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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및 선택 교양, 혹은 전공 수업의 형태로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을 이수한

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전, 울산 서울, 광주의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외국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전공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가 아닌 교양 차원의 공학 글쓰기 수업을 선호하였다. 또한 공학 글쓰기에서 

‘한국어 사용,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영역 중 한국어 사용 요인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고 글쓰기 영역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온라인 

수업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 수업을 가장 선호하였

다.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공학 글쓰기 교과목의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고 실생활과 문제 해결 중심의 공학 글쓰기 수업 모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공학 글쓰기, 한국어 글쓰기 수업, 온라인 글쓰기, 교양 글쓰기, 글쓰기 요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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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학 글쓰

기 수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적합한 공학 글쓰기 교육의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공계열 전공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공계열에 진

학하는 외국인 학부생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육개

발원(www.kess.kedi.re.kr)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외국

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 153,695명 중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이공계열 유학생 수는 총 13,167명으로 

2019년의 11,868명보다 늘어났다. 코로나 19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20년 들어 

6년 만에 감소한 것을 생각하면, 이공계열 유학생 수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2020년 기준 대학원 석⋅박사 과

정에 재학 중인 이공계열 대학원생 수도 9,028명에 이른

다. 이처럼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과학 기술 인재를 원하는 사회의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 있다.

최근 이공계 진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는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의 시행이 있다.1) 공학교

육인증의 평가 항목에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는데 이 평가 항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바로 공학 글쓰기

이기 때문이다(김훈기, 2010: 14).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도 이공계열 학부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격려하였으며2)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이 확산됨

에 따라 대학 교양 교육 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요구와 달리, 한국어교

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학 글쓰기 교과목 

연구는 많지 않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학 글쓰기 

교과목은 학습자 대상이 다른 만큼 수업 목적과 교육 내

용,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대상의 공학 글쓰기 

교과목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목적의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학 글쓰기는 

제2언어교육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포함되

며,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어휘 및 문법 교육, 

일반 한국어 글쓰기 교육, 비판적⋅창의적 사고의 발달, 

전공 글쓰기의 특수성’을 모두 다루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할 교육 내용 선정에 이르

기까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 

또한 학습의 주체인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의 공학 글쓰

기에 대한 인식 및 관점, 요구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공계열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구조

사를 실시, 공학 글쓰기 교과목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학 글쓰기 교과목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학 글쓰기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공학 글쓰기의 특성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습득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한 

지식의 재창출로 전환되면서 글쓰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느새 글쓰기는 “공학도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Winsor, 1990: 68)로 

자리 잡았다.

공학 글쓰기는 공학도가 학문 공동체나 일반 대중을 

독자로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 쓴 글로서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쓰기, 기술문으로서의 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기’라는 세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학 글쓰기

는 학문 공동체 차원에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양식적 

차원에서는 기술문으로서, 기능적 차원에서는 문제해결

을 위한 쓰기로서의 특성을 띤다.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공학 글쓰기의 특성은 공학 글쓰

기의 출현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학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은 ‘기술력은 좋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1)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는 대학의 공학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기준 총 31개 대학이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받았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이공계 대학(원)생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2011년부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학을 선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87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을 위한 시론

공학도들이 과연 엔지니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실제로 글쓰

기는 학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소통 과정

에서 구두 언어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정교한 

내용을 전달한다. 공학 글쓰기는 학문 공동체 내부의 소통

뿐 아니라 전문 분야의 지식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학 글쓰기에서 다루는 

텍스트에는 실험 보고서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의 글뿐 

아니라, ‘안내문, 메모, 일지, 실험 노트’와 같은 의사소통 

결정 과정에 필요한 글들도 포함된다.

또한 공학 글쓰기는 기술문(technical writing)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Kelley(1976: 2)에서는 기술문을 ‘순

수 과학이나 응용 과학의 주제를 다룬,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글’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시적 

정의 때문에 기술문은 공학 글쓰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Dorbin(1983)은 기술적 글쓰기

가 과학 혹은 공학 분야의 글쓰기로 한정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술문의 특정 영역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기술적 쓰기는 법학, 경제학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백개의 기술문을 

검토한 후 기술문의 특성을 분석한 Walter(1977)의 논의

를 ‘형태, 스타일, 내용’의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하여 아래

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형식(format): 특정 독자에 초점을 둔 특정한 

양식과 형식을 지님

2. 양식(mode): 특정한 단어 및 객관적 스타일

(objective style)을 사용

3. 내용(contents): 기술적 내용을 포함함

(Dorbin, 1983: 228)

위의 내용에 따르면 공학 글쓰기는 ‘기술적 내용을 객

관적 스타일로 구현한 특정한 형식과 양식을 갖춘 글’로

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 글쓰기는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의 

전개를 전제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실생활로 직결되는 기술 사회에서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변화

하는 사회에서 공학도의 책무는 성찰을 통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학문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2 선행 연구 고찰

한국어교육에서 공학 글쓰기 교과목 연구는 초기 단계

로, 관련 연구로 정호진⋅이소현(2010), 정호진(2010) 있

다. 정호진⋅이소현(2010)에서는 과학기술문 쓰기 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3) 그래프 쓰기 교육을 4차시 교

안으로 제시한 이 연구는, 이공계열 유학생의 쓰기 교육을 

다룬 초창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교안의 

내용이 과학기술문의 문장 교육 방안에 초점이 있으며 

역동적인 쓰기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 범위의 제한상 다루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정호진(2010)은 이공계 유

학생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교재

에서는 전문적인 주제뿐 아니라 학습 전략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가 적었던 한국어교육과 달리, 대학 교양 교

육에서는 내국인 학습자를 위한 공학 글쓰기 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공학 글쓰

기 교과목 설계를 위한 제반 연구(신선경, 2008; 시정곤, 

2014; 김경남, 2015), 수업 방안 연구(최상민, 2009; 전소

영 외, 2011; 이희영, 2013; 최선희, 노은주, 2020), 학습자

가 산출한 공학 글쓰기 분석 연구(이인영, 2010; 이희영, 

2014; 이동순, 2017)’ 등이 있다.

이처럼 공학 글쓰기와 관련하여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공학 글쓰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 간에 미묘한 견해 차가 존재한다. 바로, 공학 글쓰

기를 전공 계열 글쓰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학 

글씨는 교양 글쓰기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권성규(2015)에서는 “글쓰기 교육자

들이 전공 주제와 관련 글쓰기 수요를 알지 못하고 있

다”(p.31)고 지적하면서 교양 프로그램의 글쓰기 교수자

들이 공학 프로그램의 교수진과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소연(2019)에서도 서

3) 이외에 이공계열 유학생 대상 석사학위 연구로 정영애(2013)과 조소연(2015)가 있다. 정영애(2013)에서는 공학계열 유학생 대상 학술보고서 쓰기 교재 개발 

방안을, 조소연(2015)에서는 이공계 예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수요목을 문제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영애(2013)의 쓰기 교수요목은 

이공계열 한국인 대상 글쓰기 교수요목과의 두드러진 차별점이 없으며 조소연(2015) 또한 문제 중심 교수법을 초점에 두었다고는 하나, 실제 설계된 쓰기 

교수요목은 문제 중심 교수법보다는 ‘설명하기, 주장하기, 반박하기’ 등을 주차별로 학습하는 기능 중심 쓰기의 교수요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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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에서 편찬한 �자연계 글쓰기� 교재를 비판적으로 분

석하면서 이공계열 글쓰기 교과목은 전공 연계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학제 간 융합 프로젝트로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남(2015: 183)에서는 공학 분야의 글쓰기

가 인문학 및 사회학에서의 글쓰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양 수준에서의 공학 글쓰기는 

공학 분야의 글쓰기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법이나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최상민(2009: 

281)에서도 공학 글쓰기 교과목이 지나치게 전문성이 강

조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공학 글쓰기의 최종 교육 목표나 방향성은 연구

자에 따라 견해차가 크며 공학 글쓰기의 정체성은 일반 

교양 글쓰기와 전공 연계성이라는 양극단의 사이에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은 자연과학계열의 교양 수준

의 글쓰기에서 전문적 영역의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공학 

글쓰기 교과목에서 설정될 수 있는 교육 목표의 범주가 

굉장히 넓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공학 글쓰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범주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공학 글쓰기는 교양 글쓰기

와 전공 글쓰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에는 공학 전공 

과정에 글쓰기 수업을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Goldsmith 

& Willey(2016)은 공학 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

는 교수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면서 공학 교육과정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시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Wright 

외(2020)도 실습 과정에서 공학 글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고 권성규(2019)에서 공학 

기초 설계에 공학 글쓰기 수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양 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양에서 전공

으로 심화되는 글쓰기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양 글쓰기로서의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작문을 할 

때 언어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전공 계열의 공학 

글쓰기를 배우게 될 경우, 인지적⋅심리적 장벽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학 글쓰

기는 전공 교과목보다는 교양 교과목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양 글쓰기 성격을 지닌 

공학 글쓰기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일반 글쓰기 교과목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인지, 교양과 전공의 특성을 균형 있게 

구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는 학습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공계

열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요구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6월 12일까지

였으며 설문지는 4개의 대학에 온라인 URL로 배포되었

다. 요구조사에 응답한 학습자는 외국인 학부생 44명, 이

공계 대학원생 6명으로 총 50명(남 30명, 여 20명)으로 

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4)

조사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4%(42명)가 이공계 전공이 많은 대전의 H대학과 연구 

중심 과학기술대학인 울산 U대학출신의 유학생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34%(17명), 4학년이 24%(12명)이었다. 

출신 배경 국가는 총 9개 국가로 중국 국적이 30%(15명)

로 가장 많았고 중앙아시아가 26%(13명)로 그 뒤를 이었

다. 소속 대학이 모두 달라 한국어 능력은 TOPIK 자격증

으로 판별하였는데 TOPIK 시험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38%(19명)로 가장 많았으며 TOPIK 

3, 4급 소지자로 중급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32%(16명)

였다.

4)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까지 요구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 것은 이공계열 외국인 학부생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대학원생은 

전공 지식이 많은 만큼 공학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인식 및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처음에는 공학 글쓰기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원을 충분히 모집하기 어려워 응답자 조건을 이공계열 전공의 유학생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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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도구

요구조사 설문지 문항은 <표 2>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글쓰기⋅공학 글쓰기 수업 경

험>은 학부 과정에서의 한국어 쓰기 수업 경험을 알아보

기 위해 조사하였다. <공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교과

목 개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및 흥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학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은 공학 글쓰

기의 교육 목표 및 내용, 수업 난이도 등의 방향성을 알아

보고자 한 문항이다.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형태>에서

는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 방식과 과제 유형을 물어보고 

듣고 싶은 공학 글쓰기 수업에 대해 자유응답형으로 쓰게 

하였다.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의 

개발 방향성

4.1 요구조사 결과

4.1.1 글쓰기/공학 글쓰기 수업 경험

먼저 <표 3>을 보면 대학교에서 들은 글쓰기 수업 경험

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14%(7명)만이 공학 및 자연과

학 글쓰기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비율에 해당하는 50%(25명)의 학습자는 대학에서 

일반 글쓰기 수강 경험 있다고 하였으며 학부 과정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학습자도 36%(18

명)나 되었다.

영역 내용

인적 사항 －국적, 학년, 성별, 한국어능력 등

글쓰기/공학 글쓰기 수업 경험
－대학교에서 들었던 글쓰기 수업의 유형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공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
－공학 글쓰기에 대한 흥미

－공학 글쓰기 교과목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공학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비판적 사고에서의 어려움

－한국어 사용에서의 어려움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형태

－선호하는 과제 유형

－선호하는 온라인 수업 형태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 시 예상되는 장⋅단점

<표 2> 요구조사 문항 구성

조사 기관 피험자 학년

기관  수(명) 비율(%) 학년 수(명) 비율(%)

대전 H대학 26 52

학부

1 8 16

울산 U대학 16 32 2 17 34

서울 K대학 6 12 3 7 14

광주 N대학 2 4 4 12 24

총 50 100
대학원

석사 과정 3 6

박사 과정 3 6

총 50 100

국적 TOPIK 자격증

국적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중국 15 30 없음 19 38

중앙아시아 13 26 1급 0 0

베트남 9 18 2급 4 8

인도 4 8 3급 12 24

몽골 4 8 4급 4 8

파키스탄 3 6 5급 5 10

기타 2 4 6급 6 12

총 50 100 총 50 100

<표 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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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고르라

는 질문에 31%(10명)의 학습자가 ‘한국어 쓰기 능력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을 꼽은 학습자는 19%(6명)였으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은 학생은 13%(4명)에 불과하였다.5)

4.1.2 공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공학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7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표 5>를 보면 4점 이상에 

해당하는 5~7점대는 공학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구간으로, 이 점수대에 응답한 학습자는 

44%(22명)였다. 이 중 절반(22%, 11명)은 ‘공학 글쓰기에 

매우 관심이 있다(6~7점대)’고 답하였다.

그러나 1~3점대로 관심 없다고 표현한 학습자도 전체 

응답자의 34%(17명)나 되었다. 공학 글쓰기에 대한 낮은 

관심은 그만큼 공학 글쓰기에 대한 학습 동기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 6>을 보면 공학 글쓰기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 항목 모두 50%(25명)였다. 

응답자의 절반은 ‘공학 글쓰기가 대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5) 글쓰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학습자들 때문에 이 문항의 ‘응답 없음’ 비율이 37%(12명)로 나오게 되었다.

항목 수(명) 비율(%)

한국어 쓰기 능력 부족 10 31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6 19

글쓰기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 4 13

응답 없음 12 37

총 32 100

<표 4> 글쓰기 혹은 공학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조건 선택 문항)

항목 척도 수(명) 비율(%)

전혀 관심 없음

1 5 10

2 2 4

3 10 20

4 11 22

매우 관심 있음

5 10 20

6 6 12

7 6 12

총 50 100

<표 5> 공학 글쓰기에 대한 관심 정도

항목 수(명) 비율(%)

일반 글쓰기 수업 25 50

글쓰기 수업 들어본 적 없음 18 36

공학 및 자연과학 글쓰기 수업 7 14

총 50 100

<표 3> 글쓰기 수업 경험 여부

항목 전혀 안 중요 안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긍정적 번웅

수(명) 비율(%)

학부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됨 7 4 14 18 7 25 50

전문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 4 3 18 19 6 25 50

경력 및 취업에 도움이 됨 8 3 15 17 7 24 48

<표 6> 공학 글쓰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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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학도로서 자신의 전문적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

다’고 답하였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경력 

및 취업’ 관련 항목은 22%(11명), ‘전문적 능력 향상’ 항목

은 14%(7명)에 달하였다.

공학 글쓰기에 대한 이공계열 학생의 낮은 관심은 비단 

이번 요구조사에 응답한 이공계 유학생에게만 국한된 문

제는 아니다. 대학 현장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인 이공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많은 교수자들이 학

습자의 낮은 동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Pulford(2016: 3)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낮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학 학문 

공동체에서 널리 통용되는 전제로서 이는 쓰기 기술이 

‘진짜 공학 글쓰기(real engineering writing)’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공학도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1.3 공학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다음으로 공학 글쓰기에서 제시되는 교수 내용을 중심

으로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다. 공학 

글쓰기에 필요한 능력이 ‘한국어 능력, 일반 글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보고 문항 구성 시 이 세 가지 영역

을 중심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한국어 능력, 쓰기 능

력, 사고력> 관련 용인은 각각 K(Korean), W(Writing), 

T(Thinking)로 표시하였다.6)

<표 7>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경험

하는 부분은 <한국어> 영역이 가장 높았고 <사고력> 영

역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글쓰기> 영역이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답한 항목은 ‘주장 

펼치기, 원인 분석하기, 보고하기와 관련된 적절한 한국어 

문법 사용’이었으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2%(36명)나 되었다. 그 다음으로 60%(30명)의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문장 구성을 위해 적절한 어휘, 

문법 선택하기, 적절한 문장 스타일 사용하기’에 대한 

항목도 어렵다고 답한 학생이 58%(29명)나 되었다.

<사고력> 영역에서 학습자들은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같은 부분이 어렵다고 하였

6) 사실 각 항목을 ‘한국어능력, 쓰기능력, 사고력’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5번의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기’는 인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반적 쓰기 능력뿐 아니라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찾는 사고력,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한국어 능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도 각 항목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명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항목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어려움 정도 관련 

영역수(명) 비율(%)

1 서론 쓰기 5 7 11 17 10 27 54 W

2 적절한 문헌 찾기 2 6 22 14 6 20 40 W

3 자료 참고 및 인용하기 3 9 19 13 6 19 38 W

4 자료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1 6 17 15 11 26 52 T

5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기 1 6 18 15 10 25 50 W

6 자료에 대해 자기 의견 말하거나 토론하기 2 6 14 20 8 28 56 T

7 참고문헌 목록 쓰기 6 10 15 10 9 19 38 W

8 결론 쓰기 4 5 16 14 11 25 50 W

9 글 고쳐 쓰기 1 9 14 15 11 26 52 W

10 표나 그림을 설명하기 4 11 15 13 7 20 40 W

11 글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3 6 19 12 11 23 46 W

12 문장 구성을 위해 적절한 어휘, 문법 선택하기 2 2 17 11 18 29 58 K

13 공학 글쓰기에 적절한 문장 스타일 사용하기 2 2 17 18 11 29 58 K

14 주장 펼치기, 원인 분석하기, 보고하기와 관련된 적절한 

한국어 문법 사용하기
1 4 9 16 20 36 72 K

15 전공 관련 전문 지식 이해하기 2 7 14 15 12 27 54 T

16 특정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1 4 19 13 13 26 52 T

17 문제 원인 분석하기 1 5 16 16 12 28 56 T

18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하기 1 2 17 18 12 30 60 T

<표 7> 공학 글쓰기 관련 영역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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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모두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다. 공학 글쓰기에서 필자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을 포착,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 유형은 외부에서 주어진 문제를 

수식으로 풀어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자 입장에서는 문

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

는 자기 주도적인 글쓰기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쓰기 관련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

다고 답한 항목은 ‘서론 쓰기’였다. 서론은 화제에 대한 

도입, 글의 목적 및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

다. 본론에서는 참고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며 글을 전개할 

수 있지만 서론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엄밀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론의 특성 

때문에 학습자들이 ‘서론 쓰기’를 다른 쓰기 항목보다 

어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4.1.4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수업 형태

다음으로 공학 글쓰기 수업이 있다면 제출하고 싶은 

과제 유형을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표 8>을 보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룬 공학 에세이’가 

34%(29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 텍스트에 대한 짧은 

요약문’, ‘직접 설계한 공학 실험 보고서’가 그 뒤를 이었

다. 학위 수준의 공학 논문에 대한 요구는 12%(10명)로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기술에 대해 가볍게 접근

할 수 있는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수업 형태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 문항은 순위 정하기로 답하게 하였는데 <표 

9>를 보면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글쓰기 수업 모델

은 ‘공학도를 위한 기술 중심의 쓰기 수업’이었다. 2순위

로는 ‘공학 관련 문제 해결 중심의 쓰기 수업’이, 3순위로

는 ‘공학 관련 텍스트 읽기 중심의 쓰기 수업’이 꼽혔다.

<표 10>을 보면 온라인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서 약 

38%(19명)의 학습자가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 병행’이 28%(14명)로 높았으며 온라

인 실시간 수업에 대한 요구는12%(6명)로 가장 적었다.

특정 온라인 수업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자 

답변은 <표 11>과 같다.7) 먼저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의 경우, 이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로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피드백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

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학습자들이 블렌디드 유형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온라인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 

병행> 모델의 경우, ‘실시간과 동영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 학습자들이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 모델은 ‘면대면 수업

과 비슷한 학습 환경, 온라인의 특성상 컴퓨터로 자신의 

7) 주관식 답변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전달을 위해 비문이나 어색한 표현을 고치지 않았으며 영어 답변도 그대로 제시하였다.

항목 수(명) 비율(%)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룬 공학 에세이 29 34

공학 텍스트에 대한 짧은 요약문 26 31

직접 설계한 공학 실험 보고서 20 24

학위 수준의 공학 논문 10 12

<표 8> 공학 글쓰기 수업에서 제출하고 싶은 과제 유형(복수 응답)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공학 관련 텍스트 읽기 중심의 쓰기 수업 15 11 22

공학도를 위한 기술 중심의 쓰기 수업 23 13 13

공학 관련 문제 해결 중심의 쓰기 수업 12 25 11

기타 0 1 4

총 50 50 50

<표 9>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수업(순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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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담긴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전면 온라인 

동영상 수업>모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학습

의 융통성’이 선호 요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공학 글쓰기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질문의 특성상 항목은 복수 선택하게 하였

다. <표 12>에서 46%(23명)의 학습자들은 ‘시간 및 장소

에 구애받지 않음, 반복 시청 가능’을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 요인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 자체

의 장점이기도 하다. 쓰기와 관련된 ‘모르는 단어 및 문법 

찾기,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음’을 선택

한 학생도 40%(20명)나 되었다. 공학 글쓰기 수업을 온라

인으로 듣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 받기 어려움’, ‘집중하기 어려움’이 각 28%(14명)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표 11>에서 학습자들이 면대면 수업과의 병행 모델을 

선호한 이유로 ‘집중하기 좋음, 피드백 받기 용이함’을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반면에 ‘교사 설명 이해의 어려움’

에 대해 우려한 학습자들은 7%(7명)로 가장 낮은 응답률

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많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 시 집중 정도와 피드백의 용이함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 글쓰기 교과목이 개발되면 어떤 수업

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이에 대한 학습자 

답변은 <표 13>과 같았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팀 활동이 활성화된 공학 글쓰기 수업(3명), 

한국어 문법 및 문장 구성을 배울 수 있는 수업(3명), 접근

하기 쉬운 주제를 다루는 수업(3명)’을 희망하였다. ‘팀 

활동 활성화, 문법 및 문장 구성, 접근하기 쉬운 주제 선정’

8) <표 11>과 <표 13>은 학습자가 기술한 요구 사항으로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번역이나 문장 수정을 하지 않았다.

항목 수(명) 비율(%)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19 38

온라인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 병행 14 28

온라인 동영상 수업 10 20

온라인 실시간 수업 6 12

기타 1 2

총 50 100

<표 10> 공학 글쓰기 온라인 수업의 선호하는 형태

<표 11> 온라인 수업의 선호하는 형태와 그 이유8)

항목 답변

전면 온라인 

동영상 수업

 더 편함, 반복해서 볼 수 있음.

 More in detail and thoroughly explained. Plus flexibility.

 More flexible and easily to prepare for the exams.

전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모형은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more flexible.

 It gives you a sense of a physical class and similar learning atmosphere.

온라인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 병행

 It will give me the possibility to rest between some classes.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되고 추후에 동영상을 통해 수업 내용 복습 가능

 Because I feel there will be more engagement with the learning.

 both have advantages and work well together.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음.

 면대면 수업 더 집중할 수 있음.

 대면 수업은 비대면 수업보다 집중이 잘 됨.

 집중이 잘 됨.

 피드백 바로 받을 수 있음.

 Face-to-face is more suitable for writing classes.

 Discussing ideas with others and as well practicing verbal skills.

 I think it would be helpful that way. Online classes can be taken anywhere, but face to face is also important.

 To have an active participation.

 Problem solving and reading discussions could be easier and more productive with face-to-fa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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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언급한 유학생이 각 3명이나 되었다. ‘공학 글쓰

기의 모범 사례 읽기 및 분석’, ‘강의 후 토론’, ‘비판적 

사고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요약 및 전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한 학생도 각 2명이었다. 기타 답변

(각 1명)으로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한 수업’, 

‘쓰기 전략’, ‘쓰기 피드백 강화’가 있었다.

4.2 논의 및 제언

첫째,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과목은 장르 

및 수사적 차원에서는 전공 연계성을 적극 고려하되, 글쓰

기 소재 및 주제 차원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친근

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을 추구해야 한다. 요구조

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글을 쓰길 원하였다. 선호하는 글쓰기 수업 형태도 

‘공학 글쓰기 기술에 초점화 된 수업’이었다. 실제로 서술

형 질문에서 몇몇 학습자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면 좋겠다’고 기술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과제 형태도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자신의 생각

을 적는 공학 에세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과목은 교양 글쓰기로서 

공학 글쓰기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공학 글쓰기의 특성을 익힐 수 있도록 자연과학 글쓰

기의 구조적 및 수사적 특성을 익히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한국어로 적절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여 기술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학 글쓰기의 교육 내용은 ‘한국어 사용 능력, 

사고력 신장, 글쓰기 능력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 중에서도 공학 글쓰기를 

 문법과 어휘를 더 연습해야 되는 것 같다.

 The proper ways of writing and structuring the writing.

 온라인 공학 글쓰기 수업에서 문법과 문장 구성하는 법과 팀 활동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Read over some sample engineering writings.

 Analyzing engineering writing texts.

 Vocabulary, learn how to write by completing tasks and receiving feedback from the lecturer.

 팀 활동이 많아질 거라면 좋겠습니다.

 팀 활동 참가하고 싶습니다.

 주제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길 생활 속에 다가와 주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글쓰기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온라인의 편리함과 적절한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나 미래 공학 발전 방향을 다루었으면 좋겠음.

 쓰기 잘하는 방법

 It would be better if lecturers or professors can check and revise.

<표 13> 공학 글쓰기 수업에서 바라는 점

공학 글쓰기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수(명) 비율(%)

시간 및 장소와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음 23 35

글 쓸 때 모르는 단어 및 문법 쉽게 찾을 수 있음 14 21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음 11 16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음 9 14

스스로 학습 과정을 조정할 수 있음 6 9

글쓰기 주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며 글을 쓸 수 있음 3 5

공학 글쓰기 온라인 수업을 듣기로 할 때 우려되는 점 수(명) 비율(%)

교수자 및 동료의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없음 14 22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음 14 22

팀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임 12 18

쓰기 능력 발달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어려움 10 15

교사 설명 이해가 잘 안 될 것임 7 11

쓰기 전략을 익히기 어려울 수 있음 8 12

<표 12> 공학 글쓰기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시 예상되는 좋은 점 및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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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요구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학 글

쓰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 사용(K)>비판적 사

고력(T)>일반 글쓰기(W)’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절한 

단어나 문법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항목의 응답 비율

이 72%로 가장 많았다. 글쓰기는 독자와의 보이지 않는 

추론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즉각적 수정이 가능한 

구어와 달리, 문어에서는 단어나 문법 하나에 필자의 의도

나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한다. Britton(1965: 114)도 “기술

문에서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하나의 의미로 전달해야 

하며 하나의 의미는 반드시 그가 말한 것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의미는 날카롭고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일반적 글쓰기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생략이나 함축이, 공학적 글쓰기에서는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어가 낯선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문법 

및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문장이나 문단 

차원에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의미 중심의 문어 

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학 글쓰기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황-문제-반응-평가’(SPRE, Situation-Problem- 

Response-Evaluation)형식의 토론 중심의 쓰기 교육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요구조사 결과에서 학습자들은 사고력 영

역을 쓰기 영역보다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교

수자나 공학도가 공학 글쓰기를 ‘물리적 환경과 관련 없는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Winsor, 1990: 65)9)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인지를 보여준다. 공학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논쟁적 쓰기(argumentative writing)

의 성격을 지닌다. ‘논쟁,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려면 학습자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공학 글쓰기 교육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쓰기 교육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

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rmakova(2021: 327)에 따르

면 SPRE 모델에서 학습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해결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제시한 후 해결책의 강점과 약점을 비판적으

로 분석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SPRE 모델을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될 수 

있는 최적의 수업 모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요구조사의 

자유 응답형 문항(표 13)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팀별로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을 원했다. SPRE 모형의 

각 단계를 팀 중심의 토론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학습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가진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학 글쓰기 교과목은 외국인 유학생이 쓰기 자

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쓰기 과제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학습자가 자기 

경험 및 관점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 설문에 답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학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는 비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공계열 한국인 학생의 글쓰기 

인식을 조사한 최윤희(2017: 590)에서도 이공계열 학생의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타 계열보다 낮은 편이라

고 하였다.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글쓰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심리적 장벽이 

이공계열 한국인 학생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학 글쓰기 교과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내적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학습자의 쓰기 내적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

수자가 학습자에게 글쓰기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글쓰기 주제를 발견하고 탐색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권미란(2020: 146)에서도 주제 

정하기 단계가 글쓰기 동기 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일깨우기 위해

서는 텍스트와 주제 선정 단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 경험과 관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한국어 관련 강의 송출 

방식으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쓰기 수행으로, 면대면 수업은 팀별 토론 및 피드백 중심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요구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면

대면과 온라인의 블렌디드 수업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9) 공학도들은 그들 자신을 사실을 수집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보고서를 사실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Winsor, 199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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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유형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면대면 수업에

서의 높은 집중력, 피드백 및 상호작용의 용이함’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SPRE의 각 단계에 대한 팀별 토론이나 쓰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면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온라인 수업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한 

항목으로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움’에 대한 항목

이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공학 글쓰기에서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설명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

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 실시간 

수업은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된 웹 기반 환경을 제공하므

로 과정 중심의 쓰기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교수자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정 중심의 쓰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워하는 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쓰기의 어떤 단계

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학습자가 자각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교과목 개발의 방향성을 예시로 구체

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모듈 1, 

2는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가르치는 학생의 학년 및 학습

자 요구를 반영하여 교양 글쓰기 및 전공 글쓰기의 특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모듈 1이 공학 에세이 작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초점이 있다면, 모듈 2는 공학 에세이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의 확장 및 실질적인 

쓰기 과정의 경험’에 중점이 있다. 각 모듈에서 주어지는 

글쓰기 과제는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글쓰

기 결과물로서 각 모듈의 방향성 및 교육 내용이 집약되어 

있으므로, 교수자는 교실 상황 및 교수자의 의도, 학생의 

흥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먼저 모듈 1은 실생활 중심의 공학 에세이를 목표로 

한다. 실생활 중심의 공학 에세이 작성 과제를 제시한 

것은 공학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들에

게 공학 글쓰기가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텍스

트가 아니라 IT 기기 리뷰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공학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을 배우고 ‘요약하기, 

인용하기, 비교 및 대조하기, 표나 그림 기술하기’와 같은 

기술적 쓰기를 위한 한국어 수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모듈 1에서 교수자는 주제의 범주 및 과제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만 제시하되 학습자가 공학 글쓰기에 흥미

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듈 2는 문제 해결 중심의 글쓰기 과제를 최종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 학습자는 동료와의 

토론을 통해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공 지식

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해결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듈 2의 글쓰기 과제는 모듈 1보다 전공 연계성이 

[모듈 1] 기술 중심의 공학 글쓰기 수업 [모듈 2] 토론 중심의 공학 글쓰기 수업 

공학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

➡

상황(Situation): 공학 관련 문제 상황 설정

문제(Problem): 문제의 원인 및 배경 분석

기술적 쓰기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반응(Response): 해결 방안 제시

평가(Evaluation): 해결 방안 평가

과제: 실생활 중심의 공학 에세이 과제: 문제 해결 중심의 공학 보고서

온라인 동영상 교사 설명 중심 온라인 실시간 쓰기(개인/팀별) 면대면 토론 및 피드백

[그림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 방안의 구체화: 모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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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10)

모듈 1, 2는 교수자가 공학 에세이 소재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반 교양 글쓰기 혹은 전공 글쓰기의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두 모듈은 중간고사 

이전(모듈 1)과 이후(모듈 2)로 구분하여 한 학기 동안 

함께 운영될 수 있으나 학습자 특성 및 요구에 따라 교수

자 임의대로 모듈의 비중을 달리하거나, 하나의 모듈로 

분리하여 학기에 따른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은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수업 형태를 달리하였다. 기술

적 쓰기를 위한 한국어 표현 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으

로 제시하되, 동료 및 교수자와의 긴밀한 토론 및 상호작

용이 주가 되는 수업은 면대면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학습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쓰기 과제를 작성하고 교

수자는 온라인 공유 문서 작업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쓰기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개인에게 최적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과목 개발 방향성을 요구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총 

4개 대학에서 50명의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이 요구조

사에 응답하였다. 요구조사는 ‘인적사항, 글쓰기/공학 글

쓰기 수업 경험, 공학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선호하는 

공학 글쓰기 및 온라인 수업 형태’로 크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이공계

열 학습자들은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수준의 

공학 글쓰기보다는, 특정 상품이나 기술에 대해 자신의 

견해가 담긴 글을 쓸 수 있는 교양 수준의 공학 글쓰기를 

선호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2%가 ‘주장 펼치기, 원인 

분석하기, 보고하기와 관련된 적절한 한국어 문법 사용하

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서 외

국인 유학생은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형태의 글쓰기 수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특별히 면대면 

수업에서는 토론 및 팀 활동,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기를 바랐다.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는 ‘공학 글쓰기 교과목 개발의 전체적 방향성, 교육 내용

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 글쓰기의 질을 결정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온라인 수업의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운영하지 않아 쓰기 수업

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고는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학 글쓰기 교과

목 개발을 위한 시론적 논의에 불과하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관련 연구를 찾기 힘들었던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

생 대상 글쓰기 교과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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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mpeti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intensifies around the world,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entering 

the science and engineering classes of Korean universities is increasing day by day. Many of them also complete science 

and engineering writing classes in the form of essential education depending on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However, 

there is not much research for engineering wri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u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involving 

50 foreign student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lin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engineering writing classes for foreign 

students.

As a result of our study, I found that learners preferred liberal arts-level engineering writing classes, rather than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classes. I also showed that students of engineering writing experienced the biggest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Korean language use’. Regarding the method of using online classes, ‘Blended Classes’, which combine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were the most preferr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high school proposed that I develop 

engineering writing subjects using online classes. I also presented engineering writing class modules centered on real-life 

and problem solving.

Key Words: foreign students, engineering writing, Korean language writing class, online writing, liberal arts writing, 

survey on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