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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 수업의 경험적 글쓰기 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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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양으로 배우는 글쓰기 수업에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쓰기는 복잡한 사고와 표현이 필요한 활동으로 각 대학에서는 글쓰
기 수업을 통해 주체적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
쟁위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확립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여 글쓰기 향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수업들은 대부분 복잡하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고 있어 학생들은 긴장,
불안감 등의 부정적 인식이 커 질 수밖에 없으며 기술적 글쓰기에 제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아직도 미미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 전·후 쓰기에 대한 반응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글쓰기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핵심어: 긍정적 동기, 자신감, 교양 글쓰기, 경험적 글쓰기, 흥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way for learners to have positive motivation in writing class
which is taught in liberal arts at university. Writing is an activity that requires complex thinking and
expression. Each university aim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through writing lessons and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Establishing these logical thoughts and critical perspectives in a competitive societal society in
Korea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learners to develop their own abilities by learning
to write and to experience writing improvement.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classes are forced to
use complex and mechanical lessons, so students are forced to increase negative perceptions such as tension
and anxiety, and are limited to technical writing. There are various studies to overcome this, but practical
methods are still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ponses and problems of
writing before and after class. They will have a positive awareness of writing, and will make arrangements
for continuing and possibl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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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글쓰기는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개개인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
서 대학 글쓰기에서는 이러한 사고능력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진다. 이에 더 나아가 글을 쓰는
행위는 전문적 학습에 기술되는 것에서 초월한 글쓰기 즉, 글쓰기 자체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
어 모든 학습의 동기가 되는 것은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따라서 글쓰기를 하는 학습자는 끈기와
인내, 비판적 사고와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글쓰기
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행해지는 글쓰기 교육은 졸업을 위
한 필수교과이며, 1주일에 1~3시간 정도 할 수 없이 수강해야 하는 힘든 수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와 각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이론중심의 성격에 머물
러 있어 궁극적인 글쓰기의 목표와 맞지 않다. 이러한 글쓰기 수업을 보면 대부분 복잡한 주제와
과제 등 자신과 관련 없는 즉, 나를 배제한 쓰기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
한 부정적인 시각, 부담감과 함께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자기 경험적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경험적 글쓰기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창조
적인 내용물로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지속, 가능한 글쓰기의
긍정적 동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긍정적 동기를 찾기 위해 교수자는 주입
식, 기계적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에 본고는 학습자 스스로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동기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실제 대학교양 글쓰기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적 글쓰기 수
업의 사례를 들어 제언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동기와 학습동기
심리학에서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나 직접 요인의 총칭으로 ‘움직이다(move)’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행동을 조작하고 활기 있게 하는 힘’,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활기차게 하고, 유지시키고, 방향을 지우고 중지시키는 내적 힘’ 등으로 표현하
여 정의[1]하고 있다. Petri(2001)[2]는 동기(motivation)의 정의를 “유기체에게, 혹은 유기체 내에서,
작용하여 행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을 지어주는 힘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고 행동의
강도(intensity)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Reeve(2015:8)[3]는 동기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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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게 하여 지속, 변화의 과정을 거쳐 목표를 지향하고 최종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행동의 시작과 끝은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동기는 이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감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람마다 동기가 다르게 나
타날 때 행동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의 노력이 높거나 낮아지며, 끈기가 강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기는 성공적인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도구로 특히 대학 글쓰기 강
좌에서 학업 수행에 대한 학습의지와 욕구, 끈기 등을 통하여 글쓰기에 대해 자발적인 수행과 지
속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학습과 연관된 동기는 Keller(1999)[4]의 ARCS 모델을 들 수 있다. 그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학습모형이다. Keller는 동기 유발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이다.

주의집중

관련성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하고 유지시키는 것

개인적인 필요 충족을 자각하는
것(경험, 목표의식, 필요, 동기 등)

학습동기

만족감
자신감

적절한 강화와 내적, 외적 보상

성공이 학습자의 노력과 능력에

제공. 학습자의 결과의 공정성

의해 좌우되는가 하는 것

[그림. 1] Keller(1999)의 ARCS 모델
[Fig. 1] The ARCS model of Keller (1999)

먼저 Keller(1999)가 설명하는 주의 집중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것으
로 학습자의 관심, 호기심 자극, 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업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것이다. 둘째,
관련성은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필요 충족을 자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업과
학습자 경험의 관련, 학습자의 목표의식,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와 부합된 교수전략에 대한 것이다.
셋째,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과 동료, 학습 내용에 대한 적절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성
공에 대한 기대감, 성공 경험을 위한 도전감, 개인적 조절감으로 성공이 학습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만족감은 학습자는 수업에서 적절한 내적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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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보상을 받는데 이는 학습자의 내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의 적용 기회 제공,
적절한 강화와 외적 보상 제공, 학습자의 결과의 공정성이 속한다. 이러한 동기유발 전략으로 글쓰
기 수업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기유발과 글쓰기 수업의 관계
[Fig. 1]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induction and writing lesson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한다.
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글쓰기 행위 자체를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의식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경험
과 필요, 동기 등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글쓰기 과제와 학습목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러한 과제 수행을 잘 지켰
을 경우, 이 교과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에 뒤떨어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과제제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
어 개인차에 의한 문제를 조절하여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공적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 자신감으로 인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보상은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고 내재적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이다.

2.2. 경험적 글쓰기의 의미와 특징
대학 교양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술적 글쓰기와 자전적 글쓰기가 그것이다. 고등
학교를 마친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연구 성과로 입증이 되고 있다[5],[6].이러한 글쓰기의 경우 과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
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글쓰기의 용어는 자기표현적 글쓰기, 자기탐색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 등의 용어로 사용
되며, 보통 자서전, 일기, 유서, 편지, 자전적 , 자기소개서, 수기[7] 등의 ‘수필’형식으로 쓰인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고, 사회현상을 바라
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 김윤경(2015)[8]은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이는 긍
정적 사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적 글쓰기는 자신의 자아의 과거
로부터의 경험적 이행을 토대로 성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 및 나아가 사회와 상호작용하
게 되고 이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글쓰기는 앞 절에서 제시한 Keller(1999)의 ARCS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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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주의집중

학습 목표가 개인의 경험과 연

학습자의 경험에 의한 흥미와

결시켜

호기심 유발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필요나

학습자의

목표의식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학습동기
만족감

자신감
자신의 경험적 글쓰기를 통해
과제수행 성공에 따른 기대감,
도전감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이

학습자의 흥미와 성공이 적절
한 보상으로 이어졌을 때 글쓰
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다.

학습자의 노력과 능력

[그림. 2] Keller(1999)의 ARCS와 경험적 글쓰기의 관계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ARCS and empirical writing by Keller (1999)

위의 표와 같이 경험적 글쓰기는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흥미, 호기심, 개인의 목표의식 고취, 과
제수행에 대한 성공적 기대감, 도전감을 통해 자신감을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개개인의 긍정적 인
식과 성취감으로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글쓰기에 녹아들게 되면 학습자는 과거
로부터 ‘치료’라는 심리적인 결과를 얻는다. 채연숙(2010)[9]은 글쓰기치료에는 반드시 글을 쓰는
사람의 자기정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글을 쓰는 이유, 글을 쓰는 의미 및 글의 성격 등을 시작부
터 결정해 놓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사람의 경우 그냥
막연히 적어 내려가는 일기의 내용일지라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글을 쓰
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그 다음에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무
엇을 다음의 과제로 삼아야 할지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일상적인 기억이 강화되고 기억된 글을 정
리하는 사람의 행동을 계획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일기라는 글쓰기 형식은 글쓰기
치료의 가장 단순한 기술이자 동시에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치료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글, 자신만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주제
에 대한 내면의 정서를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3. 경험적 글쓰기교육의 사례
2.2.1 학습자 정보 및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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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2017학년도 2학기로 시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이며, 부산의
K대학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생은
총 117명으로 간호과 39명, 사회복지과 22명, 직업재활학과 20명, 보건환경학과 16명, 식품영양학과
20명으로 분반되어 강의하였다. 학기 시작할 때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간단
한 서술형 글쓰기를 실시하였고, 경험적 글쓰기 교육을 시행 한 후 또다시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
사를 실시하였다.

2.2.2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결과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전‘글쓰기에 대한 느낌, 생각’을 간단히 서술하게 하였다.
100
80
60
글쓰기 전 느낌

40
20
0
보통

긍정

부정

[그림. 3] 글쓰기 수업 전 글쓰기에 대한 느낌
[Fig. 3] Feeling about writing before writing class

결과 분석을 크게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으로 나누어 본 결과, 총 117명 중 80%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19%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2
10
8
6

긍정적느낌

4
2
0
재미있다

새롭다

자신있다

기타

[그림. 4] 긍정적 인식 분석
[table.. 4] Positive cogni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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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들
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때 글쓰기로 인해 상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동아리로 ‘문예부’를
한 학생들이었다.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성공한 경험, 이로 인한 만
족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35
30
25
20
15
10
5
0
자신없다

막연/막막하다

두렵다

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기타

부정적느낌

[그림. 5] 부정적 인식 분석
[Fig. 5] Negative perception analysis

위의 분석은 학습자들의 서술 중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어휘 및 표현을 축출하
여 결과를 내었는데 부정적 인식을 가진 학생들 중 많은 수가 글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와
글을 쓸 때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막막함’, ‘두려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외 글쓰기에 대해 평소 ‘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관심없다’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 중,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글쓰
기를 기계적 혹은 강압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학습하는 글쓰기는 선
행된 교육과 달리 장기적, 지속 가능한 글쓰기를 목적으로 교수. 학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
해 가장 먼저 긍정적 동기를 학습자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2.2 경험적 글쓰기의 수업 진행과정 및 사례
본 연구자는 2017학년도 2학기로 시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총 15주 기
간 중 총 6주를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경험적 글쓰기를 따로 주제와 상관없
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글쓰기 유형으로 하였다.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9 HSST

175

A Study on the Experiential Writing Education of College Liberal Arts Class
[표. 2] 경험적 글쓰기의 수업 진행과정
[Fig. 2] Class process of empirical writing

내용

차시

–

1. 자신에 대한 글쓰기 I
대
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1차시
일 3가지 쓰기

2 자신에 대한 글쓰기 II
를 드러내는 글쓰기

– 나 1차시

3. 성찰적 글쓰기 I - 내부성찰

2차시

4. 성찰적 글쓰기 II - 외부성찰 2차시

수업과정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3가지

나의 소개-나의상처-치유과정(시도, 노력, 도
전)-온전한 나/지금의 나의 상태
자기반성에세이, 자기성찰에세이, 자기치유
글쓰기
영화 : 자기성찰 주제 영화
영화를 통한 자기성찰 하기

1번 ‘자신에 대한 글쓰기’의 경우 ‘K대학’ 편찬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10]’ 교재의 1
과 ‘새내기와 글쓰기’에 나와 있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2번은 교재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하
였다. 3, 4은 교재 ‘성찰적 글쓰기’와 ‘비평적 쓰기’에서 각각 활용하였다. 결국 경험적 글쓰
기는 대학 교양의 글쓰기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글쓰기 유형의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그
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본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수업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도입 단계로 팀별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고 간단한 개요 쓰기로 시작하여 긴 글쓰
기로 이어 나갔다. 위와 같은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경우 피드백은 과제지에 교수자의 조언
및 격려 등을 담은 것으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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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때의 시기, 날씨, 마음, 사람, 환경 등)

2. 구체적으로 그때의 심리적 상태를 적어보자.

3. 앞의 글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글로 써 보자.

[그림. 6] 성찰적 글쓰기의 수업자료 예시
[Fig. 6] Examples of Reflective Writing Materials

학과
1. 영화평

학번/이름

/

☆ ☆ ☆ ☆ ☆

2.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마음에서 일어난 자신의 감정 상태에 주목하여 질문을 던져보고, 그 이유를 간략
히 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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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별/개인별로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2가지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답해 보기.

(1)
->
(2)
->
4. 마지막 장면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림. 7] 영화를 통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수업자료 예시
[Fig. 7] Examples of self-reflective writing through films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한 후 개인의 글쓰기 향상과 가장 흥미로웠던 글
쓰기, 가장 힘들었던 글쓰기, 글쓰기에 대한 생각 및 느낌을 자유롭게 쓰게 하여 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100
75
50
25
0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글쓰기가 향상되었는가?

[그림. 8] 글쓰기 수업 후 향상 정도
[Fig. 8] Improvement level after writing class

먼저 각 개인의 글쓰기 향상에 대해 전체 117명 중 절반 이상인 71%가 향상되었음을 표시하였
다. 가장 흥미로웠던 글쓰기로 ‘자신에 대한 글쓰기’와 ‘자기 성찰적 글쓰기’, ‘영화 비평 및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꼽았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글쓰기는 ‘자기 소개서’가 가장 많았고
‘독서 감상문’, ‘보고서 쓰기’를 표시하였다. 이들 글쓰기는 논리적이거나, 기계적 글쓰기, 개
인이 아닌 팀별로 함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로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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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아래의 표는 학과 별 글쓰기 수업 후 느낀 점을 나열한 것이다. 기존의 부정적인 느낌 즉,
글쓰기에 대해 자신없다, 재미없다, 두렵다, 막연하다 등을 가졌다면 경험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재미있는 과목, 유익하다, 실력이 향상되었다, 친숙해졌다, 흥미를 느낀다, 자신감이 생겼다, 막
힘없이 글을 쓸 수 있다..’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부터 각 개인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수업 후 글쓰기에 대한 평가
[Fig. 3] Evaluation of post-class writing

<간호과>
글 쓴 것을 모아서 보니까 뿌듯했다./신선하고 도
움이 되는 수업/ 다른 교양보다 재미있었다./단지 어
려운 과목이 아닌 재미있는 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늘었다./유익하고 재미있었
다./많은 것을 얻은 느낌이다./실력이 늘었다./ 더 나
은 글을 쓸 수 있겠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면서 평소하지 않았던 글쓰
기가 재미있었고 실력이 향상되었다.
글쓰기가 친숙해진 느낌이다./글쓰기에 유연성이
생기는 기분이다./많이 써야 많이 는다는 것을 알았
다./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다./가치관을 정립,
의견을 구성할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좋은 수업이었다./재미있고
유익했다./과제가 많았다.
도움이 되었다./간결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글
쓰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
었다.
그나마 어떻게 써야 할지 개념을 알 수 있다./재
미있고 새로웠다./다른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다.
글을 쓰면서 흥미를 갖고 있는 나를 발견/쓰는 방
법과 흥미를 느꼈다.

<직업재활학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글 쓰는 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흥미있는 과목, 책읽기는 싫었다./글쓰기를 진지하
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어렵다.
자신감이 생겼다./재미있었다./재미있고 흥미로웠
다.
자신감이 생겼다./막힘없이 글을 쓸 수 있었다.
흥미가 조금 생겼다./좋은 글쓰기를 알게 됨./좋
은 수업이었다.
두려웠지만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하다./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생각하는 시간, 비평을 배우면서 도
움이 됨./재미있었다.

<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
흥미롭다./글쓰기에 밑받침이 되었다.
재미있다./능력이 늘다.
다양한 글쓰기가 좋았다./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
재미없다./힘들었다.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재미있었다./성찰하는
기회.
재미있었다./다양한 글쓰기./재미있다.
많이 배웠다./활동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팀플이 좋았다./경험,
생각이 녹아들어 갔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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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쓰기는 정교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고도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
동은 글쓴이의 동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극적이게 되며, 긴장과 불안, 자신감 결여 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시키지 못한다면 대학의 교양 글쓰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특히 학습에서
의 동기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대학에서 학습자들이 글
쓰기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을 억제하고 흥미와 끈기, 즐거움 등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경험적
글쓰기를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실제 연구자가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적용한 결과 대학에서 처음 접하는 글쓰기
에 대해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동기유발과 함께 성공적인 글쓰기
수업을 목표로 경험적 글쓰기 수업을 활용하였다.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스스
로 글쓰기에 참여함으로써 글쓰기 자체로도 삶에 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도구가 되
며, 학습자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비판 및 반성으로 성숙된 자아를 다듬는 일련의 과
정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열정, 즐거움 등의 동기적 요소로 인해 지속, 가능
한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한다. 경험적 글쓰기 수업 후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평가 및 설
문조사로 인해 경험적 글쓰기가 동기유발을 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경험적 글쓰기의 사례 및 예시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
안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현장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연구 및 교수방법들의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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