓰기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작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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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람직한 학교 작문 교육의 방향
21세기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학교 작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교와 사회공동체와 직장에서 학생들에게 요구
하는 핵심적 작문 활동이 무엇인지, 학습자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유능한 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 문제일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학교 작문 교육의 목표
와 내용, 방법면의 차원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학교 작문 교육의 목표
작문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작문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언어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
력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언어로 옮겨서 표현해 내는 고등 정신 기능을 바
탕으로 하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학교 작문
교육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학습자가 글쓰기를 통
해서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분절적이고 탈맥락적인 기능 중심의 작문 교육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 학교와 학교 밖
직업적 전문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제적
인 글쓰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작문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방
향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작문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글쓰기를 즐겨하는
평생 필자로 성장할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

의 작문 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적 삶 속에 글을 써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
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글쓰기 과정
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가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교육은 바람직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크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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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단순히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으로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는 작문
교육을 넘어서서 범교과적으로 모든 학년, 모든 교과 영역에서 해당 교과의
지식을 학생의 경험 세계와 관련해 서로 연결짓거나 총체적인 지식으로 구
성해 가는 학습 방법으로서의 작문 교육(writing to learn)에 목표를 두도
록 한다. 이러한 작문 활동은 21세기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학습 양식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창의적 학습 능력 신장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글쓰기를 담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의사소통행위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글쓰기 교
육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도록 한다. 이러한 글쓰기 교육 국면에서는
해당 담화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각 글쓰기 유형의 내재적인 담화 규
칙, 텍스트의 관습적 규약과 함께 소통되는 글이 되기 위한 독자 중심의
글쓰기 방법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학교 작문 교육의 내용
1) 결과물로서의 텍스트 중심 작문 교육
작문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이라면, 맞춤법･띄어쓰기 등의 기계적인 측면(mechanics), 문장 구성 측
면, 단락 구성 측면 등을 중심으로 한 결과물로서의 텍스트(글) 중심 지도
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휘력과 함께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도구 내지는 연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고 이공계 대학인 MIT 앞 대형 서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는 의외로 손바닥 크기만큼 작은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작문 책이라고 한다. 이 글쓰기 교본의 내용은 간단하다. ‘글
은 간결하고 짧게 써라’, ‘두 개의 문장은 붙여서 길게 쓰지 마라’, ‘수동형
은 피하고 불필요한 단어는 과감하게 삭제하라’, ‘모호한 표현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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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는 갖추어서 써라’, ‘문장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라’ 등의 핵심적인 문장
구성 원리가 이 책의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문장 구성 원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물로서의 텍스트 중심 작문 교육은 단기간에 글쓰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응급 처방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2) 사회적 맥락 중심의 작문 교육
최근 작문 이론가들은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
락을 중시하면서 글쓰기를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필자는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 안에서 담화 공동체 구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글을 쓰는 존재이며, 이러한 필자가 생성해
낸 글은 필자 개인이 생성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의미 협상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쓰기 능력의 발달은 다양한 담화 장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당 담화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을 학습해 나가는 일이

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언어

표현 양식이나 관습적 규약 등이 담화 공동체 안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자신의 목소리가 해당 담화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한
맥락적 요소를 주요 학교 작문 교육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글

쓰기 능력은 다양한 담화 공동체의 가치와 요구로부터 산출되는 담화 활동
의 성공적 수행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박영목: 2002).

3) 문제해결 과정 중심의 작문 교육
글쓰기가 필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점에
서 일련의 글쓰기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전략을 작문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글쓰기를 일련의 목표지향적인 문
제해결과정으로 전제하는 문제해결적 접근 방법에서는 글쓰기 과정에 필요
한 사고 방법 내지 문제 해결 방법들만 익혀서 활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일
정 수준 이상의 글쓰기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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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작문 지도’의 핵심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을 점검하고 능숙한 필자들이
사용하는 보다 효율적인 글쓰기 방법을 전략화하여 실제 글쓰기 국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능숙한 필자들의 글쓰기 방법을 토대로 추출한 보다 효율적인 글쓰기 방법
으로서의 문제해결 전략을 각 쓰기 단계별-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원
진숙･황정현 역: 1998).

1) 계획하기 단계의 문제 해결 전략
. 수사적 맥락을 탐구하라
. 시행 중심 계획과 내용 중심 계획을 세워라
. 목표를 조작가능하게 만들어라
.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 협조적 계획하기를 이용하라
. 내용 중심 계획을 시행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라

2)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의 문제해결전략
. 브레인스토밍을 하라
. 자신의 생각을 자기화된 말로 이야기해보라
. 체계를 세워 주제를 탐색하라
. 푹 쉬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숙고 과정을 거쳐라

3) 아이디어 조직하기 단계의 문제해결전략
. 생각의 요지를 드러내는 핵심 어휘를 확정하라
.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라
. 개념 구조도를 작성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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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하기 단계의 문제해결전략
. 예상 독자의 지식, 태도, 요구 등을 분석하라
.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라
.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
. 독자 중심의 글 구조를 개발하라
.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제공하라
. 설득력있는 논거를 발전시켜라

5) 고쳐쓰기 단계의 문제해결전략
. 글과 글쓰기 목적을 재검토하라
. 문제점을 찾아서 진단하고 교정하라
. 경제성 측면에서 글을 평가하고 수정하라
. 강력한 문체로 편집하라
. 명확한 글 구성이 되도록 일관성있게 편집하라
. 단락을 통해 글의 내적 논리를 드러내라

3. 학교 작문 교육의 방법
학교 작문 교육은 교사의 비계 지원(scaffolding)하에 학습자들이 모둠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 쓰기 수행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물로서의

글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workshop) 형태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워크숍 중심의 작문 지
도 방법은 도입부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보이는 쓰기 방법이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가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쓰기 수행 경험을 통해
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작품화하여 생산해 내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다.
다양한 상황 맥락 안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을 운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작문력의 신장과 다양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경험, 그리고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중시
하는 이 워크숍 중심의 지도 방법은 이제까지의 작문 교육이 지나치게 개별
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 자체에만 치우쳐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경시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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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는 달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 잡힌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의미 있는
쓰기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결 론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 국민의 글쓰기 능력 수준이나
학교 작문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학교 작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
고, 바람직한 학교 작문 교육의 방향을 크게 목표와 내용, 방법면의 측면에
서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새삼 부언할 것도 없거니
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바람직한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
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면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서 길러내는 국민의 글쓰기 능력의 수준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고
국가 경쟁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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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investigating desirable school writing
education direction

Jinsook Won(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ffective writing skills are very important in all stages of life
from early education to future employment. In the business
world, as well as in school, students must convey complex ideas
and information in a clear, succinct manner. However, writing
skills of many students or our school writing education systems
are not satisfact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ossibility

of

improving school writing education system as a macroscopic
national

policy

through

America's

NWP

example(National

Writing Project and Carl Nagin:2003) and to suggest desirable
school

writing

education

direction-especially

goal, contents 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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