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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쓰기 경험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어떤 쓰기
경험을 하며 필자로 성장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긍정적・부정적 쓰기 경험을 회상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쓰기 경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쓰기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쓰기
경험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상대적
으로 다양한 쓰기 경험과 긍정적 쓰기 경험을 더 많이 언급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 독후감 등이, 중학교 때는 독후감, 소설 등이, 고등학교는 논술이 쓰기 경험
과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교내외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 교사의 칭찬과 격려, 친
구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편지 쓰기 등이 긍정적 쓰기 경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강제적 쓰기 과제, 교사의 부정적 비판적 피드백, 논술로 인한 좌절,
수상 실패, 등이 부정적 쓰기 경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필자, 쓰기 경험, 긍정적 쓰기 경험, 부정적 쓰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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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쓰기 능력은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여러 나라에서 학생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의사소통능력이다.1) 박영민(2014)에서는 작문과 의사소
통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작문능력은 미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과
긴밀하게 대응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쓰기 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은 앞으로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을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쓰기 능력을 제고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하고 그것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쓰기 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

1) 이광우 외(2008)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역량을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기초 학습
능력, 시민의식, 국제 감각, 진로 개발 능력 10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서영진(2013)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국어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어과 핵심 역량을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초학습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처리능력’, ‘문화예
술향유능력’의 7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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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물이 대부분이다. 즉, 교육이론가나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고 그
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가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
러한 연구물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이 학교가 제공하는 쓰기 교육
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 있게 배웠는가’일 것이다. 정작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의 쓰기 교육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러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하며 필자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자로서, 교사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쓰
기 경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쓰기 경험에 대해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필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대한 연구(김정자, 2012)에서 학교의 쓰기 수업과 학생의 쓰기 경험
의 간극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교사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
의 태도, 자신의 작문 과정, 쓰기 이력 등에 대해 성찰하고 글을 쓰도록 했는
데, 그 글에서 교사들은 학창시절 쓰기 지도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학창 시절 쓰기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서술하
고 있었는데, 특히 필자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
이 학창 시절 쓰기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글쓰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며 쓰기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학생들이었던 교사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냥 ‘써라’라는 말만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서 쓰기가 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던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낸 교사들도 자신이 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쓰기 지도는 일어나고 있으나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쳤으나 학생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이 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했으나 그것을 의미화
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목하여 연구
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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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학생을 능숙한 필자로
기르기 위해 제공되는 쓰기 교육의 내용과 다양한 쓰기 활동들을 학생은 과
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서
받은 다양한 쓰기 교육 경험 중에서 어떠한 쓰기 경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즉,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받은 이를 대상으로
하여, 필자로서 자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기는 긍정적・부
정적 쓰기 경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탐색하고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긍정적 경험으로 여기는 쓰기 경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으로 여기는 쓰기 경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학생들이 쓰기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학생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제공해 왔던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다양한 쓰기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유효하고
의미 있는 쓰기 경험들을 구성하여 쓰기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재
등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쓰기 경험과 필자
다양한 쓰기 경험은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태도와 필자 정체성을 형성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수현(2010)의 연구는 학생 필자의 쓰기 수업
경험이 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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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은 대학생 필자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쓰기 수업과 관련된 경험담을
수집하여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여 학생 필자의 정체
성 구성 과정과 그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수현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포착한 학생 필자의 주된 정체성을 ‘고독한 필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고
독한 필자’가 되는 조건 및 원인을 ‘쓰기 수업의 부재’로 파악하였다. 쓰기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경험
하면서 학생들은 “침묵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고독한 필자”로서 자
신의 필자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의식적
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쓰기 수업 경험을 떠올리게 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쓰기 수업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기억이 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가르침을 받음 경험이 없다고 한 점은 이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다.
프레이저(Frager,1994)는 현직연수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신이 어떤
필자인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myself-as-a-writer paper)를 분석하여 교사들
의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쓰기에 대한 혐오감을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한 부정적(reluctant) 필자, 쓰기의 필요성 때문에 쓰기를 인
정한 실용적(practical) 필자, 다양한 방식으로 쓰기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필수적 부분임을 표현한 통합적(integral) 필자의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이
러한 필자 정체성을 형성한 원인으로 이전의 글쓰기 경험과 쓰기 교육(을
받은) 경험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부정적 필자들이 이전 교사나 부모 등에
의해 자신들의 쓰기에 혹독한 비판을 받은 기억, 자율적 쓰기 경험 즉, 자신
의 화제나 쓰는 방식을 선택한 경험의 부족 등을 보고하고 있는 점은 이 연구
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쓰기 경험이 학생의 쓰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나영은
(2011)의 연구가 있다. 나영은은 중학교 1학년 150명의 쓰기 경험담을 분석
하여 학생의 쓰기 태도에 영향을 주는 쓰기 경험을 파악하고 있는데, 학생들
의 쓰기 경험담에서 ‘쓰기 피로감’, ‘강요된 쓰기에 대한 불만’, ‘사회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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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생들의 쓰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 학령기 이후의 경험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쓰기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정자(2012, 2013)의 연구가 있다. 김정자(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
창 시절 겪은 쓰기 경험이 교사의 쓰기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글쓰기에 자신감을 잃고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일화, 교사의 관심과 칭찬으로 글쓰기를 더 열심
히 했다는 일화 등에서 학교에서 겪은 쓰기와 관련된 경험들이 필자로서의
태도와 쓰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을
글을 잘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에 자신감이 없는 필자로 여기거나, 글쓰기를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학창 시절 쓰기 수업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쓰기 경험의 반복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필자로서의 자신감 결여를 가져오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정자
(2013)에서는 쓰기 지도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피드백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
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쓰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생의 사례에서, 자신의 쓰기
활동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계속해서 학생이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반
응을 반복한다면, 학생이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필자로서의 자신감
결여를 확고히 하게 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쓰기 경험은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신념이나 쓰기에 대한 인식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친다. 브룩(Brooke,1991)은 쓰기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첫 수업에서 자신들의 이전 쓰기 경험에 대해 기술하도록 했는데, 그들 대부
분은 학교에서만 글을 써 왔으며, 그러한 쓰기는 연구 논문, 에세이, 리포트,
비즈니스 메모 같은 전통적 형식으로 주어진 화제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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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했다. 발견, 성찰, 비판적 사고의 행위로서의 쓰기 즉, 진정한 의미형성
으로서의 쓰기 행위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쓰기가 성적이
나 자격을 얻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서 사회적 행위일 수 있다
는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쓰기를, 정보를 검색해
서 교사와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여지는 형식으로 그것을 재생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했다.
학생들이 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한 요인으로 지금까지 쓰기와
관련된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쓰기 경험
은 학생이 쓰기에 대한 태도와 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은 그것이 학생에게 긍
정적 경험이든 부정적 경험이든지 간에 학생들이 필자로서 성장하는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학생들이 초・중등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쓰기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쓰기 교육의
관점과 지향들이 학생들의 쓰기 경험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를 분석해 내고자 한다.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학교에
서 받아 온 쓰기 교육은 중요한 요인임에 분명하다. 학생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억 속에서 쓰기 경험을 떠올려 보고했다는 것은 그 경험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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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때의 쓰기 경험을 모두 조사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55명으로서, 이들의 교육대학교에서 심화전공은 국어교육이
다. 연구 대상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즉 교육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심화전공이 국어교육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들보다 좀
더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며, 자신이 학창 시절 받은 쓰기 교육에
대해 좀 더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쓰기 경험을 회상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 다만 교육대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균형 있게 선정하지는 못했다는 점
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성취도와 쓰기 능력이 완전히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 대상의 대학 입학 시 학업 성적을 고려하면
이들의 쓰기 능력은 평균이거나 평균을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 대상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한계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3.2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회상을 통하여 자신의 학창시절 쓰기 경험을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쓰기 경험 자료는 2012학년도 2학기 ＜국어표현
교육론＞ 강의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로
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제를 몇 가
지 학생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필자로서 자신은 어떤 필자
인지, 자신의 쓰기 과정은 어떠한지, 필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쓰기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기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특히 이 연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부여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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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쓰기 경험을 되돌아보고 긍정적 경험
과 부정적 쓰기 경험으로 범주화하도록 한 것이다.
＜과제＞ 글쓰기와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여러분 자신의 쓰기 인생(writing life)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고등
학교 때까지의 글쓰기 활동(즉 쓰기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고 선 위에는
긍정적 경험을 아래에는 부정적 경험을 써 봅시다. 이 경험 중 필자로서 자신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은 무엇입니까?2)

＜그림 1＞ 학생이 작성한 쓰기 경험 기록지의 예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자료
수집 방법이 회상에 터한 것이라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이 그 학생의 모든 쓰기
2) 쓰기 경험 회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을 하나 택하여 그것에
대해 글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쓰기 경험 기록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36 한국초등국어교육 제55집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계는 시간에 따른 망각 현상
때문에 초등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의 경험을 떠올리기 쉬울 것이라는 점이
다. 셋째, 쓰기 경험의 회상에는 학생의 인지나 정서의 발달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경험들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슷한 쓰기 경험이라도 초등학교 때는 긍정적 경험이
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때 부정적 경험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많은 경험 중에서 특정한 경험
을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다른 쓰기 경험보다도 그 학생에게 의미
가 있는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학생이 필자로 성장하
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3.3 자료 분석 방법
학생들이 작성한 쓰기 경험 회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
준에 따라 학생들의 쓰기 경험을 분류하였다. 먼저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쓰기 경험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었다. 몇몇
학생이 취학 전 쓰기 경험과, 대학교에서의 쓰기 경험, 재수 시절의 쓰기 경
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관심은 취학 후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의미 있는 쓰기 경험에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취학 전부터
현재 즉 대학교에까지 쓰기 경험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쓰기
경험은 전체적인 경향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주목할 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는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본적인 분류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학생들의 쓰기 경험에서 공
통적인 특징을 찾아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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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 쓰기 경험 자료 분류의 예
번호 성별 학교

1

남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1. 1학년 교내 일기쓰기 상 금상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칭찬)
2. 2학년 독후감쓰기 장려상(처음
1. 일기쓰기 싫어서 밀어쓰다
써보는 독후감에서 상 받으니
걸려서 심하게 혼남(담임
까 좋음)
선생님이 그림일기를 지나
초등 3. 5학년 교내 독서논술 은상(부
치게 쓰게하심에 흥미를
학교
모님, 담임선생님의 칭찬과 준
잃음)
비과정에 대한 뿌듯함, 친구들
2. 시 쓰기 수업에서 시를 제
의 부러움)
시간내에 못써서 혼남.
4. 6학년 교내 글짓기대회 장려
상(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
신감 얻음)
1.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내가
쓴 글로 수업-틀린 부분 고치기 1. 독후감 인터넷 긁어왔다 혼
(내 글이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
남(글을 잘 써야된다는 강
중학
교
박관념이 생겨 베껴쓰다
어 부끄러웠지만 글쓰기에 대
한 생각이 들고 필요성에 대해
걸림)
생각할 수 있었다.)
1. 고1 교내 글쓰기 대회 대상

고등
2. 고2 교내 논술대회 은상, 글쓰
학교

기 대회 금상

학생들의 쓰기 경험 자료를 학교 급별, 긍정적・부정적 경험으로 나눈 후
의미 있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 정리하였다.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한
단어나 구절은 쓰기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 학생들이 주로 쓰는 글의 유형, 학생들의 쓰기 활동을 촉진
하는 요인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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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긍정적 쓰기 경험과 부정적 쓰기 경험
쓰기 경험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쓰기 경험 기록지를
종합해 보았다. 총 55명의 학생들이 500건의 쓰기 경험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 긍정적 쓰기 경험은 308건, 부정적 쓰기 경험은 192건이었다.
＜표 2＞ 학생들이 회상한 쓰기 경험
긍정적 쓰기 경험

부정적 쓰기 경험

합계

남학생

66

35

101

여학생

242

157

399

전체학생

308

192

500

본래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창 시절 경험한 의미 있는 쓰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쓰기 경험
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회상한 경험 중에서 취학 전
경험과 대학교 때의 쓰기 경험을 제거하면 학생들의 쓰기 경험의 수는 다음
과 같다.3)

3) 취학 전 경험을 언급한 학생은 남학생 3명, 여학생 11명으로서 긍정적 경험은 16건, 부정적
경험은 3건을 언급하였다. 대학에서의 쓰기 경험을 언급한 학생은 남학생2명, 여학생 5명으
로서 긍정적 쓰기 경험 6건, 부정적 쓰기 경험 5건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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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중‧고등학교 때의 쓰기 경험
긍정적 쓰기 경험

부정적 쓰기 경험

합계

남학생

60

34

94

여학생

226

149

374

전체 학생

286

183

469

학생들은 부정적 쓰기 경험보다는 긍정적 쓰기 경험을 더 많이 회상하였
다. 이는 연구대상 대학생들이 교육대학교 학생4)이며 심화전공이 국어교육
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학생들보다는 좀 더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었을 것이
라는 점이 투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학생 수의 차이로 인해 엄격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두 집단의 차이
를 밝히기는 힘들다. 다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비율로 보았을 때
두 집단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급별 차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초등학교는 6년이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쓰기 경험의 회상 수가 더 많아야 하나, 회상 시점에
서 가장 먼 시기라는 점에서 회상된 경험의 수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비교
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와서 부정적 쓰기 경험의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쓰기 경험으로서 ‘논술’ 경험을 학생들이 많이 언급하였고,
논술은 입시와 밀접히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쓰기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다가
간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4)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정혜승・서수현(20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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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학교 급별 긍정적 쓰기 경험과 부정적 쓰기 경험
초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23

14

20

10

17

10

여학생

89

50

63

39

74

60

전체 학생

112

64

83

49

91

70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쓰기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내외 글쓰기 대회 입상 경험
・교사의 칭찬과 격려, 관심, 조언(피드백) 등
・친구, 교사, 부모 등과의 상호작용(편지쓰기 등)을 위한 쓰기

학생들이 긍정적 경험으로 많이 언급한 것은 교・내외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들로서 긍정적 쓰기 경험에서 37.0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의 상과 관련된 경험으로 53건의 경험(초등학교 긍정적
쓰기 경험 중 47.32%), 중학교 때 28건(33.73%), 고등학교 때 25건(27.47%)의
경험을 회상했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글짓기 대회의 상이 학생들에게 긍
정적 쓰기 경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5＞ 학교 급별 상과 관련된 쓰기 경험
초등학교
글쓰기 대회
수상

중학교

고등학교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53

3

28

4

25

8

또한 학생들이 긍정적 쓰기 경험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칭
찬이다. 칭찬과 유사한 것으로 교사의 격려, 조언, 관심, 인정 등도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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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교사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칭찬
과 인정, 또래 친구의 인정도 긍정적 쓰기 경험으로 언급되었다.
＜표 6＞ 학교 급별 교사의 칭찬과 관련된 긍정적 쓰기 경험
교사의 칭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

13

16

친구, 교사, 부모 등과의 소통을 위한 쓰기 활동도 학생들이 긍정적 쓰기
경험으로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친구들한테 편지 써 주기’, ‘친구
들이랑 수첩을 돌려가며 펜팔 쓰기’, ‘친구들과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등의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가 대표적이었다.
부정적으로 언급된 쓰기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제적 글쓰기(밀린 일기 쓰기)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
・논술로 인한 좌절의 경험
・수상의 실패

일기나 독후감 등 학교의 과제로 강제로 부과된 쓰기를 학생들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때의 부정적 경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일기쓰기 싫어서 밀어 쓰다 걸려서 심하게 혼남’, ‘밀린 일기
쓰기 숙제(방학)’, ‘방학숙제가 하기 싫어서 일기를 베껴 쓰다가 걸려서 혼남’,
‘방학 때마다 밀린 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지겨웠음’ 등과 같이 자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부과된 일기 쓰기였다.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부정적 쓰기
경험이었다. ‘선생님께 글쓰기 과제를 검사받다 글을 대충 썼다고 혼이 남’,
‘선생님께 보여드린 글이 “재미없다”라는 평을 들음’, ‘국어시간 글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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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함’, ‘일기쓰기에서 검사받고, 왜 그런 단어를 사
용했는지 지적받음’, ‘국어 선생님께 독서감상문 혹평 받음’ 등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주로 교사였다. 고등학교에서 부정
적 피드백과 관련된 글도 주로 논술이었는데,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논술을 준비하다 실패한 경험을 부정적 쓰기 경험으로 많이 언급하였다. 그
리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 실패가 부정적 경험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쓰기 경험은 학생들의 부정적 쓰기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생님이 그림일기를 지나치게 쓰게 하심에 흥미를
잃음’, ‘늘 상을 받아서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고2 때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아서 글쓰기를 중단했었다’, ‘글쓰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
→ 아, 난 글을 잘 못 쓰나 보다 생각하게 됨’, ‘쓰고 싶지 않은 글 억지로
분량 채워서 쓰면서 흥미 잃음’ 등과 같이 부정적 쓰기 경험으로 인한 쓰기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4.2 쓰기 장르와 쓰기 경험
학생들의 쓰기 경험을 분석했을 때 몇 가지 공통된 쓰기 장르들이 긍정
적・부정적 쓰기 경험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급별로 특징이 드러난
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글쓰기 장르는 일기, 독후감(독서감상
문), 편지, 논술, 시, 소설이었다. 소수의 학생들이 감상문, 기행문, 수필, 안내
문, 반성문, 블로그 등을 언급했다.
초등학교에서의 긍정적 쓰기 경험에 언급된 쓰기 장르는 일기(그림일기
포함), 독후감(독서록 포함), 감상문, 기행문, 편지(펜팔 포함), 크리스마스 카
드, 논설문, 동시(시), 소설, 수필, 안내문, 표어, 논술 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기로 26건(23명), 그다음으로는 독후감 11건(10명), 시 9건(9
명), 편지 9건(8명)이었다. 부정적 경험에 관련된 장르는 일기, 독후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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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시, 소설, 논설문이었다. 이중 부정적 경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은 일기 23건(23명), 독후감 7건(7명), 편지 4건(4명)이었다.
중학교에서의 쓰기 경험에 언급된 장르는 초등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긍정적 쓰기 경험에 언급된 장르는 편지, 엽서, 독후감, 일기, 논술, 수필, 소
설, 연극 대본, 시, 블로그였으며, 이 중 학생들이 많이 언급한 것은 독후감
10건(9명), 소설 9건(9명), 일기 6건(6명), 편지 6건(6명)이었다. 부정적 쓰기
경험에 언급된 장르는 독후감, 논술, 논설문, 일기, 편지, 시 소설이었으며,
이중 학생들이 많이 언급한 것은 논술 7건(7명), 독후감 6건(5명), 소설(4명)
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쓰기 경험에 언급된 장르는 다른 유형의 글쓰기보다 논술이
압도적이었다. 긍정적 경험에 언급된 것으로는 논술, 논설문, 독후감, 일기,
편지, 쪽지, 기행문, 수필, 시, 소설이 있었으며, 이중 학생이 가장 많이 언급
한 것은 논술로서 34건(31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편지 10건(10명), 일기 8건
(8명), 시 5건(5명)의 순이다. 부정적 경험에 언급된 것은 논술, 기사문, 쪽지,
자기소개서, 일기, 기행문, 시가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시
논술로서 39건(32명)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논술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주로 일기(그림일기
포함), 독후감, 각종 행사용 글쓰기, 편지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초등학
교 때 쓰기 경험에는 문학 장르로 주로 동시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동시가
길이가 짧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소설 창작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서 초등학
교에서 동시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학교 때는 좀 더
장르가 분명해지며 소설 쓰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논술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언급되기 시작하여 쓰기 교육이 대학 입시와 관련됨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논술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이었다. 소
수의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때 쓰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쓰기 경험에서 학교 급에 관계없이 많이 언급되는 장르로 공통된 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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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편지이다. 그런데 일기는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 경험으로 많이 언급되
는 만큼 부정적 경험에서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에서는 일기가 긍정적 경험으로 더 많이 언급된다. 이는 중・고등학교 때의
일기 쓰기 경험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일
기 쓰기는 주로 교사가 부과한 과제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기를 부정적
경험으로 드는 학생들 대부분이 교사가 강제적으로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라
든지, 과제로 부과 받은 일기를 밀려 쓴 것을 부정적 경험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편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적 쓰기 경험보다는 긍정
적 쓰기 경험과 관련하여 더 많이 나타난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편지를
교환하는 것을 긍정적 경험으로 들은 것으로 보아 편지 쓰기는 학생들에게
소통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는 예외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긍정적・부정적 쓰기 경험
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장르는 독후감이다. 독후감 쓰기를 긍정적 경
험으로 든 학생들은 대부분 상과 칭찬을 받은 것을, 부정적 경험으로 든 학생
들은 과제로 부과되거나 강제적으로 쓰게 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쓰기 경험에 언급된 쓰기 장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긍정적 쓰기
경험이든 부정적 쓰기 경험이든 간에 설명문이나 보고서 등을 언급한 학생이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 국어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에서 ‘정보전달을 위한 글
쓰기’를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어 교과서의 쓰기 단원에서
는 설명문을 쓰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학생들
이 없다는 점은 이러한 글 쓰기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 쓰기 활동의 후원자와 촉진 요인
학생들의 쓰기 경험에서 문식 활동의 후원자로 주로 등장하는 이는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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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다. 초등학교 때의 경험일수록 부모가 자주 등장하며 부모는 주로 긍
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교사는 모든 학교 급에서 고루 등장하며 학생의 쓰기 경험 인식에 긍정적,
부정적 양가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교사의 피드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사의 피드백 중 교사의 칭찬, 격려, 관심, 학생에게 필요한 수정 제안
등을 통하여 학생은 그와 관련된 쓰기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런
데 교사의 칭찬은 그 글을 쓴 학생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한 학생이 교사의 칭찬과 관련된 부정적 쓰기 경험으로, ‘4학년 담임선생
님은 자신이 예뻐하는 학생의 글만 항상 칭찬하셨다. 이 때 글쓰기를 제일
싫어했던 것 같다’와 같이 교사 칭찬에서 배제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교사
의 칭찬 언어는 당사자에게는 동기를 유발시키나 주변 아동들에게는 자극이
되나 상대적 열등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김선혜, 2007).
그러나 교사의 무관심과 비판적, 부정적 피드백, 학생이 원하지 않는 첨삭
은 학생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한 비슷한 ‘소설
쓰기’ 경험이라도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 어떤 학생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
식하였으며, 어떤 학생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친구나 동료학생도 문식 활동의 후원자
로 등장한다. 학생들은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즉 친구와 편지 쓰기 등을
긍정적 쓰기 경험으로 인식하였으며, 친구의 인정이나 부러움 등과 관련된
쓰기 경험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자신의 글에 대해 친구가 비웃거나 친
구들 앞에서 비판이나 비난을 들었을 때 이를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학생의 글쓰기 경험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쓰기와 관련
된 상이었다. 각종 교내외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많은 학생들이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은 곧 부정적인 쓰기 경험과도 연결되는
데, 초등학교 때 상을 많이 받던 학생이 중학교에서 더 이상을 상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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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었을 때 그 학생은 상과 관련된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
서 상과 같은 보상은 학생들의 쓰기 동기와 태도를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요
인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4 제한된 자발적 쓰기 경험
학생들의 쓰기 경험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은 국어 시간 쓰기 수
업과 관련된 쓰기 경험보다는 주로 일기 쓰기나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쓰는 글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수업에서 일어난 쓰기 경험
을 언급하더라도 실제 교사의 쓰기 지도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장르를 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교의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신장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
다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자발적 쓰기와 관련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
학생들이 자발적 쓰기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주로 편지, 펜팔,
일기, 시와 소설 쓰기 같은 문학 경험을 언급하였다.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고등학교 때의 일기 쓰기 경험은 자발적 쓰기 경험이었고 일기 쓰기를
통해 감정을 다스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다.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편지
나 전자우편, 펜팔 등도 자발적 쓰기 활동이었고 또한 문학적 관심에서 과제
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소설을 창작하는 학생이 극소수 있었다.
또한 쓰기가 가진 긍정적 정서의 강화라든지, 학습이나 사고를 정리하는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즐기거나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경험을 토로한 학생이 없었다는 점은 현재 쓰기 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쓰기교육의 목표가 단지 쓰기 기능을 익히거나 다양한 종류의 글
쓰기를 연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는 자발적인 평생 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쓰기 교육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쓰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과연 글쓰기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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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 주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5.결론
학생들이 필자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쓰기 경험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들이 언급한 쓰기 경험은 주로 결과로서의 쓰기, 즉 글쓰기의
결과에 관련된 것이었다. 학생들의 쓰기 경험 회상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느
낀 성취감이나 성찰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주로 글쓰기의 결과로 얻은
상이나 교사의 칭찬과 관심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긍정적 쓰기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각종 교내외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다. 또한 교사와 부모의 칭찬, 친구의 인정, 학교나
반에서 자신의 글을 발표하거나, 학급신문 등에 실리는 등 자신의 글이 인정
받아 공식화되는 것 등이 긍정적 경험의 대부분이다. 긍정적 경험에서는 국
어 수업에서의 쓰기 경험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특정 장르가 있는데, 주로 일기, 독서
감상문, 편지, 시, 소설, 논술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정보전달을 위한 글쓰기’, ‘설득을 위한 글쓰기’가 중요한 지도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회상한 긍정적 쓰기 경험에서 설명문이나 보고
서 등을 쓰는 것과 관련된 경험은 없었다. 다만 논설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언급한 학생이 1명, 부정적 경험을 언급한 학생이 1명 있었다.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논설문 게시하고 선생님들로부터 수많은 격려 받음’과 같이 긍정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논설문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격려였다.
넷째, 편지, 펜팔, 엽서, 쪽지 등과 교환 일기 등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사회적 행위 즉 소통으로서의 쓰기의 기능에 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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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쓰기
경험에서 성찰, 발견, 비판적 사고로서의 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겪은 쓰기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이 긍정적 쓰기 경험과 부정적 쓰기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쓰기 경험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이 필자로
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에 대한 반성과 점검을 위해서,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법이나 전략 개발을 위해서, 쓰기 교재의 학습 활동
구성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쓰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쓰기 수업 구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 대상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좀 더 다양한 대상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학생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쓰기 경험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에서 수행되는
쓰기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사하거나, 쓰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
는 쓰기 경험들을 조사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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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udents’ writing experiences
Kim, Jeong-ja(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e writing experiences the students hav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while growing up to become writers. For
the study objective,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call and document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writing experiences that were meaningful to them
during their school years. Research analysis focused on the writing experiences that
the student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during thei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how the contents of writing education reflect students’ perception
of writing experiences. Students mentioned relatively more diverse and positive
writing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 The writing experiences were related
to keeping a journal and writing book reports in elementary school, writing book
reports and novels in middle school, and essay writing(nonsul) in high school.
Winning a writing competition within or outside of the school, receiving teachers’
recognitions and encouragements, and writing letter between friends all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formation of positive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mandatory writing assignments, teachers’ negative or critical feedback, frustration
from essay writing(nonsul), and failing to win a competition were found to play
important roles in forming negative writing experiences.
【Key words】writer, writing experience, positive writing experience,
negative writ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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