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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서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교육 방

안을 구안하는 데 있다.이를 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우리의 통 인 언어문화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등을 고려할 때,국

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쓰기 윤리’의 개념 특성은 무엇인가?둘째,쓰기 윤

리의 실천에 여하는 요소와 각 요소에서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 요소는

무엇인가?셋째,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구체 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검색한 자료를

쓰기에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표 과 같은 쓰기 윤리 문

제가 첨 하게 드러난다는 에 주목하여 자료 통합 쓰기(writing from

sources)를 논의의 주된 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질 내용 분석(qualitativecontentanalysis)방법을

활용하 다.먼 문헌 연구를 통해 표 역인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윤리에 한

논의를 고찰하 고,쓰기 윤리의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스

트의 4-구성 요소 모형(Four-ComponentModel)과 윤리 정체성(moralidentity)

이론의 합성에 해 검토하 다.질 내용 분석 방법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이 작성한 173편의 과 쓰기 과정에서 사용한 활동지 심층 설문지의 분석에

용하 다.

Ⅱ장에서는 유교 소통 문화,수사학,도덕 심리학의 논의를 고찰하여,쓰기 윤리

교육의 이론화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 다.쓰기 윤리 교육은 윤리 의식 그

자체보다는 쓰기 윤리를 수하며 을 쓰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이러한

에서 연구자는 ‘윤리 쓰기’를 쓰기 윤리의 실천으로 간주하고,‘필자가 텍스트의

윤리성을 갖추기 해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을 쓰는 과정 는 행 ’로 정의하

다.그리고 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를 행 주체의 윤리 실천,텍스트의 윤리

성,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맥락으로 설정하 으며,자료 통합 텍스트를

로 들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기술하 다.

Ⅲ장에서는 학생들의 텍스트에 한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윤리 쓰기

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해서는 먼 쓰기 과정에서 쓰기 윤리가 어떻게 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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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따라서 1 에서는 쓰기 과제 분석 단계,자료 읽기

정립 단계,내용 선정 조직 단계,자료 통합 표 단계,고쳐쓰기 단계에

따라 쓰기 윤리의 련 양상을 분석하 다.2 에서는 윤리 쓰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필자의 개인 특성과 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를 살펴보았다.필자의 개인

특성은 스트의 이론과 윤리 정체성 이론을 활용하여,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윤리 정서,문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로 구성하 다. 한 학생들의 이나

심층 설문지에서 국어 수업과 윤리 쓰기의 련성에 한 언 이 많았으므로,

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는 담화공동체로서의 국어 수업,교사의 쓰기 평가 방식으로

구성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 다.먼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로는 핵심 역량으로서의 ‘윤리 쓰기’능력,필자의 윤

리 정체성 형성과 인성교육,담화공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 형성 소통의 생산

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설정하 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교육 내용은 필자

범주,담화공동체 범주,텍스트 범주로 나 어 구성하 고 쓰기 과정에 따라 상세화

하 다.본고에서 구안한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과정에 용하기

한 원리로 단계성,강조성,통합성,실제성을 제안하 다.

주요어 :쓰기 윤리,쓰기 윤리 교육,윤리 쓰기,텍스트의 윤리성,자료 통합

쓰기.

학 번 :2000-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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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목 과 필요성

국어과 교육은 학생들에게 국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능력,국어로 된 언어문화를

이해․향유하는 능력을 길러 주며,담화공동체의 국어문화를 계승․발 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국어과는 도구 교과로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인 능력,

즉 국어로 사고하는 능력,읽기와 쓰기 능력,토의 토론 능력 등을 갖출 수 있게

한다.국어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들은 국어과의 정체성 독자성과 련

이 있다.

한 국어과는 학교교육의 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학교교육

의 목표는 ․ 등 교육과정 총론의 ‘1.교육 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1997년 12월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재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

다.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

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인격을 도야하고,자주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하게 하고,민주 국가의 발 과 인류

공 의 이상을 실 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교육부,1997).”이

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학교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하며,국가 발 과 인류 공 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본고

에서는 그동안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를 강조하 으며 학교교육의 핵심인 ‘학생(인

간)’에 해서는 상 으로 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단하에,학생의 인격 도야

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해 국어과 교육,특히 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 양상을 살펴보면,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하려는 ‘로벌 창의 인재’는 ‘세계

인 사람,창의 인 사람,교양 있는 사람’인데,이 에서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

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 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한국교육과정평

가원,2012:31). ․ 등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에는 “배려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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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교육과학기술부,2012a: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은 2011년 8월에 고시되었다가,인성교육 강화에 한 사회 요구에 따라 련 내

용을 수정․보완하여 2012년 7월에 다시 고시되었다.1)쓰기 역을 기 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내용 체계에서 ‘맥락’이 ‘태도’로 바 었고 ‘태도’의 하 항목으로

‘쓰기의 윤리’가 신설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본고에서는 ‘쓰기의 윤리’와 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 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으

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 ‘쓰기의 윤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만큼 포 인 의미가 아니라

연구 윤리나 표 등과 련된 제한 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쓰기 역의

내용 체계에 있는 ‘쓰기의 윤리’에 한 정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다

만 성취기 의 해설 부분에 ‘쓰기 윤리’의 정의와 구체 인 사례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에서 ‘쓰기의 윤리’와 ‘쓰기 윤리’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아래의 내용은 학교 성취기 “쓰기 윤리의 요성을 인

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을 쓴다.”에 한 해설이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수해야 할 윤리 규범이다.다른 사

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 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

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인터넷 등에 허 내용 악성 댓 유포

의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건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기 등을 지도함으로

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수하도록 하는 데 을

두어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2012b:55).

1)두 교육과정에 해 고시된 시기를 기 으로 ‘2011교육과정’,‘2012교육과정’으로 구분하

는 경우도 있으나,이러한 용어들은 2009교육과정 이후의 차기 교육과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교육과정 모두 공식 명칭인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국어과 교육과정’, 는 간단히 여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라 하고, 호 안에

문서 번호를 추가하여 구별하 다. 를 들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

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와 같다.이러한 용어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련 내용을 질의한 후 응

답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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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와 학교의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은 앞의 인용 부분에서 로 든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즉 자료 활용과 련하여 표 하지 않기,보고서 쓰기에서의

쓰기 윤리 지키기(사실 로 쓰기),인터넷 쓰기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기(타

인을 존 하고 공감하는 표 사용하기)만 제시되어 있다.2)장르에 따라 쓰기 윤리

에서 어떤 항목이 강조된다는 설명은 가능하나,특정한 장르를 지도할 때에만 쓰

기 윤리와 련된 내용을 지도하게 되면,자칫 학생들이 쓰기 윤리가 모든 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르에만 용되는 규범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표

,연구 윤리,인터넷 악성 댓 등이 쓰기 윤리를 어긴 표 인 사례이며 시 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쓰기의 윤리’는 배려,상생 등과 같이 공동체에서의

인간다운 삶과 련하여 포 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이와 같은 ‘쓰기의

윤리’개념에 기반하여 앞서 언 한 내용 이외에 다양한 교육 내용을 구안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쓰기 윤리 교육에 한 기 연구가 부족하다는 에서도 찾

을 수 있다.일반 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련 분야의 연구가 어느 정도

축 된 후에 그러한 학문 성과를 기반으로 개정되는 데 비해,‘쓰기의 윤리’는 교

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체 방향,공직자 후보나 유명인의

논문 표 연구 윤리에 한 사회 이슈화 등 학문 외 인 요구가 반 된 결과

이다.다른 한편으로는 학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작문 연구자들이 학생의 표

문제가 심각한 수 임을 지 하고 쓰기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과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쓰기 윤리 교육의 실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쓰기 윤리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체

를 여러 사람의 로 짜깁기하여 내 처럼 제출한 이 있다.”라는 문항에 해 ‘매

우 많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31.3%),‘조 많다(30.3%)’,‘종종 있다(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 “나는 에 썼던 을 고쳐서 새 처럼 제출한 이 있

다.”라는 문항 역시 ‘매우 많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29.2%),‘조 많다

(24.7%)’,‘종종 있다(21.6%)’순이었다(박 민․최숙기,2008).이 문항은 자신이 쓴

2)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상의한계는 교과서에서도 그 로 드러나고 있다.쓰기 윤리에 한

교육 내용은 련되는 성취기 에 해당하는 단원에서만 다 지고 있다.다양한 심사를 통

해 당락이 결정되는 교과서 검정 제도하에서는,교과서의 필자들이 교육과정을 재해석

는 창의 으로 해석하기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 을 충실히 반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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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학습 윤리에 어 나므로,쓰기 윤

리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두 문항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을 표 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쓰기 윤리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을 감안하면,이러한 상

황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실

요구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에 반 된 ‘쓰기의 윤리’의 이론화를 한 연구,쓰기 윤

리 교육의 효과 인 실행을 한 실태,교육 내용,방법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요한 역할 하나는 학생들에게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이를 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선

정하여 교육과정에 반 함으로써,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 인 사회의 구성

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경제 력개발기구(TheOrganisation for

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이하 OECD)에서 시행한 DeSeCo(Defining

andSelectingKeyCompetencies) 로젝트에 이러한 발상이 반 되어 있다.이 로

젝트에서는 핵심 역량에 해 “개인의 성공 인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삶의 여러 역에 공통 으로 용되며, 구에게나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 다(Rychen& Salganik,2003:54).핵심 역량의 세 가지 범주와

각각의 하 능력을 살펴보면,첫째,상호작용 으로 도구 사용하기(Use tool

interactively)범주의 하 능력에는 언어나 상징,텍스트를 상호작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기술을 상호작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속한다.둘째,이질 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Interactinheterogeneousgroup)범주의 하 능력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계

를 맺는 능력, 동할 수 있는 능력,갈등을 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된다.셋

째,자율 으로 행동하기(Actautonomously)범주의 하 능력에는 체 인 구도

(bigpicture)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생애 계획과 개인 로젝트를 세우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권리와 흥미,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선정되었

다(Rychen& Salganik,2003).3)

3)이러한 핵심 역량의 구상을 국가 수 교육과정 는 주(州)수 교육과정에 반 하려는

노력이 이미 독일, 만,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에서 이루어졌으며(이 우․ 제철․허

경철․홍원표,2009),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corecompetency-based

curriculum)’을 개발하기 하여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윤 진․김 ․이 우․ 제

철,2007;이 우․민용성․ 제철․김미 ․김혜진,2008;이 우․ 제철․허경철․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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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에서 핵심 역량을 구체 으로 다룬 연구의 로는,한철우․임택균(2010)

과 이순 (2011)이 있다.한철우․임택균(2010)에서는 학생들이 비해야 할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라고 제하고,지식을 효과 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새로운 지식을 지속 으로 습득하여 자신의 지식 체계를 갱신하는 능력,새로운 지

식의 생산과 련되는 창의 사고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 다. 한 이순

(2011)에서는 새로운 지식에 빠르게 잘 근하고,정보를 비 으로 선별․가공하

고,창의 으로 재생산하고, 극 으로 소통하도록 요구하는 ‘신(新)문식성’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 다.두 논의에서 선정한 핵심 역량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지식 체

계에 능숙하게 근할 수 있는 능력,지속 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정보

를 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새로운 지식을 창의 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

력,생산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쓰기 역에서 이러한 핵심 역량과 한 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자료 활용

쓰기를 들 수 있다.일반 인 쓰기 수업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을 쓰지만,

학생들은 컴퓨터로 을 쓰는 상황에 익숙하다. 한 에 한 계획을 충분히 세우

기도 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한다.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

서 학생들이 을 쓰는 양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학생들은 검색한 자료를 활용

하여 을 쓰면서도 앞에서 언 한 핵심 역량들을 제 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기

존의 지식을 복사하여 텍스트에 옮겨 놓을 뿐 새로운 지식을 창의 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본고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검색한 자료를 쓰기에 활용

하는 방식이 보편화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표 과 같은 쓰기 윤리 문제가 첨 하게

드러난다는 에 주목하여 자료 활용 쓰기(writingfrom sources)4)를 논의의 주된

상으로 삼았다.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자

표,2009;이근호․곽 순․이승미․최정순,2013;강충열,2012;정창우,2012b).이 우 외

(2008:15～16)에서는 연구의 목 이 교육과정 개발과 련되어 있다는 에서,핵심 역량

의 개념을 “다양한 상이나 문제를 효율 으로 혹은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해 학습자

(혹은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의 총체”로 규정하고,개별 학습자가 보

유하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기보다는 ․ 등학교 교육을 통해 구나가 길러야 할 기

본 이고 보편 이며 공통 인 능력이라 언 하고 있다.

4)본고에서는 ‘자료 활용 쓰기’ 신 ‘자료 통합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활용’과 ‘통합’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필자가 기존의 자료를 인용이나 요약 등을 통해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의 일부로 통합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해서이다.용어의 개

념에 해서는 ‘Ⅱ.2.3)’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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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활용의 윤리를 수하며 창의 으로 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쓰기 역에서 다루

어야 할 핵심 역량에 해당한다.본고에서는 자료 활용 쓰기를 윤리 으로 수행하

기 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 은 쓰기 윤리 교육이 실 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학생들이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제하에,쓰기

윤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있다.이를 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우리의 통 인 언어문화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쓰기 윤리’의 개념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쓰기 윤리의 실천에 여하는 요소와 각 요소에서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

는 하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구체 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2.연구사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쓰기 윤리에 한 선행 연구는 몇몇 연구자를 심으

로 수행되었으며, 부분 ‘쓰기의 윤리’가 교육과정에 신설되기 이 상황을 제로

하고 있다.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해서는 쓰기 윤리 교육에 한 이

론 기반이 필요하므로,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즉 쓰기 윤리의 정의,범주,실

태,교육 내용,교육 방안 등을 심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 다.5) 한 쓰기 윤리

의 교육 내용이 말하기나 문학 등 타 역과 연계될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두고,

쓰기 역 이외의 역에서 윤리 문제를 다룬 연구도 살펴보았다.

먼 쓰기 윤리의 개념을 살펴보면,박 민(2009a)에서는 “필자가 을 쓰는 과정

에서 수해야 할 윤리 인 규범”으로 정의하 다.박 민․최숙기(2008)에서는 쓰기

5) ․ ․고등학생 상의 쓰기 윤리에 한 련 선행 연구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

로,강민경(2011,2012)에서 정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 다.기본 개념을 심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 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가 복되어 제시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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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全)과정을 쓰기 윤리의 단 상으로 보고,인터넷 환경에서의 내용 생

성,표 ,유통 등을 포함시켰다.가은아(2009)에서는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

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 인 도리 는 행 의 규범”이라 정의하 다.쓰기를 수행하

는 과정에는 표 하기 단계뿐만 아니라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 등도 포함된다.

쓰기 윤리의 범주와 련된 논의를 살펴보면,박 민(2009b)에서는 진실성,정직

성,합리성,사회성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가은아(2009)에서는 ‘정직하게 쓰

기’,‘진실하게 쓰기’,‘사실 로 쓰기’,‘배려하며 쓰기’로 구분하고 있다.표 상의 차

이는 있으나,진실성 는 ‘진실하게 쓰기’범주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게 쓰는 것

과 련되며,정직성 는 ‘정직하게 쓰기’범주는 작권을 존 하며 표 하지 않는

것과 련된다.사회성과 ‘배려하며 쓰기’범주는 쓰기의 사회 기능과 련된 범주

로,두 연구의 윤리 범주가 의미하는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다만 박

민(2009b)에서 합리성 범주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합리 이고 타당한 거에 의한

쓰기를 의미하며,나머지 세 범주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가은아(2009)의 ‘사실 로

쓰기’는 찰,조사,실험,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보고하는 쓰기에서 지

켜야 할 윤리이다.박 민(2009b)에서는 사회성이 다른 범주에 비해 윤리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가은아(2009)에서는 ‘～하게 쓰기’로 표 함으로써

쓰기 윤리의 실천이라는 의미는 강조되었으나,정직성,진실성에 비해 ‘정직하게 쓰

기’,‘진실하게 쓰기’,‘사실 로 쓰기’가 용어상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실태에 한 연구로는 박 민․최숙기(2008),박 민

(2009a),이혜 (2010),강민경(2012)이 있다.박 민․최숙기(2008)에서는 학생의

쓰기 윤리 실태를 조사하 는데,설문 내용은 쓰기 윤리를 어긴 경험과 쓰기 윤리에

한 학습 경험으로 구성되었다.박 민(2009a)에서는 쓰기 윤리 인식을 구성하는 하

요인을 쓰기 윤리 의식,쓰기 과제 환경, 작권 인정,쓰기 윤리 수 노력으로

구성하고 성별․학년별 차이를 고찰하 다.이혜 (2010)에서는 박 민․최숙기

(2008)에서 개발된 12개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인문계 여고생을 상으로 쓰기 윤

리 실태를 조사하 다.이들 세 연구는 쓰기 윤리 련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양

연구 방법을 용한 데 비해,강민경(2012)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을 바탕으로 쓰

기 윤리 실태에 해당하는 특성을 귀납 으로 분석하 다. 상에 한 해석 이론

정립 과정에서 양 연구와 질 연구의 상보 기능을 고려해 볼 때,쓰기 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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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다양한 검사 도구의 개발 결과 분석,질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에 한 연구는 유한구 외(2007),이재승(2010),강민경

(2011)이 있다.유한구 외(2007)에서는 연구 윤리 교육 로그램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수 으로 개발하 다.이 로그램은 국어과,과학과,도덕과에서 공동 연

구를 수행한 결과로,목차를 살펴보면 “Ⅰ.연구의 성격과 연구자의 자세,Ⅱ.연구의

수행 과정과 윤리,Ⅲ.과학,과학자,그리고 연구 윤리,Ⅳ.생각과 표 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Ⅳ장이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에 해당한다.이 연구는 연구 윤

리 쓰기 윤리 교육이 범교과 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국어과가 도구 교과로

서 담당해야 할 교육 내용의 를 보여 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이재승(2010)

에서는 작권에 한 교육 내용을 ․ ․고등학교 수 으로 체계화하려고 시도하

다. 작권이 쓰기 윤리에서 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다소 문 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서 수 이나 범 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강민경(2011)

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텍스트를 작성하게 하고,표 정도에

따라 자료 통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설명 텍스트 윤리 으로

쓰기’에 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 다.이 연구는 본고에 한 시론(試論) 인 성격

을 띤 것으로,윤리 규범으로서의 쓰기 윤리를 쓰기 수행과 통합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쓰기 윤리 교육의 실천 방안에 한 연구로는 박 민(2008,2009b),박은 (2009)

이 있다.박 민(2008)에서는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한 교수․학습 방안에 해

직 방안과 간 방안으로 나 어 제시하 다.직 방안으로는 직 가치

탐구 모형의 활용,쓰기 윤리에 한 딜 마 활용,쓰기 윤리 제정 활동이 가능하며,

간 방안으로는 반성 쓰기,자기 평가,거울 효과 상징물 활용에 한 가능

성을 제안하 다.박 민(2009b)에서는 학생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한 쓰기교

육 로그램으로,쓰기 진실성 로그램,쓰기 정직성 로그램,쓰기 사회성 로그

램을 개발하 다.각 로그램의 구조는 ‘쓰기 윤리 련 규 에 한 이해 → 쓰기

윤리 련 갈등 상황 제시 → 쓰기 윤리 련 경험 공유 → 쓰기 윤리 련 갈등 방

안 논의 → 실천 용을 통한 쓰기 윤리 의식 내면화’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박은 (2009)에서는 쓰기 윤리 의식 함양 활동이 학생의 쓰기 윤리 의식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창의 재량 수업 시간(주당 1차시)에 유한구 외(20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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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로그램을 심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하고,박 민․최숙기(2008),박

민(2009a)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사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쓰기 윤리의 교육 방안에 한 선행 연구의 문제 으로는 교육 내용을 쓰기 윤리

의 하 범주, 작권이나 표 등 ‘쓰기 윤리 규범 자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도 쓰기 윤리의 범주를 내면화하는 데 이 놓

여 있다.이들 연구에서는 ‘쓰기 윤리 의식이 높고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

니면 을 윤리 으로 쓸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여자 고등학생의

쓰기 윤리 실태를 분석한 이혜 (2010)에서도 쓰기 윤리에 한 학습 경험의 평균보

다 쓰기 윤리 련 행동의 평균이 공통 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해,“쓰기 윤리

가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쉽게 내면화하기 어려운 역이기 때문”으로 분석

하 다.그러나 쓰기 윤리 의식이나 쓰기 윤리를 수하려는 태도가 윤리 쓰기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본고에서는 쓰기 윤리의 내면화 이외에 쓰기 윤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쓰기 윤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는 쓰기 윤리를 쓰기의 ‘실제’와 통합하

여 ‘윤리 으로 쓰기’에 해 지도해야 한다.쓰기 윤리 규범이나 덕목에 한 이해

와 이를 수하려는 태도뿐만 아니라,학생들이 을 윤리 으로 쓰기 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여기서의 태도는 쓰기 윤리 수 이외에 타인 존 과 배려 등과

련됨―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쓰기 윤리가 아니라 ‘윤리

으로 쓰기’에 해 지도할 때의 장 은,쓰기 과제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윤리 문

제에 한 해결책을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다.본고에서는 ‘윤리 으로

쓰기’를 ‘윤리 쓰기’로 개념화하여 다루고자 한다.쓰기 윤리 교육을 논의하면서

쓰기 주체인 필자의 윤리성이 아니라 ‘윤리 쓰기’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

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본고에서 이러한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행 능

력이 필자의 윤리성과 텍스트의 윤리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즉 필자

의 윤리성은 ‘윤리 쓰기’능력을 통해 텍스트에 구 되고,독자는 텍스트의 윤리

성을 통해 필자의 윤리성을 평가하게 된다.

쓰기 역 이외에 말하기․듣기 역과 문학 역에서도 윤리와 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먼 최 섭 외(2007)에서는 생극론,생태론,유교,기철학,화쟁,홍익인

간,생명학 등의 사상 검토로부터 ‘상생(相生)화용’을 새로운 의사소통 패러다임으

로 제안하 다.‘상생화용’은 ‘상생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상생’은 통 소통 이



-10-

론의 특성을 반 하고 있으며,일방향 인 소통,목 지향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부

작용을 극복하고,불가피한 갈등은 인정하되 함께 공존하자는 제를 담고 있다(최

섭 외,2007:3～15).본고에서는 ‘표 활동에서의 윤리’라는 공통 에 근거하여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 으며,쓰기 윤리 교육이 우리 사회의 상생지향 언어 문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학 역에서 윤리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 에서 본고와 한 련성이 있는

논의는 서사 교육에 한 연구들이다.서사 교육에서는 소설 이외에 비문학 서사 장

르를 다루고 있으며,쓰기 역 성취기 에서 자서 쓰기,인상 깊은 경험 쓰기

등이 비문학 서사와 련되므로 본고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2007국어과 교육과

정에서는 읽기 역과 쓰기 역에 문학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2009개정 국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텍스트는 문학 역에서 다루고,비문학 텍스트는 읽기

쓰기 역에서 다루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 다(민 식 외,2012:108).따라서 비

문학 서사 장르를 쓸 때에 고려해야 하는 윤리 문제를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에 포

함할 수 있다.

우한용(2004)에서는 “문학 실천 자체가 도덕 사유를 발하는 윤리 과정”이

라고 보고,윤리 항목 심의 문학교육,문학 고유의 형상성과 분리된 채 겉도는 윤

리 교육을 비 하 다.그는 문학교육에서 다루는 윤리의 범 를 문학 작품 생산과

수용의 (全)과정으로 확 하 는데,이는 문어 소통의 과정에서 쓰기 윤리가

여한다는 본고의 과 유사하다. 한 문학 고유의 형상성과 윤리를 연 지어야

한다는 견해는,장르에 한 기본 제는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 장르 특성과 쓰

기 윤리를 연 지어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와 상통한다.

정진석(2013)에서는 소설이 윤리 가치를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에서 ‘윤리

가치 심의 소설 읽기’가 필요하며,이에 해 “독자가 실천 이해를 바탕으로

소설의 윤리 가치를 층 으로 경험하면서 삶을 반성하고 기획하는 읽기”라고 정

의하 다.이러한 방식의 소설 읽기의 개념,특징,원리를 밝히고,다양한 해석 텍스

트를 상으로 수행 구조를 허구 세계에서 윤리 가치 갈등의 체험,서사 소통에

서 윤리 가치 계의 탐구,독서 공동체에서 윤리 가치 유의 반성 등으로 구명

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윤리 가치 심의 소설 읽기 교육을 설계하 다.이 연구

에서는 인간이 윤리 지향 인 존재이며,소설 읽기를 통해 독자가 좋은 삶을 기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하고 있는데,윤리 쓰기 행 를 통해 필자와 독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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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공동체의 소통 문화가 정 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본고의 가정과 유사하다.

임경순(2003:77～93)은 서사교육의 내용 범주를 서사 지식,서사 경험,서사

태도,서사 활동으로 나 었으며,서사 태도에 한 설명 가운데 ‘주체에 한

가치 평가와 련된 태도’가 윤리의 문제와 련된다고 보았다. 한 서사교육의 기

능을 세계 인식 능력 신장,자아정체성 형성,윤리 주체 형성,유희 향유 능력

신장으로 설명하 다.이러한 서사교육의 내용 범주와 기능은 윤리 쓰기의 내용

과 방법을 구안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비문학 서사 장르의 경우,자신이 쓴

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단순히 자신에 한 정보를 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타

인과의 계를 형성하고 발 시킬 수 있다. 한 필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 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이러한 자 서사는 이미 쓰기 역

에서 다루고 있는 하 장르이기도 하다.그리고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이 윤리

쓰기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서,윤리 쓰기를 한 교수-학습 방법으

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은 각 역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특성과

한 련이 있으므로,쓰기 윤리에 한 교육 해법을 찾는 데 유용하기도 하고

해당 역의 장르 특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기도 하다.그러나 모든 쓰기 활동에

윤리 요소가 여하듯이,모든 언어활동에 윤리 요소가 여한다.따라서 쓰기

윤리에 한 연구와 더불어 타 역에서의 윤리,즉 말하기의 윤리,문어 소통에서

의 윤리 등에 한 연구 성과가 축 되면, 역간 교육 내용의 복을 피하고 쓰기

역에서 담당해야 할 고유한 내용을 보다 효율 으로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3.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질 내용 분석(qualitativecontentanalysis)

을 활용하 다.먼 문헌 연구를 통해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윤리 요소에 해 고

찰하 고,‘쓰기 윤리’,‘윤리 쓰기’의 개념 특성을 규정하 다. 한 쓰기 과

정에서 윤리 요소의 련 양상을 분석하기 한 틀을 구안하기 해, 스트(Rest)

의 4-구성 요소 모형(Four-ComponentModel)과 윤리 정체성(moralidentity)이

론의 합성에 해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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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석(contentanalysis)은 ‘가, 구에게,무엇을,어떻게 달하는지,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한 연구 문제를,그러한 소통을 매개하는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결하는 연구 방법이다(Krippendorff,2013:355).내용 분석 방법에서

는 텍스트,이미지 등을 독립 인 구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이들이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분석한다.20세기 에 미국에서 신문이 요한 매체로 떠오

르면서 ‘계량 신문 분석(quantitativenewspaperanalysis)’방법이 등장하 다(10～

12)6).이러한 향으로 인하여 재까지도 언론학 분야에서는 계량 내용 분석 방

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회 상에 한 질 근

을 시도하면서 ‘질 내용 분석’방법이 내용 분석의 한 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림 Ⅰ-1]은 크리펜도르 가 제시한 모형으로,내용 분석 방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36).

일상 세계

(TheManyWorlds

ofOthers)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맥락

(asConceivedbyContent

Analysts)

내용 분석?

타당성을입증할

수있는증거

텍스트

결론

연구 문제

안정된 상 계

향을 미치는

조건

분석

구성물

추론

텍스트

[그림 Ⅰ-1]내용 분석 방법의 구조(Krippendorff,2013:36)

6)내용 분석에 한 이론 설명은 크리펜도르 (Krippendorff,2013)을 참고하 다.동일한

출처 정보를 복하여 밝히지 않고, 호 속에 인용한 부분의 쪽수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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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왼쪽에 치한 선으로 표시된 타원형은 일상 세계에서 텍스트가 소통되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며,여러 겹의 타원형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연구자가 일상 세계에서 텍스트와 련된 어떤 상에 의문 ―[그림 Ⅰ-1]에서

‘?’에 해당함―을 가지면,이러한 의문 을 해결하기 해 일상 세계에서 텍스트가

소통되는 상황과 유사한 ‘맥락’을 구성한다.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타원형이 연

구자가 구성한 맥락에 해당하는데,이러한 맥락과 일상 세계와의 유사성은 둘 다 타

원형으로 구 되어 있다는 ,일상 세계의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선 화살표(⇢)가

연구 상인 텍스트를 향하고 있다는 을 통해 구 되어 있다.

가운데 타원형 부분을 살펴보면,‘연구 문제’와 그에 한 해답에 해당하는 ‘결론’,

‘텍스트’,텍스트와 연구 문제간의 일정한 ‘상 계( 련성)’,이러한 상 계에 ‘

향을 미치는 조건’이 있다.‘상 계’는 경험 으로 선정되거나 용가능한 이론으로

부터 추출되기도 하고,내용 분석을 한 가설로 설정되기도 한다.

오른쪽에 치한 ‘내용 분석’을 심으로 련 요소들을 살펴보면,연구자는 자신

이 구성한 맥락,특히 텍스트와 연구 문제간의 연 성에 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 분석을 한 개념 틀인 ‘분석 구성물’을 추출한다.다음으로는 연구 상으

로 삼은 텍스트에 해 ‘분석 구성물’을 용하여 분석하고,‘추론’을 통해 ‘연구 문

제’에 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이러한 ‘결론’은 왼쪽의 일상 세계에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직 으로 찰되지 않는 상에

해,수집한 텍스트와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데 합하기 때문이다.내용

분석 방법은 필자나 독자의 의도,태도,사고 과정,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소통 상을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으며,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텍스트

의 내용을 분석한다.마찬가지로 필자의 윤리성이나 쓰기 과정의 윤리성은 직

찰되기 어려우므로,텍스트와 맥락을 근거로 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다. 한 쓰기 과

정에 여하는 쓰기 윤리의 하 요소나 분석틀에 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텍스

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완성해 나가는 질 근 방법을 선택하 다.[그

림 Ⅰ-2]는 질 내용 분석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이 모형에 따라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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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再))분석련 이론과 연구자의 경험으로

부터 맥락을 구성함

결론

연구 문제

해석

텍스트

맥락의

조정

텍스트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한

결론을 해석함

[그림 Ⅰ-2]질 내용 분석의 모형(Krippendorff,2013:90)

1 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 에서 자료 분석 과정과 직 으로 련되는

것은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구체 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이다.따라서 [그림 Ⅰ-2]의 ‘연구 문제’는 ‘학생들이 윤리 으로 을 쓰기

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로 선정하 다.

연구자는 텍스트를 분석하기 해 ‘련 이론과 경험을 통해 맥락을 구성’하 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과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 이외에 쓰기 윤리와 련된 이론을

보완하기 해,앞에서 문헌 연구로 언 한 바와 같이 통 소통 문화와 수사학에

서의 윤리 문제,도덕 심리학 이론을 고찰하 다.내용 분석 기에 연구자가 설정한

윤리 쓰기의 맥락은 필자의 윤리성과 텍스트의 윤리성의 두 범주 으며,필자의

윤리성이 텍스트의 윤리성으로 구 되는 것으로 보았다.윤리 쓰기에 향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도덕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윤리 민감성,윤리 단력,윤

리 동기화,실행력 등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규정하 다.

이 게 구성된 맥락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고,구성된 맥락과 텍스

트의 의미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지속 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얻기 해 노력하

다.질 내용 분석에서는 분석 구조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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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고,경우에 따라 ‘맥락을 조정’하기도 하

며,조정된 맥락하에 텍스트의 의미를 ‘재분석’한다.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

구 기에 략 으로 구성하 던 분석 구조틀을 정교화하 다.텍스트 분석을 통

해 발견된 세부 인 특징들이 일정 정도의 경향성을 보일 때,분석 구조틀의 하

범주로 추가하기도 하고,범주화 과정에서 서로 련성이 높은 범주들을 묶어 상

범주로 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련 이론을 용하기도 하 다.

연구 문제에 한 ‘결론’은 일반 인 질 내용 분석에서와 같이 텍스트에서 발견

된 구체 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 다.내용 분석의 일차 인 결과에 해당하는 본고

의 Ⅲ장은 최상 범주와 그 하 범주에 속하는 구체 인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과 쓰기 과정에서

사용한 활동지 심층 설문지이다.자료 수집의 목 과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자료를 수집하 다.

1차 수집은 B,D고교 1학년과 C고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학생들이

윤리와 련된 주제에 해 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 하기

보다는 피상 인 수 에서 옳다고 단되는 내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B고교에서는

윤리 쓰기의 실태 분석을 한 자료 수집에 을 맞추었으므로,학생들에게 자신

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 하도록 지도하 다.첫 번째 과제는 쓰기 윤리,윤리 쓰기에

한 개념 실태와 련된 자료를 읽고,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 다.두 번

째 과제는 ‘우리 학교의 쓰기 윤리 규정 정하기’를 5～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토의 활동

을 통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학생들의 쓰기 윤리 인식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었다.

C고교에서는 실 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수업이 완료되는 시 인 2학년 학생

들을 상으로,쓰기 윤리에 한 인식과 자료 통합 쓰기의 양상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 다.이 학생들은 3차시에 걸쳐 쓰기 윤리와 련된 다양한 자

료를 읽고,쓰기 윤리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해 자료 통합 쓰기 방식으로 을

쓰고,고쳐쓰기 활동을 수행하 다.D고교 1학년 학생 4명을 상으로 C고교에서와

동일한 쓰기 활동을 하고,고쳐쓰기 과정에 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2차 수집은 A고교 1학년을 상으로 하 으며,1차 수집 자료에 한 분석 결과

를 토 로 4차시에 걸친 쓰기 윤리 련 활동을 구성하 다.학생들은 1차시에 B고

교와 동일한 쓰기 과제를 수행하 고,2차시에는 자료 통합 쓰기에 필요한 인용,

요약 등의 하 기능을 익혔으며,3차시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련된 건의문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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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통합 쓰기 방식으로 작성하 다.4차시에는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수행한 활

동과 련된 심층 설문지를 작성하 다.연구에 참여한 학생과 자료 수집에 한 구

체 인 내용은 <표 Ⅰ-1>과 같다.

구

분
학교 자료 수집 내용

인원

수

자료

수집

일시

1

차

수

집

B고교

(1학년)

·쓰기 윤리 인식 의식에 한 설문지(Ⅰ)

·쓰기윤리가지켜지지않는이유(는쓰기 윤리를지켜야

하는이유)와쓰기윤리를지키기 한방안에 해쓰기

·‘우리 학교의 쓰기 윤리 규정 정하기’를 한 소집

단 토의 활동

·쓰기 윤리 련 활동에 한 소감문

58명

2011.

12.20

～21

C고교

(2학년)

·쓰기 윤리 인식 의식에 한 설문지(Ⅰ)

·쓰기 윤리와 련된 자료 통합 쓰기,고쳐쓰기

·쓰기 윤리 련 활동에 한 소감문

49명

2011.

12.20

～23

D고교

(1학년)

·쓰기 윤리 인식 의식에 한 설문지(Ⅰ)

·쓰기 윤리와 련된 자료 통합 쓰기,고쳐쓰기

·고쳐쓰기 과정에 한 심층 면담

4명

2012.

1.11

～12

2

차

수

집

A고교

(1학년)

·쓰기 윤리가지켜지지않는이유(는쓰기윤리를 지켜야

하는이유)와쓰기윤리를지키기 한방안에 해쓰기
32명7)

2012.

12.17

～26

·인용하기,요약하기 등 자료 통합 방법 익히기 31명

·‘학생 인권 조례’에 한 자료 통합 쓰기 30명

·쓰기 과정에 한 심층 설문지 30명

·쓰기 윤리 인식 의식에 한 설문지(Ⅱ) 84명8)

<표 Ⅰ-1>자료 수집에 한 구체 인 정보

7)B,C,D고교에서는 작문을 완성한 학생들의 자료만 인원수에 포함시켰으나,연구 설계상

한 학생의 네 가지 자료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A고교에서는 각 자료에 참여

한 인원수를 그 로 제시하 다.

8)문항별로 6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이며,A반 학생들의 반 인 경향과 비교하기 해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담당하는 두 학 에서 추가 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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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쓰기 윤리 교육의 이론 배경

1.쓰기 윤리에 한 학제 근

Ⅱ장에서는 쓰기 윤리와 ‘윤리 쓰기’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기 해 통

소통 문화와 수사학의 논의를 검토하 다.쓰기 윤리에서 ‘윤리성’은 인류 보편 인

속성을 지닌 부분도 있지만,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 습과도 연 되어 있기 때

문이다.먼 의 소통 문화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통 사상으로,조선 시

문인들의 정신 토 를 이루었던 유가(儒家)의 의사소통 에 해 고찰하 다. 한

소통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를 직 으로 다루었던 수사학에서의 논의를 통해 쓰기

윤리의 개념 규정을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다.세 번째로는 쓰기 윤리가 쓰기

상황에 용되는 윤리라는 ,쓰기 윤리 교육의 결과가 학생들이 을 윤리 으로

쓰는 행 로 나타나야 한다는 에서,윤리 행 에 한 도덕 심리학 연구를 바

탕으로 쓰기 윤리 교육에 용할 수 있는 내용 원리를 악하고자 하 다.

1) 통 소통 문화와 윤리

통 소통 문화에 해 고찰하기 에 먼 ‘윤리’의 개념에 해 살펴보기로 한

다.다음은 문어 사 백과사 에서 ‘윤리’ 는 ‘도덕’에 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가)와 같이 ‘윤리’를 별도의 표제어로 선정한 경우는 드물었고,(나),(다)

와 같이 ‘도덕’을 표제어로 선정하고 ‘‘윤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윤리

‘윤리’는 본래 일반 으로 ‘동류(同類)의 사물 (事物的)조리(條理)’(“擬人必于其倫”:

『禮記』,曲禮;“絶於等倫”:『漢書』,甘延壽傳)를 뜻했다.그러다가 ‘동류의 사물’이

차츰 ‘인간’ 는 ‘인류’로 국한되어 쓰이게 되면서 오늘날 ‘윤리’는 ‘사람이 사람과 함

께 살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곧 ‘도덕(道德)’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은 연구자)-백종 ,『철학의 주요 개념』,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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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덕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 를 양심이나 이성 단에 의해서 규제하는 행 의

내 인 규범.-박선목 편 ,『윤리․사회 사상 사 』,형설,2002.

(다)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는 바람직한 행동 기 .

동양에서 도덕이란 말은 유교 인 어감이 강하고,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 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그리스어의 ‘ethos’,

라틴어의 ‘mores’,독일어의 ‘Sitte’등이 모두 ‘습속’이라는 뜻인 것처럼,원래 도덕이

란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

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즉 생활양식이나 생활 습의 경

험을 정리해서 공존(共存)을 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

게 지켜나간 데서 도덕은 생긴 것이다.( 은 연구자)-doopedia두산백과9)

(가)～(다)를 통해 ‘윤리’와 ‘도덕’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다만 (가)의 친 부분에서는 ‘윤리’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도덕’과 유사한 의

미로 사용되었고,(다)의 친 부분에서는 ‘도덕’이라는 단어가 동양에서 유교 인

의미가 강해져서 근 에 이르러 ‘윤리’와 혼용된다고 하 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의 출처인 “두산백과”에서는 ‘윤리’를 따로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고,‘도덕’과 동

의어로 처리하고 있다.(나)는 『윤리․사회 사상 사 』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윤

리’를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국내 연구자들만의 독특한 상이라기보다는 윤

리학,도덕교육 이론 등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인다.포이만과 피

(Pojman& Fieser,2009/2010:22)에서도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는 각각 라

틴어 ‘mores’,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하며,두 단어 모두 습,풍습, 례,습

등의 의미를 뜻한다는 에서,이 용어들은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

다.”라고 언 하고 있다.

9)이 경우는 인터넷 자료에 한 출처 양식의 외 사례에 해당한다.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두산백과’가 포함되어 있는데,텍스트와 콘텐츠에 한 작권과 련하여 출처를 밝힐

때에는 ‘doopedia두산백과’와 같이 표기하라는 두산백과 홈페이지의 지시 사항(http://ww

w.doopedia.co.kr/common/board/board.do?_method=detail&page=1&searchCategory=&idx=1

01019000000186&cd=01&searchType=00&searchText=,검색일자 2013.3.14.)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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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박병기(2009:292～293)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화되

어 있는 형편”이며,“이 단어들(‘도덕’과 ‘윤리’)마 온 한 동양의 통 속에서 형성

된 것이 아니라 서양 윤리학이 소개되던 19세기 반 이후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번역어로 채택된 것들이기 때문에”어원으로 두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 다.그러나 그는 동양의 도덕교육론의 가치를 논의

하는 맥락에서,“윤리가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倫]이 지켜야 하는 이치[理]’

라는 인간학 한정이 있다면,도덕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동일하게 담지하고 있

어야 하는 도(道)와 그 도에 이르기 한 실천 역량을 의미하는 덕(德)을 합한 개

념이기 때문에 더 넓고 깊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언 하

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수해야 할 윤리 규범(교육과학기술

부,2012b:55)”으로 정의되어 있는 ‘쓰기 윤리’와 용어상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주로 ‘윤리’를 사용하고,문맥에 따라 ‘도덕’을 선택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이때 ‘윤

리’의 의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살펴본 ‘윤리’에 한 다양한 정의들 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에 한 도리’, 한 『표 국어 사 』에 따르면 ‘도리(道理)’의 사

의미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며,‘내면에 존재하면서

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규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

여 ‘쓰기 윤리’를 정의해 보면,‘필자가 담화 공동체 내에서 소통할 때에 다양한 상

에 해 지켜야 할 도리’이다. 한 Ⅱ장의 2.1)에서 본격 으로 개념을 규정하기

까지 ‘윤리 쓰기’는 ‘쓰기 윤리를 수하는 쓰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다.

(1)인(仁)과 (禮)를 통한 윤리 소통

유가(儒家)에서는 인간(人間)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타인과의 계 속에

서 살아가는 존재로 간주한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 사람을 ‘인(人)’이

라 하지 않고 ‘인간(人間)’이라고 표 한 것으로 보아,사람은 계 심의 상호주

인 존재라는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형효,2003:462).

‘인간(人間)’이라는 단어에 타인과의 계가 담겨 있다면,인간의 존재 방식에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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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계를 한 개인의 도리,즉 윤리의 문제가 필연 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2006:146～150)에서는 인간 계의 이상 상태를 인(仁)으로,이러한 인을 추구

하기 한 외 인 형식을 (禮)로 설명하고 있다.그는 (禮)를 “타인과의 계 맺

음과 그 계를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제도화되고 인간의 행 방식으로

규정된 것(146쪽)”으로 정의하 으며,이러한 정의에서 “타인과의 계 맺음과 그

계의 조화로운 상태”는 ‘인’에 해당하므로, 를 규정하는 핵심 인 개념은 “제도화

되고 인간의 행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유가에서 가장 핵심 인 덕

목인 인(仁)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계에 소

통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149)”를 의미한다.

인(仁)과 (禮)를 언어를 통한 소통 과정에 용해 보면,인(仁)은 ‘인간 계의

조화로움’이라는 소통의 궁극 인 목 이며,이상 인 소통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인(仁)에 이르기 해서는 (禮)로 규정된 언어 사용 방식에 따라야 한다.

즉 유가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언어활동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계를 해 공동체

에서 규정된 언어 사용 방식을 실천하는 행 이다.

이와 같이 유가에서는 소통의 목 과 방법이 모두 윤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

다.즉 소통의 본질을 개인의 목 달성을 한 도구나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타인’―청자 혹은 독자―과의 조화로운 인간 계를 추구하는 ‘윤리 인 행 ’로 본다

는 것이다. 부분의 쓰기 활동에서 필자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을 통해 소통하게

될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독자와의 화를 통해 을 써 나간다.여기까지는

기존의 화주의 작문 이론과 공통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부분의 작문

이론―담화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 작문 이론,독자와의 공동 구성

을 강조하는 화주의 작문 이론에서도―은 완성된 이나 을 쓰는 행 ,즉 작문

상을 설명하는 데에 을 두고 있으므로,문어 소통이 궁극 으로 무엇을 지

향하는가에 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통 소통 문화에서 소통의 목 과 방법의

윤리성을 수용하게 되면,필자가 을 통해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추구하려는 궁극

인 목표가 정해진다.본 연구에서는 쓰기의 본질을 ‘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상생

지향 인 행 ’로 규정하고자 한다.이는 앞서 2009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

상인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 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지향과도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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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자의 윤리성과 의 윤리성

조선 시 의 쓰기 문화를 살펴보면, 와는 달리 필자나 독자의 계층이 유학자,

문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쓰기의 목 도 제한 이었다.유학자들이 추

구하는 삶의 목표는 군자 즉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유학자들이 책을 읽는

목 은 인격을 수양하기 해서이며, 을 쓰는 것도 자신을 성찰하기 해서 다.

따라서 고 에 제시되어 있는 쓰기에 한 견해는 주로 유학자나 문인들의 쓰기

상황을 제한 경우가 많으므로,쓰기의 윤리에 한 용 범 가 필자의 인격 수양

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을 쓸 때의 바람직한 태도나 좋은 에 해 언 한 문헌에 공통 으로 담겨 있

는 인식을 살펴보면,첫째 에 해 도(道)를 싣는 도구로 본다는 이다. 에는

사물 는 상에 숨어 있는 이치인 도(道)가 담겨 있어야 하며,필자는 그러한 도를

깨닫기 해 노력하여 그 결과를 로 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을 쓰기 에 필자가 갖춰야 하는 소양으로 도(道)를 궁구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유학자들은 과 필자를 동일시하고, 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을

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다음에 제시한 정약용의 ‘양덕인변지의증언(爲陽德人邊

知意贈 )’은 문장에 해 배우러 온 사람에게 충고하는 로, 쓰기의 과정을 나무

키우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문장을 지니는 것은 목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나무를 심는 사람은 바

야흐로 그 나무를 심을 때에 뿌리에 북을 주고 기를 편안히 해 뿐이다.그러

고 나서 진액이 오르고 가지와 잎이 돋아나면 꽃이 피게 된다.꽃이란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성의(誠意)와 정심(正心)으로 그 뿌리에 북을 주고 독행(篤行)

과 수신(修身)으로 그 기를 편안히 하며,경 (經典)을 궁구하고 (禮)를 닦아서

진액이 돌게 하고 리 듣고 (藝)를 익 가지와 잎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그리

하여 깨달은 것을 유추(類推)하여 그것을 축 하고 그 축 한 것을 선양하여 이것

으로 문장을 지으면,곧 이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문장이라고 한다.문장은 갑자기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정약용/김도

련․이정섭․정태 역,1985).10)

10)( 략)人之有文章。猶草木之有榮華耳。種樹之人。方其種之也。培其根安其幹已矣。旣而

行其津液。旉其條葉。而榮華於是乎發焉。榮華不可以襲取之也。誠意正心以培其根。篤行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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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문장에 해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충

고하 다.먼 을 쓰기 에 뜻을 참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할 것,행동을 독실

하게 하고 몸을 수양할 것,경 을 궁구하고 법을 연찬할 것,견문을 넓히고 육

를 익힐 것.이러한 과정을 거쳐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깊이 쌓아 두고,쌓아 둔 바

를 펼쳐서 로 쓰면,그것이 문장이라는 것이다.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요령을 쉽

게 터득하려는 행동을 ‘문장의 길만을 따로 떼어서 성 하게 구하는 것’이라 경계하

고 있다.

아래 김정희의 에서도 정약용의 이러한 견해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좋은

문장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먼 자신의 인격 수양에 힘 으로써 자신을 속이지 않

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한 문장을 쓰는 이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 문장에 마음을 두는 자는 제일의 의체(義諦)가 있으니 이는 마땅히 먼

스스로 속임이 없는 데서부터 비롯해야 되는 거라오.스스로 속임 없는 데서부

터 시작하면 차츰 황내(黃內)가 이치를 통하여 만규(萬竅)가 롱하게 되거니 어

황내가 이치에 통하여 만규가 롱하고서 문장을 잘 못하는 일이 있겠소.이는 남

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해도 남음이 있는 것이외다(김정희/신호열 편역,

1988).11)

두 번째로는 문장학,문장의 기교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들 수 있다.유학자들은

필자의 학식과 인격이 에 반 된다고 보았으므로, 의 형식 인 요소인 문체에

해서는 부수 인 것으로 평가하 다. 한 자신의 인격이나 학식과 무 하게,문장

의 기교를 부려 을 그럴듯해 보이도록 함으로써 평 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비 하

다.다음에 제시한 에서 김정희는 ‘표 에는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

니라 을 쓰는 목 이 우선이며,표 은 이러한 목 에 맞게 쓰는 것이 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身以安其幹。窮經研禮以行其津液。博聞游藝以旉其條葉。於是類其所覺。以之爲蓄。宣其

所蓄。以之爲文。則人之見之 。見以爲文章。斯之 文章。文章不可以襲取之也。- 丁若

鏞,爲陽德人邊知意贈 ,贈 ,茶山詩文集 卷十七.(한국고 종합DB,http://db.itkc.or.kr)

11)( 략)但今留心文章 。有第一義諦。當先自無自欺始也。自無自欺始。黃內通理。萬覈玲瓏。

寧有黃內通理。萬竅玲瓏。不能文章 乎。是不可以求之人。自求有餘 也。-金正喜, 李汝人

相.書牘,阮 先生全集 卷四.(한국고 종합DB,http://db.itkc.or.kr)



-23-

고문(古文)의 체는 기정(奇正)ㆍ농담(濃擔)ㆍ상략(詳略)에 하여 본래 일정한 법

은 없으나 그 을 만드는 지의(旨義)를 요약하면 네 가지가 있으니 도를 밝히는 일,

세상을 다스리는 일,깊숙한 것을 드러내는 일,속(俗)을 바르게 하는 일들이다.이

네 가지를 지닌 뒤에 법률로써 묶는 것이다.무릇 이 게 한 연후라야 경ㆍ사(經史)

를 우익(羽翼)하여 천하 후세에 할 수 있는 것이다(김정희/신호열 편역,1988).12)

다음 에는 학문이 문장의 기 이며,시경과 서경과 같은 고 은 학문이면서도

문장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필자는 학문 수양과 문장을 분리시켜 어느

한쪽에 치 하면 다른 한쪽이 부족해진다는 편견에 해서 비 인 입장을 표 하

고 있다.학문과 문장의 괴리는 당 사람들이 학문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경술(經術)하는 선비는 문장(文章)에 약하고,문장 하는 선비는 경술에 어둡다고

한다.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나의 소견으로는 그 지 않다고 여긴다.문

장이란 경술에서 나오는 것이니,경술은 바로 문장의 뿌리인 것이다. 목(草木)에

비유하건 ,뿌리가 없으면서 가지가 죽죽 뻗고 잎이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번성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시서 육 (詩書六藝)는 모두 경술이요,시서 육 의 은 바로 그 문장인 것이니,

진실로 그 을 인하여 그 이치를 궁구해서 정 하게 살피고 조용하게 깊이 완미

(玩味)하여,이치가 과 함께 나의 가슴 속에 융회(融 )된다면 그것이 발산하여

언어( 語)와 사부(詞賦)가 됨으로써 스스로 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로 잘되는

것이다. 로부터 문장으로써 한 시 를 울리고 후세에까지 한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한갓 지 에 이른바 경술을 한다는 자들이 구두(句讀)나 훈고

(訓誥)를 익히는 데에 불과하고,지 에 이른바 문장을 한다는 자들이 아로새기고

얽어 만드는 기교(技巧)에 불과한 것들만을 보았을 뿐이니,구두나 훈고를 가지고

어 보불(黼黻)과 경천 지(經天緯地)의 문장을 의논할 수 있겠으며,아로새기고

얽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 성리 도덕(性理道德)의 학문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그

12)( 략)古文之體。奇正濃澹詳畧。本無定法。要其爲文之旨有四。曰明道。曰經世。曰闡幽曰正

俗。有是四 而後。以法律約之。夫然後可以羽翼經史。而傳之天下後世。-金正喜,雜識,阮

先生全集 卷八.(한국고 종합DB,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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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마침내 경술과 문장을 나 어 두 가지로 여기면서 서로 쓰임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으니,아,그 소견은 역시 천박하다 하겠다(김종직/임정기 역,1997).13)

이상에서 살펴본 통 인 쓰기 문화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제한 이었으므로

의 언어문화와 작문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그러나 쓰기가 필자의 내 성장과

련이 있으며, 쓰기를 한 소양으로서 인격 수양이나 학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은 여 히 오늘날의 쓰기교육에서도 유효한 이라 할 수 있다.

쓰기를 필자의 내 성장과 련짓는 은 재의 쓰기교육에서 ‘자 쓰

기’,‘학습을 한 쓰기’,‘지식 생산 과정으로서의 쓰기’와 련지어 볼 수 있다.

자 쓰기는 필자에게 자신의 삶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학습

을 한 쓰기나 지식 생산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다양한 교과에서 의도하는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한 설명 텍스트 쓰기,학생 논문 쓰기

등은 특정한 상이나 주제에 한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쓰기에

서 윤리는 해당 쓰기를 통해 필자가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는 데 필수 이다.즉,

자 쓰기에서 내용의 진실성이나 성찰의 진정성이 결여될 경우,내 성장이라

는 쓰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없다.그리고 학습을 한 쓰기에서 일시 인 편의

를 해 과제를 베낀다거나 쓰기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학생은 그러한 쓰기

활동을 통해 교사가 의도했던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지식 생산 과정

으로서의 쓰기에서도 기존의 정보에 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면 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쓰기를 한 소양으로서 인격을 수양하거나 학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

히 상식 이다.그러나 우리의 쓰기 환경과 쓰기에 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이러

한 방법이 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터넷,스마트폰 등의 보 으로 정

보에 한 근성은 높아졌지만,정보를 지식으로 변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13)( 략)經術之士。劣於文章。文章之士。闇於經術。世之人有是 也。以余觀之。不然。文

章 。出於經術。經術。乃文章之根柢也。譬之草木焉。安有無根柢。而柯葉之條鬯。華實之

穠秀 乎。詩書六藝。皆經術也。詩書六藝之文。卽其文章也。苟能因其文。而究其理。精以

察之。優而游之。理之 文。融 於吾之胸中。則其發而爲 語詞賦。自不期於工而工矣。自

古。以文章鳴於時而傳後 。如斯而已。人徒見夫今之所 經術 。不過句讀訓誥之習耳。今之

所 文章 。不過雕篆組織之巧耳。句讀訓誥。奚以議夫黼黻經緯之文。雕篆組織。豈能 乎性

理道德之學。於是乎遂歧經術文章爲二致。而疑其不相爲用。嗚呼。其見亦淺矣。-金宗直,尹

先生祥詩集序,佔畢齋文集 卷之一.(한국고 종합DB,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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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기억해 두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언제,어디서든 인터

넷,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학생들도 유사한 상황이어서,필

요한 정보를 빨리 찾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쓰기에서는 정작 어

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자료 활용 쓰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심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자료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

추듯이 모자이크 식으로 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핵심 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

에서 마음에 드는 어구들을 연결시켜 문장을 완성하기도 한다(강민경,2011).학문에

힘쓰고 세상의 이치에 해 깨달은 바가 충분해지면 이 로 써 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갈수록 실 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2)수사학과 윤리

언어활동에서의 윤리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는 수사학이다.본 연구

에서 수사학에 한 고찰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첫째,인지 심,장르 심의 작

문 이론에 비해 수사학에서는 고 수사학 시기부터 언어활동에서의 윤리 문제를

요하게 다루었다는 을 들 수 있다.둘째,수사학이 수용자 심의 이론이라는 이

다.수사학에서 말하기의 목표는 청 을 설득하여 화자가 말한 내용을 타당한 것으

로 수용하게 하거나,청 이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향을 미치는 것이다.그러므로

화자는 발화의 내용과 표 방식을 선택할 때에 청 의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14)작

문 이론의 심이 ‘필자’에서 ‘필자와 독자와의 상호 작용,상호 교섭’등으로 옮겨졌

음에도 불구하고,교육과정에서 ‘독자 고려’의 내용은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

성만 강조되었을 뿐 실제 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 윤리성에 한 평

가는 필자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므로,독자가 기 하는 윤리 측면을

악하여 에 반 해야 한다.셋째,신수사학에서의 역 확장과 련하여 수사학을

설득 텍스트 이외에 다양한 장르에 용할 수 있다. 를 들어 필자는 수사학에서

14)화자는 발화 상황에 어떠한 청 이 참여하는가에 따라,이미 확정된 청 의 구체 인 특

성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서의 청 이 지니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연설에서는 청 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특정

한 발화 상황에서 으로 존재하는 청 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가 요한 문제가 된다.



-26-

의 설득을 한 방법들을 히 활용하여,독자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필자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설득할 수 있다.이러한 설득이 타당할 경우,독자는 필자를 신뢰하

게 되고 그 에 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특히 인터넷에서는

독자가 짧은 시간에 의 신뢰성을 단하고자 하므로, 의 윤리성에 기여하는 수

사학 장치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필자의 신뢰성을 구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1)소통 행 의 윤리성15)

시 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사학의 상과 사회 인 역할이 달라졌지만, 에

들어 다시 수사학에 해 정 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아리스토텔 스가 제시했던 개념들을 재구성하거나 일부분을 확

․ 용하려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리스토텔 스의 수

사학 이론에서 윤리와 련된 논의를 심으로 살펴보고,신수사학의 작문과 윤리에

한 역 확장 ,통합 을 추가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수사학에 한 라톤과 소피스트의 립 인 입장16)을 극복하

고 수사학의 이론 기반을 확립하 다.그는 수사학에 해 “모든 주어진 것에서

설득 인 것을 사변 으로 발견해 나가는 능력(Aristotle,2007a:58)”으로 정의하고,

수사학의 기능에 해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각각의 주제가 담고 있는 설득의

방법들을 아는 데 있다.( 략)의학의 의무는 환자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

니라,최 한 환자를 회복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 다(56).

수사학에서의 윤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사학의 목 과 범 에 한 소피스트의

인식 때문이다.소피스트들은 설득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주제와 방법을

문제 삼지 않는 반면,아리스토텔 스는 수사학에서의 윤리성을 강조하 다.그는 소

15)아리스토텔 스의 수사학에 한 논의는 번역서인 Aristotle(2007a,2007b,2008)의 내용

을 참고하 다.

16) 라톤은 진리란 진정한 담론의 세계인 로고스에 치하므로,다양한 의견들 간의 토론

이나 논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개인과 개인의 변증법 인 화에 의해 도출된

다고 보았다.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은 각자의 명분을 추구하고 있

으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다원주의 입장을 취한다.따라서 소피스트들은 립되는 주장

에 해 옳고 그름을 기 으로는 단하기 어려우므로,상 방을 효과 으로 설득하기

한 기술을 강조하 다(박성창,2000: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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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트의 비윤리 발화 행 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여,두 주장이 립될 때 어느

한쪽이 정의롭지 못한 편에 서 있다면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말을 부당

하게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신을 변호할 알아야 한다고

하 다(55～56).

아리스토텔 스는 화자의 말하는 ‘능력’과 말하는 ‘의도’를 구분하 는데,각각 실

제 인 설득과 표면 인 설득으로 구분하 다.즉 주어진 주제에 해 청 을 설득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체로는 윤리 가치 단을 내릴 수 없으며,화자의 의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56～57).그러므로

소통 행 의 윤리성을 단하는 기 은 화자의 의도이다.

수사학은 상 방을 설득하기 한 말하기 상황을 제로 한다.그런데 설득을 목

으로 하는 말하기는 정보 달을 목 으로 하는 말하기보다 윤리와 련된 양상이

훨씬 복합 이다.정보 달에서는 정보의 진리성이 가장 시되므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청 에 한 고려 양상도 배경 지식이나 심

등 비교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수사학의 논의 상인 설득 말하기

에서는 련된 정보를 한 순간에 달하면서 동시에 설득을 해야 하므로,화자

가 지지하는 주장,이유,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청 에 한 고려의 제반 요소에

윤리성이 작용하게 된다. 한 아리스토텔 스가 살았던 시 에 수사학이 용되는

말하기의 경우,화자가 지식이나 문성의 측면에서 체로 청 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으므로,뛰어난 수사 기술로 옳음과 그름에 한 청 의 단을 조정할 수 있다

는 에서 윤리성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2)에토스와 토스의 윤리

소통 행 와 련된 윤리 요소를 고찰하기 해 아리스토텔 스가 제시한 논거

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아리스토텔 스는 논거의 종류를 크게 기술 인 논거와

기술 외 인 논거로 나 었다.먼 기술 인 논거는 화자의 기술에 포함된 논거로,

로고스(logos),에토스(ethos), 토스(pathos)가 있다.로고스는 객 이고 논리 인

근거이고,에토스는 청 의 신뢰감을 획득하기 해 화자가 지녀야 할 성격이며,

토스는 화자가 효과 인 설득을 해 알아두어야 할 청 의 심리 특성을 가리킨

다.기술 외 논거는 화자가 고안하기 에 이미 존재하는 논거로,증언,고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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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얻어진 자백,법 ,계약,당사자들의 선서 등이 있다(59～61).

본고의 논의와 련지어 볼 때,수사학에서 논리 인 측면의 로고스 외에도,주

이고 감정 인 측면의 에토스와 토스를 논거로 활용한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논증을 통한 설득에서는 화자가 논리 인 구조에 따라 명제를 배치하는 데 을

두기 때문에,윤리 문제는 주로 명제의 진리성에 놓인다.그러나 에토스와 토스

를 활용한 설득에서는 화자에 한 청 의 신뢰감,주 이고 감정 요소들을 활

용하므로,이러한 과정에 여하는 윤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에토스에 해 살펴보면,화자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통

해 언어활동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화자 개인에 한 근

거 없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발화와 련하여 형성된다.아리스토텔 스는 웅변가들

이 신 함,미덕,호의 등 세 가지 에서 청 에게 신뢰감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Aristotle,2007b:13).즉 청 은 화자가 청 자신들이나 연설 자체에 해

신 함,미덕,호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말하기의 의도가 윤리 일 것이라

는 신념을 갖게 되고,이때 비로소 화자의 발화는 설득력을 얻게 된다.이러한 내용

을 쓰기 상황에 용해 보면,독자는 필자에 한 정보를 통해 미리 문성이나 신

뢰성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필자의 신뢰성에 한 확신은 을 읽어가면서

생긴다.따라서 필자는 을 통해 자신의 신뢰감을 구축해야 한다.필자는 자신이 독

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상해야 하며,자신이 믿을 만한 필자라고 독자에

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에토스 요소의 한 로 출처 밝히기를 들 수 있다.출처 밝히기는 쓰기 윤리를

수하기 한 수동 인 행 지만,자료 활용 쓰기에서 히 활용한다면 에토스

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학생 필자인 경우,독자에게 문성이나 신뢰성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 정보를 통해 문 서 이나 해당 분야의 문가가 쓴 책에서 인

용하 다는 에서 의 내용에 한 문성,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표

을 하지 않고 출처를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쓰기 과정이나 필자의 윤리성에 한

정 인 인상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 스는 토스와 련하여 수사학에서 고려해야 할 정념(passion)으로

분노와 평온함,우정과 증오,두려움과 신뢰,수치심과 렴치함,호의,연민,분개,

시기심,경쟁심과 멸시를 들었다(Aristotle,2007b:16～94).쓰기 상황에서도 독자들

은 이성에 의해서만 단하지 않고,정념에 의해서 단을 내리기도 한다.필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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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 설득력을 높이되,윤리 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해야 한다.

에토스와 토스 이외에 수사학에서 윤리 문제가 여하는 요소로는 표

(elocutio) 는 문체를 들 수 있다.문체는 아리스토텔 스가 제시한 수사학의 하

기술 에서 표 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Aristotle,2008),표 술의 일부를 의미

하기도 한다.문체는 논거를 발견하고 효과 인 순서를 생각하여 배열한 다음,실제

로 언어로 표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그리스 수사학자 헤르모게네스는 문체의

주(主)범주로,명확성, 함,아름다움,생동감,에토스,성실성,능숙함을 들었으

며,이 가운데 에토스의 하 범주로,순진함,재치,신랄함, 용,성실성을 들었다

(박성창,2000:93～96).화자의 성격이나 주제에 한 태도,청 에 한 태도 등이

문체로 표 되기 때문에 문체에도 윤리 요소가 반 될 수 있다.쓰기 상황에서도

필자의 윤리성이나 윤리 태도가 문체에 반 된다.오히려 쓰기에서는 필자와 독자

가 직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윤리 요소의 표 여부는 필자의 신뢰성을 평가

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에서보다 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신수사학에서의 작문과 윤리

신수사학은 특정 학자의 이론이나 학 에 한 명칭이라기보다는 20세기 이후 사

회․문화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학문에서 수사학의 상을 재평가하려는 연구를 총

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김진우,2010:33).문학,철학,언어학,사회과학 등의 분

야에서 수사학 이론을 도입하기도 하고,수사학 분야에서 이 시 에 가치 폄하되

었던 수사학의 상을 재정립하기 해 용 범 를 확장하기도 하고,문화 상에

한 분석틀로서 수사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경향이 신수사학에 포함된

다.박성창(2000:177)에서는 에 들어 수사학이 재평가되는 근본 인 이유에

해, 사회의 출 에 따른 독자 범 의 변화,의사소통의 요성 강조,이데올로

기의 붕괴 권 의 해체를 들고 있다.

인문학에서 수사학의 역을 확장하려는 사례로는 넬슨 외(Nelson,Megill,&

McCloskey,1987/2003)와 포터(Porter,1998)를 들 수 있다.넬슨 외(Nelson,Megill,

& McCloskey,1987/2003)에서는 수사학의 용 범 를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로 확

하여 ‘탐구의 수사학’을 제안하고 있으며 담화 행 와 화용론을 포함시켰다.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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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학은 첫째,모든 학문 분야에서 은유,권 에의 호소,청 에의 호소 등 수사

장치에 의거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둘째 모든 학문 분야는 각 학문의

고유한 수사 장치와 수사 유형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는 에 근거하고 있다(3).

포터(Porter,1998)는 쓰기에서 수사학과 윤리의 계에 하여 상보 이며 분리되

지 않는 기술(arts)이라는 에서 통합 을 제시하고 있다.윤리는 도덕 의사

결정과 도덕 행 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수사학은 체로 구어 ․문어

텍스트,말하기 는 쓰기 과정을 구성하는 기술로 여겨졌다.그리고 작문은 문어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 혹은 결과물 자체로 간주되었다.1980년 부터 1990년 기

에 실시된 작문 교실에 한 문화 연구에서,쓰기와 수사학과 정치학,권력,이데올

로기의 련성을 토 로 하여 쓰기와 수사학에서 분리되었던 윤리학 을 회복

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24～25).

포터가 쓰기에서 수사학과 윤리를 결합시킬 때 핵심 개념으로 삼은 것은 ‘행

(act)’이다.수사학은 상 독자와 계를 확립하며 담화공동체에서 합의된 바람직한

것에 해 인식시키거나 어떤 행 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활용된다.그는 쓰기의 모

든 행 가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에 해 바람직한 어떤 것을 가정한다는 에서,쓰

기를 결과물일 뿐 아니라 윤리 행 라고 보았다(14).쓰기에서 ‘행 ’의 의미를 강

조하고,독자와 공동체의 구성원에 한 윤리가 용된다는 은 본고의 과

하게 련되어 있다.

쓰기 행 에 여하는 윤리의 상은 연역 이고 념 인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쓰기 상황에 용되는 윤리 원칙에 해당한다.포터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 수사

학은 의사 결정을 수반하게 되며,이때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각각의 규범,원칙,

습을 고려하는 기술인 실천 지혜(phronesis)로서,목 과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을 결정하는 지혜로 기능한다고 보았다.그는 수사학과 윤리의 계에

해 “윤리는 주어진 상황에,무엇이 옳고,정당하며,바람직한 것인지는 결정하기

한 탐구(inquiry)의 과정에 용된다.궁극 선(FinalTruth)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라,

이나 임시 인 의무나 규범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규정하 다(29).

이상과 같은 수사학에 한 고찰로부터 얻은 시사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 소통 과 마찬가지로 수사학에서도 이상 인 화자는 도덕 의도를 지

닐 수 있는,선한 품성을 지닌 화자로 보고 있다.말하기와 쓰기는 소통의 매체에 차

이가 있을 뿐 소통의 기능은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말하기를 잘하는 기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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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학에서 ‘잘하는’이라는 표 에 윤리 으로 정당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쓰기에서도 이상 인 필자는 ‘ 한 쓰기 능력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그

러나 아리스토텔 스의 수사학에서는 도덕 이지 않은 입장을 변하여 뛰어난 말솜

씨로 청 을 혹하는 비윤리 인 화자를 경계하는 데에 이 놓여 있었다.따라

서 그의 논의에서는 말하기 기술의 신장보다는 화자의 윤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쓰기교육에서는 학생 필자의 쓰기 능력의 신장과 윤리성을 동시

에 갖출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둘째,쓰기 윤리를 수하며 을 쓸 때에 독자에 해 고려해야 할 구체 인 내

용을 발견할 수 있다.수사학 소통에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해 활용하는 에토

스와 토스에 윤리 인 측면이 여한다.로고스가 논리성에 기반하여 타당성을 인

정받는다면,에토스와 토스는 윤리 기 을 충족시켜야 논거로서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다.따라서 설득하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 으로 을 쓸 때에

에토스와 토스 요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그러한 요소들의 윤리 타당성을 검토

해야 한다는 , 한 윤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

시킬 수 있다.

한 문체에 해서는 기존의 유형 심의 교육 내용 이외에 쓰기의 주제나 목 ,

독자,필자와의 합성의 측면에서 근할 수 있으며,이러한 합성의 하 기 으

로 윤리성을 선정할 수 있다.문체는 완성된 의 장르에 따라 구 되는 특성이기

이 에,필자가 을 쓰는 목 을 달성하기 해 활용하는 요소이다.필자는 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어떠한 문체가 효과 일 것인지,다루는 주제에 한 상 독자

의 공감을 얻기 해서는 어떠한 문체가 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며,자신의

에토스 요소를 문체에 히 반 해야 한다.읽기 교육에서와 달리 쓰기교육에서

는 쓰기의 수사 상황과 련지어 문체를 분석하고 학생 필자가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문체에도 윤리 인 측면이 반 될 수 있다는 등

은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구성에서 의미 있는 시사 으로 보인다.

3)도덕 심리학과 쓰기 윤리의 실천

쓰기의 가장 이상 인 상황은 ‘윤리 인 필자’가 ‘윤리성을 갖춘 ’을 통해 ‘독

자와 상생 인 소통’에 이르고 이러한 소통 문화가 담화공동체 체로 확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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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따라서 쓰기 윤리 교육을 해 도덕교육 이론을 활용한다고 할 때,먼 필자

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들을 선정하여 교육함으로써 윤리 인 필자를 양성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러한 방법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

정에 인성 교육 요소를 반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해당

분야 문가 집단의 의에 의해 국가나 특정 공동체에서 시하는 핵심 가치들을

선정하고,학생들이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학습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인격

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이러한 근법은 ‘도덕 인 것’이란 무엇인가

에 한 규정과 그에 한 정당화에 주목하며,인격 교육이 아리스토텔 스에 철학

근거를 두고 있다는 에서 도덕철학 근법으로 볼 수 있다(정창우,2004:

138).본고에서는 이러한 근법을 활용하여,Ⅳ장 2.2)‘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범

주’에서 각 범주별로 쓰기 윤리의 핵심 가치를 규정하 다.

필자가 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을 쓰는 행 는 윤리 행 로 볼 수 있다.윤

리 행 를 실천하기 해서 어떠한 심리 과정이 필요한지에 한 이론이 있다

면,윤리 쓰기의 과정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이러

한 근법은 쓰기 윤리의 실천에 한 도덕 심리학 근이라 할 수 있다.도덕 심

리학은 “도덕 행 에 한 심리학과 교육학의 경험 과학 연구를 총칭하는 용어

(Kurtines& Gewirtz,1995/2004:5)”로,인간이 도덕성에 해 사고하고,도덕 으로

단하는 방식,도덕 문제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이들과 련된 쟁 에 해 연

구하는 분야이다(Nadelhoffer,Nahmias,& Nichols,2010:1).최근 수십 년 동안 도

덕교육 분야에서의 가장 큰 공헌은 주로 도덕 심리학에 의해 주도되었다(정창우,

2011:260).

(1)윤리 행 에 필요한 구성 요소

본고에서는 도덕 심리학 이론 에서 스트(Rest)의 4-구성 요소 모형

(Four-ComponentModel)17)을 심으로 고찰하되,윤리 쓰기에 여하는 다양

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해 스트와 동료들의 후속 연구와 4-구성 요소 모형을 활

17)원래 4-구성 요소 모형은 스트의 표 인 이론이다.그러나 본고에서 참고한 문헌이

스트가 편 한 책이므로 출처 정보에서는 ‘스트 외’로 밝혔으며,‘Rest,etal.,1986’과

‘Rest,etal.,1986/2008’은 각각 원 와 번역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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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들을 함께 검토하 다.본고에서 4-구성 요소 모형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의 이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도덕 행 의 산출에 필

요한 과정이라는 이 요하다.도덕교육의 목표가 도덕 행 를 지향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 역시 학생이 윤리 소통 과정의 필요성,윤리 인

의 요건 등에 해 알고(인지)윤리 으로 을 쓰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정

의)뿐만 아니라,실제로 윤리 쓰기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행동).연구자

는 쓰기 윤리 교육에 한 기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착오 과정을 이고 교

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윤리 실천에 해 검증된 이론을 우선 으로 용해

보고자 하 다.본고에서는 스트의 이론을 쓰기 윤리 수에 향을 미치는 학생의

개인 특성으로 보고,이들 요소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 등의 정보를 악

하 다. 한 이들 구성 요소가 윤리 행 를 실천하는 데 필수 이라는 스트의

논의에 근거하여,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 방법을 선정할 때에 이들 요소들과

의 련성을 고려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둘째, 스트의 이론은 윤리 행 에 작용하는 인지 요인과 정의 요인을 분

리시키지 않고 통합 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이다.기존의 도덕 심리학 연구에서는

도덕 사고(인지),도덕 정서(정의),도덕 행 (행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 에

서 어느 하나에 을 맞추거나,세 역을 따로 구분한 상태로 통합을 시도해 왔

다.이에 비해 스트는 인지와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지 요소와 정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윤리 행 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스

트가 4-구성 요소 모형에 해 설명하면서,각 요소에 한 개별 인 설명 뒤에 각

요소에서의 인지와 정의의 상호작용에 한 언 을 덧붙이고 있다는 에서도 그의

인지와 정의에 한 통합 을 확인할 수 있다(Rest,etal.,1986/2008;Narvaez

& Rest,1995/2004).정창우(2004:250～251)에서는 “이 모형은 도덕 행동의 표출

을 하나의 틀 속에서 포 으로 설명하기 하여,도덕성을 연구하는 통 인 세

이론인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정신분석학을 종합하려는 이론 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 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스트의 통합 이론을 윤리 쓰기에

용함으로써,쓰기 과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한 보다 포 인 설명

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우리나라 학생들을 상으로 스트의 4-구성 요소 이론을 용한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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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함으로써,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할 때에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를 들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 화 연구’에서는 스트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 감수성,도덕

동기화,도덕 품성화에 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도덕 단력은 스트의 도

덕 단력 검사(DIT)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합하게 표 화한 K-DIT18)를 검증하

다.19)이러한 통계 정보들에 나타난 학생들의 윤리 특성들은 쓰기 윤리에 한 교

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스트는 도덕성을 “인간이 보다 나은 복지를 실 하기 해 자신의 활동을 어떻

게 력하고 조정하는지,그리고 그들이 개인의 이해 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어떻

게 조정하는지를 다루는 특별한 사회 가치 형태”로 규정하 다(Rest,etal.,

1986/2008:23).정의의 내용 에서 “보다 나은 복지를 실 하는 것”은 인간이 도덕

이어야 하는 이유나 목 이고,자신의 활동을 력,조정하는 것은 도덕 인 인간

의 구체 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스트는 도덕성에 한 개념을 인간의 내 자

질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며,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도 그가 도덕 행동을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는 콜버그(Kohlberg)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그의 이론에 해 제기되었던 여

러 가지 비 에 한 보완책을 모색하 다.그는 콜버그의 도덕 단 검사(Moral

JudgmentInterview;MJI)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도덕 단력 검사(Defining

IssueTest;DIT)를 개발하 다.이후 이 검사 도구는 표 화되어 세계 여러 국가의

사례를 수합할 수 있었고, 스트는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콜버그의 이론을 수정,보

완하는 견해를 제시하 다. 한 콜버그가 윤리 행동을 해 가장 근본 인 요소

로 간주했던 윤리 단 이외에 윤리 민감성,윤리 동기화,실행력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4-구성 요소 모형(Four-ComponentModel)을 제안하 다(Rest,etal.,

18)한국 도덕 단력 검사(K-DIT)의 개발 표 화에 한 내용은 문용린(2011)을 참고

할 수 있다.

19)2011년도에 도덕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2012년에 이를 수정하여 비 검사를 실시하

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문항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검사 도구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16개 역 시도별 학교 2학년 643,632명을 상으로 도덕성 검사를 실시하 다(최

창욱․임 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2011;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2011;이

인재․김남 ․김항인․류숙희․윤 돈,2011a,2011b;박병기․변순용․김국 ․손경원,

2011;김 한․이승하,2012;임 식․손경원․신택수․정경은,2012;이인재․박균열․홍

성훈․윤 돈․류숙희․ 종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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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008).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윤리 으로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윤리 민감성),무엇이 윤리 인지 단하고(윤리 단),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을 내리고(윤리 동기화),실제로 윤리 인 행동을 실행하며(수행력),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한다(성품).’와 같이 시간 인 순서로 진

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반드시 순차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서로 향을 주고

받는 복합 인 양상을 띤다. 스트는 이러한 상호작용 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각

요소들은 윤리 인 행 를 실천하는 데에 구별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

다(25～26).

가.윤리 민감성

‘윤리 민감성’은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 이슈를 지각하고,상황을 해석

하며,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해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

력”이다(Rest,etal.,1986:3).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놓 을 때,어떠한 행 들이 가

능하고 각각의 행동에 의해 가,어떠한 향을 받을지에 한 결과를 상하는 과

정과 련된다.윤리 민감성 요소에서 개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도덕규범이나

원리를 배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복지,기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즉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덕

사태로 지각하고 윤리 인 요소들을 감지해야 한다.

윤리 민감성과 련된 연구에 따르면,사람들은 비교 간단한 사태를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며,상황에 한 단서의 모호성이 그 원인 하나이다(Staub,

1987,Rest,etal.,1986/2008:27에서 재인용). 재의 상황에 해 해석할 수 있는 단

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윤리 민감성에 의한 상황 악이 어려우므로,그에 알맞은

윤리 행 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리 민감성과 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필요에 한 민

감성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을 지 한다(Schwartz,1977,Rest,etal.,

1986/2008:27에서 재인용). 스트의 4-구성 요소는 윤리 행 를 실천하는 데에

필수 이므로,윤리 민감성이 부족한 경우 윤리 행 를 하기 어렵다.따라서 쓰

기 윤리 교육을 설계할 때에는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의 개인차를 고려

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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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해 인지 부호화를 실행하기 에 그러한 상황이나 상으

로부터 강한 감정, 를 들면 반감이나 공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Zajonc,1980,Rest,etal.,1986/2008:28에서 재인용).어떠한 상황을 처했을 때,암

묵 이고 자동 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은 윤리 행 를 하는 데에 정 으

로 작용하기도 하고,상황에 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부 한 행동을 유발하기

도 한다.따라서 상황에 해 즉각 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해 검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들이 쓰기 과제나 주제를 처음 읽었을 때에도 감정 반응이 자동 으로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반응이 쓰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해

서는 학생들에게 쓰기 과제에 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악하여,객 성을 잃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윤리 민감성을 쓰기 상황에 용해 보면,먼 을 통한 소통이 윤리 인 문제

이며,쓰기 상황이나 독자,인용할 자료의 원 자 등에 한 윤리 측면이 여한다

는 을 인식해야 한다.이는 기존의 쓰기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므로,쓰기

의 본질과 련하여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윤리 민감성을

갖추기 해서는 자신이 쓴 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익,기 에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인식해야 한다.윤리 민감성은 쓰기의 과정에 여하지만 특히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기 과제를 분석할 때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윤리 단

‘윤리 단’요소는 의사 결정 차원으로 사람들이 가능한 행 들 에서 어떤 행

가 윤리 으로 옳은 것인지 단하는 것과 련된다(Rest,etal.,1986:29).콜버

그는 윤리 단을 6단계로 이루어진 인지 도식을 용하는 윤리 추론 과정으

로 설명하 다.윤리 추론이란 자신이 내린 윤리 단에 한 이유 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그는 이 과정에서 정의 추론(justicereasoning)을 강조하 다

(Kohlberg,1984/2001). 스트 역시 콜버그의 이론을 계승하 으므로,두 번째 요소

인 윤리 단은 정의(justice)도식에 따른 윤리 추론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먼 정의 추론에 의한 윤리 단과 련하여 스트를 포함한 신

(新)콜버그주의의 견해를 살펴보고,윤리 단을 설명하는 안 견해 에서 쓰

기 교육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견해,배려 추론과 도덕 직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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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다양한 쓰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필자가 독자를

상으로 용해야 할 도덕 원리는 보편 인 정의에 근거할 수도 있으나,쓰기의 맥락

이나 독자에 따라 상황의존 이고 정서 인 측면을 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다. 한 윤리 단은 의식 인 추론의 과정뿐만 아니라 즉각 인 직 에 의해

서 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함께 고찰함으로써,쓰기 과정에서 윤리 측면에 한

고려와 필자의 인지 부담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① 정의 추론에 의한 윤리 단

스트는 윤리 단의 핵심 요소를 ‘정의(justice)’로 보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 6

단계를 수용하 다.20)정의는 ‘동에 한 개념 안에서 이득과 책임감의 균형화’라

단
계

공유되는 기 이익의 조화 심 개념

1

성인은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

고 요구한다.

규칙은 성인들이 만드는 것이다.아동은

복종해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복종

:“시키는 로 해라.”

2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간에 결

정되는 것이다.

교환을 통해 이익이 있어야 상호작용을

한다.

도구 이기주의

:“거래해 보자.”

3

개인은 상호호혜

인 역할 채택을 통

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동이란 친구 계를 통해 공고해진다.

서로 타인의 필요와 요구,감정을 측하

고,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해 행동

한다.

인 간 조화

: “착하고 친 하게

행동하면,다른 사람

과 잘 지낼 수 있어.”

4

우리가 어떤 행동

을 하도록 요구받

는가는 공 인 법

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타인들도 법에 복종하고,자신의 일과 책

임에 맞춰 살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동 체제를

한 기본이다.우리는 이 체제의 안정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회 질서를 한 법

과 의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의무를 지니며

보호받는다.”

5

법률을 만드는 공

식 인 차는 만

들어진 것이다.합

법 제정 차는 일반의 의지를 반 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해 고안된 것이다.

민주 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이익이 정

사회 합의

:“정당한 차에 의

해 결정된 것은 수용

20)아래 표는 스트가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를 수용하여 개념화한 내용이며(Lapsley,

1996/2000:170),이후 신콜버그주의에서 제안한 도식 구조와의 비교를 해 제시하 다.

한 Ⅲ장에서 쓰기 윤리 수에 한 윤리 추론 양상을 범주화하는 데에도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 도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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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동에 한 개념 인 도식들이 발달되는데,

이를 도덕 추론의 ‘단계’혹은 ‘도식’이라 한다.각각의 단계들은 ‘정의’에 해 구별

되는 개념,즉 련되는 사람들 간에 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요구들과 가능성들

에 한 개념에 의해서 구별된다.각 단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서로 동해야 하는지에 한 일반 인 틀로서 이해된다(Narvaez & Rest,

1995/2004:494～495).

발달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아동들은 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거나

복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요한 타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매우 간단한 개념

을 형성한다(1단계).다음 단계에서는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계를 유지한다

(2단계).그 다음에는 상호 이해,타인의 복지에 한 기여,상호호혜성 등에 의해 타

인과의 장기 이고 정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발달한다(3단계).사회

경험이 더 쌓이면 나와 타인의 계를 넘어 사회의 제도,법률 등에 기 하여

동에 한 개념을 사회 규모로 정교화하며 확장시켜 나간다(4단계).사회 으로

동하는 방법에 해 법 규정에서 사회 합의,이상 인 사회 조직을 한 합리성

등에 한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5,6단계)(Rest,etal.,1986/2008:31～32).

스트를 비롯한 신콜버그주의자들은 도덕성을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이며,친

한(face-to-face) 인 계와 련된 미시 도덕성(micromorality)과 법,역할,제도

등의 공식 인 사회 구조와 련된 거시 도덕성(macromorality)으로 구분하 다

(Rest,Narvaez,Bebeau,& Thoma,1999).그들 역시 거시 도덕성 차원에서의 발

달에 심이 있었으므로,‘개인 이익(personalinterest)’,‘규범 유지(maintaining

norms)’,‘인습 이후(postconventional)’로 이루어진 3단계 도식 구조를 제안하 다.

단
계

공유되는 기 이익의 조화 심 개념

리 인 사람들은

이 차를 수용한

다고 생각한다.

당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

하기 해서는 민주 참여가 기본이다.

해야 할 의무가 있

다.”

6

합리 이고 공정하

며 공평한 개인들

사이의 동은 사

회 조직을 해 논

리 으로 필요하다.

동의 개념은 권리와 책임의 임의

인 분배를 막아 다.사회 체계는 “평형

을 이루고 있다.”

비임의 동

:“합리 인 사람이 어

떻게 동을 하느냐

가 바로 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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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익’도식은 콜버그의 2,3단계에 해당하며,‘규범 유지’도식은 4단계,‘인습

이후’도식은 5,6단계와 유사하다.<표 Ⅱ-1>은 도식 구조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35～43).

도식 특징

개인 이익 도식

○ 가족,친구 등 친숙한 사람과의 계에 용

○ 개인의 이익을 시

○ 상된 사람들에 국한된 상호호혜성

규범 유지 도식

○ 사회 수 의 시각을 갖추게 됨.

○ 규범(norm)의 필요,의무 지향

○ 부분 상호호혜성(사회 수 )

인습 이후 도식

○ 도덕 이상을 최우선으로 함

○ 이상(ideal)에의 호소

○ 최 의 상호호혜성

<표 Ⅱ-1>신콜버그주의의 도식 구조

쓰기 윤리 교육과 련하여 거시 도덕성과 미시 도덕성의 구분은 유용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필자들은 쓰기 상황과 련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두 유형을

히 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쓰기 과제에 따라 상 독자는 필자에게 친숙

한 상인 경우도 있고 낯선 상인 경우도 있다.그 다고 해서 친숙한 상이기

때문에 미시 도덕성을 용하고,낯선 상이기 때문에 거시 도덕성을 일률 으

로 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윤리 단을 내릴 때에는 독자뿐만 아니라 쓰기

의 맥락까지 고려하여,두 유형 에서 어떤 측면의 도덕성을 용할 것인지 선택해

야 한다. 한 두 유형을 함께 용하되 비 을 달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배려 추론에 의한 윤리 단

콜버그의 이론에서 강조된 요소가 자율성,정의의 우선성,보편 도덕 원리,이성

시라면,길리건(Gilligan)은 각각에 해 상호 의존,배려의 필요성,도덕 원리의 상황

의존성,감정 시 등을 강조하고 있다(정창우,2004:265).길리건(Gilligan,198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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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과 여성의 윤리성에 한 질 차이를 주장하며 타인의 복지에 한 심과

애정을 표 하는 것 역시 도덕 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정의와 더불어 ‘배려

(caring)’를 도덕성의 주요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 다.21)

배려 추론은 맥락의존 인 성격이 강하며 상과의 정 인 계 형성을 시한

다.배려 추론에서는 윤리 단을 할 때에 ‘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우리의 단 결과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의 양상이 나

타나는가?’등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Noddings,1999/2007:39).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표 인 인간 계는 독자와의 계이다.독자를 배려하는 필자는 ‘내가 이러한

내용을 쓴다면, 는 이 게 표 한다면 이 을 읽을 독자와 나의 계는 어떻게

달라질까?’,‘내 이 담화공동체 내에 소통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내가 쓴

로 인해 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등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나딩스(Noddings)는 윤리 단 과정에서 배려가 정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에

해 동의하며,두 추론 유형 에서 배려를 심으로 정의와 통합할 것을 강조하

다.그는 윤리 인간의 모습을 “각 개인의 행복에 한 배려 심을 유지하면서

도,정의와 같은 보편 인 도덕 원리에 부합되는지에 한 합리 이고 사려 깊은

단을 통해 윤리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20).윤리 인간에 한 정

의를 쓰기 상황에 용시켜 보면,윤리 인 필자는 첫째,독자,담화공동체의 행복에

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둘째,쓰기의 상황 ․사회 맥락에 따라 보편 인 도

덕 원리로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상황 특수성을 고려하는 배려의 을 통합하여

윤리 으로 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덕 직 에 의한 윤리 단

윤리 단에서 윤리 추론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조 으로 도덕 직 을 강

조하는 견해도 있다.헤이트(Haidt,2001)에서는 윤리 단은 논리 숙고보다는

본능 직 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이러한 주

장을 뒷받침하기 해 [그림 Ⅱ-1]과 같은 이 과정 모형(Paxton & Greene,

2010:514)을 활용하 다.본고에서는 이 모형이 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21)‘배려’가 ‘정의’를 보완하는 윤리 패러다임이라는 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역의 내용 체계에서 ‘공감과 배려’와 ‘듣기·말하기의 윤리’를 구분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본고의 에서 보면 ‘듣기·말하기의 윤리’에 ‘공감과 배려’가 포함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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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해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단하 다.

[그림 Ⅱ-1]윤리 단의 이 과정 모형(Paxton&Greene,2010:514)

[그림 Ⅱ-1]을 살펴보면 하나의 상황에 해 일부는 ‘도덕 추론’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직 인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직 인 평가’이후에는 평가 내

용과 련된 ‘정서 반응’이 생기는데,이성 인 ‘도덕 추론’과 ‘정서 반응’이 서

로 ‘충돌’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따라 윤리 단 과정에 차이가 있다.도

덕 추론과 정서 반응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규칙에 근거한 인지 조 ’이 이루

어짐으로써 정서 반응이 통제된다. 한 도덕 추론과 정서 반응이 충돌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윤리 단에 이르게 된다.

도덕 직 은 윤리 추론에 비해 상황에 한 단을 하는 데 드는 인지 노력

이 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필자는 을 쓰는 동안 많은 상황에 해 윤리

단을 내려야 하고,쓰기 윤리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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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과정 수행에 한 인지 부하를 이기 해서는 도덕 직 에 의한

단 능력도 필요하다.본고에서는 직 인 평가가 본능 이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스키마에 의해 자동화와 유사한 수 으로 쉽게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

다.이러한 도덕 직 ,평가의 자동성 등은 랩슬리와 나바에츠가 윤리 인 인간에

해 “자기와 사회를 조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도덕 지식이 반복 으로 근

가능한,즉 쉽게 활성화되는 스키마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한 것과도 련된다

(Lapsley&Narvaez,2005/2008:260).

다.윤리 동기화

윤리 민감성에 의해 특정 상황에 여하는 윤리 문제를 악하고,선택가능한

행동의 결과에 해 정의 는 배려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윤리 행동

의 실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스트 이론의 세 번째 요소는 윤리 동기화(moral

motivation)로,이는 “윤리 가치를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더 우선시하며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Rest,etal.,1986/2008:24).

스트는 윤리 동기화에 해서 각 이론들의 설명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

하고 있으며 상세한 하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다.한 가지 이론으로 윤리 동기를

완 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에는 다양한 동기가 동시에 작용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38)나바에츠와 스트(Narvaez& Rest,1995/2004:499～

500)에서 윤리 동기화의 이유에 해 제시한 여러 가지 심리학 설명 가운데 윤

리 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은 사회 이해를 통해서 윤리 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교육은 사회 책임감을 배양시키고 편견과 인색함을 극복하게 하는 보편 인

경험이다.

㈁ 반에 한 수치,공포,죄의식은 사람들로 하여 옳은 일을 행하게 한다.

㈂ 사람들은 정의로운 공동체와 서로 돌보아 주는 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경험

에 의해 다른 가치들보다 윤리 가치들을 선택하도록 동기화된다.이러한 경험들

은 사람들로 하여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이러한 계들을 높이 평가하게 만든다.

㈃ 사람들은 자아통제감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 개념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윤리 인 행 를 한다.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구이며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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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인지에 한 생각이 있다.만약 당신이 자신을 윤리 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윤리 인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원할 것이다.

의 ㈀은 윤리 단에서 살펴본 인지주의 ,㈁은 정서 혹은 윤리 정서

에 의한 동기화,㈂은 공동체 에서의 동기화,㈃은 윤리 정체성에 의한 동기

화와 련된 내용이다.㈀～㈃을 윤리 동기화 과정에 핵심 으로 작용하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인지 요소 심의 동기화,정서 요소 심의 동기화,인지와 정서

의 통합에 의한 동기화로 구분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윤리 동기화 과정에서 윤리

정체성의 역할에 을 두고 있으므로,이 부분에 해서는 ‘(2)윤리 정체성

에 의한 윤리 동기화’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라.행 의 지속 수행

스트 이론의 네 번째 요소는 ‘수행력과 자아 강도’,‘도덕 품성’,‘도덕 성품’,

‘도덕 인격’,‘실행력’등으로 번역되고 있다.그러나 번역에 따라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스트 외(Rest,etal.,1986)의 설명을 참고로

한 표 을 선택하고자 한다.다음은 네 번째 요소와 련된 설명이다(3).

The person must have sufficient perseverance,ego strength,and

implementationskillstobeabletofollow throughonhis/herintentionto

behavemorally,towithstandfatigueandflaggingwill,andtoovercome

obstacles.( 은 필자)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인내(력),자아 강도,수행 기능으로,이러한 요소들은 윤리

으로 행동하고,피로나 나약해지는 의지에도 잘 견디며,장애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끝까지 달성하기 해 필요하다.그런데 ‘도덕 품성 는 성품’이나 ‘도덕 인격’

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도덕 인 인간’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 ‘실행력’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다소 모호해지고,‘implementationskill’만 우리말로 옮긴 듯한 인상

을 다.따라서 가장 한 표 은 인내력,자아 강도,수행 기능이다.

나바에츠와 스트(Narvaez& Rest,1995/2004:488)에서는 네 번째 요소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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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 ․심리 기능을 결합시키는 것”

으로 정의하 다.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네 번째 요소에는 필자의 성격 인 요소와

행동의 실행에 필요한 인지 략 수행 능력 등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고에서는 이질 인 두 요소가 ‘윤리 행 의 지속 수행’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행 의 지속 수행’을 네 번째 구성 요소로 보았다.

스트의 논 에서 윤리 실행력의 하 요소를 살펴보면,인내력,결의,능력,인

성,자아 강도,자기 규제 등 여러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스트 외(Rest,etal.,

1986/2008:39～40)에서는 자아 강도,자아 조 기술,효능감에 한 기 가 실행력

을 높이는 데 련이 있다고 언 하고 있다. 한 나바에츠와 스트(Narvaez&

Rest,1995/2004)에서는 용기,과제에 한 자신감을 추가하고 있다.최창욱 외(2011:

31)에서는 실행력에 한 후속 연구를 참고하여 수행 기술 인지 략,용기,인

내,자기 조 같은 성격 기질,공감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자아 강도와

인 계 기술, 략 사고와 의사 결정 수행 계획,의지력(자아 강도)등을 들었다.

앞서 언 한 세 연구 에서 ‘사회 ․심리 기술’에 한 련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 인 행동의 순서 이해,인지 변형,능력(competence),수행 기술 인지

략,공감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 인 계 기술, 략 사고와 의사 결

정 수행 계획 등과 련지어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 요소들을 성

격 자질과 련된 것,사회 ․심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해 보면 <표

Ⅱ-2>와 같다.

성격 자질과 련된 것 사회 ․심리 기술에 해당하는 것

인내력,굳건한 의지,인성,자아 강

도,용기,자기 조

능력,수행 기술과 인지 략,공감 상호

작용,문제 해결 능력, 인 계 기술, 략

사고와 의사 결정 수행 계획

<표 Ⅱ-2>윤리 실행력의 하 요소

네 번째 구성 요소를 쓰기 윤리 교육에 용하기 해서는 두 가지 문제 을 해결

해야 한다.첫째, 스트의 설명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

나,번역의 오류로 인하여 필자의 성격 인 요소만 강조되고 실행에 필요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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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수행 기술에 해당하는 요소가 간과되거나 비 이 축소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은 도덕 심리학의 심과 쓰기교육 연구의 심 차이에서 비롯된

다. 스트나 앞서 언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네 번째 요소에서 수행 기술이나 능력

에 해서는 본격 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이는 수많은 상황에서 윤리 행 의 유

형이 무도 다양하므로 구체 으로 다루지 않거나,수행할 수 없는 행 라면 도덕

갈등 상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비해 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

다.남궁달화(2004)에서는 도덕교육의 맥락에서 ‘행동에 하여’와 ‘행동을’을 구분해

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만약 도덕교육에서 윤리 행동을 ‘직 ’다룰 수 있다고

말하기 해서는,‘있는 그 로의’,즉 삶 자체인 ‘살아있는 행동’을 직 다룰 수 있

어야 한다.그런데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일반 으로 교육 과정,수업,교

실,교사,학생 등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윤리 행동을 직 다룰 수 없으므

로 ‘행동에 한’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에서 쓰기 윤리 는 윤리 행 로서의 쓰기를 다루는 방식은

도덕 심리학이나 도덕교육에서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을

쓰는 것은 쓰기 윤리에 한 인지를 기반으로 하여 쓰기 윤리를 수하는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쓰기교육에서는 이러한 행동,즉 ‘쓰기 행 ’를 직

으로 다룰 수 있다. 한 윤리 쓰기에서는 필자의 윤리성이 독자에게 직

으로 달되지 않고 을 통해 단된다는 에서,윤리 으로 을 쓸 수 있는 능

력은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표 Ⅱ-2>에 제시되어

있는 행 의 지속 수행을 해 필요한 요소들 에서 윤리 으로 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2)윤리 정체성에 의한 윤리 동기화

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은 윤리 행 실천에 을 두고 인지와 정서와 행

동 요소를 통합한 연구로 볼 수 있다.최근에 도덕성 발달에 한 통합 에

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는 윤리 정체성22)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이 분야의

22)‘도덕 자아’와 ‘도덕 정체성’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정창

우,2004:294),앞서 ‘도덕’과 ‘윤리’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으므로,본고

에서는 ‘윤리 정체성’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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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수
신체 자아 활동 자아 사회 자아 심리 자아

4

단계

의지 인 선택이

나 개인 ․도덕

인 표 들을 반

하는 신체 특

성

선택이나 개인 ․

도덕 인 표 들을

반 하는 활동

특성

사회 계나 사회

성격 특성과

련된 도덕 ․

개인 선택

신념 체계,개인

철학,자아 자신의

사고 과정

3

단계

사회 매력이나

사회 상호작용

에 향을 미치는

신체 특성

사회 호감(appeal)

과 사회 상호작용

에 향을 미치는

활동 특성

사회 인성 특성

사회 민감성,의

사소통 능력,심

리학 으로 련

된 사회 기술

<표 Ⅱ-3>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 발달 도식(Damon,1984:115)

연구자들은 윤리 정체성과 윤리 정서를 윤리 동기화에 여하는 핵심 인 요

소로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이 개념에는 을 쓰

는 실제 필자(학생)의 정체성,실제 필자의 윤리 정체성,필자―특정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해당하는―로서의 정체성,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등이 복

합 으로 작용한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은 학생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며,쓰기 상황

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쓰기 과제에서 요구하는 필자의 모습과 련된다.

학생의 정체성과 윤리 정체성과 련하여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윤리 정

체성 형성에 작용하는 내 ·외 요인이 무엇인지,그리고 윤리 정체성이 윤리

행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아 는 정체성은 “나는 구인가?”,“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와 같

은 물음에 한 답과 련된다.데이먼(Damon)은 이러한 “자아(self)에 해 윤리

원칙 혹은 원리를 사용하여 정의내린 것”을 ‘윤리 정체성’이라 하 다(Damon,

1999:76).그는 자아와 도덕성이 서로 연 성을 갖지 않고 분리된 개념 체계로 존재

하다가 청소년기 동안 자아와 도덕성이 통합되어 간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정을 설

명하기 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 발달 도식을 신체 자아,활동 자아,

사회 자아,심리 자아로 제시하 다.<표 Ⅱ-3>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Damon,19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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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수
신체 자아 활동 자아 사회 자아 심리 자아

2

단계

신체 특성에

계된 활동

타인과 계 맺는

능력

타인에 한 반응

(승인이나 불승인)

과 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

지식,기술,동기

화 혹은 활동과

련된 정서 상태

1

단계

신체 특성이나

물질 소유
형 인 행동

특정 사회 계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순간 인 분 기,

느낌,충동

학생들은 청소년기 동안 자아를 도덕 인 측면에서 성찰하게 되면서,두 개념은

차 통합되어 윤리 정체성이 형성된다.청소년기에는 사회 계에서 다른 사람들

의 기 수 과 자신에 한 평 에 해 심을 가지며 그 에서도 도덕 인 측면

에 민감해진다(정창우,2004:298).따라서 학생들의 윤리 정체성 형성을 해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비 단계와 형성 단계가 시작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블라지(Blasi)는 윤리 추론이 윤리 행 수행 과정에서 심 인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윤리 단과 윤리 행동을 연계시키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 다.그는 윤리 추론,윤리 동기화,윤리 정체성이 어떠한 련을 맺고 있

는지에 해 구명하고자 하 으며,윤리 이해로부터 윤리 행동으로의 이행과 윤

리 단 행동의 일 성에 을 맞추는 자아 모형(theSelfModel)을 제안하

다(Blasi,1983:196～205).다음은 자아 모형의 기본 제와 특징을 나타낸 일곱

가지 명제들이다.

명제1:윤리 행 는 윤리 추론 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된 상황에 한 반

응이다.

명제2:윤리 행 는 직 으로는 윤리 선택,즉 윤리 단의 내용에 의거하

며,윤리 추론의 구조 는 범주는 어떤 특정한 행동과 간 으로 련

된다.

명제3:윤리 행 로 이르기 에 윤리 단은,책임감이라는 이차 기 는 범

주를 고려한 일련의 규칙을 통해 진행된다.책임 단의 기능은 도덕 으로 선

한 행동이 자신에게 필연 으로 요구된다고 여기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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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4:책임 단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개인의

자아 규정(self-definition)과 련이 있다.

명제5:책임 단에서 행 로 옮겨가는 것은,개인의 성격 구성의 핵심 인 경향,

즉 자아 일치의 경향을 기반으로 한다.

명제6:갈등을 일으키는 욕구의 방해를 다루는 략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윤

리 단과 윤리 행 의 일치도는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명제7:책임 단과 일치하지 않는 행 는 죄책감을 유발한다.죄책감은 자아 내에

서의 불일치에 한 정서 인 반응이다.

일곱 가지 명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윤리 행 가 실천되기 해서는 다양한 요

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각 명제에서 핵심 개념은 ‘윤리 추론 구

조’,‘윤리 단의 내용’,‘윤리 단과 책임감’,‘자아 규정’,‘자아 일치’,‘갈등을

일으키는 욕구를 통제하는 략이나 태도’,‘죄책감’등이다.블라지는 윤리 단이

윤리 행동으로 실천되기 한 주요 요소로 윤리 책임에 한 단,윤리 정체

성,자아 일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Ⅱ-2]는 정창우(2004)에서 블라지의

이론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책임 단

윤리 이해 윤리 정체성 윤리 행동

윤리 동기화

[그림 Ⅱ-2]윤리 정체성과 동기화에 한 블라지의 이론(정창우,2004:259)

블라지(Blasi,2005/2008)에서는 ‘윤리 경험’,‘의지’,‘도덕 욕구’,‘자기 통합성’

개념을 추가하여 윤리 인격 모델을 제시하 다.‘윤리와 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윤리 이해’가 구성되는데,윤리 이해에는 도덕 상황이나 문제에 한 이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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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과 련된 도덕 원리와 규범에 한 이해,자신의 행 와 그 결과에 한

이해,자신의 윤리성에 한 이해가 포함된다.자신의 윤리성에 한 이해는 윤리

정체성에 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윤리 정체성은 공감,죄책감,수치심 등의 윤리 정서를 유발하며 윤리 행

에 한 ‘도덕 욕구’로서의 ‘의지’를 지니게 한다.이와 같이 개인의 윤리 정체성

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며,자신의 정체성과 일치되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경

향인 ‘자기 통합성’에 의해 윤리 동기화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윤리 정체성 논의를 쓰기 상황에 용해 보면,학생 필자의 윤리 정체성 형성

을 해서는 쓰기 윤리와 련된 상에 한 경험과 이를 통한 윤리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쓰기와 련된 윤리 이해 과정에서는 추상 인 도덕 원리나 규범에

해 아는 것에 선행하여,쓰기의 다양한 국면에 윤리가 련되어 있음을 쓰기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요하다.쓰기 윤리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윤리가 어느 국면

에서 여하는지에 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학생들은 다양한 쓰기 경험을 통해

을 쓸 때에는 쓰기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쓰기 윤리의 구체

인 내용과 쓰기 윤리를 수하며 을 쓰는 능력을 익히고,쓰기 윤리가 소통 과

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인식해야 한다.그리고 학생이 필자로서의 자신의 윤

리성에 해 인식하게 되면,이를 바탕으로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학생 필자가 윤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윤리 쓰기에 한 신념을 형성

하고 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의지를 지녀야 한다.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과

의지가 결합될 때 윤리 동기화는 활성화될 수 있으며,이러한 단계를 거쳐 윤리

쓰기를 실천하기 한 심리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다.여기에서 심리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은 여 히 ‘쓰기 능력’은 결합되지 않았다는 을 의미한다.윤리 으

로 을 쓰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독자에 해 배려하는 방법,출처

밝히는 방법 등과 같이 쓰기 윤리를 수하는 데 필요한 하 기능들을 알지 못하면

윤리 쓰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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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쓰기 윤리와 윤리 쓰기

1)윤리 쓰기의 개념 특성

앞서 ‘윤리’의 의미를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로

정의하고,‘함께 살아가는 삶’,‘다른 사람에 한 도리’,‘내면에 존재하면서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규범’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그리고 ‘쓰기 윤리’를 “필자가 담화

공동체 내에서 소통할 때에 다양한 상에 해 지켜야 할 도리”로 정의하 다.

한 ‘윤리 쓰기’에 해 ‘쓰기 윤리를 수하는 쓰기’라는 의미로 사용하 다.

여기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에서 요한 상을 차지하는 ‘윤리 쓰기’에 해 본

격 으로 다루고자 한다.

인간이 사회 행 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범인 ‘윤리’가 습, 례에서 기원했

다는 것은,한 집단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원 개

인이 지켜야 하는 ‘보편 인 행동 방식’이 있음을 의미한다.‘윤리’는 해당 공동체의

목표를 암묵 으로 제하고 있으며,공동체에 따라 목표의 구체 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은 해당 공동체의 목표를 해 윤리 으로 행동해야 한다.이러한 내

용을 쓰기 상황에 용하여 보면,‘쓰기 윤리’란 담화공동체가 추구하는 ‘소통의 목

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쓰기에서의 윤리 습’이라 할 수

있다. 한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인 필자는 이러한 습을 ‘쓰기 윤리’로 학습하고

을 쓸 때 수해야 한다.그 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소통의 목표나 쓰기 윤리를 일

방 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사항들에 한 구성원들의 비

인식이 일정 수 에 이르면 소통의 목표나 쓰기 윤리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쓰

기 윤리’의 내용이 담화공동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쓰기 윤리의 실천에 해당하

는 ‘윤리 쓰기’의 개념 규정에서도 담화공동체를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Ⅱ-3]은 ‘윤리 쓰기’의 개념을 규정하기 한 도식으로,필자,독자,텍스

트,담화공동체,쓰기 과정,읽기 과정에 윤리 측면이 여함을 나타내고 있다.



-51-

담화공동체

◦사회․문화 맥락

◦소통에 한 목표

◦ 쓰기에 한 윤리 습

상황 맥락

② 쓰기 과정

:윤리 고려

④-b읽기 과정

:텍스트 심의

윤리 평가

①

필자

의도의

윤리성

③ 텍스트

쓰기 윤리를 수한

(필자의 윤리성)

독자

④-a읽기 과정 :필자와 텍스트에 한 필자 자신의 윤리 평가

[그림 Ⅱ-3]‘윤리 쓰기’의 개념 규정을 한 도식

앞서 언 하 듯이 쓰기 윤리는 필자와 독자가 속해 있는 담화공동체를 제한다.

이러한 담화공동체는 필자와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全)과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맥락을 제공하며,소통에 한 공동체의 목표와 쓰기에 한 윤리

습,즉 쓰기 윤리의 구체 인 내용을 규정한다.[그림 Ⅱ-3]에서 가장 바깥쪽 선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담화공동체는 좁게는 국어 교실,인터넷 커뮤니티

에서부터 범 한 수 의 한국 사회 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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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쓰기’는 윤리성을 담지하는 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나

어 볼 수 있다.먼 ‘필자(①)’는 쓰기 행 의 주체이며,쓰기 과정의 윤리성이나

텍스트의 윤리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수사학에서 소통 행 의 윤리성에 한 평가

기 을 화자의 의도로 보았듯이, 을 쓰는 의도의 윤리성,즉 필자가 윤리 인 의도

로 을 쓰는 것이 윤리 쓰기의 첫 번째 의미이다. 다른 의미로는 을 쓰는

과정과 련된 윤리 기 을 수한 경우(②)와 완성된 텍스트가 쓰기 윤리와 련

된 기 에 합당한 경우(③)이다.필자가 을 쓰는 동안 윤리 인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가 텍스트에 반 되기 때문에,쓰기 과정의 윤리성은 텍스트의 윤리성과 한

련이 있다.

‘쓰기 윤리’가 추구하는 ‘좋은 ’,‘바람직한 ’은 필자와 독자가 속해 있는 담화

공동체의 기 과 련되며,이러한 평가는 읽기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읽기 과정은

읽는 행 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④-a,④-b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첫

째는 필자가 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그림 Ⅱ-3]에서 ④-a에 해당한다.

을 쓰기 에 필자는 자기 의 상 독자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러한 독자의 특성

과 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악하는데,여기에는 윤리 측면에 한 고려

사항도 포함된다. 한 필자는 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이 상 독자에게 효과 으

로 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이를 해 스스로 독자의 입장이 되어 작성 인

을 평가함으로써 화 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필자’와 ‘독자’를 연결하고 있는

선으로 표시된 화살표( )는 필자가 필자와 독자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한다

는 을 나타낸다.이러한 화 의미 구성에서 필자는 자신의 에 윤리 측면에

서 부족한 이 없는지 는 자신이 독자에게 윤리 인 필자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해서 평가한다.

둘째로는 담화공동체 내에 있는 실제 독자가 을 읽는 경우로,[그림 Ⅱ-3]에서

④-b에 해당한다.④-a에서의 읽기는 윤리 인 텍스트를 생산하기 해 필자가 을

쓰는 과정 에 이루어진다면,④-b의 경우는 텍스트가 완성된 이후에 실제 독자가

텍스트나 필자의 윤리성을 평가하며,필자와의 소통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할 것인지

를 결정하게 된다.23)쓰기 윤리 교육과 련하여 주목할 은 문어 소통에서는 독

23)이때 ‘완성된’텍스트가 반드시 최종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인터넷 사이

트의 게시 과 같이 필자의 과 댓 로 구성된 구조에서는 독자의 반응에 따라 수정이

용이하므로,최종본이라기보다는 재 공유되고 있는 (版),혹은 버 (version)의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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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필자에 한 사 지식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우므로,텍스트의 윤리성을 기

으로 필자의 윤리성과 쓰기 과정의 윤리성을 단한다는 이다.필자나 쓰기 과정

의 윤리성이 텍스트에 실제로 구 되어 있지 않으면,독자는 윤리 인 필자 는 윤

리 인 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문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필

자와 독자 간의 신뢰 형성이 요하므로,독자가 필자나 텍스트의 윤리성에 한 확

신이 부족하면 필자와 극 으로 소통하며 읽지 않거나 아 읽기를 단해 버리기

도 한다.따라서 독자가 필자와의 소통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할 것인지는 텍스트의

윤리성에 한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는 윤리 쓰기에서

텍스트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는 만 언 하고 ‘2.2)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윤리 쓰기’에 해 ‘필자가 텍스

트의 윤리성을 갖추기 해,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을 쓰는 과정 는 행 ’로 정

의하고자 한다.‘윤리 쓰기’는 필자의 윤리성,쓰기 과정의 윤리성,텍스트의 윤

리성으로 이루어지며,쓰기 과정에는 동일한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인 독자와의 화

의미 구성이 포함된다.

(1)쓰기의 본질 구 으로서의 윤리 쓰기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이상 인 인간상

에 한 항목들, 를 들면 상호 존 과 배려,조화로운 공동체 삶의 추구,공동체

의 발 에 기여하는 삶 등은 사회 존재로서의 바람직한 모습과 련되어 있다.이

와 유사하게 필자는 담화공동체에서 쓰기 행 를 통해 타인과 계를 맺는다.그러

므로 이상 인 필자,이상 인 쓰기,필자가 을 쓰는 궁극 인 목 등은 필자와

독자와의 계,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과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 인 필자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우리 사회에서 쓰기는 무엇을

한 행 로 간주되는가?나는 왜 을 쓰는가?필자로서의 경험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요한 의미를 지니는가?이러한 질문은 담화공동체 내에서 쓰기의 본질에

한 합의와 련되며,이와 같은 합의 결과는 쓰기 교육의 내용 선정 과정에서 기

본 인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24)에서는 의 목 ―정보 달,설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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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서 표 ―에 따라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쓰기는 독

자와의 공감을 해 정보를 달하기도 하고,공동체의 발 을 해 독자를 설득하

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나 성취 기 에서는 텍

스트의 목 에 따른 형성을 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평생 필자(김정자,2012)25)

가 될 학생이 어떠한 목 으로 을 쓸지를 상해 보면,앞서 언 한 네 가지 개별

인 목 이외의 목 , 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최 환(2006:267～270)에서는 의사소통의 목표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말이나

속에 통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에 기반하여,소통의 목표를 ‘실질 목표’와 ‘상생 목표’로 나 었

다.‘실질 목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텍스트 분류 기 과 같은 ‘정보 달’,‘설득’등

의 목표를 의미하며,‘상생 목표’는 “인간 존 의 의도를 담은 언어 사용 목표”를 의

미한다.그는 상생 목표를 통해 언어가 사고의 도구,의사소통의 도구뿐만 아니라 상

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상생을 언어 사용의 핵심으로 부각시켜 국어교육

의 장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 을 강조하 다.앞서 ‘1.1) 통

소통 문화와 윤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 소통 문화에서의 ‘소통’은 개인의

목 달성을 추구하는 행 가 아니라,소통의 목 과 방법에 모두 윤리 원리가 작

용하 다.이러한 통 은 에도 용될 수 있으며,오히려 사회의 소

통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통 언어문화에서의 소통 을 고려해 볼 수

있다.‘상생 목표’는 통 언어문화에서의 소통 을 쓰기 교육에 도입하기 한 시

도로 볼 수 있다.

최 환(2006)에서는 말하기에서의 상생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인간 존 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상생 화용 는 상생 언어 사용은 화자가 인간 존 의 의도

를 구체 인 언어 형식으로 표 함으로써,발화 상황에서 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언어 사용이다.이러한 상생 화용과 윤리 쓰기는 언어 표

에서의 윤리 측면을 다룬다는 공통 이 있으므로 앞서 언 한 두 가지 목표에

한 설명을 쓰기 상황에 용해 보면,필자가 을 쓰는 실질 인 목표가 있고,타

24)쓰기 역의 내용 체계는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두 문서(교육과학기술

부 고시 제2011-361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의 내용이 동일하다.

25)김정자(2012)에서는 쓰기 교육의 궁극 인 목표에 해 ‘자율 이며 지속 으로 을 쓰

는 평생 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 다.‘평생 필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박수자(2007)

에서는 ‘생애필자’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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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 ,배려 등의 계 지향 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26)이러한 분류에 따르

면 기존의 쓰기교육은 주로 필자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효율 인 략과 기능을

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독자 고려에 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실질 목표 달성

을 한 교육 내용에 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윤리 쓰기와 련되

는 교육 내용은 상생 목표를 달성하기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이때 요한 것은

상생 목표를 달성하기 한 언어 표 이 실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를 들면,건의문에서 상 방을 존 하는 언어 형식은

독자가 필자에 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함으로써,건의 내용을 정 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해 다.이와 같이 상생 목표에 기반한 실질 목표의 효율 달성 과

정은 나아가 해당 공동체의 언어문화에도 향을 미친다.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

을 때,필자는 직 의사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건의문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

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독자가 건의문의 내용을

‘공동체의 발 ’을 해 개방 인 태도로 검토하게 되면,공동체의 민주 소통 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상생 목표는 실질 목표의 달성과 련을 맺으며,

상생 언어 사용은 해당 공동체의 상생 인 언어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상은 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하는 이유와도 련되어 있다.

필자가 자신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을 썼다 하더라도,그러한 목 이 달성되기

해서는 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독자가 필자에 한 사 정보 없이 텍

스트를 읽기 시작하는 것은 담화공동체의 암묵 인 신뢰 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이다.이러한 신뢰 계는 텍스트를 읽어 가면서 깨지기도 하고,더욱 공고해지기도

한다.필자가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하는 이유는 실질 목표를 달성하기 해 독자와

의 신뢰 계를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독자와의 신뢰 계를 공고히 하

는 것 자체가 상생 목표이기도 하며,이러한 필자와 독자 간의 신뢰 계는 담화공

26)최 환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두 가지 목표가 상황에 따라 비 을 달리하기 때문에,의사

소통을 실질 목표 지향 의사소통,실질·상생 목표 지향 의사소통,상생 목표 지향

의사소통으로 분류하 다.이 에서 실질·상생 목표 지향 의사소통이 실질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상생을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국어 교육에서 구 해야 할 유형으로 보았다

(최 환,2006:271～272).개념 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고 ‘지향’이라는 표 으로 분

류의 논리성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실질 목표 지향 의사소통과 실질·상생 목표 지향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한 맥락 의존 인 화가 아닌 쓰기에서는 독자

고려―독자에 한 인식을 구체 으로 텍스트에 반 해야 한다는 에서―가 필수 이기

때문에,본고에서는 쓰기를 실질·상생 목표 지향 의사소통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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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구성원 간의 암묵 인 신뢰 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모든 은 독자를 제하고 있으므로 쓰기에서

는 독자에 한 고려가 필수 이라는 에서,쓰기에는 실질 목표와 상생 목표가 공

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쓰기의 본질을 실질 목표와 련지

었다면,본고에서는 상생 목표를 심으로 필자의 목 달성(실질 목표),독자

련 상과의 상생 추구,담화공동체 내의 상생 소통 문화 형성 등을 련짓고자

한다.쓰기가 문어 소통이므로,쓰기의 본질도 ‘소통’이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규정

하려는 것이다.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은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목 을 달성

하고 다양한 인간 계를 맺고 살아간다.따라서 쓰기의 본질은 ‘담화공동체 구성원으

로서의 문어 행 ’라 할 수 있다.쓰기 윤리는 담화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므로,윤리 쓰기는 이러한 쓰기의 본질을 이상 으로 구 하는 과정

행 에 해당한다.

(2)쓰기 윤리의 실천으로서의 윤리 쓰기

화자와 청자가 면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구어 소통에서는 화제와 련된 직

인 언어 메시지 이외에 반언어 ,비언어 메시지들이 달된다.그러나 문어

소통에서는 일반 으로 필자와 독자가 시간 으로 혹은 공간 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필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텍스트에 구체 인 언어 형식이나 기

호로 구 해야 한다.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어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

쓰기에 한 교육 내용의 우선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윤리 쓰기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언 한 바와 같이,독자는 텍스트의

윤리성에 근거하여 필자의 윤리성과 쓰기 과정의 윤리성을 단하며,필자와의 소통

에 임하는 태도 는 텍스트에 한 태도를 결정한다.필자가 윤리 인 덕목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는 상 독자에 한 윤리 인식이나 고려를 하 다 하더라도,텍

스트에 그러한 요소가 히 구 되어 있지 않으면 독자에게 필자의 윤리성과 텍스

트의 윤리성에 한 확신을 주기 어렵다.그러므로 윤리 쓰기의 성패는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인 텍스트가 쓰기 윤리를 히 수하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이 게 볼 때,윤리 쓰기 교육에서 가장 요한 내용은 텍스트의 윤

리성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이다.본고에서 쓰기 윤리 교육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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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쓰기 윤리’자체가 아니라 ‘쓰기 윤리의 실천’에 해당하는 ‘윤리 쓰기’임

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에 한 내용을 설계하기 해 필자의 윤리성과 텍스트

의 윤리성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이러한 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첫째,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체계를 세우고,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균형 있

게 배치할 수 있다.2009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쓰기 윤리에 한 교육 내용은 연구 윤리, 작권,표 등의 ‘지식’ 는 쓰기 윤리

를 수하는 ‘태도’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본고에서와 같이 필자의 윤리성과 텍

스트의 윤리성으로 구분하고 보면,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필자의 윤리성을 함양하는

데 유용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윤리 쓰기에 필요한 능력을 포 으

로 다루기 해서는 텍스트의 윤리성과 련된 내용을 보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쓰기 윤리 교육에서 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도움

이 된다.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를 요약하여 말하면,‘윤리 인 필자’가 ‘윤리 인 텍

스트’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먼 ‘윤리 인 필자’는 ‘윤리 인 인간’을 근간으로 하

는데,이는 학교 교육에서 범교과 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윤리 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교육 내용은 여러 교과에

두루 포함되어 있다.먼 도덕과의 ‘교과 목표’27)는 학생의 도덕성 함양을 통해 자

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2c:5).국어

과의 읽기 는 문학 역에서 가치 경험으로서의 독서를 통해 윤리 사고 능력을

기르고 가치의 내면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쓰기 역에서도 윤리 문제와 련된 경

험에 하여 을 으로써,자신의 행동에 해 반성하고 윤리 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

범교과 으로 추구해야 할 ‘윤리 인 인간’에 한 교육 내용과 달리,국어과의 쓰

27)‘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교과 목표란 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교육과정 교과인 ‘도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총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도덕과의 목표를 “자신과 우

리·타인,사회·국가·지구공동체,자연· 월 존재와의 계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

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며,삶의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 사고력과 단력,도덕 정서,실천 의지 능력을

통해 도덕 덕성을 함양하고,이를 바탕으로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한다(교육

과학기술부,2012c:5).”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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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역에서만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쓰기 윤리를 수하며 을 쓰는 ‘윤

리 쓰기’에 한 내용이다.윤리 인 필자라 하더라도 텍스트의 윤리성을 갖추기

해서는 독자에 한 자신의 윤리 고려를 언어 형식으로 구 하는 방법,자료를

표 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등 쓰기 윤리에 한 지식이나 윤리 쓰기와 련

된 기능이 필요하다.즉 윤리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능력은 쓰기 교육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셋째,윤리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필자로서의 윤리성’을 갖추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쓰기 교육의 상인 학생 필자는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

성,자아 정체성 등 윤리 행 와 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해서도 발달 단계에

있다.윤리 인 필자가 윤리 인 을 쓸 수 있다면,즉 자가 후자의 필요조건이라

면,성인이 되어 도덕성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이 에는 윤리 인 을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그러나 학생들은 학 생활이나 직무에 필요한 언어 능

력을 ․고등학교 시기에 갖추어야 하며,윤리 쓰기 능력도 핵심 역량과

한 련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해서는 랩슬리와 나바에츠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성이 자동성에 기반한 인지 과정과

한 련이 있다고 보면서,“개인은 도덕 스키마가 사회 정보 처리에 지속 으

로 근 가능한 정도까지 도덕 인격을 가진다(Lapsley & Narvaez,2005/2008:

260).”라고 하 다.즉 도덕 인격을 지닌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문제 상황을 했을

때,사회 존재로서의 자신,타인,상황 맥락 등에 한 정보 악 윤리 행

에 한 동기화가 도덕 스키마에 의해 쉽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 쓰기와

같이 특정한 행 를 수행할 때,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하 기능들이 반복

인 연습에 의해 익숙해지면 이들 기능에 한 차 지식도 자동화된다.랩슬리와

나바에츠는 이러한 유형의 자동성을 ‘목표 의존 (goaldependent)자동성’의 한 유

형으로 보았다(Lapsley& Narvaez,2005/2008:259).

랩슬리와 나바에츠의 견해를 윤리 쓰기 교육에 용하기 해서는 세 가지

에 유의하여야 한다.먼 이러한 자동성은 필자가 학습을 통해 도덕 도식(스키마)

을 지니고 있으며,일정 기간 동안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을 제로 한다. 한 쓰

기 행 에서의 자동화는 반사 이며 기계 인 반응이 아니라 인지 노력의 최소화

를 의미하며,다른 과정을 수행하는 데 보다 집 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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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다.마지막으로 윤리 쓰기라는 행 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필자의 윤

리성은 학생의 일상 인 윤리성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일차 으로는 ‘필자로서 지녀

야 하는 윤리성’으로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윤리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필자가

갖출 수 있는 윤리 요소의 범 는 쓰기 상황에서 자주 용되는 도덕 스키마와

하 기능에 한 차 지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쓰기 윤리를 수하

는 데 필요한 인지 과정 의 일부는 연습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으며,필자는 그

러한 인지 과정과 련되는 윤리 항목을 갖출 수 있다.‘필자의 윤리성’과 ‘필자

로서의 윤리성’의 구별은 이어지는 ‘2)(1)’에서 다루고자 한다.

2)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

(1)행 주체의 윤리 실천

가.행 주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윤리 쓰기는 쓰기 윤리의 실천에 해당하며 이는 필자의 윤리 행 로 볼 수

있다.윤리 쓰기가 수행되기 해서는 행 주체의 윤리 정체성이 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데,‘필자로서의 정체성’이 우선 으로 형성되어야 한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은 ‘필자로서의 자기 인식’이라는 의미이다.김정자(2012)에서는 이러한 의미

로 ‘필자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본고에서는 ‘필자의 정체성’,즉 필자

의 ‘자아’에 한 인식과 구별하기 해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을 제하고 있으므로 ‘학생

필자’를 상으로 한다.이들은 ‘학습자’와 ‘필자’라는 이 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

다.이 둘 가운데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은 쓰기 수업 이외의 교과 수업에서도 공통

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이므로 빈번하게 인식되지만,‘필자’로서의 정체성은 쉽게 인

식되지 않는다. 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쓰기 활동은 주로 교과서에 제

시된 쓰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을 쓰기 행 의 주체인 ‘필

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자’로 인식하기 쉽다.

학생들이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다른 원인은 행 쓰기 교육의

내용과 련되어 있다.교육 내용이 주로 ‘텍스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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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심으로 이루어져 있고,‘필자’와 련된 내용은 ‘태도’이외에는 비 있게 다

지지 않고 있다.이재기(2006:52～53)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 내용에서 필자가 주

목받지 못한 원인을 쓰기 교육의 지배 담론의 향으로 보았다.객 주의 담론에서

는 쓰기 상을 법칙,원리,방법과 같은 추상 인 실체로 환원함으로써,이러한

원리와 방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필자를 양성하는 데 목 이 있기 때문에 필자

신 법칙,원리,방법을 강조하게 된다. 한 주 주의 담론에서는 필자가 쓰기의 주

체임을 인정하지만,개인의 자율성,독창성을 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하기에

합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해서는 먼 자신을 쓰기 행 의 주체인 필자로

인식해야 한다.그런 다음에 ‘나는 어떠한 필자인가?’,‘나의 쓰기 과정은 어떤 말

로 표 할 수 있는가?’,‘나는 어떠한 필자가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필자

로서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한 ‘이 을 쓰는 필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이 을 읽을 독자들은 필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며,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쓰기 과제에서

요구하는 필자의 역할을 ‘필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수용할 수 있다.선행 연구에서는

필자의 정체성에 해 필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주목하 다면(김정자,

2012;서수 ,2010),본고에서는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추상 인 수 에서의 인식이

아니라 을 쓸 때에 실질 으로 수행하는 필자로서의 역할 는 각 쓰기 과제에서

요구하는 필자의 역할에 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이러한 필자의 역할에 한

요구는 독자나 담화공동체로부터 규정된 것이며,‘필자로서의 역할’에 한 인식이

개인 인 정체성보다 윤리 쓰기와 하게 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Ⅱ장의 1.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 정체성이 윤리 행 를 실천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한다면,윤리 쓰기에서도 필자의 윤리 정체성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윤리 정체성 한 엄 하게 규정하면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 합하며,개념상으로는 필자‘로서’의 정체성에 한 내용 가운데

윤리 측면에 해당한다.따라서 먼 다양한 쓰기 경험을 통해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도록 하고,윤리 쓰기를 통해 자신을 ‘윤리 인 필자’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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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필자의 윤리 실천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은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에 구체 으로 반 되어

야 한다.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이 구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는,필자의 정체

성에 한 이바니치(Ivani,1998)의 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그는 실제로 을 쓰고 있

는 필자의 경우,‘자서 자아(autobiographicalself)’,‘담화 자아(discoursalself)’,

‘자로서의 자아(selfasauthor)’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네 번째 유형으로 쓰기의

사회․문화 ,제도 맥락에서 사회 자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들(possibilitiesfor

self-hoodinthesocio-culturalandinstitutionalcontext)이 있다고 보았다.

‘자서 자아’는 쓰기 행 를 하고 있는 필자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며,‘담화

자아’는 필자가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구성하는 자아, 을 통해 달되는 인상

(impression)에 해당한다.필자 개인의 생애사(life-history) 에 자로서의 경험이 포

함되어 있다면,‘자로서의 자아’는 ‘자서 자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한 텍스

트에 구 될 수 있는 ‘담화 자아’의 특성 하나가 ‘신뢰할 만함(authoritativeness)’

이기 때문에,‘자로서의 자아’에는 담화 자아의 측면도 있다.28)사회 자아로 활

용할 수 있는 유형들(possibilitiesforself-hood)은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용

할 수 있는 추상 이며 원형 인 자아(abstract,prototypicalidentities)이다.네 가지

유형의 자아는 필자의 개인 경험,텍스트의 장르,쓰기 상황의 사회․문화 맥락

에 따라 그 비 이 다르게 나타난다(Ivani,1998:23～29).

쓰기 윤리의 실천이 윤리성을 갖춘 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것이라면,필자는

텍스트에 ‘담화 자아’의 윤리성을 하게 구 해야 한다.필자가 독자나 자료의

자를 윤리 인 측면에서 고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텍스트에 구체 으로 드러

나지 않으면 쓰기 윤리를 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 담화 자아가 텍스트를 통

해 독자에게 달되는 모습이라고 해서,필자 자신의 실제 인 모습을 숨기고 이러

한 자아로 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필자의 의도나 목 이 윤리

이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 쓰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윤리 실천에서는 독자, 을 쓸 때 활용하는 텍스트의 자 등에 한

28)이바니치의 분류에서 ‘자서 자아’가 실제 필자와 련되며,‘담화 자아’가 텍스트에

제시된 필자의 이미지라면,이 두 유형에 비해 ‘자로서의 자아’는 모든 에 용할 수

있는 일반 인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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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태도가 요하다.먼 필자는 쓰기 상황에 련되는 독자나 자에 해

존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이들 한 필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정체성을

지닌 인격체이며,필자의 텍스트가 원활하게 생산․소통되기 해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나 자의 기여가 필수 이기 때문이다.

독자나 자는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상이므로,각 상의 정체성,

특성 등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필자는 을 쓰기 에 독자가 구인지,어떤 특성

을 지닌 사람인지,화제와 련하여 독자에 해 특히 유의해야 할 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을 비 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한 단계 나아가 윤리 쓰기에서는 이러한 독자 인식이 독자 고려의

단계까지 수행되어야 한다.독자 인식은 필자가 을 쓰면서 독자가 구인지,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에 해 분석해 보는 ‘앎’의 과정이므로 텍스트에 실 되지 않을

수 있다.이에 비해 독자 고려는 독자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를 반드시

텍스트에 실 해야만 독자 고려가 인정된다(정혜승․서수 ,2009b:216～217).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의 정체성,특성도

악해야 한다. 자에 한 인식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자

료 에서 어느 부분을,어떠한 목 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료와 련된 자의

정체성을 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감동 인 사례로 인용하고자 할 때에

는 내용의 진정성과 련된 특성을 악해야 하고,권 있는 이론으로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자의 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성을 악해야 한다.

(2)텍스트의 윤리성

윤리 쓰기에서 필자는 윤리 으로 단하고,다른 선택가능한 안들 에서

윤리 으로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텍스트에 반 한다.그리고 완성된 텍스트를 매개

로 독자와 소통한다.2.1)에서 ‘윤리 쓰기’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 필자의 의도가

윤리 인 경우,쓰기의 과정에서 쓰기 윤리를 수한 경우,완성된 텍스트가 쓰기 윤

리와 련된 기 에 합당한 경우로 나 어 설명하 다.

텍스트의 윤리성에 해 논의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기 설정이 요하다.본고

에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 와 결과물인 텍스트의 윤리 기 을 설정하기 해

하버마스의 논의(1987/2006)를 쓰기 상황에 용하 다.거 담론에 속하는 하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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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소통 행 로서 쓰기 는 텍스트의 평가 기 에

윤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

이론(1987/2006)』은 의사소통 행 연구를 통한 사회 이론이라 할 수 있다.여기

에서는 의사소통 행 이론을 개 하기보다는 타당성 주장에 한 설명에 을 맞

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행 는 언어 행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행 상황에 해 상호이

해를 추구하는 행 이다(154～155).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자신의 발화와 함께

암묵 으로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며,이에 해 다른 참여자가 상호주 으로 인정

할 때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다.발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타당성 주장의 하 요소에

는 진리성,정당성,진정성 등이 있다.진리성은 “화자가 행한 진술이 참이거나 언

된 명제 내용이 사실일 수 있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정당

성은 “화행이 유효한 규범 맥락과 련하여 올바르거나,그것이 충족시켜야 하는

규범 맥락이 그 자체로 정당함”을 의미한다. 한 진정성은 “화자가 자신의 발언

을 통해 표 한 의도를 그 로 실제로도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76～177).타당

성 주장은 소통 상과의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해 요구되는 조건과 련되므로,

윤리 쓰기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해 요구되는 텍스트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각 요소들의 개념을 쓰기 상황에 용하여 보면,첫째,‘진리성’을 충족시키기 해

서는 의 내용을 참인 명제들로 구성해야 하며,실제로 존재하는 객 세계와 일치

하는 내용으로 써야 한다.둘째,‘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을 쓰는 당시의 담

화공동체의 규범에 비추어 올바르고 하게 표 해야 한다.셋째,‘진정성’을 갖추

기 해서는 진실한 태도로 을 쓰며,자신의 실제 의도가 에 제시되어 있는 의도

가 일치해야 한다.이러한 타당성은 쓰기의 목 이나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유형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정보 달을 목 으로 하는 텍스트에서는

진리성 조건이 나머지 세 항목보다 강조될 것이며,설득을 목 으로 하는 텍스트에서

는 근거의 진리성,필자의 진정성,주장의 정당성 등이 고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3)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맥락

필자가 을 쓸 때 담화공동체는 사회․문화 맥락,상황 맥락 등을 제공한다.이

가운데 ‘쓰기 윤리와 련된 맥락’을 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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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쓰기 윤리와 련된 맥락으로는,해당 공동

체에서 지향하는 소통 ,쓰기 윤리 련 규범,언어 습으로서의 장르 등이 있다.

윤리에는 이상 인 공동체의 형성 유지를 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인

간,바람직한 행 에 해 합의한 내용이 반 되어 있다.따라서 쓰기 윤리의 내용에

도 담화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상 인 담화공동체의 모습,공통 으로 생

각하는 이상 인 소통의 모습이 반 되어 있다.유교 인 소통 에 따르면 ‘인(仁)을

내용으로, (禮)를 형식으로’하는 소통 행 가 가장 이상 인 모습이다. 재의 우

리 사회에서 소통의 궁극 인 지향에 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으나,본고에

서는 ‘상생을 지향하는 소통’이 합하다고 보았다.이는 서구의 목 합리성에 한

안으로 제시된 통 소통 의 을 반 한 것이다.최 환(2006)에서는 ‘상생

언어’에 한 개념과 상을 고찰하면서,“‘상생’이라는 가치는 ‘언어’와 분리될 수 있

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 다.상생 언어에 한 연구가 ‘언어’이되 ‘상생’을 지향하

는 것이며,‘언어’에 기반을 두고 ‘상생 ’으로 근하는 것이라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상생의 문제는 윤리학이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종교의 문제일 수도 있

으며,사회학이나 심리학의 역일 수도 있다.”라고 하 으며,“국어교육의 역 안

에서 상생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치의 문제보다는 언어의 문제에 을 두어

야 한다.”라고 보았다(최 환,2006:258).이러한 견해는 ‘윤리 쓰기’에 한 본

고의 견해와 일치한다.연구자는 윤리 쓰기가 ‘상생지향 인 쓰기’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쓰기’이되 ‘상생’을 지향하고 있으며 ‘쓰기’에 기반을 두고 ‘상생 ’으로

근하려는 것이다. 의 두 번째 인용 부분 역시 본고에 맞게 용해 보면,상생이

라는 ‘가치’보다는 ‘쓰기’의 문제에 을 둔다는 것이다.

담화공동체의 소통 은 쓰기 윤리 련 규범에 반 되어 구성원들의 소통 행 에

여한다. 사회에서의 쓰기 윤리는 통 사회에서의 (禮)와 같이 구성원들의

자율 실천에 기반을 두기도 하지만,명 훼손이나 표 등과 련된 법규들은 보

29)본고에서 가정하고 있는 담화공동체나 쓰기 교실의 제한 성격도 하버마스가 가정한 ‘이상

인 담화 상황’과 유사하다.쓰기 교육은 실 인 상황에서 있음직한 쓰기를 다루지만,소통에

참여하는 필자와 독자 등이 갈등보다는 화해와 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

제의 담화공동체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쓰기교육을 통해 이해 계의 립과 갈등으로

가득 찬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 다 하더라도,쓰기 교실에서는 기 수

에서 사회․문화 맥락을 단순화시킴으로써 학생 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의 가짓수를 최소

화하고,쓰기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차 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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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 으로 구성원들의 소통 행 를 규제하기도 한다.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 맥락은 텍스트의 내용,형식,구조에 향을 미치는 요소

이다. 러(Miller,1994:23)에서는 장르에 해 “유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반복되는

사회 상황에 한 수사학 반응”이라 정의하 는데,이러한 정의를 통해 담화공동체

구성원의 공통된 언어 사용 양상이나 언어 습이 장르가 형성되는 데 향을 수

있으며,사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르가 생성,변화,소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의 사회구성 성격을 고려해 볼 때,장르의 내용과 형식에도 담화공동체의 윤리

인 기 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건의문의 경우,처음에는 일정한 형

식 없이 개인이 임의 으로 작성하다가,건의문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자 건의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 구성과 표 에 한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의 결과가 재 건의문의 내용․형식상의 일반 인 특성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미 완성된 장르의 결과 특성만 언 한다면 작문에 한 형식주의

근과 구별되지 않는다.따라서 윤리 쓰기와 련하여 장르 특성을 교육 내용

으로 다룰 때에는,특정 장르와 련된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장르의 내용

구조,기능을 연 지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쓰기 실제에서의 쓰기 윤리

(1)자료 통합 쓰기의 개념

지 까지 설명한 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들이 실제 인 쓰기에서 어떠한 양

상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쓰기의 실제는 Ⅲ장에서 분석할

‘자료 통합 쓰기’을 수행하는 상황에 해당한다.Ⅰ장에서도 언 하 듯이 인터넷

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검색한 자료를 쓰기에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표 과 같은 쓰기 윤리 문제가 첨 하게 드러난다는 에 주목하여,자

료 통합 쓰기(writingfrom sources)를 논의의 주된 상으로 삼았다.

‘자료 통합 쓰기’는 필자가 을 쓰기 해 ‘자료’를 검색하고,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에 활용하여 쓰되,자료의 통합 양상이 ‘명시 으로’드러나 있는 쓰기를

의미한다.이러한 쓰기를 가리키는 유사한 표 으로는 담화 종합(discourse

synthesis,Spivey,1997),쓰기를 한 읽기(readingtowrite,Flower,etal.,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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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반 쓰기(writingfrom sources,writing-basedsources)등이 있다.

‘자료 통합 쓰기’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해서는 의 정의에서 작은따옴

표(‘’)로 강조한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먼 을 쓰기 해 수집한 ‘자료’에

는 문자로 작성된 것뿐 아니라 도표,이미지 등도 포함된다.최근에는 문서 작성 로

그램의 편의성으로 인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쉽게 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리고 본고에서 자료 ‘활용’ 신 ‘통합’이라는 표 을 사용한 이유는,필자가 자료의 내

용을 인용,요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 일부로 구성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해서이다.‘명시 으로’라는 표 을 쓴 의도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련되어 있

다.포스트모더니즘 에서는 모든 텍스트가 이 에 쓰인 텍스트와 통합되어 있으므

로 상호텍스트 이다.이러한 에서는 필자가 ‘창의 으로 생성한 내용’이라는 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표 에 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본고에서는 검색한

자료를 에 통합한 양상이 인용이나 요약 등으로 직 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로 제

한한다.담화 종합(discoursesynthesis)이라는 표 을 창안한 스피비도 “담화 종합은

쓰기의 상호텍스트 인 특성 때문에 다양한 쓰기 행 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는

에서,“필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쓰기 한 목 으로 텍스트를 읽거나 보다 직 인 목

으로 텍스트를 사용하는 문식성 행 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Spivey,1997:243).

(2)자료 통합 쓰기의 윤리 소통 구조

자료 통합 쓰기에서 쓰기 윤리가 용되는 범 를 고려하여,‘필자’,‘텍스트’,

‘독자’,‘담화공동체’,‘자료’와 련된 윤리 소통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Ⅱ

-4]는 ‘2.1)’에서 ‘윤리 쓰기’의 개념 설정을 해 구안했던 모형을 바탕으로 자

료 통합 쓰기의 특성을 반 하여 완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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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공동체

․ 소통의 사회․문화 맥락

․ 쓰기 윤리 련 맥락

-이상 소통 문화에 한 합의

-쓰기 윤리의 내용 거

( .표 에 한 인식 단 기 , 작권이나 언어 표 련 법규)

-언어 습으로서의 장르

․ 역사․문화 으로 축 된 지 자산(참고 자료의 원천)

․ 보편 독자

상황 맥락

쓰기 과정

․계획하기(쓰기 과제 분석하기)

․내용 생성 자료 수집하기(자료

의 자,정보제공자와 계형성)

․내용선정 조직하기(내용에 해

윤리 평가하기,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

․자료 통합 표 하기(쓰기 윤

리를 수하며 자료 통합하기)

․고쳐쓰기

읽기 과정

․필자의 윤리성 평가하기

․텍스트의 윤리성 평가하기

필자

필자의

역할에

한 책임

텍스트

․구 된 윤리성

․(암묵 윤리성)

독자

자료 통합 부분①

(필자가부여한윤리성)

․구 된 윤리성
․(암묵 윤리성)

자료 통합 부분②

⦙

자료 통합 부분ⓝ

필자와 텍스트에 한 필자 자신의 윤리 평가

[그림 Ⅱ-4]자료 통합 쓰기의 윤리 소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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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자의 윤리 실천

필자는 먼 자신을 ‘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그런 다음 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필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해 악해야 한다.정체성과 역

할을 악할 때에는 쓰기 상황에 련되는 상과의 계가 요하다.자료 통합

쓰기에서 필자는 다양한 상과 계를 형성하며 윤리 측면을 고려한다.텍스트

를 매개로,필자—(텍스트)—독자,필자—(텍스트)—담화공동체,필자—(자료)—자료의

자,필자—(인터넷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정보 제공자 등과 같은 계가 성

립하고,이들 계에 따라 특히 고려해야 할 쓰기 윤리의 구체 인 내용이 결정된다.

‘—(텍스트)—’와 같은 표 은 호 안의 상( .텍스트)을 매개로 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필자는 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필자/독자’이며,자료 수

집 과정의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필자/독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역사․문화 으

로 축 된 공동체의 지 자산을 활용하게 되며,이 과정에서 지 재산권 등 지식

의 활용과 련된 담화공동체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매개로 ‘필자/독자—(자료)—자료의 자’의 계가 형성된다. 자

와의 계에서는 타인에 한 존 ,객 성,공정성 등의 윤리 요소가 여한다.

자료의 자 역시 필자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므로, 자의 의견을 존 하며 편견

없이 공정한 태도로 자료를 읽어야 한다. 한 이러한 계는 상호호혜 인 계라

기보다 필자/독자가 이익을 얻는 계로 볼 수 있다.따라서 자신의 에 자료를 통

합할 때에는 자의 노력에 한 보상과 존 의 의미로 출처를 밝 야 한다.

자료에 한 평가 과정에서는 자료의 윤리성이 요한 기 으로 작용하며,내용의

진리성,표 방식의 정당성, 자의 진정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필자는 자료 평가

하기의 경험을 통해 독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하기도 한다.독자로서 다른

사람의 을 평가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을 쓸 때에 필요한 내 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문헌 조사 이외에 인터뷰,설문 조사,실험 연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필자—(연구 방법 련 매체30))—정보 제공자의 계’가 성립한다.이때에는 담화공

30) 를 들면 설문지,녹음기,비디오 코더 등이 있다.‘연구 방법 련 매체’를 포함시킨

이유는 본고에서는 직 으로 다루지 않았지만,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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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연구 윤리에 한 규범 등을 용해야 한다.일반 인 연구 윤리에서 규정한

연구 참여자나 정보 제공자와 련된 윤리, 를 들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

와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에 한 고지 등의 규정,연

구 주제가 부정 인 상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 제공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규정을 용한다.

필자는 표 하기 과정에서 필자로서의 윤리성을 담화 자아의 이미지에 반 될 수

있도록 구 해야 한다. 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작성한 에 해서 독자

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즉 필자는 ‘독자’로서 자신의 에 통합할 자료들을

비 으로 읽고,‘필자’로서 자료에서 선정한 부분을 의 흐름에 맞게 히 통합해

나가는 방식으로,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순환 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 을 쓰는

동안 자신의 을 독자의 입장에서 읽고 평가하여 수정해 나간다는 에서도 독자의

역할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Ⅱ-4]에서 ‘필자’와 ‘독자’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선으로 구 된 화살표( )는 필자의 내 화를 의미하며,완성된 텍스트를 매

개로 한 실선 화살표(←)와 구별되도록 도식화하 다.

표 하기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계는 필자와 ‘필자의 머릿속에 상 독자에

해 구축한 이미지와의 소통’이다.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은 자신의 을 읽을 독자

의 정체성을 얼마나 하게 구성해 내느냐와 일정한 상 계를 지닌다. 구의

에서 텍스트를 읽는가에 따라 텍스트에 한 평가가 달라지며, 한 필자가 구

하고자 하는 담화 자아의 윤리성에 한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필자는 계

획하기 단계에서 독자가 어떤 사람일 것인지 미리 상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윤리

요소들을 고려할지 결정하게 된다.최근에 ‘독자 인식’이나 ‘독자 고려’에 한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박민경,2008;서수 ․정혜승,2009,2010,2012;유상희,

2008;정혜승,2009;정혜승․서수 ,2009a,2009b,2010), 의 독자를 실제 인 독

자로 보는 보다는 필자가 머릿속에 구성한 존재로 보거나 쓰기 맥락을 구성하는

맥락과 련된 요인으로 보거나,범 를 더 확장시켜 담화공동체의 보편 독자로 보

기도 한다(박 민,2004a,2004b,2005;정희모,2008;이아라,2008;민병곤,2008).그

러나 독자 개념은 쓰기 활동이 수업 시간에 행해지는지,일상생활 속에서 자발 으

로 행해지는지에 따라, 는 특정 독자를 염두에 둔 경우인지,보편 독자를 상으로

자가 연구 참여자에 해 고려해야 할 윤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연구 참여자의

윤리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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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한 것은 어떠한 독자를 상으로 하든

필자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스스로 구축한 독자의 이미지와 생산 으로 화를

나 며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는 이다.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의 윤리성과

련된 특징을 기반으로 독자와 화를 나 며 이를 텍스트의 윤리성으로 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사회 소통에서의 쓰기 윤리

사회 소통에서의 쓰기 윤리는 내 화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한 실제 인 의사

소통 상황을 제로 한다.먼 텍스트 자체의 윤리 측면을 살펴보고,담화공동체

의 사회․문화 맥락하에서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과정,이때의 담화공동체의 다

양한 역할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텍스트의 윤리성

텍스트의 윤리성은 필자의 윤리성이 텍스트에 구체 인 언어 형식이나 기호 등을

통해 표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암묵 윤리성’,‘구 된 윤리성’으로 분류할 수 있

다.‘암묵 ’은 구체 인 언어 형식 는 기호로 표 되지 않은 상황과 련된다.

‘암묵 윤리성’은 독자가 필자나 쓰기 상황에 해 알고 있을 때 는 텍스트의

다른 요소를 토 로 추론할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이 작성한 은 국어 성 과 무 한 상황에서 연구 취지에 한 안내하에 이루

어졌으므로,자신의 생각이나 쓰기 능력을 체 으로 있는 그 로 표 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자의 인식은 학생들의 ‘암묵 윤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

‘구 된 윤리성’은 담화 자아의 윤리성이 언어 형식이나 기호를 통해 표 된 경

우로,구 양상은 크게 의 구조,내용,표 으로 나뉜다.최 환(2006:277)에서는

상 방에 한 존 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일반 언어에서,존 의 의도를 담은

상생 언어로의 변화 과정을 내용 변환형,형식 변환형,내용형식 변환형으로 제시하

고 있다.

‘내용 변환형’은 존 의 의도를 담기 해 발화의 내용을 바꾸는 유형으로,“창문

을 열어라.” 신 “방이 좀 더운 것 같아.”를 발화하는 것과 같이 내용의 변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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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경우이다.‘형식 변환형’은 “창문 열어.”,“창문을 열어주세요.”와 같이 명령문에

서의 우법 체계를 조정하거나,“창문 열자.”와 같이 명령문 신 청유형을 사용하

는 등의 문장 형식을 변환하는 유형이다.내용 형식 변환형은 내용과 형식을 함께

변환하는 유형이다.이러한 구분은 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실제 인 쓰기에서 내용 변환형과 내용 형식 변환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이와 같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최 환(2006)에서 일반

언어를 원형으로 삼고,내용을 변환했는지,형식을 변환했는지,둘 다 변환했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 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병곤(2004:80)에서는 논증 표지에 해 논증의 요소 구조 련 표지,논증의

유형 표지,논증 상호 작용 표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이 에서 필자의 태도나 독

자에 한 고려와 련된 표지들이 윤리성을 구 하는 기능을 한다.논증의 요소

구조 련 표지 에서 ‘입장 논박 표지’와 결합하는 ‘논박의 강도를 나타내는 표

지’( .단정 표 ,완곡 표 )와, 상 독자와 화로서의 논증 행 가 텍스트로

표 될 때 사용되는 ‘논증 상호 작용 표지’( . 명사 ‘우리’,의문형 표 ,청유형

표 ,겸양 표 )등에도 필자의 윤리 태도가 실 될 수 있다.김정자(2001:61～

85)에서는 필자의 표 태도를 메시지에 한 태도와 독자에 한 태도로 구분하고,

태도의 표 방법으로 어휘소의 선택,문장의 구성,텍스트 구성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의 논의를 참고하여 자료 통합 쓰기에서 텍스트의 윤리성 구 을 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이나 기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어 선택

㈁ 조사나 어순 변화

㈂ 종결법

㈃ 능동이나 피동 표 ,양태 표

㈄ 단정 표 과 완곡 표 등

㈅ 텍스트 구성：필자의 선택,정보의 양과 배열 치 조정

㈆ 다양한 문법 요소(표지,indications):독자와의 상호작용 표지(문답 형식),

자료 통합 과정과 련된 표지 활용하기(인용 표지 :～에 따르면,～ 라고

한다.),출처 제시 표지

㈇ 출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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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텍스트에 통합된 부분은 필자가 자료를 읽고 자신의 에 쓸 만하다는

평가를 거친 결과이다.따라서 자료 통합 부분은 자료 자체가 지니고 있던 윤리성

이외에 필자가 부여한 윤리성(신뢰성)을 추가 으로 지니게 된다.이때 필자가 부정

인 사례로 비 하기 해 자료의 일부분을 활용한 경우에도 필자가 그 자료에 윤

리성(신뢰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에 유의해야 한다.필자는 내용에 해서는 비

인 입장이지만,자료 자체는 자신의 에 활용해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담화공동체에서의 소통

완성된 텍스트를 매개로 한 실제 인 소통은 ‘필자—(텍스트)—독자’와 ‘필자—(텍

스트)—담화공동체’로 나 수 있으며,쓰기 과제의 상황 맥락이 특정 독자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가 보편 독자로 확 되기 때문에 두 유형은 일치하게 된다.

‘필자—(텍스트)—독자’의 계를 살펴보면,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일차 으로

텍스트의 윤리성을 단하고 의 내용 는 형식으로 구 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필자의 윤리성을 이차 으로 추론하게 된다.이때 독자는 텍스트의 윤리성과

필자의 윤리성에 한 단을 근거로 읽기 행 의 지속 여부, 에 한 평가,필자

에 한 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필자—(텍스트)—담화공동체’의 계에서 필자는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담화공동체는 소통 과정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

문에,필자는 을 쓰는 동안 독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담화공동체에 해

서도 고려해야 한다.윤리 쓰기에서 담화공동체는 다양한 양상으로 소통에 여

한다.먼 소통이 일어나는 사회․문화 맥락을 제공하며,쓰기 윤리 련 맥락,

즉 이상 소통 문화에 한 합의,쓰기 윤리의 내용 거를 설정하는데, 를 들

면 표 에 한 인식 단 기 을 정하고 작권이나 명 훼손 등의 언어 표

련 법규를 제정한다. 한 언어 습으로서의 장르의 특성도 담화공동체 내에서

규정된다.쓰기 과제에서 독자를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러한 담화공동체의 윤

리 ․ 습 기 은 ‘보편 독자’의 기능을 하며,윤리 쓰기에 한 평가 기 이

된다.자료 통합 쓰기에서 특징 인 부분은 필자가 통합하려는 자료들이 담화공

동체의 역사․문화 으로 축 된 지 자산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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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쓰기 과정에서 쓰기 윤리의 련 양상 향 요인

Ⅱ장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의 설계를 한 이론 근으로 ‘쓰기 윤리’와 ‘윤리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고,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를 고찰하 다.본 장에서는

쓰기 과정에서 윤리가 여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을

쓰는 데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자료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윤리

쓰기를 실질 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해서는,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을 쓸 수 있는 능력에 을 두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Ⅰ장의 ‘3.연구 방법’에서 개 하 듯이 본고의 자료 수집 분석 과정은 2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에서 쓰기 윤리에 한 인식

이나 쓰기 윤리와 련된 경험,자료 통합 쓰기 과정에서의 쓰기 윤리 련 양

상을 악하여 분석틀의 하 범주를 구성하 다.쓰기 윤리에 한 요소는 에 명

시 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연구자가 해석한 부분도 있으므로 범주 설정의 타

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하 범

주들을 한 단계 높은 수 으로 통합할 때에 범주들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명명법을

사용하면서,해당 범주와 련된 도덕 심리학 이론을 일부 활용하 다.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쓰기 과제를 보완하 으며,필자의 개인 특성에

한 심층 정보를 얻기 한 활동지를 개발․ 용하 다.

Ⅱ장의 ‘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트의 이론에서는 윤리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주차를 못해

서 곤란해 하는 B를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A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되어 있다.그러나 자료 통합 쓰기에서는 윤리 인 학

생 필자라도 윤리 인 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쓰기 능력이 큰 비 을 차

지한다.따라서 실행력의 하 요소인 수행 능력을 분리하여 ‘쓰기 능력’이라 명명하

고 ‘Ⅲ.1.’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쓰기 과정에 따른 분석 과정에서 윤리 쓰기를 수행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악되었다.여기에는 ‘필자의 개인 특성’과 ‘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가

속하며,‘필자의 개인 특성’은 스트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한 특성을 심으

로 정리하 고,윤리 동기화에 한 설명을 보완하기 해 ‘윤리 정체성’과 ‘윤리

정서’범주를 포함시켰다.‘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는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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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심층 설문지,활동지에서 언 된 내용을 심으로 귀납 으로 분류하 다.[그

림 Ⅲ-1]은 본고의 분석틀과 각 요소 간의 상호 련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

쓰기 과정에서 쓰기 윤리가 여하는 양상

․쓰기 과제 분석 단계

․자료 읽기 정립 단계

․내용선정 조직단계

․자료 통합 표 단계

․고쳐쓰기 단계

필자의 개인 특성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
→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

↑↓  ↑↓

‘윤리 쓰기’를 한

동기화
→
←

‘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

[그림 Ⅲ-1]분석틀과 각 요소의 상호 련성

이 장에서 분석할 자료는 크게 쓰기 과제별로 학생이 작성한 ,쓰기 과정에

한 심층 인 정보를 얻기 한 추가 자료로 나 수 있다.추가 자료에는 쓰기 과정

에 필요한 략을 학습 활동으로 구성한 학습지,쓰기 윤리에 한 인식·실태·필자의

윤리 정체성 등과 련된 설문지,자료 통합 쓰기의 과정에 한 학생의 수행

능력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악하기 한 심층 설문지,학생과 교

사 면담 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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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학생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쓰기 과제를 제시하 다.먼 ㉮형에서는

쓰기 윤리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악하기 해,쓰기 윤리의 개념과 구체 인 사

례에 한 A41쪽 분량의 읽기 자료를 읽고,‘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쓰

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쓰기 윤리를 지키기 한 방안’에 해 자신의 의견을

쓰도록 하 다.㉯형은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한 건의문 쓰기로,학생 인권 조례

개정과 련된 신문 기사,‘학생 인권 조례’의 개념과 취지를 설명하는 인터넷 자료,

비 입장이 언 되어 있는 라디오 시사 로그램 본, 행 ‘학생 인권 조례’에

서 발췌한 항목 등으로 구성된 A44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고,이 자료들을 바탕으

로 자료 통합 쓰기를 하도록 하 다.㉰형은 쓰기 윤리에 한 정의와 구체 인

내용에 한 설명문, 작권 련 인터넷 자료,표 과 련된 신문 기사 2편으로 구

성된 A43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고,자료 통합 쓰기 방식으로 ‘쓰기 윤리 문

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해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하 다.세 가지 유형의 쓰기

과제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A고교 학생들은 쓰기 과제 ㉮형(1차시)과 쓰기 과제 ㉯형(3차시)을 수행하 으며,

본격 인 자료 통합 쓰기에 앞서 2차시에 자료 통합 쓰기에서 쓰기 윤리

련 문제와 자료 통합 방법(인용하기,요약하기,출처 밝히기 등)에 해 학습하 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자료 통합 방법에 한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B고교

에서는 쓰기 과제 ㉮형을 C,D고교에서는 쓰기 과제 ㉰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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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제 제시한 자료
자료 활용

여부
상

쓰기 윤리에 한

자신의 생각 쓰기

(㉮형)

쓰기 윤리의 개념,구체 인 사례 등 학

생들의 이해를 돕기 한 자료(1쪽 분량)

스스로 생성

한 내용으로

작성

A고교

B고교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한 건의

문 쓰기

(㉯형)

[자료 1]31)학생 인권 조례 개정과 련

된 신문 기사

[자료 2]학생 인권 조례에 한 ‘학생용

홍보 자료’

[자료 3]라디오 시사 로그램 본(비

입장)

[자료 4]‘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서 발췌

한 내용

자료 통합

쓰기
A고교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에 해 쓰기

(㉰형)

[자료 1]쓰기 윤리에 한 정의와 구체

인 내용에 한 설명문

[자료 2] 작권 련 인터넷 자료

[자료 3]표 문제에 한 신문 기사

[자료 4] 입 자기소개서 표 방지

책에 한 신문 기사

자료 통합

쓰기

C고교

D고교

<표 Ⅲ-1>쓰기 과제의 구체 인 내용

1.쓰기 과정에서의 쓰기 윤리 련 양상

먼 자료 통합 쓰기 과정에서 쓰기 윤리가 련되는 양상을 분석하여,윤리

쓰기를 해 필요한 쓰기 기능의 하 요소들을 악하고자 한다.학생들이 반

으로 자료 통합 쓰기에 한 학습 경험이 부족하고,인용이나 요약 등의 자료

통합 방법에 해 학습한 A고교 학생들도 충분히 연습한 상태라 보기는 어렵다.따

라서 학생들이 작성한 을 분석할 때에는 인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출처에

31)쓰기 과제에서는 자료를 (가),(나)와 같이 제시하 으나,본고에서는 [자료 1],[자료 2]

등과 같이 표 하 다.Ⅲ장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의 시를 (가),(나)와 같이 제시하

는데,이러한 시문의 명칭과 혼동을 피하기 해서이다.



-77-

한 정보를 빠짐없이 순서에 맞게 밝혔는지 등의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오류를

분석하지는 않는다.즉 ‘학생들이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하는가’를 분석하기보

다는 ‘학생들이 인용법에 해 이해하고 자료를 표 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다는 것

이 윤리 쓰기를 잘하는 것과 련이 있는가’,‘학생이 작성한 이 윤리성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을 둘 것이다.본고에서 기술한 부정

인 사례들은 ‘윤리 쓰기’에 필요한 하 능력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연구자에게는 의미 있는 사례들이다.32)

1)쓰기 과제 분석 단계33)

텍스트의 윤리성에 한 기 은 쓰기 과제와 상 없이 보편 인 것도 있고,쓰기

과제에 따라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것도 있다.따라서 필자가 윤리 으로

을 쓰기 해서는 주어진 쓰기 과제와 련된 윤리 측면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

다.“이 쓰기 과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윤리 문제와 련되어 있다.” 는 “이 단계

혹은 이 과정에서는 윤리 요소를 고려하여 내용이나 표 등을 선택해야 한다.”와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쓰기 과제를 면 히 분석하여 독자,자료의

자 등과 같이 윤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상을 찾고,쓰기 과제의 내용,상황 맥

락,사회·문화 맥락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 단서를 악하여 각 상에 따라

구체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련지어야 한다.

세 가지 쓰기 과제 에서 쓰기 윤리와 련된 양상이 가장 다양했던 과제는 ㉯형

이다.왜냐하면 ㉮형과 ㉰형에서는 상 독자를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형

에서는 ‘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으로 한정하 기 때문이다.쓰기 과제 ㉯형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32)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맞춤법․띄어쓰기 련 오류,문법에 어 난

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33)일상 인 쓰기 상황에서는 필자가 을 쓰는 의도에 한 윤리성 여부도 단해야 한

다.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 으므로,이 부분에 해서

는 다루지 않았다.



-78-

[활동]다음은 ‘학생 인권 조례’에 한 을 쓰기 해 수집한 자료이다.자료를

읽고,“ 행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

에 해,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께 건의하는 을 써 보자.

<주의사항>

① 자신이 설득력 있게 건의를 하면,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 과정에 향을 수

있다고 가정함.

② 독자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임을 염두에 둘 것.

③ 자신의 주장에 한 타당한 근거를 들 것.

④ 자료를 활용하여 쓰되,출처를 반드시 밝힐 것.

[자료 1]학생 인권 조례 개정과 련된 신문 기사

[자료 2]학생 인권 조례에 한 ‘학생용 홍보 자료’

[자료 3]라디오 시사 로그램 본(비 입장)

[자료 4]‘서울 학생 인권 조례’의 구체 인 조항

쓰기 과제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을 상 독자로

하여,“ 행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해,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과 근거를 들면서 건의하는 이다.건의하는

을 쓰기 과제로 구성할 때에는 학생 자신의 이해 계와 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하기 때문에,[자료 1]로는 ‘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

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서울시의회와 갈등이 상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를 제시하 다. 한 쓰기 상황의 실제성을 높이기 해 <주의사항>①에서 건의문

을 설득력 있게 쓰면,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

다.그리고 학생들이 쓰기 윤리에 해 고려하면서 을 쓸 수 있도록 <주의 사

항>에 독자와 자료 활용과 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특히 상 독자에 해 고려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기 해 을 그어 두었고,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도록 하 다.

(1)쓰기 윤리 용 상 악하기

먼 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이 수업(2차시)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 을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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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자,자료의 자,자료와 련된 사람에 해 윤리 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

하다는 과 각 상에 따른 일반 인 고려 사항으로 지도하 다.그리고 연구자는

학생들이 실제 인 쓰기 과제에서 윤리 고려 상을 찾고 구체 인 고려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을 안내하기 해,‘계획하기’단계에서 <표 Ⅲ-2>와 같은 활동을 제

시하 다.<표 Ⅲ-2>에서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2차시

에서 교사가 지도한 내용이며,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을 쓸

때 독자,자료의 자,수집한 자료에 실명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람 등에 해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 다.“내 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의 첫

번째 는 연구자가 제시하 고,학생들은 아래의 빈곳을 작성하 다.

［계획하기]쓰기 윤리를 지키기 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상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내 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

독자

독자가 내 을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함.

◦ 어떻게 해야 새 교육감께서 내

을 정 으로 받아들일까?

◦

◦

자료의

자

자의 의견,창작에 든 노력을

존 함.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자료의 내용을 활용할 때에는 출

처를 밝힘.

◦

◦

자료와

련된

사람

내 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상황에 따라 실명을 밝힐

지 익명으로 할지 결정함.

◦

◦

◦

<표 Ⅲ-2> 상에 한 윤리 고려 사항 정리 활동

학생들이 독자에 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작성한 내용은 크게 새 교육감을

상 독자로 인식한 경우와 그 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먼 상 독자를 새 교육감

으로 인식한 경우 에서는 고려 사항이 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미가

모호해서 연구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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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에 한 인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는 <표 Ⅲ-3>과 같다.직 으

로 교육감이라는 표 을 사용한 경우 이외에,문맥상 상 독자에 해 인식하고 있

다고 단되는 사례를 포함시켰다.

분류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신임 교육감에 한 고려

사항이 한 경우

◦ 어떻게 해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공감이 갈까?

◦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느껴질까?

◦ 내 솔직한 의견을 교육감께 전달해야 될 것 같다.

신임 교육감에 한 고려

사항이 부 한 경우

◦ 어떻게 하면 새 교육감이 자신의 잘못을 알까?

◦ 어떻게 해야 새 교육감에게 강한 인상을 줄까?

의미가 모호하여 평가하

기 어려운 경우

◦ 어떻게 하면 새 교육감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까?

◦ 어떻게 해야 새 교육감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표 Ⅲ-3>독자에 한 윤리 고려 사항의

이 과제에서 상 독자에 해 학생들이 악해야 하는 윤리 단서의 로는 정

책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 교육감에게 고등학생인 필자가 어떠한 태도로 건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인지,자신이 건의하는 내용이 학생 측의 이익만 주장하는 편 한 의

견이 아니라는 사실에 해 어떻게 신임 교육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다. 에 제시한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을 읽는 사람이 공감이 갈까?”,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느껴질까?”,“내 솔직한 의견을 달해야 될 것 같다.”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학생은 진정성 있는 건의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

으므로,쓰기 과제에서 독자에 해 고려해야 할 윤리 단서를 제 로 악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건의문을 쓰는 상황을 잘못 악하 거나,[자료 1]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새 교육감이 자신의 잘못을 알

까?”,“어떻게 해야 새 교육감에게 강한 인상을 까?”와 같이 부 한 답안을 작

성한 경우도 있었고,“어떻게 하면 새 교육감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까?”,“어떻게 해

야 새 교육감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와 같이 독자에 한 고려는 제시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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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인 측면인지 아닌지 여부를 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상 독자를 신임 교육감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러한 인식이 구체 으

로 드러나지 않은 이다.

(가)◦ 효과 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 어떻게 해야 타당하게 반박할까?

(나)◦ 어떻게 해야 나의 의도를 잘 달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좀 더 뚜렷하게 자기 의사를 달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해야 내 의견을 정확히 표 할까?

◦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깔끔하게 달될까?

상 독자에 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작성한 의 들은,자신이 쓸 건의문

에 한정하여 상 독자인 신임 교육감에 해 고려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설득하는

을 쓸 때에 일반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다.(가)에 해당하는 들은 효과

인 설득 방법이나 타당성 있게 반박하는 방법을 직 으로 언 한 것으로 보아,

독자보다는 건의문의 설득 성격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나)에 해당하는 들을

살펴보면,자신의 생각,의도,의사,의견 등에 한 ‘달’이라는 표 이 자주 등장하

고 있다.이러한 표 을 사용한 학생들은 쓰기를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보다는

‘필자의 목 달성을 한 일방 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 독자에 한 윤리 고려 사항을 히

쓴 경우보다 그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사실을 통해,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이 반 으로 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윤리 단서를 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러한 단서들을 독자나 자 등과 련지어 사고하는 능력이 미숙할 것임을 알 수 있

다.

(2)장르 특성과 쓰기 윤리 련짓기

상 독자에 해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하게 악했으나 그러한 고

려 사항을 건의문에 제 로 반 하지 못했다면,그 원인에 한 해결 방법을 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여기에서는 A-다32학생의 사례를 통해 윤

리 인 건의문을 쓰는 데 실패한 원인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표 Ⅲ-4>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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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한 활동지의 일부이며,직 작성한 내용은 굵은 씨체로 표시하 다.<표

Ⅲ-4>아래에는 학생이 최종 으로 완성한 을 제시하 다.

상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내 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

독자

문○○

독자가 내 을 이해

하기 쉽고,유용한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어떻게 해야 새 교육감께서 내 을 정 으

로 받아들일까?

◦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느껴질까?

◦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표 Ⅲ-4>A-다32학생의 활동지 일부

<A-다32학생이 작성한 >

나는 솔직히 곽△△ 교육감과 문○○ 교육감에 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

지 않다.

곽△△ 교육감은 무나 진보 이고,문○○ 교육감은 무도 보수 이기 때

문이다.갑자기 진보 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갑자기 보수 으로 학생 인

권 조례를 수정하거나 철회한다면 이에 혼란되는 것은 학생들일 것이다.

를 들어,머리 규제를 보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머리 길이,염색을 허용했었

는데 갑자기 학생 인권 조례를 철회한다면 자신의 머리 길이,염색에 응되어 있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고 더러는 반발하는 학생도 많을 것이다.

곽△△ 교육감의 ‘학생 인권 조례’의 항목은 그 게 나쁘지는 않다.다만 이 계

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무나도 진보 으로 학생만의 인권만

을 요시하고 교권의 추락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고 문○○ 교육감의 앞으로의 학생 인권 조례의 수정안도 그리 좋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문○○ 교육감은 무 보수 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

인권 조례를 철회하든지 아님 학생 인권 조례를 폭 수정할 것임은 분명 자명한

일이다.(하략)

<표 Ⅲ-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학생은 상 독자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활동

지에 “문○○”과 같이 메모하 고,독자에 해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느껴질까?”,“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제 로 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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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를 작성하 다.연구자가 미리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필자가 자신의 에 히 반 할 수 있었다면,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건의문이 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A-다32학생이 쓴 을 살펴보면,독자에 한 윤리 고려가 드러나 있

지 않으며 설득력 있는 건의문으로 보기도 어렵다.그 이유로는 첫째,건의문의 형

인 구조에 따르지 않음으로써,건의문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담화공동체의 윤리

측면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둘째, 상 독자가 구인지 분명히

인식했으면서도 그은 부분과 같이 신임 교육감에 한 부정 인 평가를 반복함

으로써,건의 내용이 수용될 만한 분 기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셋째,독자에 한 윤리 인 고려 사항으로 생각했던 “어떻게 해야 내 진정성이 느

껴질까?”에 해 한 표 방법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을 들 수 있다.진정성은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직 으로 표 한다고 해서 구 되는 특성이 아니라,그러한

솔직함이 독자와의 신뢰 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감을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성 있는 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사례를 통해 윤리

쓰기를 해서는 쓰기 과제 분석 단계에서,장르의 형성에 반 되어 있는 윤리

측면을 이해하고 실제로 구 하기 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독자에 한 윤리 고

려 사항을 히 반 할 수 있는 내용 선정 표 방식을 알고 각각의 효과에

해 상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실질 인 구 과정은 내용 선정하기,조

직하기,표 하기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쓰기 과제를 분석하여 의 반 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장르의 특성,내용 선정,표 방식의 윤리 측면에 한

구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을 분석해 보면,쓰기 과제에서 요구하는 장르의 특성

을 제 로 구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A고교 ‘가’반 학생들은 쓰기 과제 ㉮형과 ㉯

형을 작성하 다.㉮형은 쓰기 윤리에 한 설명문을 읽고,‘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쓰기 윤리를 지키기 한 방안’에 해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으로,일종의 논술에 해당한다.따라서 ㉮형의 답안과 건의하

는 인 ㉯형과는 의 목 이나 구조,표 등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다음 두 학생

이 작성한 답안을 비교해 보고,㉮형과 ㉯형의 답안이 장르 특성에 의해 어느 정

도로 구별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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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가31학생의 답안

㉮형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먼 ,자신의 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

하기 때문이다.사람들은 구나 자신의 쓰기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평소 생각 는 마음가짐을 반 하는데,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에 펼치기 해서

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하략)

㉯형 :안녕하세요,문○○ 교육감님?서울 A고등학교 학생인 ○○○입니다.

먼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제가 이 을 쓰게 된 이

유는 몇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먼 두발 규제에 한 문제입니다.

(하략)

(나)A-가34학생의 답안

㉮형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을 쓰는 사람에게 을 쓰려

는 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이다.이는 결국 정보의 바다라 불리우는 인터넷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로 우리는 악성댓 을 다는 등의 일은 막아야 할 것이

다.(하략)

㉯형 :곽△△ 교육감이 내세운 학생 인권 조례에 해 새로운 교육감 문○○이

립을 맞으려고 한다.문○○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생 인권 조례의 사각지 를

지 하며 교권을 높이기 해 고치려고 하는 반면,시의회 교육 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은 조례 개정을 반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를 지지할지 몰라 실제 학생 인권 조례를 보았을 때 수정해

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낀 것이 있는 걸 보아 나는 약간 문○○을 지지하는 편이

다.(하략)

(가)학생의 답안을 살펴보면.일반 인 논술문과 건의문의 장르 특성이 잘 드

러나 있어 두 의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형 답안에서는 상 독자에

한 구체 인 언 없이 자신의 견해를 문어 표 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이

에 비해 ㉯형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구어 표 을 사용하여 건의문을 작성하 으

며,본격 인 건의 내용을 밝히기 에 자기소개 축하 인사로 상 독자에 해

의를 갖추고 있다.그러나 (나)학생의 두 답안을 비교해 보면,㉯형 답안이 건의

문이라기보다는 필자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는 논술과 유사하며,문체상으로도 ㉮형

답안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이와 같이 학생들이 작성한 두 답안을 비교해

보면,장르의 특성으로 인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보다 유사한 경우가 더 많았

으며, 체로 두 을 모두 논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하 다. 부분의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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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내 논술 회를 실시하므로,학생들에게 논술은 익숙한 장르 의 하나이

다.그러나 부분의 논증 쓰기 는 설득 쓰기 과제에서 장르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논술과 유사한 을 쓰게 되면,쓰기 과제의 장르가 요구하는 윤리

측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쓰기 윤리를 어기게 되기 쉽다.

두 가지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을 구별하여 ㉯형 답안을 건의문으로 작성한 학생

들 에서도 건의문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 한 답안은 많지 않았다. 체로 건의문의

도입 부분은 주로 정 한 인사말,필자 소개,건의의 목 제시로 구성된다.이러한 내

용은 필자와 독자의 계 형성에 기여함으로써,본격 인 건의에 앞서 필자의 건의가

수용될 만한 분 기를 조성하거나 어도 독자가 정 인 인상을 가지고 건의 내용

을 읽어 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한 마무리 부분은 건의에 한 요약,건의

수용에 한 필자의 희망이나 감사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이러한 내용 구성 역시

건의문이 갖추어야 할 윤리 측면과 련된다.도입과 마무리 부분의 역할을 고려하

며 (가)와 (나) 을 살펴보자.(가)는 의 도입 부분이며,(나)는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며,‘도입 부분’,‘마무리 부분’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가)문○○ 서울시 교육감께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를 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에 매우 깊은 감

사의 말 을 드리며,이번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에 해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에 해 차차 해결해야 할 계획 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해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 을 니다.(A-다12)

(나)2012년 겨울 학생들은 기말시험이 끝나고 학교에서 이곳이 극장인지 독서실인

지 모를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학생 인권 조례

를 개정하여 학생의 인권보다 학습권을 더 존 하겠다는 발표가 이루어지고,수많

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를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도입 부분

( 략)

문○○ 교수님이 올바른 방법으로 학민국 교육을 지도하시기를 바라며 을 올

립니다.2012년 서울시 □□고등학교 1학년 △△반 신○태 -마무리 부분

(A-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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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정 한 인사말,당선 축하,집필 동기 등으로 도입 부분을 구성하 으며,

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의문의 형 인 구조에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

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는 쓰기 과제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

의 황과 련 기사에 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구성하 다.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

한 형 인 구조는 아니지만,건의를 하게 된 동기와 련되므로 한 내용에

해당한다.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독자에 한 기 를 정 하게 표 하고 있으므로

윤리 측면에 한 고려를 구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다)와 (라)역시 의 처음 부분으로,(가),(나)와 달리 도입 부분

을 생략함으로써 상 독자와의 정 인 계 형성이라는 도입 부분의 기능을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 는 학생 인권 조례에 해서 어느 정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미

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년으로서의 생각이나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따라서 교

사는 학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직업입니다.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간 　

체벌마 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이는 다른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직 체벌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간 체벌은 필요합니다. 한 소지품 검사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두발은 교육 인 효과도 없으므로 행 유지

가 좋습니다.(A-가20)

(라)‘학생 인권 조례’에서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이용’입니다.학생

들이 권리라며 들거나 반항하는 경우 선생님들도 어이없어 하십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선생님들도 교육의 의무뿐만 아니라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강도가 지나칠 경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개성을 실 할 권리’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한민국 학생의 부분은 우리 사회의 실 때문에 좋은 학교,공부,내

신,수능 등을 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10 에 의미 있는 경험과 우

정,소 한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지만 실에 시간을 뺏겨 자신만의 개성,소질,

성 등을 찾아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그나마 제12조 (개성을 실 할 권리)에서 복

장이나 두발에 한 규제를 지함으로써 작은 일이지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이 조항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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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라)는 상 독자를 고려하며 작성한 건의문이라기보다는 회의 시간에 발언

권을 얻어 구두(口頭)로 건의하는 상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결

과는 ‘건의하기’라는 장르에 한 학생들의 경험과 련지어 볼 수 있다.학교에서

‘건의하기’는 주로 교사를 상으로 하거나,학 회의 시간에 동료 학생들을 상으로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말로 건의할 때에는 발화 상황과 련된 다

양한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청자와의 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건의하는 에서는 도입 부분에서 이러한 계 형성을

한 내용을 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게 볼 때 의 (다)와 (라)는 독자와의

계가 제 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 독자의 반응에 해 고려하지 않고 자

신의 주장만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쓰기는 건의 내용이 수용되는 데

부정 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나아가 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발 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담화공동체의 목 달성에도 부정 으로 작용하게 된다.

(3)과제 수행에 따른 윤리 결과 상하기

다음은 쓰기 과제 ㉯형의 ‘[자료 1]’로,학생들이 건의하는 을 쓰게 된 계기와

련된다.신임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조항에 우선순 를

두고 개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에서는

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갈등이 고된다는 내용이다.

[자료 1]“학생 인권 조례 바꾸겠다”“개정 불가”문○○ 서울 교육감 입장에 시의회

반 …갈등 고

학생 인권 조례,무상 식,등 ‘곽△△ 표’정책을 놓고 “바꾸겠다”는 새 서울시교육감

과,“지켜내겠다”는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고하고 있다.문○○ 신임 교육감은 20일 취

임 후 첫 기자 회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린 학생에게 교사가 ‘주머니 속 담뱃갑 좀 보자’

고 해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인권 조례 때문에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학

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았다.문 교육감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애로 사항을 느끼는 조항에 우선순 를 둬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교육감은 서울시의

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조례의 시행 규칙을 바꿀 수 있다.(하략)

-한국일보,2012.12.21(http://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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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을 보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언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러한 소신을 지닌 신

임 교육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보자.

재의 학생 인권 조례에 하여 찬성합니다.

지 존재하고 있는 6조,10조,13조,17조,18조가 있어서 그나마 큰 사태는 안 일

어난 것 같아 지 의 학생 인권 조례가 굳이 안 바 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은 지 이 조례에 하여 만족해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

며 지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지 이 조례는 희에게 심리 으로도 평안을 주고 있

으며 여러모로 스트 스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희로서는 더욱이 이 조례가 안

바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A-나24)

본고의 쓰기 과제에서 건의 내용에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상 독자

인 교육감에게 있다.따라서 건의를 할 때에는 독자의 권한에 해 인정하고,그러한

권한을 보다 합리 으로 행사하는 데에 자신의 견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

미를 달하는 것이 요하다.[자료 1]에 나타난 교육감의 의지를 고려할 때,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개정 취지에 한 언 을 하지 않고, 그은

부분과 같이 ‘재의 학생 인권 조례에 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첫 문장에서부터 반

복 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공개 으로

개정 의지를 밝힌 상태이므로, 행 조례를 극 으로 지지하는 견해는 자신의 정

책에 해 으로 반 하는 입장으로 이해되거나 자신의 권 에 한 도 으로 이

해될 수도 있다.즉 주장의 합리성이 문제가 아니라 독자에 한 필자의 태도를 문

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A-나24학생이 제시한 근거는 학생의 입장만 언 되어 있으며,근거의 내용도 학

생들은 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낮다.교육감이 학생 인

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재 생활 지도와 련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학

생들은 재의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따라서 이 건의문을 읽은 교육감이 건의 내용에 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주로 내용 선정에서 윤리 측면의 문제를 보여 라면,아래 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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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서 필자와 독자의 계를 잘못 이해하여 내용과 표 모두에서 윤리 문제가

있는 이다.

(상략)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개성을 실 할 권리,사생활의 자유인 것 같은데

㉠개성을 실 할 권리부터 시다.사실 인간이 개성을 실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특히 ㉡두발은 군가가 강제로 머리를 자른다면 동물들도 기분 나빠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두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근거로 항상 말하는 것은 학생

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므로 머리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뺐기면 안 된다는 것입

니다.(략)자유를 뺏으면 공부의 효율 등을 더 높일 수 있겠지요.㉢하지만 그것

은 결코 민주 인 방법이 아닙니다.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효율이 조 떨

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당연히 려야 할 자유는 줘야 할 것입니다.(A-가16)

그은 ㉠ 부분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가능하지만,교육감으

로서의 권 를 존 해야 하는 건의문에서는 하지 않은 표 이다. 한 [자료 1]

에서 교육감이 두발 규제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에서는 교육

감을 학생들에게 비민주 으로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처럼 표 하고 있다.교육감이

을 읽는다면 기본 인 의를 갖추지 않고,자신에 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단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는 을 평가할 때 필자가 독자 자신에 해 인식한 내용보다는 에 제시되

어 있는 내용이나 표 을 기 으로 삼는다.어떠한 상황에서는 의 내용보다는 필

자의 윤리성이나 태도가 더 시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필자는 내용 선정이나 표

방식이 쓰기 윤리와 련되어 있음을 알고,계획하기 단계에서 내용 선정이나 표

방식과 련된 다양한 안들의 윤리 효과를 상하여 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자료 읽기 정립 단계

(1)객 인 태도로 자료 읽기

에 활용할 참고 자료를 읽을 때에는 정보의 내용을 해독하고 이해하는 인지



-90-

처리 이외에 주제나 자료의 내용에 한 즉각 인 감정 반응이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쓰기의 목 이 필자의 개인 인 이익과 련되어 있거나,주제나 자료의 내용

이 필자의 의견과 립될 때에 필자는 감정에 한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한 취지에서 공표되었고,이러한

내용이 재 각 학교에서 시행 인 교칙에 반 되어 있다.따라서 학생들은 [자료

1]을 읽고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교권 강화라

는 을 알게 되고,이때 즉각 으로 개정에 한 거부감이나 부정 인 정서 반응이

형성될 수 있다.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필자는 자료를 읽으면서 생

긴 자신의 즉각 인 정서 반응이 쓰기 과제에 합한지 검해 보아야 한다.정서

반응에 한 검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 내용이나 표 에 향을 미

쳐 건의하는 에 어울리지 않는 양상을 띠게 된다.다음 에서 학생의 감정 반

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이러한 감정 반응이 의 내용 개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가)학교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신 있으신가요?그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

고,학생은 교사에게서 배우는 곳일까요?아닙니다.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존재합니

다.학생은 학교의 기본이나 다름없습니다.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도

하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자랄까요?오히려 잘못 자라게 됩니다.생각해 보세요.학

생 인권 조례를 학생의 인권의 침해를 하여 개정한다면,독재를 한 유신 헌법을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역사를 반성하고 새 길을 닦아나가야 할 이 시 에

시 를 역행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A-가06)

(나)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유혹으로 학부모들을 혹시키고 학

생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학생 인권을 축소시킨다면 씻지 못할 한국 교육의 오

이자 역사를 역행하는 구시 이고 폭력 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사람들은 가끔

학생들은 모두 그것에 동의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하지만 그럼 우

리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 해서는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본 자유권을 보장받기 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입니까?교육감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A-가16)

(가)에는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 취지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해서라는 [자

료 2]의 내용을 근거로, 친 부분과 같이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은 곧 학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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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라는 극단 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가)의 핵심 내용은 ‘학교의 기본은 학

생이며,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이

다.

(나)는 의 마무리 부분인데,학생 인권 개정이 학생들의 학업에 효율 일 것이라

며 학부모를 혹시키고,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씻지 못할 한국 교육의 오 이자 역사를 역행하는 구시 이고 폭력 인 정

책”이라는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 상투 인 표 을 사용하고 있다. 상되는 반론

에 해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해서 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하는지,자유권을

보장받기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해 질문하고 있는데,이

부분은 논리 인 근거를 들어 건의하는 이라기보다는 조례 개정에 반 하는 학생

들을 선동하는 연설문에 가깝다.이와 같은 사례들은 필자가 주제나 자료에 해 주

이고 감정 반응을 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자료를 객 이며 개방 인

태도로 읽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화제에 한 지식 재구성하기

을 쓸 때에 자료를 수집하는 목 은 화제나 주제와 련된 지식을 보완하기

해서이다.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이미 알고 있

는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며,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

거하여 수정하기도 한다.필자가 화제에 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자료의

신뢰성을 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자료에 한 객 이며 개방 인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쓰기 과제의 화제인 쓰기 윤리에 해 선행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

이었으므로,연구자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언 이 많았다.

(가)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수 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나만

해도 쓰기 윤리에 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무하므로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제시문을 통해 처음 하게 되었다.(C-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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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끔씩 과제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항상 인터넷을 찾아보게 된다.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의 을 그 로 복사하여 짜깁기하는 일이 부분이었다.모

두들 그 게 하고 짜깁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

이 없었다.그러나 앞의 을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C-나

34)

(다)모든 학생들이 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하듯이 나 한 남의 을 표 하는 행

를 많이 해 봤고 불법다운로드도 많이 해 보았지만,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 은 쓰

기 윤리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남의 을 모방하게 된다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가11)

(가)와 (나)를 작성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쓰기 과제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 다.(나)와 (다)에는 학생이 쓰기 윤리를 반했던 경험이 공통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쓰기 윤리에 한 자료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행 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가)～(다)를 작성한 학생들은

쓰기 윤리에 해 알지 못했거나 막연하게 알던 상태에서,자료 읽기를 통해 쓰기

윤리에 한 지식을 개념 수 에서부터 새롭게 구성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완성한 을 분석 상으로 삼았으므로,자료 읽기를 통해

기존 지식을 보완하거나 수정한 과정에 해 의 사례와 같이 학생이 직 으로

언 한 내용 이외에는 악하기 어렵다.완성된 에는 재구성된 지식의 결과만 반

되어 있으므로,그 에서 어떤 부분이 기존 지식인지 어떤 부분이 재구성된 것인

지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학생들의 에서 쓰기 윤리에 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발견되었으며,이러한 지식들은 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다.따라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화제에 해 정확한 지식을 재

구성하는 과정을 윤리 쓰기를 한 하 과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여기에서는 추가 으로 학생들이 쓰기 윤리에 해 재구성한 지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유형을 쓰기 과제 ㉮와 ㉰의 답안과 심층 설문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쓰기 윤리에 해 부 합한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국어 수업에서 다른 쓰기 과

제를 수행할 때에 쓰기 윤리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본고에서의 분석 결과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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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29학생이 활용한 [자료 3]의 일부>

한국 사회가 이처럼 표 에 취약한 이유는 엄격한 기 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을 학회지나 잡지에 발표하고 다시 제목만 바꿔 다른

데 발표하면 자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표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다. 각 학 도서 에는 표 만을 감시하는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다.무엇

보다 요한 건 창작자나 학자 자신의 도덕성이다.학생 시 부터 표 에

한 확실한 교육을 받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표 은 곧 심각한 범죄 행 로

받아들여진다.( 략)

윤리와 련된 지식 에서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유형이므로,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표 의 개념과 범 에 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다음

에 제시되어 있는 표 에 한 인식을 살펴보자.

(가)쓰기 윤리란,[자료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

야할 기본 인 윤리 규범이다.이러한 기본 인 윤리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사

례들은 우리 주 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요즈음 고등학생들의 쓰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듯이,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그림 혹은 사진 등을 출처 표

시 없이 활용하는 을 들 수 있다.이러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들은

자신이 찾은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다.(C-가26)

(나)내가 자료의 내용을 자신의 표 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할 때는 그 자료의 내용

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정리를 못할 때이다.그 로 베끼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는 표 하지 않고 쓰기 해서 자료의 주요 문장 혹은 단어들을 골라 연결어 같은

것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A-다10)

(다)(상략)즉,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나타낸다.([자료 1])( 략)그 다면 쓰기 윤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이를 처하

기 해 우선,표 이 성행하는 이유를 제 로 알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작권 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그 원인을 교육 부실과 엄격한 사후처리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그는 어릴 때부터 표 에 한 확실한 교육을 받아오는 선진국

에 비해,우리나라는 숙제를 베끼는 인식이 표 행 로 이어진다고 지 하고 있

다.(C-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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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 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한국에서 표 이 성행하는 원인을 두 가

지로 분석한다.첫째는 교육 부실이다. 등학교 시 부터 숙제는 참고서를

베껴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다는 것이다. 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

라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되어 있고,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둘째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표 을 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표

을 방할 수 있다.

(가)를 통해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에 해 “자신이 찾은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인식은 인

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이라는 생각,즉 인터넷 상에서

의 작권에 한 부정확한 지식과도 련되어 있다.(나) 의 친 부분은 학생

이 표 을 하지 않기 한 략으로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주요 문장 혹은 단어들

을 골라 연결어 같은 것을 추가”하는 방법도 표 에 해당하므로,표 의 개념에

해 잘못 이해한 경우로 볼 수 있다.(다)를 작성한 학생이 수행한 쓰기 과제 ㉰형에

는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간략한 수 의 출처 표시,즉 해당 부분 뒤에 “([자료 1])”

이라고 표시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이 학생은 이러한 지시 사항에 따라 처음에

쓰기 윤리에 한 정의 부분을 [자료 1]에서 그 로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있다.이에 비해 그은 부분에서는 [자료 3]에서 일부 어구를 그 로 활용하여

요약한 내용이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이 학생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를 ‘그 로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지 않고 일부분을 바꾸어 쓰면 표 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잘못된 지식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참고

하되 그 로 베끼지 말라”는 교사의 지침에 해 학생들이 자의 으로 해석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표 의 용 범 나 출처 밝히기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경

우이다.

(라) 한 쓰기 윤리는 실제로 지키기 귀찮은 조항이다.물론 책이나 공 인 문서에

표 이나 남들이 정성스 만든 을 마구 베낀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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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편지나 일기까지 심지어 인터넷 까지 그런 것을 지키며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나만 보는 에서(일기 같이)그런 윤리 의식을 다 지킬 필요성은 사람들이

느끼기 힘들 것이다.(B-가33)

(마)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다.윤리의

구체 내용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쓰기,다른 사람의 이나 생각을 내

에 활용할 때에는 출처 밝히기,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로 쓰기,인터

넷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을 쓰지 않기 등이 있다.([자료

1])(C-가04)

<C-가04학생이 활용한 [자료 1]>

쓰기 윤리는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다.‘을

쓰는 과정’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도 포함된다.쓰기 윤리

의 구체 인 내용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쓰기,다른 사람의 이나 생각

을 내 에 활용할 때에는 출처 밝히기,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로 쓰기,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을 쓰지 않기

등이 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출처 없이

반복되거나,조사한 자료들의 내용을 다듬지 않고 부분 으로 연결시켜 을

쓰는 방법,즉 짜깁기한 이 무 많다.

(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을 활용하여 을 쓸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라’는 규범을 편지,일기를 쓸 때에도 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

고 있다. 부분의 쓰기에서 지켜야 할 쓰기 윤리가 있지만,편지와 일기에서는 편

지의 목 이나 일기의 자기 반성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진실성이나 진정성 있게 쓰

기와 같은 원리가 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를 작성한 학생은 [자료 1]의 친 두 부분을 선택하여 한 문단을 작성하

다.자료에서 두 부분을 활용하 으나 출처는 문단이 끝난 뒤에 밝힌 것으로 보아,

이 학생은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각각 출처를 밝 야 한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에 나타나 있는 쓰기 윤리에 한 부정확한 지식의 두 번째 유형은 작

권에 한 개념이다.학생들 에는 매체를 통해 작권에 한 기사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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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과는 무 한 문제로 인식하거나,정확한 개념을 몰라

서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쓰기 윤리를 지키기 한 방안으로는) 문 인 쓰기 윤리에 해 지식을 함

양해야 한다.‘쓰기 윤리’라는 것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쓰기 윤리’는 상당히 기본

인 것이고 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실은 이상과 괴리가 있다.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뉴스에 보면 ‘copyright……’나 ‘◯◯신문’이라는 문구가 기사 안이나 아래

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런 문구로는 법의 력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학생들이 겁

낼 이유가 없다.따라서 작권이나 표 등의 요성과 이에 한 처법을 숙지시

켜 학습이 필요하다.(B-나33)

(사)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다양하다.다른 사람의 을 인용할

때의 문제 에 한 것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난 사람 각자의 가치 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사람을 자유로운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도 쉽게

쓸 수도 있을 것이지만,그 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작권 침해라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쓰되 다른 사람의 을 인용할 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 두 사람은 다시 자신의 은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남의

은 존 하는 사람,자신의 과 남의 모두 자유로워도 되는 사람,자신의 이

인용되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의 을 표 하는 사람,자신의 도,남의 도 표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난 을 쓸 때의 윤리라는 개념은

의 사람들의 결 속에서 인용은 Never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한

다.사람들의 가치 은 모두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겐 배려라는 마음이 필요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내가 괜찮다고 하여 남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악성 댓 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달기에 생겨난다

는 생각이 든다.즉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배려 의식의 부족이다.(B-가

34)

(바)를 작성한 학생은 작권에 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쓰기 윤리 문

제를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법의 력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학생들이 겁낼 이유가 없다”는 부분에서,이 학생은 쓰기 윤리는 이상 인 것이므로,

작권 반으로 인해 실제 인 법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재 상황에서는 학생들

이 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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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작권’에 한 개념과 취지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지

재산에 한 다양한 입장들 에서 일부 사람들의 견해가 확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다양한 가치 을 인정한다는 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으로 볼 수 있으나, 작

권 보장에 한 당 성을 자신의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에 한 배려 의

식의 부족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에서 지도가 필요한 사례이다.

쓰기 윤리에 한 부정확한 지식의 세 번째 유형으로는 ‘복 제출’에 한 인식인

데,학생들은 ‘자기 표 ’에 한 이해 수 이 낮고,어느 정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연구자는 ․고등학교 수 에서 표 문제를 다룰 때에 상되는 몇

가지 문제 에 해 A고교에서는 심층 설문지로,B고교에서는 토의 활동으로 구성

하여 학생들의 이해 수 ,찬반 의견을 악하고자 하 다.34)다음 <표 Ⅲ-5>는 A

고교에서 실시한 심층 설문 문항 에서 복 제출에 한 내용으로,“ 에 썼던

을 고쳐서 새 처럼 제출하는 경우( .다른 과목, 는 다른 국어 과제)에 해

윤리 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아니면 쓰기 윤리에 어 난 행동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그 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자.”에 한 학생들의 답변이다.이 문항에 답

한 학생 17명 에서 ‘윤리 으로 허용할 수 있다’가 10명,‘쓰기 윤리에 어 난 행동

이다’가 7명이었다.35)

34)1차 자료 수집을 실시한 B고교에서 소집단 토의 활동 이 에 실시한 쓰기 활동에서 ‘자

기 표 ’에 한 개념이 부정확하다는 이 확인되었으므로,토의를 통해 구체 인 정보를

악하고자 하 으며,A고교에서 실시한 2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자기 표 과 련된

내용을 심층 설문 항목에 포함시켰다.

35)이 문항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서 다른 심층 설문 문항에 비해 응답한 학생 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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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 게 생각한 이유>

◦자신이 썼던 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가01)

◦내가 썼던 은 허용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걸 내가 새로 쓴 척한 건 잘

못된 행동으로써,윤리 이지 않은 행동이다.(A-가06)

◦과거에 자기가 직 쓴 을 고쳐 제출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A-가22)

◦자기 은 자기가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A-가24)

◦자신이 쓴 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자신의 을 다듬어 쓴 것이 아닌가?자

신이 쓴 을 활용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A-가31)

◦ 에 썼던 도 자신이 쓴 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쓴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A-가32)

◦만약 이 이 자신이 에 썼던 것이라면 출처가 자기 자신이므로 괜찮다.

그러나 남의 을 고치는 건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니 불가능하다.(A-가34)

◦근본 으로 보면,그 의 작권은 그 자신에게 있으므로 큰 문제를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는 그 자신의 쓰기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

이므로 윤리 으로 문제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이다.(A-가25)

◦첫째로 그것이 자신이 작성한 이라면 자신이 인용하는 행 에 비도덕 인 행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둘째로 자신의 작품에 문제가 있을 시 고쳐서 다시

한 번 검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A-가13)

쓰기 윤리에 어 난 행동이다.

<그 게 생각한 이유>

◦사골국을 끓이는 것은 먼 창조성이 없다. 에 을 썼을 때의 자신과 지

의 자신의 생각이 서로 다른데 그 편하기 해 그러는 것은 비윤리 이

다.(A-가29)

◦이미 나왔던 들을 수정만해서 내는 것은 자동차에서 고장난 부품만 교체해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A-가21)

◦이미 에 썼던 로 합당한 이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윤리 이지 못하다.(A-가16)

◦내 생각에 그건 쓰기 윤리에 벗어난 베껴쓰기같다.비록 자신의 을 다시 쓴

것은 뭐라 안하지만 그것이 마치 처음 생각해서 처음 쓴 이라고 하는 건 다

른 사람의 을 다시 써서 자신의 이라고 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

기에 쓰기 윤리에 어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A-가19)

<표 Ⅲ-5> 복 제출에 한 학생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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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윤리 으로 허용할 수 있다’를 선택한 학생들은 ‘일단

자신이 쓴 이라면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어떻게 활용하든 윤리 으로 문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그 원인으로는 작권에 해 정확하

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과제 수행과 련된 학습 윤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쓰기 윤리에 어 한 행동이다’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기

표 방식의 쓰기가 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인식하고 있거나

(A-가29),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비윤리 인 행 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A-가21,A-가16,A-가19)

‘복 제출’에 한 이러한 인식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났다.B고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쓰기 윤리 규정’만들기”활동으로,연구자가 선정한 10항목에 해

소집단별로 토의를 하여 ‘찬성,일부 수정,반 ’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 다.토의

내용은 녹음하 으며,토의 결과는 간략한 이유와 함께 정리하여 소집단별로 1부씩

제출하도록 하 다.10개의 항목 에서 “③ 에 다른 과목에서 제출했던 을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자.”에 해 찬성한 소집단이 가장 었는데, 체 11개

소집단 ,찬성 4개조,일부 수정 1개조,반 6개조 다.일부 수정을 선택한 조는

“참고와 인용과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로 수정하기로 한다.주제에 한

자신의 주장이 같을 수 있는데,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그리고 이

에 썼던 의 작권도 학생 자신에게 있으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하 다.반

의견을 제시한 소집단은 “공통된 내용은 의견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자기 표

까지 표 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자기 표 에 한 의문이 생긴

다.자기가 쓴 의 작권은 자기한테 있는데 왜 다른 에서 활용하면 안 되는

지...”,“한 과목에서 사용한 것을 다른 과목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표 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자기 표 은 표 이 아니다.시간과 노력을 자기가 투자한 것을 자기

가 다시 가져다 쓰는 것은 표 로 보기 어렵다.”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이 학생들도

작권,자기 표 ,과제 제출에 한 학습 윤리 등에 한 부정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므로,이러한 인식이 윤리 쓰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쓰기 윤리와 련된 정확한 지식을 재구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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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한 에 한 평가 자신의 정하기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에 학생들은 화제와 련된 여러 가지 견해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일 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자료 통합 쓰기

방식으로 구성된 쓰기 과제 ㉯형과 ㉰형을 수행한 학생들은 각각 네 가지 자료를 읽

고,쓰기 윤리나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해 자신의 을 정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두 과제 유형에서 제시한 읽기 자료의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먼 쓰기 과제 ㉯형을 수행한 학생이 읽기 자료를 통해 다양한 을 평가하고

자신의 을 정하는 과정을 상해 보자.

쓰기 과제 읽기 자료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한 건의

문 쓰기

(㉯형)

[자료 1]학생 인권 조례 개정과 련된 신문 기사

[자료 2]학생 인권 조례에 한 ‘학생용 홍보 자료’

[자료 3]라디오 시사 로그램 본(비 입장)

[자료 4]‘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서 발췌한 내용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에 해 쓰기

(㉰형)

[자료 1]쓰기 윤리에 한 정의와 구체 인 내용에 한 설명문

[자료 2] 작권 련 인터넷 자료

[자료 3]표 문제에 한 신문 기사

[자료 4] 입 자기소개서 표 방지 책에 한 신문 기사

<표 Ⅲ-6>쓰기 과제 ㉯형과 ㉰형의 읽기 자료

먼 학생 필자는 쓰기 과제가 ‘행 학생 인권 조례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해 새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께 건의하는 ’이라는

을 인식하고,[자료 1]부터 [자료 4]까지 제시된 순서 로 읽어 나간다.학생 필자

는 신문 기사인 [자료 1]에서 신임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정

이며,이를 반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 립될 것임을 알게 된다.학생 인권 조례

에 한 ‘학생용 홍보 자료’인 [자료 2]는 학생 인권 조례의 취지나 필요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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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학생 필자는 행 조항을 유지하려는 서울시의회의

과 련된다는 사실을 악한다.[자료 3]인 라디오 시사 로그램 본을 읽으면

서 학생 인권 조례에 해 비 인 에서 제기하는 근거들을 알게 된다.학생

필자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신임 교육감의 과 행 조항을 유지하려는 서울

시의회의 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자료 4]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 학생 인권 조례’의 구체 인 항목들을 읽어나간다.A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그러한 변화에 한 정 인 측면 는 부

정 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서,조항을 개정하려는 과 행 로 유지하려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다음에 제시한 을 통해 A-가04학생이 자신의

을 정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는 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분 으로 개정되어야 할 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

다.( 략)지 의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학생 인권 조례’의 성격은 미

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 을 심어 수 없기 때

문에 교권과 학생 인권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A-가04)

A-가04학생은 네 가지 자료를 읽고 나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행 학생

인권 조례의 취지와 역할에 해서는 찬성하지만, 행 조항들이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을 들면서 ‘부분 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쓰기 과제 ㉰형을 수행한 학생의 경우에는,먼 쓰기 과제가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해 자신의 생각 쓰기’라는 을 인식하고 [자료 1]부터 읽기

시작한다.학생 필자는 쓰기 윤리에 한 설명문인 [자료 1]을 읽고 기본 인 개념과

용 범 에 한 지식을 획득하고,청소년 상의 작권 련 자료인 [자료 2]에서

작권 반 사례와 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자료 3]으로 제시되어

있는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문

가가 그 원인에 해 분석한 내용을 읽게 된다.[자료 4]에서는 입 자기소개서 표

과 련된 기사 내용을 읽고,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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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무 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네 가지 자료를 읽고 나서,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간다.다음에 제시한 을 통해 C-가36학생이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

안에 해 자신의 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창의성이 시된다.학교에서도,기업에서도, 술 분야에서도 창

의성은 빼놓을 수 없이 평가되는 덕목 하나이다.그 지만 이 게 창의성이 요시

된 배경에는 쓰기 윤리의 해이로 인해 인터넷과 다른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짜깁기

에 한 사람들의 부정 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 략)제시문 (다)의 내용처럼 쓰기 윤리의 해이의 원인으로 교육 부족을 들 수 있다.

참고서,문제집,사교육에 익숙해진 한국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나,다른 매체로부터 들

은 내용,배운 내용을 암기하여 쓰는 데엔 익숙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창의

으로 을 쓰는 데엔 힘들어 한다.자발 인 사고와 쓰기가 힘들어진 한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져 이 을 짜깁기하는 것이다.(C-가36)

C-가36학생은 네 가지 자료에서 쓰기 윤리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악하고,

‘창의성’이라는 에서 쓰기 윤리 문제에 근하고 있다.양 으로만 늘어나고 있

는 짜깁기 방식의 에 한 반성으로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으며,그 원인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 방식이 창의성을 길러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주제와 련된 을 정하는 단계에서 자료에 제시된 내용에서 찾아 그 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자료에 한 의존도를 일 수 있고 짜깁기를

한 다른 학생의 과 구별되는 을 쓸 수 있다.따라서 이 학생과 같이 주제에

한 자신의 을 분명하게 정하게 되면,자료 통합 쓰기에서 표 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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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 선정 조직 단계36)

(1)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37)

가.자료의 신뢰성 확인하기

자료에서 신뢰성 있는 내용을 선정하기 해서는 먼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나 자료의 출

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하다.학생들은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

를 활용하 으므로,연구자가 자료와 함께 제시한 출처 정보를 통해 참고 자료의 신

뢰성에 해 평가하게 된다.본고에서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하기가 비교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일상 인 쓰기 상황을 가정한다면 자료 수집 단계에

서 자료의 신뢰성을 단할 수 있는 기 이나 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

다.다음은 연구자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 정보이다.

◦ 한국일보,2012,12.21(http://news.hankooki.com)

◦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t-rights.or.kr)

◦ YTNFM '출발 새아침',2012.1.26

◦ 조선일보,2012.1.27(http://news.chosun.com)

◦ 한국 작권 원회 홈페이지 ‘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

학생들은 주로 자료의 출처가 주로 리 알려진 신문이나 방송 로그램인 경우,

서울시교육청,한국 작권 원회 등과 같은 기 이나 단체의 명칭을 보고 출처의 신

뢰성에 해 평가하게 된다.그밖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domain)에 한 지

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비 리 목 의 기 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or.kr’이 리 목

36)내용 생성 단계에서 ‘필자가 스스로 생성한 내용에 윤리 기 을 용하는 과정’도 윤

리 쓰기의 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본고에서 학생들에게 자료 이외에 자신이 생

성한 내용에 어떠한 윤리 기 을 용할지에 해 지도하지 않았으므로,평소에 쓰던

로 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과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37)‘수집 과정의 윤리성’도 텍스트의 윤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나,본고에

서는 학생들이 직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연구자가 제시한 자료들을 활용하 으므로 이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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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m’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단할 수 있다.

나.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단계는 자료에서 자신의 에 활용할 내용을 선정하

는 단계이다.[그림 Ⅲ-2]는 C-나10학생이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을 분석한

이다.이 학생은 자료를 통합하여 을 쓸 때 용이하도록 핵심 인 어구에 해

을 거나,여백을 활용하여 ‘공식 사례’,‘(근본 )문제 원인’,‘외국의 경우:우리

나라와 다르게 엄격함’,‘우리나라의 경우: 충 넘어감’등과 같이 메모해 두었다.

[그림 Ⅲ-2]C-나10학생의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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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을 분석해 보면,스스로 내용을 생성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한 이 많았다.특히 쓰기 과제 ㉰형이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

결 방안’에 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는 과제 음에도 불구하고,많은 학생들이 자

료의 내용을 심으로 을 작성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내용의 답안이 많았다.쓰

기의 각 단계는 서로 연 되어 있기 때문에,내용 생성 선정하기에서의 문제 은

다른 단계에도 향을 미치므로,자료 의존 인 에는 공통된 문제들이 발견된다.

‘3)(2)’부터 분석할 사례들의 근본 인 문제 은 학생이 스스로 생성한 내용이 부족

하여,자신의 생각을 심으로 자료를 통합하지 않고 체 의 부분을 자료 내용

으로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다.자료 활용과 의 신뢰성에 한 인식

본고에서의 쓰기 환경은 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개별 으로 을 쓰

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내용 선

정하기’과정 역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연구자는 자료 통합 쓰기를 하

고 난 후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을 쓸 때의 장․단 ’에

한 심층 설문을 실시하 다.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의 자료

활용과 의 신뢰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악할 수 있었다.

(가)자료를 활용하여 을 쓰면 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를 들어 기억 속

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내용을 더듬어서 쓰는 것보단 자료를 찾아가며 을 쓰는 것

이 더 바람직하다.//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의 신뢰도를 높인다.특히 믿을 만한

곳에서 자료를 찾고 출처까지 밝힌다면 독자는 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단순히 내 경험만이 아닌 자료의 출처까지 밝힌다면 더욱 믿을 수 있다.

(하략)(A-나19)

(나)자료를 활용하여 을 쓰는 것보다 자료 없이 을 쓰는 것은 그만큼의 배경

지식과 이해력이 빠지는 것이다.고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종 으로 독자들이

을 읽을 때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A-나34)

(다)(상략)자료를 활용하여 쓴 은 독자의 이해를 돕지만 그 자료가 확실한 정보

가 아닐 경우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단 을 따른다.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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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이해를 돕기 해 자료를 활용하되 정확해야 할 것이다.(A-나27)

(가)에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시되어 있다.(나)에는 자신의 부족한 배경 지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에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 과 함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

되어 있다.이러한 반응들은 각각 의 윤리성,독자에 한 고려,자료의 신뢰성에

해 언 한 것으로,(가)～(다)는 모두 자료 활용에 한 바람직한 인식의 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사례는 자료 활용에 한 부 한 인식으로,자료를 독자와의 상호작

용을 돕는 매개물로 인식하기보다는 필자의 목 달성을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라)자료를 활용하면 좀 더 문 인 쓰기가 될 것이다.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면

근거가 약해지고 의 내용이 부실할 것 같다.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주장

을 펼치려면 자료를 활용해 압도 인 정보력으로 승부해야 될 것이다. 선 토론에

서 말하듯 콘텐츠가 풍부해야 한다.(A-다26)

(마)자료가 없이 을 쓴다면 떡밥 없는 낚시와도 같다.이처럼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수 있고,독자들을 끌어모을 수(?)있다.(A-다31)

(라)에서 의 문성을 높인다거나 근거를 강화시킬 수 있고 내용을 충실하게 채

울 수 있다는 은 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문성,설득력 있는 근거,충실

한 내용이 독자와의 소통을 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상 방을 설득하거나 주장

을 철시키기 해 압도 인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

하다. 의 설득력을 높이기 해서는 자료에 한 충분한 이해와 필자의 논리 사

고력보다 자료의 양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

어질 수 있다.(마)에는 자료가 텍스트의 윤리성을 높이기 한 방법이 아니라,독자

의 심을 끌기 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이러한 생각을 지닌 학생들에

게는 자신이 독자라고 가정하고,자료에 혹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료에 한 비윤리 인 태도를 교정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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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38)

여기에서는 체의 개요 수 에 해당하는 조직하기를 심으로 살펴보고,세부

인 내용 개와 련된 양상은 자료 통합하기에서 다루기로 한다.다음 <표 Ⅲ

-7>에 제시한 개요는 자신이 구상한 내용을 심으로 자료의 내용을 히 통합함

으로써 창의 으로 내용을 조직한 경우이다.

서론

 *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는 쓰기 윤리 

  1) 출처 없이 돌고 도는 블로그 게시글

  2) 인터넷 상 욕설, 비방글

 * ‘쓰기 윤리’에 대해선 많이 낯선 게 사실. ‘표절’에 대한 교육↓: [자료 3]

본론

*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실태

 Ex) 학교 과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제임에도 불구, 친구

들의 글을 참고하고 베끼기까지 하는 학생들. 겉으로 티는 못 내도 내 글을 

베끼면 감정 상할 듯.

*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1) 제도적 장치의 미비 - [자료 3]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나의 경험

    Ex) 5～6년 전만 해도 블로그에서 음악 쉽게 무료 다운

      제도적 장치 → 음원사이트 이용 / 음반 구매

 2) 사람들의 인식 부족 : 제도가 갖춰진다 하더라도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

용지물

   - 사실 나도 위의 [자료 1]～[자료 4]를 읽기 전까지 음악, 영화 불법 공유, 저작

권에 대해서만 대충 알고 있었을 뿐 ‘쓰기’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 심각성 인지 ×

    Ex) 며칠 전,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드라마의 캡처를 보며 시간을 보냈음. → 

[자료 2] 저작권 교실에 따르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

생활에서 크게 느끼지 못함.

* 쓰기 윤리와 관련된 사레

 Ex1) 트위터 – 남의 글을 자신의 타이라인으로 공유할 때 자동적으로 글 앞에 원

작자의 아이디와 함께 RT(리트윗)라는 표시가 뜸.

 Ex2) 댓글 신고, 순화 – 인터넷 사이트 비방글, 욕설 자동 삭제 & 신고 제도.

<표 Ⅲ-7>C-가30학생이 작성한 개요

38)자료의 장 방식(인쇄물,디지털 자료)도 자료 통합 과정에서 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본고에서는 모두 인쇄물 형태의 자료로 제시하 고,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지 않았으

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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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론에서는 쓰기 윤리의 실태(‘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는

쓰기 윤리’)에 해 쓰기 윤리 교육의 부족과 연 지어 구성하 고,본론에서는 고등

학생들의 쓰기 윤리 실태,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쓰기 윤리의 실천을 뒷

받침할 수 있는 기술 장치로 구성하 다. 체 으로는 실태와 그 원인이 복되

고 있으나,서론에서는 도입으로 인터넷에서의 쓰기 윤리에 해 언 하고,본론에서

는 고등학생이나 필자 자신의 경험을 심으로 실제 인 쓰기 윤리의 실천에 해

다루고 있다는 에서 창의 이라 할 수 있다. 한 이 개요에는 자료 통합에 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서론에서 쓰기 윤리 교육이 제 로 되지 않아서 쓰기 윤리

에 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 할 때 [자료 3]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시할 것

임을 알 수 있다. 한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에서 제도 장치가 갖추

어져 있지 않다는 데 해서 [자료 3]을 활용하고,쓰기 윤리나 작권에 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자료 2]를 인용하여 며칠 에 자신이 한 행동이 작권

반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쓴 을 살펴보면 학생과 같이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고 창

의 으로 조직한 경우는 많지 않다.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은 자료 통합

쓰기 반에서 나타나는 자료 의존 양상이 체의 구조에 반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쓰기 과제의 내용 요소만 제재로 선택한 경우

쓰기 과제 ㉰형에서 요구한 심 내용이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이므

로,제시되는 순서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학생 이 ‘쓰기 윤리에 한 정의’,‘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해결 방안’으로 구성될 것임을 쉽게 상할 수 있다.실제로 학

생의 에는 이 세 가지를 심 제재로 삼아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짜깁기

한 이 많았다.39)

39)연구자가 학생의 자료 통합 쓰기 과정을 컴퓨터 캡처 로그램으로 화면 녹화한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찰되었다(강민경,2011).학생들은 에 한 계획을 구체

으로 작성하지 않고,자료를 읽으면서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심으로 머릿속에 ‘제재

심’의 개요와 유사한 형태를 떠올린다.그런 다음 을 쓰면서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

쇄된 자료에서 그 로 입력하거나,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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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다.([자료 1])

개인의 생각․감정을 표 한 결과물에 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므로 쓰기 윤리

는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이지만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

나 모 출 사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30년 동안 표 해 온 것으로 밝 진 경우에서

재 ㉡ 우리 사회에서의 쓰기 윤리 실태를 잘 알 수 있다.([자료3])

오늘날 ㉢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숙제는 베끼면 된다는 인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 어떤 행 가 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한 교육이

등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둘째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처리가 없

기 때문이다.표 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 인식이 없을 뿐더러 재 우리나

라에는 표 행 에 한 처벌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을 하면 엄

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표 행 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표 을 방할 수 있다.([자료3])(C-가27)

의 친 부분을 순서 로 살펴보면,㉠은 ‘쓰기 윤리에 한 정의’,㉡은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과 ㉢′는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각각에 한

‘해결 방안’㉣,㉣′로 을 구성하 다.

이 학생이 속한 C고교에서는 인용하기나 출처 밝히기에 한 수업을 하지 않았으

므로,연구자가 학생이 출처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

한 부분에 “([자료 1])”과 같이 표시하도록 지시하 다.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자

료 1])”과 같이 출처를 밝히고 있으나,내용을 그 로 짜깁기하고 있으므로 직 인

용이나 간 인용의 표 정을 떠나서 한 쓰기로 보기 어렵다.

나.<보기>의 제재를 활용하여 조직한 경우

연구자는 쓰기 윤리에 한 학생들의 이해 수 을 고려하여,개요 작성시에 활용

할 만한 제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고 선택 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보기>에

로 제시한 제제는 ‘쓰기 윤리를 어긴 유명인의 사례’,‘쓰기 윤리에 한 나의 경

험’,‘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수 ’,‘쓰기 윤리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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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쓰기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사회 차원,학교

차원,나 자신의 경우)’등이었으며,“<보기>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도 됨”이라는 내

용도 덧붙여 두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제재의 를 제시한 의도는 학생들이 내용을 생성하거나 제재

심의 개요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해서 다.즉 학생들이 쓰기 윤리라는 익숙

하지 않은 화제에 해 내용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제재 심의 개요를 작성

하여 자료 통합 쓰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해서 다.학생들의

에는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가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견되었고,이를 통해

제재 심의 개요 작성과 자료 통합 방법이 자료 통합 쓰기의 교육 내용 방

법으로 효과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다음은 C-가25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연구자는 답안의 완결성보다는 자료 통합

쓰기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을 두었으므로,아래 <표 Ⅲ-8>과 같이 서론

과 본론을 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 다.학생들이 결론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임으로써,본론에서의 자료 통합 쓰기에 집 하도록 한 것이다.

서론 ◦ 쓰기 윤리란?

본론

◦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

 - 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수준

 - 쓰기 윤리를 어긴 유명인의 사례

 - 쓰기 윤리에 대한 나의 경험 

 -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 해결 방안

 - 쓰기 윤리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 해결 방안(사회적, 학교 차원에서)

<표 Ⅲ-8>C-가25학생이 작성한 개요

의 개요를 살펴보면,앞의 ‘쓰기 과제의 내용 요소만 제재로 선택한 경우’와 같

이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와 ‘해결책’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연구자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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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재들 간의 계화를 통해 하 내용을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하 음을 알 수

있다.이 학생은 서론에서 쓰기 윤리의 정의를 설명하고,본론에서는 쓰기 윤리 문제

의 실태에 해,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수 ,쓰기 윤리를 어긴 유명인의 사례,쓰

기 윤리에 한 나의 경험,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쓰고,해결 방안을 언

할 때에는 쓰기 윤리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먼 제시한 다음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해결하기 한 사회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의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자료 통합 쓰기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이 쓸 의 구조를 생

성하기보다는 자료의 구조와 내용을 모방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략을 가지고 있

다.그러므로 개요로 구성될 만한 제재를 미리 제시해 으로써 기 할 수 있는 장

은 학생들의 자료에 한 의존 인 성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것이

다.물론 <보기>의 제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한 경우에도,자료에서 각 제재에

해당되는 어구,문장 등을 찾아 요약하듯이 쓴 이 지 않았으나,이 부분은 조직

하기보다는 자료 통합하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자료의 구조를 활용한 경우

체 의 구조를 조직할 때에는 쓰기 과제에서 규정한 장르의 형 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쓰기 과제 ㉰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요구하 는데,이

러한 체 구조를 따르되 자료 체의 내용 흐름에 따라 의 구조를 구성한 사례들

이 있었다. 를 들면 쓰기 과제 ㉰의 쓰기 윤리에 한 정의와 구체 인 내용에

한 설명문인 [자료 1]은 ‘쓰기 윤리의 정의’로 활용하고, 작권 반 사례를 심으

로 한 안내 자료인 [자료 2]는 ‘쓰기 윤리의 반 사례’ 는 ‘쓰기 윤리의 실태’로

활용하고,표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다룬 신문 기사인 [자료 3]은 ‘쓰기 윤리

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활용하며, 입 자기소개서 표 방지 책에 한 신문

기사인 [자료 4]를 쓰기 윤리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의 로 구성한 경우가 있다.다

음에 제시한 은 [자료 1]-[자료 3]-[자료 2]-[자료 3]을 심으로 체를 구성

한 이다.문단 뒤의 굵은 씨 부분은 연구자가 기술을 해 추가한 것이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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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윤리의 구체 인 내용에는 거짓으로 쓰지 않기,다른 사람의 이나 생각을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기,악 같은 남을 비방하는 을 쓰지 않기…등이 있다.(

[자료 1]) :쓰기 윤리에 한 정의

하지만 사회에서의 쓰기 윤리 문제는 심각한 정도이다.일반인은 물론 소설

가,교수,심지어 출 사까지도 표 에 한 죄의식 없이 스스럼없이 표 을 하고

있는 상태다. 표 사례로는 유명 문학상까지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해 문제가 된 사례와,한 출 사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30년 동안 표 해 온

사례를 들 수 있다.([자료 3])그리고 나 한 학교 숙제를 하거나 할 때 인터넷 검

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참고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을 가져다 사용한

이 많다.이런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림,사진을 퍼다 자신의 홈피에 올리기,공유사이트나 웹 하드 등에서 자료 주조받

기, 화,음악 일을 게시 에 올리기,컴퓨터 로그램을 CD에 구워 친구한테 주

기,드라마나 쇼 로의 방송 장면 캡처해 올리기, 쓰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베끼기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자료 2])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

외국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을 잡지나 학회지에 발표하고 다시 제목만 바꿔 다

른 곳에 발표하면 자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 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자

료 3])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 표 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러한 문

제에 한 원인으로 작권 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두 가지로 분석하 다.하나는

교육 부실이다.어릴 부터 쓰기윤리에 한 교육은커녕 오히려 등학교 시 부

터 내 주는 숙제는 그 참고서를 베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어

릴 부터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성인이 되

어서도 아무 지 않게 표 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엄격한 처벌이 없으니 굳이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자료 3])(C-가25):표 이 성행하는 이유

C-가25학생은 [자료 1]～[자료 3]에서 ‘쓰기 윤리에 한 정의’,‘쓰기 윤리 문제

의 실태’,‘표 이 성행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각 참고 자료를 체로 한 문단씩 요약하듯이 연결시켜 을 완성하 다.학생 스스

로 생성한 내용은 자신의 경험에 해당하는 친 부분 “그리고 나 한～사용한

것이 많다.”부분뿐이다.여기에서는 내용 조직하기의 문제 에 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세 번째 문단에서 [자료 3]의 ‘표 이 성행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

을 요약하여 제시했을 뿐 해결 방안과 련짓지 못했다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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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통합 표 단계

(1)정당한 방식으로 자료 통합하기

필자가 자신의 에 자료의 어느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도 요하지만,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도 요하다.학생들이 알아야 할 자료 통합 방식에는

인용,요약,바꿔쓰기 등이 있으며 같은 인용이라도 직 인용과 간 인용을 사용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략 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A고교 학

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도하고 연습 문제를 수행하 으나,1차시로는 학습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을 쓸 때 각각의 특성과 효과를 구분하여 다양하게 통합

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웠다.여기에서는 자료 통합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 양

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요약하기

그동안 체로 요약하기는 효과 인 읽기 략으로 연구되어 왔다.주제문을 찾거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긴 을 읽을 때 심 내용을 요

약하면서 읽는 것과 그 내용을 완 한 어구나 문장으로 요약하여 쓰는 것은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작동 기억 내의 정보는 문법 으로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요약하여 쓰는 활동을 하기 해서는 핵심어,핵심 어구 등을 사용

하여 문장 성분을 제 로 갖추는 데에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다.읽기 역의 성취

기 이 아니라 자료 통합 쓰기를 한 요약하기를 지도해야 할 근거는 요약하기

활동을 하고 나서,어떠한 이 힘들었는지에 한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찾을 수 있

다. 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첫 번째 답변에 해당하는,머릿속으로

요약하는 과정보다는 일정 수 으로 요약하여 변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내가 찾으려는 핵심 단어나 어구가 퍼져 있어서 요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A-나34)

◦ 요약한 문장을 서로 잘 어울리도록 조 하는 것이 어려웠다.(A-가04)

◦ 요한 부분을 어떻게 표 할 수 있을지 조 막막했다.(A-가31)

◦ 요약,변형,핵심 집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됨.(A-나02)



-114-

◦ 심 내용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요약한 것이 실제 과는 약간 다른 내용을

달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A-가25)

학생들의 요약하기 활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찰되었다.첫 번째는 하나의 참고

자료의 체 내용을 요약하여 자신의 에 통합한 경우이다.이때에는 각 자료의

체 구조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는 략이 사용되기 때문에,각 자료의 구조가 부분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료 3]

표 은 허락 없이 남의 을 몰래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한다.한 구 을 가져다 썼

더라도 표 에 해당한다.창작이 아닌 일반화된 이야기,속담,명언 등은 여기에 해

당되지 않는다.따라서 공개 으로 발표된 모든 의 내용을 가져다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 야 한다.

㉠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고질병이다.지난해에는 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했다고 해서 문제가 고,얼마 에는 모 출 사

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30년 동안 표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 ’은 이제 한국

사회 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가 이처럼 표 에 취약한 이유는 엄격한 기 이 없기 때문이다.외국

에서는 자신의 을 학회지나 잡지에 발표하고 다시 제목만 바꿔 다른 데 발표하면

자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표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각 학 도서

에는 표 만을 감시하는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다.무엇보다 요한 건 창작자나 학

자 자신의 도덕성이다.학생 시 부터 표 에 한 확실한 교육을 받는 이른바 선진

국에서는 표 은 곧 심각한 범죄행 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사회 이슈가 되었던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으로 인정했지만 표 에 걸린 지식인들 다수는 ‘행’이라는 말로,혹은 ‘잘 몰랐

다’는 말로 충 넘어간다.

㉢ 작권 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한국에서 표 이 성행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첫째는 교육 부실이다. 등학교 시 부터 숙제는 참고서를 베껴오는 것이

라는 인식을 심어 다는 것이다. 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도 자신만의 결과물

을 만드는 훈련이 안되어 있고,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둘째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표 을 하면 엄격

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표 을 방할 수 있다.



-115-

<[자료 3]을 요약하여 서론으로 활용한 >

요즘 우리 주변에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 많다.㉠′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표 에 한 의식이 많이 뒤처져 있다.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

에 표 에 한 엄격한 기 이 없고 ㉢′교육이 부실하며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기 때문이다.(다)

그 다면 표 을 하지 않기 해 필요한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하략)(C-나13)

에 제시한 사례에서 C-나13학생은 서론 부분을 쓰면서 ‘쓰기 윤리 문제의 실태

와 그 이유’에 해 [자료 3]을 압축 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자료 3]에서

㉠～㉣은 각 문단의 주제문에 해당하는데,필자는 이 부분을 각각 ㉠‘～㉣’로 요약하

여 한 문단으로 구성하 다.[자료 3]에 한 요약문 쓰기 과제에서 와 같은 을

작성하 다면 이 답안은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 한 자신의 생각을

심으로 자료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만으로 서론을 작성하 으므로,자

료 통합 쓰기로는 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요약을 통한 자료 통합 쓰기의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문단의 핵

심 어구 는 화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에서 찾아 해당 부분만 한두 문장으로 요

약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자료 3]

한국 사회가 이처럼 표 에 취약한 이유는 엄격한 기 이 없기 때문이다.외국에

서는 자신의 을 학회지나 잡지에 발표하고 다시 제목만 바꿔 다른 데 발표하면 자

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표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각 학 도서 에

는 표 만을 감시하는 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다.무엇보다 요한 건 창작자나 학자

자신의 도덕성이다.학생 시 부터 표 에 한 확실한 교육을 받는 이른바 선진국

에서는 표 은 곧 심각한 범죄 행 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사회 이슈가 되었던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으로 인정했지만 표 에 걸린 지식인들 다수는 ‘행’이라는 말로,혹은 ‘잘 몰랐

다’는 말로 충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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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쓰기 윤리에 취약한 이유는 엄격한 기 이 없기 때문이다.선진국에

서는 심각한 범죄 행 로 생각되지만,우리나라는 그 지 않다.([자료 3])우리나라

는 “이런 것도 쓰기 윤리에 들어가는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쓰기 윤리에 한

기 의식이나 교육이 다.(후략)(C-가22)

[자료 3]과 학생이 작성한 을 비교해 보면,학생 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자료 3]에서 친 부분을 두 문장으로 연결한 것이다. 의 와 같이 학생들이

주로 자료를 요약할 때 자료의 일부를 선택 으로 발췌하거나 일부 문장 성분을 삭

제하는 략을 사용하 다.이에 비해 상 어로 일반화하여 표 하거나 요약한 내용

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인용하기

① 직 인용

직 인용은 학생들에게 출처 밝히기의 필요성이나 구체 인 방법을 지도하면 가

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그러나 같은 자료를 직 인용하더라도 인용하는

부분과 맥락에 따라 독자에게 미칠 향은 달라질 수 있다.(가)와 (나) 에서 직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가)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t-rights.or.kr)에 따르면 학생 인

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해 학생,교사,교직원, 리자,교육청이 지

켜야할 규범을 조례로서 정해놓은 것’이라고 한다.나는 이런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에 하여 부분 으로 찬성한다.(A-가33)

(나)우선,이 에서 나는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를 먼 말하고자 한다.“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해 학생,교사,교직원, 리자,교육청이

지켜야할 규범을 조례로서 정해놓은 것으로,지 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리지 못

한 학생들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출처: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는 부작용이 꽤나 많이 나타났다.그래서 인

권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을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A-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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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의 도입 부분으로 친 부분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한 개념을 언

하면서 독자에게 화제에 한 기본 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친 부분에서 직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를 사용하지는 않았

으나,문맥상 작은따옴표(‘’)가 강조의 의미보다는 정의 부분에 한 인용의 기능을

하므로 직 인용으로 보았다.(나)는 학생 인권 조례에 한 기본 인 개념과 함께

“지 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리지 못한 학생들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부분까

지 인용함으로써,필자가 자신과 같은 학생 이외의 독자와는 립되는 입장인 것처

럼 보이게 한다.독자는 필자가 직 인용한 부분을 읽을 때,해당 내용을 선택한 필

자의 의도에 해 고려하게 되는데,(나)에서 필자가 기본 인 개념 이외에 부가 인

내용을 인용한 의도가 자신의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은 다음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며 독자는 그 다음 문단을 읽고서

야,이 에 추측한 내용을 수정하고 필자의 입장을 악하게 된다.“어리다는 이유로

리지 못한 학생들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독자가 필

자의 입장에 해 악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② 간 인용

A고교에서 2차시에 실시한 자료 통합 방법에 한 수업에서는 직 인용과 간

인용의 차이 에 해 설명하고,직 인용과 구분하여 간 인용을 학습할 수 있도

록 하 다.연구자는 수업 자료에서 간 인용을 ‘자의 표 을 그 로 사용하지 않

고 자신의 말로 바꿔 쓰는 과정’으로 설명하 다.실제로 자료의 일부를 자료-텍스

트로 변형할 때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바꿔 쓰기인데,개념상으로 간 인용과 바

꿔 쓰기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자의 표 을 그 로 인용하는 직 인용과 표 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간 인용으로 구분하여 지도한

것이다.그리고 학생들이 간 인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① 바꿔 쓸 부분을 선택한

다.→　② 자료를 보지 않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로 써 본다.→　③ 자신이 바

꿔 쓴 내용과 자료를 비교해 보고,의미상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와 같은 방법

을 제시하 다.다음은 학생들이 간 인용하기 활동을 하고 나서 힘들었던 을 쓰

라는 활동에 한 반응이다.

◦ 정말 무 무 이 보고 싶어서 이 빠질 뻔했다.(A-나32)

◦ 정확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났었다.어떤 부분은 무 확실히 생각나서 나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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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기 힘들었다.(A-나30)

◦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이 어려웠고,내용을 기억하기

도 힘들었다.(A-가25)

◦ 다른 말로 쓰려 했으나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A-가31)40)

◦ 간 인용이 직 인용으로 자꾸 변해 힘들었다.(A-가34)

◦ 자신의 표 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웠다.(A-나34)

◦ 직 인용은 있는 내용을 그 로 쓰고 출처만 자세히 쓰면 되지만,간 인용은

어떠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써 놓은 걸 보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써야 되는데,나

는 다른 사람이 쓴 을 알기에 자꾸 그것을 쓰고 싶은 욕구가 크다.(A-가19)

◦ 정의를 바꿔 쓰는 것이어서 말을 바꾸기 힘들었다.(A-가16)

의 답변을 살펴보면,학생들이 체로 어렵다고 느낀 은 자료의 내용을 기억

해 내는 것,자료의 해당 부분을 자신의 말로 바꿔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

쓸 내용에 따라 직 인용과 간 인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으로 활용하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마지막 A-가16학생의 경우,단어의 개념 정의를 바꿔쓰기를

하여 간 인용으로 통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를 들어 문 지식을 용하

여 규정해 놓은 개념 정의를 바꿔쓰다 보면 자칫 의미를 모호하게 하여 오히려 비

효율 일 수 있으므로,개념 정의를 쓰는 부분에서는 직 인용 방법을 용하도

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1)

다.출처 밝히기의 기능 활용하기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 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하여,출처 밝히기에 해 소극 이며 부정 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출처를 밝히

40)이러한 경우에 표 의 유혹이 생긴다고 한 학생도 있었다.“그 자료가 무 잘 써 있어

서 다른 말로 바꾸기 힘들거나 다른 체할 만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A-다11)”바

꿔쓰기는 간 인용과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목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바꿔

쓰기 능력도 표 방지를 해 필수 인 능력에 해당한다.

41)이와 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략을 학습한 학생도 있었다.

쓰기 윤리와 련된 활동을 하고 나서 자료를 활용,특히 인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고 깨달았다.온라인 백과사 이라든지,잘 정리된 을 보고 그것을 그 로 복붙하고 싶

은 충동을 느낀다.하지만 자기 말로 바꾸는 게 좋고 그런 온라인 백과사 같은 경우에

는 들키기 쉬우므로 가 하지 않는다.(A-다27)



-119-

면 자의 노력과 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달하므로 자와의 계 맺기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장르에 따라 의 신뢰성을 강화되기도 한다.학생들

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에 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출처 정보가 ‘그 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의 을 옮겨 놓은 것’이라는 의미만을 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사람들이 을 쓰면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멋있는 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

시키려는 태도로 시작하지만 조 만 지나면은 귀찮고,힘들고 멍한 생각뿐이어서

쓰기에 어려움을 느껴 좀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표 을 찾는다.그 게 찾

게 되면 작권과 출처 밝히기 등을 해야 하지만 자기가 쓴 을 오직 나 혼자서 쓴

이라고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이 게 수많은 유혹들이 이겨내기도 힘들지만 이

겨내더라도 세상이 바라보는 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나한테 좋으므로 잘 지키지 않는다.(A-가21)

이 부분을 통해 이 학생이 출처를 밝히는 것에 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빌어왔

음을 밝히는 기능만 인식하고 있으며,다른 사람의 을 인용한 보다 아무런 인용

표시와 출처 없이 쓴 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인식을 가진 학

생에게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사 기능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A고교 학생들은 2차시에 출처 밝히기를 통해 자료에 한 출처 정보를 제시함으

로써 단순히 표 하지 않았음을 보장받는 소극 인 의미뿐만 아니라,필자의 입장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도하 다.다음은

연구자가 2차시의 정리 활동으로 제시한 것으로,읽기 자료를 통해 실제로 출처 밝

히기의 기능을 악해 보는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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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다음은 고등학생이 쓴 이다. 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나)얼짱 각도로 으면 얼굴이 뻐 보이는 이유는 ‘각 효과’때문이다.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나 휴 화 카메라에는 화각이 넓은 ‘각’ 즈가 들

어 있다.따라서 “ 즈에 가까운 것은 아주 크게,떨어져 있는 것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된다. 를 들어, 에 즈의 심을 맞추면 의 크기는 커지고,상 으로 떨어져

있는 볼과 턱선은 가늘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박근태,‘디카,과학으로 는다’,

“과학동아”,2005년 6월호)

2. 에서 ㉠과 련된 기능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보자.(둘 이상 선택 가능)

<보기>

①　필자는 자료의 자에 한 존 을 표하는 기능도 한다.

②　원문의 표 이 그 자체로 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문 잡지의 기사이므로 ㉠에서 인용한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

④　 자의 목소리를 직 옮김으로써 생생한 장감을 수 있다.

⑤　필자가 자료를 검색하고,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을 썼다는 사실을 표 한다.

⑥ 고등학생이 쓰기에는 다소 문 인 내용이므로,출처를 밝히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

각한다.　

⑦　‘얼짱 각도’에 해 더 알아보고 싶은 독자를 해, 체 기사를 검색하기 한 정보

를 제공한다.

⑧　내용을 직 인용한 것으로 보아,고등학생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인용한 부분이

히 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한 빈도가 높은 항목은 ③,⑤,①,⑦,⑧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

한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필자의 입장에서 출처 밝히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는 독자의 입장에서 출처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악할 수 있을지 상해 볼 수

있다.학생들은 독자의 입장에서 출처 정보를 통해 인용한 부분의 신뢰성을 단할

수 있으며(③),필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자료 통합 쓰기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

으며(⑤),출처 정보를 밝히는 것이 원 자에 한 존 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앎으

로써,출처를 밝힐 때에 이러한 의미를 실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①), 한

독자가 참고할 만한 자료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자신이

을 읽을 때에도 해당 부분에 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출처 정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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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료를 찾을 수도 있으며(⑦),직 인용과 간 인용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을 쓸 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표 일 경우에는 직 인용을 더 선호할 것이다.

(⑧)학생들의 출처 밝히기에 한 심화된 이해는 쓰기에서의 자료 활용에 한 인

식에서도 발견되었다.

(가)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면 독자들에게 믿음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스스로가 출처를 표시한 이 더 가치 있다

고 생각한다면 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인용한 을 쓴 사람

을 해서라도 출처를 밝힌다면 모두가 을 편히 쓸 수 있을 것이다.(A-나35)

(나)사실 나는 개인 으로 표 이 쓴이 스스로에게 더욱 더 손해라고 생각한다.

를 들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를 내가 말한다면 다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겠

지만,“갈릴 오가 말하길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멋지게 생

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인용을 무 많이 하면 자신의 주 인 생각이 없

어 보이겠지만.(A-다18)

(가)에는 출처를 표시하면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수 있고,가치 있는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나)에서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료에서 통합한 부분이 권 있는

문가의 말이나 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표 을 하게 되면 필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에까지 이르고 있다.학생

들에게 ‘다른 사람이 쓴 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 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설

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출처를 밝힘으로써 필자가 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학생이라면, 을 쓸 때에 표 신 출처를 밝힘으로

써 이러한 이 들을 히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2)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

자료 활용의 윤리성에 해 다룬 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용하기,요약하기와 같은

필수 기능을 주로 다루었다.이 과정은 ‘참고 자료에서 자료-텍스트로 변형하기’에

해당한다.‘자료-텍스트’는 자신의 에 통합하기 해 참고 자료의 일부를 인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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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이하의 논의에서 자주 언 되는 개념에 해 연구자가

서술의 편의를 해 설정한 것이다.자료-텍스트는 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도 체 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학생들은 인용하기,요약

하기와 같은 개별 인 방법보다는 자료로부터 변형한 자료-텍스트를 체 에 통

합하여 통일성 있게 한 편의 을 쓰는 과정이었다.연구자는 자료 통합 쓰기의

하 과정을 <표 Ⅲ-9>와 같이 제시하여 각 항목별로 1에서 5까지 난이도를 표시

하도록 하 다.이러한 방법은 체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악하는 데 목

이 있지 않고,한 학생이 재 상태에서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상 인

난이도를 악해 보기 해서이다.쓰기의 하 과정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서로 첩되기도 하고 회귀 이기도 하므로,한 과정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체 학생이 평균 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개별 학생이 쓰기

의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악하여 그 부분을 지도하는 방법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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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사항

1 2 3 4 5

쉬움 어려움

계획

하기

① 독자에 한 고려 사항 정리하기

② 자료에 한 고려 사항 정리하기

③ 자료와 련된 사람에 한 고려 사항 정리하기

내용

생성

하기

① 자료의 출처를 보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② 객 인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

③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 생성하기

④ 자료에서 활용할 부분을 선택하기

⑤ 직 인용,간 인용,풀어쓰기,요약하기 어떤 방

법을 쓸지 정하기

내용

조직

하기

개요 작성하기

표

하기

① 내용을 과장,축소,왜곡하지 않기

②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표 하기

③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여 쓰고,출

처 밝히기

④ 수집한 자료를 직 인용하며 쓰기

⑤ 수집한 자료를 간 인용하며 쓰기

⑥ 수집한 자료를 쉽게 풀어쓰기

⑦ 수집한 자료를 요약하면서 쓰기

⑧ 인용,풀어쓰기,요약 등으로 작성한 부분을 체 으

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표 Ⅲ-9>자료 통합 쓰기의 하 과정 난이도 분석을 한 설문지

학생들이 1부터 5까지 선택한 결과를 평균 내어 보면,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과정

은 ‘인용,풀어쓰기,요약 등으로 작성한 부분을 체 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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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표 하기’,‘직 인용,간 인용,풀어쓰기,요약하기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기’,‘개요 작성하기’,‘수집한 자료를 간 인용하며 쓰기’순으로 나타

났다. 반 으로 인용하기,요약하기와 같은 개별 기능보다는 체 수 에서 자료

통합의 문제,즉 자료-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쓰기,상황에 합한 통합 방법

선택하기 등을 어려워하 다.개별 기능 에서는 간 인용을 가장 어려워하 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표 으로 바꿔 쓰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다음은 인용하기 활동에 해 힘들었던 을 쓰라는 활동에

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가)이 활동을 하면서 쓴 에 마지막 에서 배운 로 간 인용과 직 인용

등을 시도했었다.그 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출처를 밝히면서도 을 자연

스럽게 연결하는 것이었다.인용의 방법을 사용하니 의 흐름이 약간 깨져 그 의

끝 부분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기도 했다. ,자료 신문 기사에서 심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 극히 일부를 학생 인권 조례의 폐해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

을 때 출처를 밝 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했다.(A-가25)

(나)자료를 활용하여 을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을 알

려주고 깔끔하게 을 수 있지만,자료를 활용하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보다는 자

료에 의존하므로 이 무 딱딱하게 느껴지며 읽어도 별 흥미를 느낄 수 없다.(하

략)(A-다23)

(가)의 친 부분에는 자료 통합 과정의 어려움이 제시되어 있는데,출처를 밝히

는 부분이 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인용한 내용

의 비 이나 양에 따라 출처 밝히기 원칙을 달리 용할 수 있는지에 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이 학생은 자료 활용에서 출처 밝히기가 필수

이며,표 에 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나)에서 그

은 부분에서 딱딱하게 느껴지며 흥미 없는 은 자료 통합 쓰기에 한 일반 인

특성이라기보다는,학생이 자료의 내용을 쓰기 과제나 독자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말

로 히 바꿔쓰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도가 필요한 사례이다.

학생들이 자료-텍스트를 통합하여 을 완성해 가는 양상에 해서는 두 가지 기

을 용하여 유형화하 다.1차 기 은 ‘학생이 생성한 부분과 자료에서 활용한 내

용 에서 어느 쪽이 심 인 역할을 하는가’이며,2차 기 은 ‘학생이 스스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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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이다.1차 기 을 용하면 학생이 작성한

부분이 심 인 역할을 하는 경우(Ⅰ유형)와 자료에서 활용한 내용이 심 인 역

할을 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후자에 2차 기 을 용하면 다시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Ⅱ유형은 자료의 내용이 주축을 이루지만,학생이 생성한 내용이 의 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이다.Ⅲ유형은 자료의 내용이 주축을 이루면서,학생이

생성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주로 단어,어구,문장,문단을 연결하는 기능만 수행하

는 경우이다.세 가지 유형에 한 분류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Ⅲ-3]과 같다.

<1차 기 >

체 에서

학생이 생성

한 부분과

자료 내용의

주종(主從)

계

학생이 생성한 부분이 의 주축을 이룸(Ⅰ유형)

:학생이 생성한 부분이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의 두 가지

면에서 심 인 역할을 함

자료를 활용한

부분이 의

주축을 이룸

학생이 생성한 부분이 내용

요소로 기능을 함(Ⅱ유형)

학생이 생성한 부분이 기능

요소로 기능을 함(Ⅲ유형)

<2차 기 >

학생이 생성한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

[그림 Ⅲ-3]자료 의존도에 따른 자료 통합 유형

가.Ⅰ 유형 : 체 심의 자료-텍스트 통합

이 유형은 학생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필요에 따라 자료를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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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므로 자료에 한 의존도는 낮지만,학생들이 자료 통합 쓰기에 해 익

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료 통합이 다양하게 수행되지는 않았다.아래 제시한 학

생의 에서 자료가 통합된 부분은 그은 두 곳이다.두 곳의 후 내용을 살펴

보자.

(상략)그 다면,왜 사람들은 불법으로 작물을 인용하는 데에 큰 죄의식을 느

끼고 있지 않을까?그 에 소 ‘표 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표 자는 수요자로부터 느껴지는 창작의 압박과 고통에 신음하고 결

국 정도를 떠나 빠른 길을 넘어서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그리고 모

르쇠로 일 함으로써 애써 사태를 덮어보려고 한다.그리고 인터넷을 발달로 창작

자의 유사한 작품들이 속속 밝 지게 되어 부담은 더욱 가 되고 있다.한국에서는

표 에 해 상당히 민한 편이다.copyright를 표방하는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하지만 표 시비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고 해도 그에 한 처벌이 부족한

지,표 논란에 개의치 않고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행태를 학생들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해 온 작권

교육을 다시 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에 우리는 김기태 교수의 말을 떠올려

보자.‘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자료 3])조사해

온 것에 한 참신성을 기 으로 보상하지 않고 결과물의 문성과 정확성만을 따

지는 교사들의 태도가 학생들의 쓰기 윤리를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리고 복

사,붙여 넣기를 반복하는 숙제와 제 로 정리해 온 숙제를 같은 수로 채 하면서

성실히 애 온 학생들의 의욕을 상실시킨 것일지도 모른다.그러므로 학생들 즉 미래

의 성인으로 자라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제 로 된 쓰기 윤리를 심어주

기 해서는 숙제 등 가장 기본 인 창작 활동부터 쓰기 윤리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다른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고 본받게 해야 할 것이

다.그리고 가정에서도 결과에 집착하도록 하지 말고 과정을 요시하고 모든 활동

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학교,가정 등 가장 기본 인 사회 단 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아무리 국가

에서 캠페인을 벌여 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어른들은 이 을 반성하고 학생

들이 성인이 되기 제 로 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야 한다.

학생들은 쓰기 윤리의 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학 입시에서

차 강조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필 표 을 엄격히 가려내겠다는

교 의 발표에 따라([자료 4])학생들은 쓰기 윤리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채로 소

개서 작성에 열을 내고 있다.이것은 지 으로써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지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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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바람직한 상이다.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쓰기 윤리를 익힐 수

있기를 기 해 본다.(C-나11)

㉠에서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표 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작권 교육

에 해 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료 3]에서 표 이 성행하

는 원인 하나로 교육 부실을 언 한 작권 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그

리고 나서 문가의 분석도 그러했듯이 쓰기 윤리가 제 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교사의 잘못된 평가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즉 이 학생은 자신의 견해

가 타당한 것임을 증명하기 한 근거로 [자료 3]의 권 있는 문가의 분석 내용

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자료 의존 인 에서는 체로 “표 이 성행하는 원인은

첫째로 교육 부실이며,둘째로는 엄격한 사후 처리의 미비이다.”와 같이 [자료 3]을

의 심 내용으로 활용하 다.이러한 과 달리 이 에서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근거로 활용되며,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결론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쓰기 윤리의 요성이 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서,㉡에서는 학 입시 자료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해 필,표 여부를 가려

내겠다는 [자료 4]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학생들에게 학 입시와 련된 사항이

가장 실 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므로,㉡은 첫 문장에 이어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이 부분에서도 ㉡은 결론 부분의 심 내용이 아니며,필자는 ㉡을 통해

‘학생들이 처한 구체 인 실’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도 쓰기 윤리의 요성을

깨닫고 쓰기 윤리를 익히도록 하자’는 결론에 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 에서 [자료 3]을 활용하는 방법도 자료에 의존하는 에서 보이는 양상과

다르다.

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의식 수 은 심각한 정도이다.간단한 인터넷 상의 쓰기

활동에서 표 을 하는 것이 일상이고,보고서 작성을 숙제로 받기라도 하면 당당하

게 다른 사람의 을 짜깁기한다.단순히 숙제하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표 을 일

삼는다.이들의 윤리의식 수 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 윤리의식 하의 이유는 교육 부실과 표 에 한 엄격한 규제가 없다는 이라고

[자료 3]에 분석되어 있다.㉡ 이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분석이다.교육

부실로 인해 표 을 시작하게 되고 엄격한 규제가 없는 이 표 을 계속하게 한다.

㉢ 하지만 이 외에도 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다.나의 쓰기 윤리 의식 하의 시발

은 큰아버지께서 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나에게 보여 일이다.(하략)(C-나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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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활용한 부분인데,필자는 ㉡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 한

분석이라는 평가를 덧붙 다. 한 ㉢에서는 ㉠에서 언 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을 보완함과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생성한 내용으로 의 심을 이

끌어 가고 있다.

자료 통합 과정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되는 Ⅰ유형의 특성은 자료의 내용 앞뒤에

필자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제시한다는 이다.즉 자료에서 가져온 부분이 독립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앞서 든 사례와 같이 근거가 되거나 구체 인 사례가 되

기도 하고,아래 제시한 에서와 같이 객 인 견해로 제시되더라도 해당 자료에

한 자신의 생각,평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필자가 주도 인 목소리를 유지하

고 있다.

나.Ⅱ 유형 :자료-텍스트와 학생이 생성한 내용 요소의 통합

두 번째 유형은 자료-텍스트와 학생이 생성한 내용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

합된 경우로,자료에서 변형한 내용이 의 심 내용을 이루고,세부 인 내용을 학

생이 생성하여 추가한 이 부분이다.이러한 쓰기 방식은 Ⅰ유형에 비해 학생

들의 창의 사고를 증진시키거나 자료 활용의 근본 인 목 을 제 로 달성한 것으

로 보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 한 결과물에 하여 그 표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자신이 만들어 낸 표 에 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이다.([자료 2])

그런데 요즘에서 이런 작권을 제 것인 양 마음껏 쓰는 ‘작권 침해’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를 들면,남의 을 몰래 가져다 쓰는 ‘표 ’,[자료 3]),수험

생이 학에 들어가기 해 쓰는 ‘자기 소개서’([자료 4])이다.이러한 사람들의 모

습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인 ‘쓰기 윤리’([자료 1])에

어 나는 것이다.그래서 ㉠ 사회 이나,학교,나 자신 스스로도 이에 한 마땅한

해결 방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야 한다.

첫째로,사회 차원에서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다.([자료

3])㉡ 표 을 했을 경우,표 을 한 사람이 자기가 표 한 의 주인에게 배상 을

물어 다는 것도 그 로써 괜찮을 것이다.( 략)두 번째로,학교 차원에서 시행해

야 하는 해결 방안을 말하자면,역시 제일 먼 교육을 등학교 때부터 바로 시

키는 것이다.앞의 기사([자료 3])에 있는 로 등학생일 때부터 그런 교육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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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표 을 하는 것이다. 부분의 학

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그런 표 문제를 여갈 것이라고 한다.([자료 4])㉢ 그 게

되면 자기 소개서를 쓰려는 학생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겠지만, 어도 남의 지

재산권은 탐내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지켜야 할 해결 방안이다.나는 어쩌다가 학 시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내 교통안 짓기 회에 나간 이 있었다.나는 나의 경험

만을 썼을 뿐인데,놀랍게도 은상을 수여받았다.그걸 보고 느 다.꼭 남의 지 재

산권을 훔치지 않고 내 나름 로 을 써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그리고 내가

쓰기도 좋아해서 재미로 쓴 작품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도 있었다.그

것에 해 용기를 얻고,남의 지 재산권을 내 맘 로 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쓰기 윤리에 어 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지낸다.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즉,내

스스로 쓴 이 더더욱 큰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바이다.(C-가24)

은 출처 표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문단까지는 자료의 내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 연구자가 <보기>에 제시한 화제 에서 “쓰기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사회 차원,학교 차원,나 자신의 경우)”을 그 로 활

용한 것이다.㉠,㉢ 문장이 문단의 마지막이나 처음 부분에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

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학생 스스로 생성한 내용이다.

필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내용 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Ⅰ유형에 비해, 와 같은

에서 자료의 자의 견해를 심으로 내용이 개되고 있는 앞 부분은 자료 통합

쓰기의 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다.Ⅲ 유형 :자료-텍스트 주의 형식 통합

이 유형에 속하는 은 Ⅰ,Ⅱ유형보다 자료-텍스트에 한 의존도가 높고,자료

통합 쓰기의 수 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자료의 내용으로만 짜깁기한 이

거나,자료-텍스트와 자료-텍스트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장을 추가함으로

써 내용을 개한 이 부분이었다.다음 에서 그은 부분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며,표 을 달리한 부분은 호 안에 자료의 내용을 ‘(←자료의 내

용)’과 같이 제시하 다. 의 내용 개와 련하여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어떠한 기

능을 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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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윤리와 작권의 정의를 알아보자.쓰기 윤리는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

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다.[자료 1] 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자료 2]

㉡ 이제 쓰기 윤리와 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먼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쓰기 윤리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쓰기,다른

사람의 이나 생각을 내 에 활용할 때에는 출처 밝히기,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로 쓰기,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을 쓰지

않기이다.하지만 자료를 찾다보면(←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유사한 내용

들이 출처 없이 반복되거나,짜깁기한 들을 많이 볼 수 있다.이런 것들을 이기

해 우리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 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사진 등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화·음악 일

게시 자료로 올리기,컴퓨터 로그램,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음악

을(←멋진 음악)내 홈피나 블로그 BGM(←배경 음악)으로 쓰기,인기 드라마,쇼

로 등 방송 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짓기,그리기 회에서 다른

사람 ,그림 베끼기(←베껴서 내기),학교 과제,인터넷 자료만 그 로 옮겨서 제

출하기 등 이것들이 작권 침해 요소이다.우리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림,사진 등의 주인들의 권리를 우리가 뺏는 것이다.

㉣ 표 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아보자.표 은 허락없이 남의 을 표 은

허락 없이 남의 을 몰래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한국 사회)가 표

에 취약한 이유는 엄격한 기 이 없기 때문이다.외국에서는 자신의 을 학회지나

잡지에 발표하고 다시 제목만 바꿔 다른 데서 발표하면 자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표 ’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우리나라(←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 이슈가 되었던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으로 인정했지만 표 에 걸린

지식인들 다수는 ‘행’이라는 말로,혹은 ‘잘 몰랐다’는 말로 충 넘어간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표 을 하지 말고, 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쓰기 윤리를 지

켜야겠다.(C-가10)

은 제재인 ‘쓰기 윤리와 작권의 정의’,‘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표

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등을 심으로 자료의 내용을 짜깁기하고 나서,해당

문단에 한 도입으로 “～에 해 알아보자.”와 같이 다음에 올 내용을 지시하는 문

장 ㉠～㉣을 추가하고 있다. 한 체 의 부분에 이 쳐 있으므로,자료의

내용이 의 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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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

앞서 쓰기 과제 분석 단계에서 쓰기 윤리의 용 상 악하기,장르 특성에

반 되어 있는 윤리 측면 이해하기,내용 선정과 표 방식의 윤리 효과에 해

상하기 등에 해 설명하 다.이상의 내용들이 주로 계획하기 단계와 련된다면,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는 주로 단어 선택이나 어미 선택,어조 등과

련되며,표 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건의문의 경우를 로 들어 보면,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는 “건의한 사항이 효과 으로 받아들여지기 한 ‘상 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에는 건의를 받는 사람에 한 존 과 배려가 담긴 표 ,격식과 의

를 갖춘 표 ,진지한 태도가 담긴 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제시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2b),독자에 한 존 과 배려가 담긴 표 ,격식과

의를 갖춘 표 ,진지한 태도가 담긴 표 은 여러 가지 언어 형식이나 기호가 함께

쓰여 필자의 윤리 태도를 표 하게 된다.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에서 발견된 몇

가지 사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다음에 제시한 에서 필자의 윤리 태도가 어

떤 표 을 통해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가)안녕하세요,문○○ 교육감님?서울 A고등학교 학생인 ○○○입니다.

먼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제가 이 을 쓰게 된 이

유는 몇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먼 두발 규제에 한 문제입니

다.(A-가31)

(나)추운 날씨에서도 우리를 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에 매우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리며,이번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에 해 축하드립니

다.(A-다12)

(가)에서는 상 독자를 높이려는 태도를 표 하고 건의문에서 합한 의를 갖

추기 해 인칭 명사 ‘제’, 사 ‘-님’,‘-드리다’,종결 어미 ‘-입니다’등을 사용하

다.(나)에서도 (가)와 유사한 의도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드리다’,‘-드리

다’등의 표 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한 에서 필자의 어조나 독자에 한 태도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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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다)에 비해 (라)와 (마)는 어떤 에서 차이가 나는지,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표 에서 비롯되는지 악해 보자.

(다)‘학생 인권 조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개성을 실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국 학생의 부분은 우리 사회의 실 때문에 좋은 학교,공부,

내신,수능 등을 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10 에 의미 있는 경험과

우정,소 한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지만 실에 시간을 뺏겨 자신만의 개성,소질,

성 등을 찾아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그나마 제12조 (개성을 실 할 권리)에서

복장이나 두발에 한 규제를 지함으로써 작은 일이지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이 조항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가21)

(라)학교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신 있으신가요?그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

고,학생은 교사에게서 배우는 곳일까요?아닙니다.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존재합니

다.학생은 학교의 기본이나 다름없습니다.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도

하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자랄까요?오히려 잘못 자라게 됩니다.생각해 보세요.학

생 인권 조례를 학생의 인권의 침해를 하여 개정한다면,독재를 한 유신 헌법을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역사를 반성하고 새 길을 닦아나가야 할 이 시 에

시 를 역행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A-가06)

(마)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유혹으로 학부모들을 혹시키고 학

생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학생 인권을 축소시킨다면 씻지 못할 한국 교육의 오

이자 역사를 역행하는 구시 이고 폭력 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사람들은 가끔

학생들은 모두 그것에 동의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하지만 그럼 우

리나라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기 해서는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본 자유권을 보장받기 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입니까?교육감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A-가16)

(라),(마)에 비해 (다)는 침착한 어조와 건의 내용에 한 진지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내용 개에 비약이 없고,감정에 치우치거나 극단 인표 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과 련된다.필자는 공부를 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실을 제시하고,개성,소질, 성 등을 찾아볼 시간이 부족한 실정

에서,‘개성을 실 할 권리’조항을 통해 작은 일이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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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유를 얻어서 즐겁다고 언 하 다.이 에서는 충분한 근거 없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과 달리,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고

차분한 어조로 표 함으로써 교육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라)에서 필자는 문답법을 반복 으로 사용하고 “생각해 보세요.”와 같은 화체

표 을 사용하 으나,질문에 곧바로 부정 인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 에서 필자는 자신의 주장만 일방 으로

언 하 으므로,건의하는 에서 필요한 독자에 한 윤리 인 태도를 표 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마)에서 사용한 반복되는 질문 역시 극단 인 논리를 담고 있으

며,필자의 격앙된 감정과 독자에 한 공격 인 태도가 담겨 있어서 윤리 태도와

는 거리가 있다.독자와의 문답(問答)형식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간 인 화

를 시도하기도 하지만,필자가 질문을 한 뒤 답변을 제시하는 양상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에 한 존 과 배려, 의와 격식과는 거리가 있는 표

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이밖에 자료 활용 쓰기에서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에 한 존경을 표할 수 있으므로,출처 정보를 제시하는 것 역시 윤리 태도에

한 표 방식에 해당한다.

5)고쳐쓰기 단계

연구자는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을 돕기 해 <표 Ⅲ-10>과 같은 활동지를 나

어 주고,자기가 쓴 고를 각 검 항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 다.항목별 평가

후에는 ‘’ 는 ‘하’로 평가한 항목을 심으로 고를 고쳐 쓰게 하고,구체 으로

고쳐 쓴 부분에 ①～⑧까지 에서 련되는 항목을 표기하도록 하 다.연구자의

의도와는 달리 체 으로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일

반 인 쓰기 활동에서도 고쳐쓰기의 비 이 낮으며,쓰기 윤리에 해 익숙하지 않

아서 자신의 을 윤리 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고쳐 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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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쓰기 검 항목 평가 결과

①　[자료 1]～[자료 4]에 해 충분히 이해하 는

가?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 )% 정도 이해하 다.

②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썼는가?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쓴 경우

(1)내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이

( )% 정도이다.

(2)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을 고,일치하지 않

는 내용을 쓴 이유를 쓰시오.

③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가?(내 생각을

심으로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활용하 는가?)

.자신의 생각은 없고 [자료 1]～[자료 4]의 내용만

으로 구성한 경우

평가 :상 하

④ 참고 자료를 잘못 이해하여 정확하지 않은 내용

을 쓰지 않았는가?

.[자료 1]에서 쓰기 윤리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

실하게 쓰기,다른 사람의 이나 생각을 내 에 활

용할 때에는 출처 밝히기,조사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로 쓰기,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을 비

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을 쓰지 않기 등이 있다.”고

하 는데, 작권 반이나 출처에 한 것으로 한정

하지 않았는가?

평가 :상 하

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의도 으로 왜곡하지 않았는가?
평가 :상 하

⑥ [자료 1]～[자료 4]를 활용한 곳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 생각인 것처럼 쓰지 않았는가?
평가 :상 하

⑦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내 에 어울리게

다듬지 않고 단순히 짜깁기를 하지 않았는가?
평가 :상 하

⑧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 부분이 한가?
평가 :상 하

<표 Ⅲ-10>고쳐쓰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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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가11학생이 “⑥ [자료 1]～[자료 4]를 활용한 곳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 생각인 것처럼 쓰지 않았는가?”라는 평가 항목에 따라 자신의 을 평가하고,고

쳐쓰기 단계에서 출처 정보를 추가한 사례이다.

<C-가11학생의 고쳐 쓰기>

⑥ 화된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하는 일이 많다.이외에도 매체를

통해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꾸미기,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에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을 올린 다른 사람의 을

자신의 인 것처럼 그 로 복사해서 쓰는 일이 증하고 있다.([자료 1])그뿐 아

니라,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작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다면 학생들은 쓰기 윤리 의식이 부조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⑥ 요즘에는 쓰기윤리 의식과 련하여 학교측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표 에 한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한 학생

들 사이에서의 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한 이유가 될 수 있다.([자료 3])

다음은 고쳐쓰기 항목 “① [자료 1]～[자료 4]에 해 충분히 이해하 는가?”에

한 고쳐쓰기 결과로,C-가20학생은 자료의 출처가 2007년임을 확인하고 “최근”을

“과거”로,“표 했다는”을 “표 했었다는”으로 수정하 다.

<C-가20학생의 고쳐쓰기>

①　최근(→ 과거)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했다는(→

표 했었다는)것이나 모 출 사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표 한 것.([자료 3])이제

우리나라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시는 D-가05학생이 고쳐쓰기 항목,“③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가?(내 생각을 심으로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활용하 는가?),⑦ [자료 1]～

[자료 4]의 내용을 내 에 어울리게 다듬지 않고 단순히 짜깁기를 하지 않았는가?,

⑧ [자료 1]～[자료 4]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 부분이 한

가?”에 해 평가한 뒤,세 항목과 련하여 고쳐쓰기를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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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상략) 작권 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한국에서 표 이 성행하는 원인을 두 가

지로 분석한다.첫째는 교육 부실이다. 등학교 시 부터 숙제는 참고서를 베껴오

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다는 것이다. 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되어 있고,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둘째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표 을 하

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표 을 방할 수 있다.

<D-가05학생의 고쳐쓰기>

< 고>

첫째는 교육 부실이다.어렸을 부터 숙제는 참고서를 베껴오는 것이라는 인식

이 후에 성인이 되어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자료 3])둘째는 표 에 한

엄격한 사후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표 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

어야만 할 것이다.

<고쳐쓰기 결과>

첫째는 교육 환경이다.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부터 숙제는 다른 것에서 참고하

여 해 오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문제는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이 없어 아이

들이 작권자의 허락 없이,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무턱 로 베껴 쓰는 데 익숙한

것이 후에 성인이 되어도 쓰기 윤리를 어기게 되는 이유다.둘째는 자신이 작권법

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청소년의 경우 작권법에 법 시에 처벌받는

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행동을 하게 된다.즉

자신은 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둘째 이유다.

고에서 그은 부분은 [자료 3]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따라서 이 학생

의 고는 자료의 내용만으로 구성된 Ⅲ 유형이라 할 수 있다.즉,③에 해서는 자

신의 생각을 심으로 [자료 3]을 활용하지 않고,⑦에 해서는 자료의 내용을 그

로 짜깁기하듯 옮겨 놓았으며,⑧에 해서는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지 않았다는

에서 고쳐 써야 할 필요를 느 을 것으로 보인다.

고쳐쓰기 결과를 보면,③과 련하여 [자료 3]의 내용 에서 두 번째 이유를 삭

제하고 자신이 생성한 내용으로 바꾸었으며,⑦과 련하여 단어를 일부 교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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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신의 표 으로 바꿔 쓰려고 노력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⑧에 해서는 학생

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 부분이 체로 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고쳐쓰기

이 보다 자료 통합 쓰기의 수 이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자신이 쓰고 있는 의 앞

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문의 일부를 그 로 옮겨 쓰면 자료에서의 의미가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연구자는 학생들의 을 분석하면서 용 표 을

옮겨 쓸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을 확인하 다.[자료 1]～[자료 4]에

는 ‘이러한’,‘그’,‘그러한’,‘내’,‘여기’,‘이것’,‘이런’등과 같은 용 표 이 포함되어

있는데,그 에서 학생들은 아래 [자료 3]에서 친 ‘이것’을 많이 인용하 다.

[자료 3]에서 ‘이것’의 후 문맥을 살펴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악해 보자.

첫째는 교육 부실이다. 등학교 시 부터 숙제는 참고서를 베껴 오는 것이라는 인

식을 심어 다는 것이다. 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

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료 3]에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체,즉 “ 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

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유사한 내

용을 의미하는 “교육 부실”,“숙제를 참고서를 베껴오는 것이라는 인식”등과도 연결

될 수 있으므로,학생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바꿔 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

음 (가)～(다) 에서 학생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썼는지 분석해 보자.

(가)두 번째로,학교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해결 방안을 말하자면,역시 제일 먼 교육

을 등학교 때부터 바로 시키는 것이다.앞의 기사([자료 3])에 있는 로 등학생일

때부터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표 을 하는 것이

다.(C-가24)

(나)하나는 교육 부실이다.어릴 부터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은커녕 등학교 시 부터

내 주는 숙제는 그 참고서를 베끼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어릴 부터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 지

않게 표 을 하게 될 것이다.(C-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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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늘날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되어 있

고,숙제는 베끼면 된다는 인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C-가27)

(가)에서 “그런 교육”에서 ‘그런’이 가리키는 내용이 앞 부분에 제시되어 있지 않

다.“그런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해서”와 “계속 표 을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연결

되고 있으므로 ‘그런’이 표 방지와 련된 내용임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용 표

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문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자료 3]에서의 “이것”을 앞

문장의 “숙제를 참고서를 베껴 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생각”,“이러한 사고방식”등으로 바꿔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다)에서는

“이것” 신 “숙제는 베끼면 된다는 인식”으로 바꿔 쓰고 있다.이 경우는 오류라기

보다는 자료의 복잡한 의미 구조로 인하여 자료를 통합할 때에 주의를 요하는 사례

로 볼 수 있다.

용 표 이외에 고쳐쓰기 단계에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례로는 자료의 집필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들 수 있다.연구자가 제시한 자료 에는 ‘지

난해’,‘올해’,‘30년’이라는 표 이 있었는데,‘지난해’와 ‘30년’은 [자료 3]에,‘올해’는

[자료 4]에 포함되어 있었다.[자료 3]에서 ‘지난해’와 ‘30년’의 의미와 (가)와 (나)

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악해 보자.

[자료 3]

지난해에는 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했다고 해서 문제

가 고,얼마 에는 모 출 사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30년 동안 표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 ’은 이제 한국 사회 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안으로 떠올랐다.

-출처 :매일경제 2007.1.5일자 기사 부분 수정(http://news.mk.co.kr)

(가)지난해에 유명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다른 수필집의 내용을 표 했다는 것이

나 모 출 사가 방송통신 학 교재를 표 한 것.([자료 3])이제 우리나라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C-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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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 출 사가 방송통신 학의 교재를 30년 동안 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3])(C-나05)

(가)와 (나)는 [자료 3]의 친 부분을 그 로 인용하고 있다.이 자료의 출처

정보를 보면 2007년도 기사이므로,‘지난해’는 2006년 수상작을 말하고 있다.그러나

(가)를 읽은 독자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부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이 부분이 내용상의 오류임을 알게 된다면 필자가 자료를 충분히 이해

하지 않고 썼다고 단하여 의 신뢰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42)(나)에서 ‘30년’

은 2007년을 기 으로 한 기간이므로,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밝 야 할 필요는 없지

만 잘못된 정보를 달할 수 있으므로,“30여 년 동안”,“30년 넘게”등과 같이 표

하는 것이 하다.

2.윤리 쓰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

1)필자의 개인 특성

(1)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

쓰기 윤리의 실천은 필자가 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 과정에 윤리 측면이 여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필자가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해 인식하

지 못하면,윤리 민감성,윤리 단,윤리 동기화,윤리 쓰기에 한 수행력

등의 요소가 제 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기존의 쓰기 교육에서는 다루

지 않은 내용이므로,과제 분석 단계에서 나타나는 오류 상황들은 체로 쓰기 윤리

에 한 민감성이 부족하여 쓰기 과제와 련된 윤리 요소를 제 로 악하지 못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쓰기 윤리에 한 민감성은 쓰기에 윤리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

42)이 부분은 연구자가 미리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으며,학생들의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자료의 신뢰성과 련하여 필요한 과정이라는 에서

이 사례를 내용상의 오류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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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당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윤리 측면과 련되는지 아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들은 쓰기에 윤리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윤리 민감성을 지니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가)두 번째 이유는 의 쓸모에 한 의문이다.학생 시 에 쓰는 은 그 을 평

가하는 사람이 있다. 한 우리가 을 쓰는 이유의 부분은 수를 얻기 해서이

다.그리고 우리의 은 학교 밖을 벗어날 일이 없다.우리는 수를 받기 한 용

도 이외로 을 하기가 어렵다.이런 인식 역시 쓰기 윤리를 무시하게 한다.(B-가

08)

(나) 다른 이유는 완성도 높은 을 쓰기 함이다.나의 생각을 나보다 더 뚜렷

하게 표 한 이 있다면 ‘표 ’로 인해 더 나은 이 써 질 것이다. 문가가 논문

을 쓸 때에 ‘자기표 ’을 하는 것이 가 될 수 있다.(B-가14)

(다) 한 나는 리 목 으로 여진 만 아니라면 작권 개념을 존 하지 않

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모방도 창조’라는 말이 있듯이,다른 을 모방하여 써도 더

좋은 이 나올 수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소설들을 보면,다른 소설을 모방하다 많

은 명작들이 탄생했고 그 로는 몽자류계 소설을 들 수 있다.모방의 범 를 좀더

넓 서 ‘나가수’의 많은 노래들은 명곡들을 리메이크했고 다른 느낌의 명곡들이 탄

생했다.( 략) 작권은 창조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B-가30)

(가)학생은 자신이 학교에서 쓰는 이 단순히 평가를 해서기 때문에,실제 독

자에게 달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쓰기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 다.이러한

반응을 통해서도 잠정 인 독자인 교사에게 평가를 받기 한 쓰기 이외에 다양한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실질 인 쓰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다.(나)학생은 완성도 높은 을 쓰기 해서는 표 을 할 수 있으며, 문가의 자

기 표 을 근거로 제시하 다.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문가가 학생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문가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

각하는 학생이라면 표 에 해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다)학생이 작

권에 한 윤리 민감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표 이

나 술 장르에 한 기 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리메이크라고 해서 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몽자류계 소설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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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당시의 문학 창작의 경향이므로 의 모방,표 과 무 한 사례이다.이와 같

은 잘못된 인식은 쓰기 윤리 교육을 통해 교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윤리 정서

가.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Ⅱ장 1.3)’에서 윤리 정체성이 윤리 동기화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확인하 다.윤리 쓰기를 한 동기화에도 필자의 윤리 정체성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얼마나 윤리 인 필

자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연구자는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에

한 결과가 부정 으로 나올 것으로 상하 다.첫째 원인으로는 지 까지 쓰기

교육에서는 주로 쓰기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강조하 으며 쓰기 윤리에 한 내용은

구체 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필자로서의 정체성,특히 윤리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이러한 실태에 해서는 Ⅱ장의 2.

2)에서도 언 하 다.둘째 원인은 학생들의 에 표 에 한 경험이 자주 등장했

기 때문이며,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을 윤리 이지 못한 필자, 는 쓰기 윤리

를 잘 지키지 못하는 필자로 인식할 것으로 상하 다.

본고에서는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에 한 정보를 얻기 해 다음과 같이 6

척도로 구성된 설문 문항을 제작하 다.<표 Ⅲ-11>은 윤리 정체성에 한 설문

문항으로,‘매우 많이 그 다(1 )―많이 그 다(2 )―약간 그 다(3 )―약간 그

지 않다(4 )―많이 그 지 않다(5 )―매우 많이 그 지 않다(6 )’에 해 응답하

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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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평균

나는 내 을 통해 나의 목 뿐만 아니라,독자에게도 이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2.3

나는 거짓 없이 진실한 내용만 쓴다. 2.9

나는 표 하지 않는 정직한 필자이다. 2.9

나는 믿음직한 필자이다. 2.7

내 은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3.0

나는 윤리 인 필자이다. 2.8

나는 내 로 인해 생길 결과에 해 미리 측하고 그에 한 책임을 질 것이다. 2.7

<표 Ⅲ-11>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에 한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은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을 형성하기 한 경험이 부족했으나,연구자

의 상과는 달리 자신의 윤리 정체성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A고교 84명의 설문 결과 “나는 내 을 통해 나의 목 뿐만 아니라,독자에게도

이득이 되었으면 좋겠다.(2.3)”를 제외하고는 2.7～3.0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약

간 그 다(3)’수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윤리 정체성이 윤리 쓰기를 한 동기화에 정 으로 작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쓰기 활동을 반성 으로 사고함으로써 윤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필자로서 자신의 윤리 정체성에 해 피상 으로

악하고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에 한 반성 사고가 부족하고,실제 자신이 가진

윤리 정체성 정도보다 과 평가할 수 있다.최근의 한 연구(김 한․이승하,2012:

113～114)에서도 자신을 “매우 도덕 ”이라고 평가한 학생들이 도덕 동기화 수

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가)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수 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나만

해도 쓰기 윤리에 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무하므로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제시문을 통해 처음 하게 되었다.(C-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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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끔씩 과제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항상 인터넷을 찾아보게 된다.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의 을 그 로 복사하여 짜깁기하는 일이 부분이었다.모

두들 그 게 하고 짜깁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

이 없었다.그러나 앞의 을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C-나

34)

(다)모든 학생들이 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하듯이 나 한 남의 을 표 하는 행

를 많이 해 봤고 불법다운로드도 많이 해 보았지만,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 은 쓰

기 윤리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남의 을 모방하게 된다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C-가11)

나.윤리 정서 형성을 한 계기43)

윤리 동기화에는 윤리 단에 근거하는 인지 요소와,윤리 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나 비윤리 인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후회,죄책감 등의 윤리

정서44)가 상보 인 작용을 한다.이러한 윤리 정서에는 윤리 으로 쓰기를 성공

으로 수행했을 때의 자부심도 포함된다.그런데 윤리 정서는 자신의 행동에

한 반성 사고를 통해 이차 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쓰기에 한 반성 사고

경험이 은 학생들에게 특히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그 로 학생들의 작문

에서는 쓰기 윤리를 어겼을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으

며,몇몇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로부터 표 에 한 교육을 받고 쓰기 윤리 의식이

고양될 수 있었는데,한국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언 하 다.

한 윤리 쓰기에 한 성공 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나 필자로서의 자부심을

43)Ⅱ장 1.3)에서 설명한 쓰기 과제와 련된 상에 해 공감 편향(empathicbias)으로

인한 불리함으로 볼 수 있다.‘지 -여기’편향(hereandnow bias)에 의하면 앞에 확인

할 수 없는 독자나 자에 한 윤리 동기화는 쉽지 않다.A고교에서 실시한 학생 인권

조례에 한 쓰기에서는 독자에 해 고려하거나,자료에 해 객 인 입장에 평가

하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향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44)학생들이 ‘표 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 에 “친구

들과 내용이 겹쳐 혼날 가능성을 비해 그냥 내 힘으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된다.(A-다08)”에서는 교사의 반응을 고려하고 있으며,“베낀 내용을 알고 있을 독자가 그

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다.(A-다09)”에서는 독자의 반응을 상함으로써 표 행

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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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극히 었다.

(가)독후 활동을 할 때 책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할 때,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 독후감이나 책 뒤에 있는 후기나

서평 등을 참고해서 쓰려고 한 이 있었습니다.몇몇 독후감을 쓸 때 실제로 그것

을 참고해 써내기로 하 는데,그 내용의 일부분만 베껴서 내도 다음 내용이 자신만

의 표 으로 말끔히 정리가 안 돼서,처음부터 다시 써낸 도 있었습니다.(A-다29)

(나)(상략)나는 원어민 교사가 다수인 학교에 다녔었다.그래서 평소 외국 학

교의 규범과 의식 등을 그 선생님들로부터 엿볼 수 있었다.하루는 문학 선생님이

강당에 우리 학년 체를 모아 두고 표 에 해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다.우

리의 쓰기 수행평가에서 표 로 의심되는 이 여러 편 발견되었던 것이었다.그

선생님께서는 미국 학에서는 표 을 하면 0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법 처벌

도 받을 수 있다며 표 의 심각성에 해 알려주셨다.그 후로 우리는 쓰기를 할

때마다 다른 책이나 사이트에서 인용한 구 은 모두 표시해야 했고,그것을 어길 시

엔 0 을 받았다.하지만 나는 일반고에서 이러한 얘기에 해 들어본 것이 없

다.그러다 보니 나의 표 이나 작권 침해에 한 의식도 무뎌진 것 같다.

(하략)(C-가21)

(다)마지막으로 내 스스로 지켜야 할 해결 방안이다.나는 어쩌다가 학 시 ,담

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내 교통 안 짓기 회에 나간 이 있었다.나는 나의

경험만을 썼을 뿐인데,놀랍게도 은상을 수여받았다.그걸 보고 느 다.꼭 남의 지

재산권을 훔치지 않고 내 나름 로 을 써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그리고

내가 쓰기도 좋아해서 재미로 쓴 작품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도 있었

다.그것에 해 용기를 얻고,남의 지 재산권을 내 맘 로 쓰는 것은 정말 어리

석고,쓰기 윤리에 어 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지낸다.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내 스스로 쓴 이 더더욱 큰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바이다.(C-가24)

윤리 동기화에 기여하는 윤리 정서 형성을 해서는 쓰기 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윤리 쓰기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에는 표 경험에 한 반성 사고로부터 윤리 정서가 형성된 사례가 제시되

어 있으며,(나)에는 외국인 교사로부터 표 에 한 교육을 받고 쓰기에 용한

경험, 재의 학교 분 기로 인하여 쓰기 윤리 의식이 다시 둔감해지고 있다는 내용

이 제시되어 있다.(다)에는 성공 인 윤리 쓰기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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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을 깨닫게 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쓰기에 한 반성 사고와 윤리 정서

형성을 해서는 담화공동체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요함을 알 수 있다.

(3)문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윤리 단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본고에서

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한 정당화의 근거를 통해 학생들의 윤리

추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윤리 추론 양상을 범주화하는 데에는 콜버그의 윤

리 단에 한 정의 추론 단계를 활용하 다.45)

학생의 반 인 도덕성 발달 단계를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한 정당

화 양상만으로 별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따라서 이러한 유형화의 목 은 개

별 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별하는 데에 있지 않다.본고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윤리에 한 반 인 추론 양상을 살펴보고,가장 많은 학생들이 속하는 단계를

악함으로써 쓰기 윤리의 필요성과 정당화에 한 지도 내용을 구안하는 데 시사 을

얻고자 한다. 한 실제로 윤리 인 쓰기를 지도할 때에 개별 학생의 윤리 단

유형에 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 특성에 따른 효과 인 내용과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쓰기 과제 ㉮형에서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는 ‘쓰기 윤리

를 지켜야 하는 이유’ 에서 선택 으로 작성하 으며,총 18명이 40가지의 근거를

제시하 다.46)여기에 C고교 학생의 자료 통합 쓰기에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8명의 에서 11가지 근거를 추가하여 도덕 단 6단계에 따

라 범주화한 결과는 <표 Ⅲ-12>와 같다.

45)콜버그의 6단계 역시 본고에서와 유사한 자유응답 방식으로 면 자들로부터 자료를 얻

고 이를 분석한 결과라는 에서 유형화에 합한 틀이라고 단하 다.이후에 제안된

신콜버그주의자의 ‘도덕 인지 도식’은 객 식 평가인 DIT 평가의 각 선지 반응과 련된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자유반응에 가까운 학생들의 쓰기에 나타난 내용을 범주화

하는 데에는 부 합하 다.

46)“ 한 을 달할 때 사실을 달하지 않는다면 언론 매체의 기본 인 정보 달의 기

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근거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문 인

언론인이므로 범주화 과정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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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단계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항

목

수

인습

이

2단계

개인주의․도구

주의 도덕성

◦필자의 이익을 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함.

◦쓰기 윤리를 지킴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13

인습

3단계

인 계의

규범 도덕성

◦‘윤리 인 필자’가 되는 것이 모두에게 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쓰기 윤리를 지킴으로써 을 통해 다른 사람과 신

뢰를 형성할 수 있음.

◦상호호혜 인 에서 타인과 나의 이익을 해

쓰기 윤리를 지킴.

16

4단계

사회 체제의

도덕성

◦인터넷을 포함한 담화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 도

덕성 유지를 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함.

◦쓰기 윤리도 사회 규범이므로 규칙을 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 는 으로 옳지 못함.

17

인습

이후

5단계

인권과 사회복지

의 도덕성

◦모든 사람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해 법이 필요하

다는 사회계약 원칙에 근거하여,쓰기 윤리 수

에 한 의무감을 지님,

4

<표 Ⅲ-12>‘윤리 쓰기’의 정당화에 한 추론 양상

유형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은 ‘작권’에 한 내용이었다.『표 국어

사 』에는 ‘작권(著作權)’은 법률 용어로 “문학, 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하여 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 ․독 권리.”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으로 보아 2단계로 볼 수도 있고,개념상 법률에 의해 보장 받는

권리이므로 “ 작권 보장”을 ‘해당 법률에 한 수’로 해석하여 4단계로 분류할 수

도 있다.연구자는 “ 작권”이라는 표 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일 으로 어느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문맥을 통해 작권을 단순히 필자 개인의 이익을 한 권

리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2단계로,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썼거나 작권 보장의 사회 기능에 해 언 한 학생은 4단계로,노력에



-147-

한 인정,존 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학생은 5단계로 분류하 다. 작권 보장에 한

학생들의 근거가 다양한 단계로 제시되었다는 은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학생의

수 에 따라 조직하는 데 유용한 을 제시한다.학생의 도덕 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의 구조화에 해서는 Ⅳ.2.4)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분석 결과,콜버그의 도덕 단 6단계 에서 1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고,2단계 개인주의 도구주의 도덕성,3단계 인 계의 규범 도덕성,4

단계 사회 체제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근거가 유사한 수 이었으며,5단계 인권과 사

회 복지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근거는 4가지 다.2～4단계에 해당하는 근거의 특성

을 분석한 결과,쓰기 상황에 한 학생들의 해석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양상을 보

다.2단계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일방향 인 쓰기 상황을,3

단계에서는 필자와 독자,즉 상과의 상호작용 인 쓰기 상황을,4단계에서는 쓰기

상황을 필자와 독자를 포함한 담화공동체의 소통에까지 범 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

이다.이는 ‘쓰기 윤리가 쓰기 상황에 용되는 윤리’이므로,그 용 범 에 따라 쓰

기 윤리와 련된 도덕성의 수 이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개인의 이익 보장을 한 수단

이 유형은 쓰기 윤리의 가치를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 평가한 경우로,쓰기 상황에

서 필자나 독자가 각자의 이해 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이익의 증진

과 감소,즉 이익과 피해라는 에서 쓰기 윤리 수의 근거를 들고 있으므로 콜

버그의 2단계 개인주의 ·도구주의 도덕성으로 범주화하 다.(가)와 (나)의

친 부분에서 구체 인 를 확인할 수 있다.

(가)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구나 창작을 할 수 있고,그것을 상업

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그런데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게다가

상업 으로 이용할 경우,정보의 오용,남용,창작자의 정신 ,물질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생긴다. 를 들어,갑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그만의 시피들을 포

스 했다고 하자.그 창작물들을 가지고,다른 사람들이 갑의 블로그에 속하여

고에 의해 고 수익을 얻는다.그런데,을이라는 사람이 그의 들을 무단으로 도

용하면, 고 수익을 얻으면서,갑의 소득이 어들게 되는데,이는 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더 극단 를 들어보면,인터넷에서 독후감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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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도용하여 독후감 회에서 상을 받아,명문 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이와 같이

회에서의 도용은,출처를 기재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아 이용을 하

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창작

자에게 불명 를 안기는 것이다.(A-가06)

(나)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고

려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첫째 이유로는 개인의

작권에 한 보호를 들 수 있다.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무단 도용과 표 등이 활성화된다.이때,이런 표 등의 주요 상은 연구 논문,

책 등이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개인의 지식 인 작물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 략)마지막 이유로는 부당한 이득의 방지를 들 수 있다.보통 표 등을 하게 되

는 상황은 학 리포트,학생 수행평가,논문 등이다.이 과정에서 표 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이다.따

라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A-가25)

(가)에서는 “필자의 개인 이익을 보장하기 해서”,(나)의 친 부분과 같이

“쓰기 윤리를 반한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해서”가 2단계

에 해당하는 근거이다.쓰기 윤리의 정당성에 한 자료만으로 이 학생의 체 도덕

성 발달 단계가 2단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앞서 언 하 듯이 2단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 이 낮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본고

의 의도에 따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쓰기 윤리 교육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한다

면,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 에서 (가)와 같이 2단계에 해당하는 근거만 제시한

학생에게는 쓰기 윤리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해 보다 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하다. 한 (나)의 경우는 2단계에 해당하는 두 가지 근거 이외에

4단계의 근거로 함께 제시하 는데,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근거를 제

시한 학생이라면,낮은 단계의 근거보다 높은 단계의 근거에 비 을 두도록 지도하

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여러 단계의 근거를 제시한 학생들의 근거 에서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쓰기의

본질 기능이나 쓰기 능력 신장과 련하여,‘윤리 쓰기는 결국 필자에게 도움

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47)이러한 인식은 윤리 쓰기의 동기화 과정에서 유용

47)이러한 의견은 학생들이 쓰기 윤리 련 활동을 마치고 작성한 반성 활동지에서도 발

견할 수 있었다.“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지 재산권도 보장해 뿐만 아니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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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가)먼 ,자신의 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 하기 때문이다.사람들은 구나

자신의 쓰기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평소 생각 는 마음가짐을 반 하

는데,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에 펼치기 해서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하략)

(A-가31)

(나)만약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은 일단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

며 사고방식이 다 하나같이 변할 것 같다.(하략)(A-가11)

(다)(상략)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해서이다.만약 이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짜깁기만 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자신의

능력은 그 로도 아니고 오히려 사고를 단했으니 떨어지고,미래에 자료가 없을

때 체크메이트가 될 것이므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A-가34)

(가)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 하기 해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쓰

기 스타일에 따라 을 쓰는 것이 낫다고 단하고 있으며,(나)에서는 사고력과

련하여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므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언 하 다.(다)에서

는 짜깁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 상황

에서 을 쓰기 어렵게 되므로,자기 자신을 해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서

술하 다.

② 황 률에 근거한 타인에 한 배려

이 유형은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하는 이유를 타인을 배려하되,황 률,즉 “남에

게 을 받고자 하는 로 남을 하라.”는 원리와 련지은 경우이다.일반 인

도덕 문제 상황을 제하고 있는 콜버그의 3단계에서는 ‘친 한 사람’간의 인간 계

에서 그들의 기 나 형제,친구 등의 역할 기 에 따른 행동,상호호혜 인 역할 채

자체의 질도 향상시킨다.다른 사람의 내용을 베끼는 것이 아닌 직 생각하고 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요즘 들어서,쓰기에 한 숙제가 늘어나면서 주변 친구들이 남의 을

도용하고, 발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 같다. 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을 잘

쓰고 싶어서 그러겠지만,난 남의 을 베끼고 도용하면 더 안 좋은 이 나올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한다.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해야 훨씬 훌륭한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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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등을 특징으로 한다.그에 비해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친 한 계가 아니라

쓰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필자와 독자(악성 댓 의 상, 을 읽는 사람)로 구성된

‘인 계’를 제로 쓰기 윤리 수의 필요성을 언 하고 있다는 이 특징 이다.

학생들은 표 을 당하거나 악성 댓 의 상이 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필자와 독자 간의 신뢰 형성을 해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 다. 한 내

가 표 을 당했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거나 학생 자신이 미래에 작권을 보장받

기 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가)우선,쓰기 윤리가 인터넷 상에서 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과거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 인물들이

악 로 인해 극심한 조울증이나 극단 으로 자살까지 선택하게 된다.결국 윤리의

식이 흔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둘째로,독자들의 흥미를 소멸시

킨다.실례로 국내 한 아이돌의 음원이 해외곡과 표 의혹을 빚기도 하 다.이처럼

음원부터도 이러한 표 이 심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다.즉,표 로 탄생한 을 원

자의 인내가 배출한 걸작을 교묘하게 도둑질하여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읽는 독

자들도 새로운 념을 원하는 목 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하략)(B-나33)

(나)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이 높아진다.왜냐하면

쓰기 윤리를 지킴에 따라 악성 댓 이나 허구 인 내용 등이 어들어서 좀더 사실

인 내용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하략)(A-가26)

(다)악성 댓 을 달지 않는 것도 요하다.다른 사람의 에 악성 댓 을 다는 경

우 의 질을 떨어뜨리고, 쓴이에게는 장기 업무 능력 하를 유발할 수 있다.

비 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고 본다.(A-가35)

(라)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 자 한 자에 담겨 있는 필자의 노력과

생각 등을 다른 이가 자신의 인 양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인 정보를 도둑 맞은 것

과 같은 느낌일 것이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 한 추후 자신의 이 도용

되었을 때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하략)(A-다03)

(마)솔직히 지 은 학생이라 그런지 나만의 작권 인 소유물이 없어서 작권

문제를 강화시키는 것에 해 그닥 달갑지 않다.하지만 미래에 내가 바라던 패션

사업 CEO가 되어서 회사의 디자인 도안이 유출되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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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퍼지고 있다면 매우 불쾌하고 속상할 것이다.그래서 난 지 부터라도 차 으

로 작권 문제를 강화시켜서 음반제작사, 화제작사 등등 그러한 직종의 사람들

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권리가 보장되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C-가15)

(가)의 첫 번째 근거는 ‘사회 혼란’이라고 표 하기는 하 으나,악성 댓 의

상이 된 ‘공 인물’의 피해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두 번째 근거는 독자에게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언 하 으므로 필자와 독자 간의 계를 제로 한 근거로 볼 수

있다.(나)는 필자와 독자 사이의 신뢰감을 높이기 해서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

며,(다)는 인터넷에 을 올린 사람과 악성 댓 을 다는 사람 간의 계를 제로

하고 있다.(라)와 (마)에는 황 률에 근거한 추론의 양상이 드러나 있는데,특히

(마)에서는 재는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 작권 강화가 달갑지 않지만,자신이 사

업가로 활동할 때를 상상하면서 작권 강화의 필요성에 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

③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유지

이 유형에서는 쓰기 윤리 수의 필요성을 공동체의 이익과 련지어 설명하고 있

다.콜버그의 4단계에서는 옳은 행 를 하는 이유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해,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정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데,쓰기 윤리도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학생들은 쓰기 윤리를 사회 질서를 한 규범으로 인식하거나,사회나 인

터넷 등에서의 원활한 소통 문화,사회의 안정 등을 해 쓰기 윤리를 수해야 한

다고 하 다.

(가)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먼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그 게 된다면 각종 학계에는 표 된 논문들이

치게 될 것이다.따라서 그런 논문을 걸러내기 한 노력이 필요해지게 된다.만약

쓰기 윤리가 지켜진다면 이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요새 문제가 되는 악

에 해 생각해 보자.악 이란,인터넷상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을 말한

다.이런 악 러들을 잡기 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재고되고 있을 정도로 악

은 심각하다.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의견 표출을 억 를 것이다.만일 쓰기

윤리가 지켜진다면,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하략)(B-가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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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

기에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듯이 쓰기 윤리를 지켜야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평화로

운 공간이 될 수 있다.그래서 나는 그런 평화로움을 해서라도 쓰기 윤리를 지켜

야 한다.(B-가36)

(다)(상략) 다른 이유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해서이다.익명성 뒤에서 악

성 댓 만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는 표 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한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구나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래한다.이러한 사회의 상황을 타계하기 해서

는 쓰기 윤리를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하략)(B-나07)

(라)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을 통한 의사소통의 발 을 해서이다.사

람들은 을 쓰면서 자신의 사고를 넓 가고 새로운 발견을 할 때도 있다.즉 을

통한 의사소통의 발 은 곧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 으로 이어진다.하지만 쓰기 윤

리가 지켜져야만 다양한 사고가 오갈 수 있고 발 될 수 있는 것이다.(하략)(B-나13)

(가)에서는 첫째 학문공동체의 윤리성 확보를 해,둘째,악 로 인한 부작용 근

과 인터넷 상에서의 표 의 자유 보장이라는 갈등 해결을 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 다.(나)에서는 일상 세계와 인터넷 공간의 평화로움을 해,(다)에서는

양심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해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언 하 다.(라)에서는 담화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문어 의

사소통의 생산 기능에 한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이러한 생산 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쓰기 윤리의 수가 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인간의 권리와 복지에 한 존

4단계 유형이 공동체 차원에서 쓰기 윤리의 기능에 을 맞추었다면,이 유형에

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해 존재하는 것으

로 인식된다.그러므로 쓰기 윤리가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타인의 권리와 복지,자기 존 ,인간 존 등을 보장하기 해 쓰기 윤리를 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 의 는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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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략)마지막으로 출처에 한 요성이다.논설문의 근거나 설명문의 여러

뒷받침을 해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진

행하는 사람의 노고는 직 해보지 않는 이상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쓰기

윤리 자체가 곧 인간의 윤리이기 때문에,그들의 노고만큼은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

다.(B-나33)

(나)두 번째로는 말 그 로의 윤리 때문이다.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법 문제를 떠나 윤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다.(B-가23)

(다)개인의 자존감을 해서이다. 로 무엇인가 남긴다는 일은 무나 큰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이 을 높이 사야 한다.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을 쓸 기회가 주어

진다.그 이 만약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도 지 않다.실제로

한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일들은 그 사람이 쓴 때문이다.모두들 ‘미네르바’

의 일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이 일화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

에 미치는 향이 결코 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은 나의 인생을 바꾸

는 시작이 된다.이는 곧 개인의 삶인 자존감에도 직결된다.(하략)(B-가02)

B고교에서는 쓰기 과제 ㉯를 1차시에 실시하 으므로 (가)～(다)의 내용은 연구자

가 쓰기 과제의 읽기 자료로 제시한 이나 수업에 의해 학습된 결과가 아니라,학

생들이 스스로 생성해 낸 근거로 볼 수 있다.(가)에서는 필자가 을 쓰는 데 들인

노고를 존 한다는 의미에서 출처를 밝 야 한다고 했는데,이러한 은 출처 제

시의 수사 기능과도 련되는 내용이다.(나)에서는 법과 윤리를 구분하여 윤리

측면에서의 문제 에 주목하고 있으며,(다)에서는 필자로서의 자기 존 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생각들은 다른 단계에 비해 텍스트의 윤리성,필자의 윤리성

과 련된 쓰기 윤리의 본질에 가장 근 해 있다고 볼 수 있다.

(4)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

필자가 을 쓰기 해 쓰기 상황에 포함된 윤리 단서를 악하고,올바른 행동

이 무엇인지 윤리 으로 단한 다음,윤리 행 로 동기화되어 윤리 쓰기를 시

작하 다.그러나 자료를 읽고 간 인용을 하려는데,생각보다 무 어려워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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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을 그 로 옮겨 고 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다.이때에 필요한 요

소가 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필자의 성격이다.성격은 일단 시작한 윤리

행동을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것과 련된 자질로,구체

인 하 요소로는 인내력,자아 강도,자기 규제,신념,의지력,효능감,자신감,유

혹에의 항 등이 있다.본고에서는 특히 쓰기 상황에서 요한 자질로 쓰기 효능감

(자신감),자기 규제를 선정하 다.이 두 항목은 스트의 이론을 비롯한 련 연구

들에서 언 된 여러 요소들 에서 학생들의 과 심층 설문지를 통해 추출된 것이

다.

가.쓰기 효능감

스트 외(Rest,etal.,1986/2008:39)에서는 효능감의 기 ― 를 들면 나는 할

수 있다,이것은 재미있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투자할 수 있을지,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

다는 반두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박 민(2006)에서는 쓰기 효능감에 해 “쓰

기를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개념화하 다.즉 쓰기 과제를 잘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정 인 기 나 자신감을 의미한다.쓰기 효능감은 쓰기

과제를 선택하고 쓰기를 지속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치므로(Pajares,etal.,

2007;이소 ․신태섭,2012),윤리 쓰기를 지속하는 성품 범주의 하 요소로

선정하기에 합하다.다음의 (가)～(라)의 친 부분에 쓰기 효능감과 련된 내

용이 제시되어 있다.

(가)쓰기에 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쓸 때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의심한다.그 의구심이 생길 때 쓰기 윤리는 흔들린다.(B-나12)

(나)자신의 생각에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국어 수

행평가에서는 부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요한다.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는데 도무지 아무런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이 때 부분의 학생들은 쓰

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그런데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분명 그 주제나 사실

등에 한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다만 자신이 남의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해 버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조 만 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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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을 믿는다면,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을 것이며,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설명하여 좋은 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B-가06)

(다)나는 을 베끼지 않는다.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을 몇 번씩 생각하고 다듬

으면 남의 보다 더 좋은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베끼지 않는다.(A-다07)

(라)자신의 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내가 쓴 은 남의 보다 못하다

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그래서 ‘아마추어인 나’보다는 ‘문가인 그들’의 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사실은 그 지 않다.내 만큼 내 기억에 남는

이 없으며,다음 번에 을 쓸 때에는 이번에 쓴 이 경험이 되어 다음 을 더

쉽게 쓰게 만든다.이 공정은 아주 가벼운 일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나는 늘 이

게 을 써 왔다.다른 학생들보다는 을 쓰는 공포가 은 이유도 이 덕분이다.//

이 공정을 어느 정도 숙달하게 된다면,이제 ‘남’의 언어와 ‘나’의 언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에 남의 언어가 들어간 게 에 띈다.거

추장스럽게 느껴진다.이제 내 을 온 히 내 로 바라보는 시각을 알게 된다.이

는 불필요한 자료 인용이나,쓰기 윤리를 범하지 않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이

공정의 끝은 수정 단계이다.특히 주 의 선생님들께 에 한 의견을 받을 수 있

어야 한다.그 과정에서 나의 은 이리 리 까이고 뜯기게 되는데,이를 견뎌내자.

군더더기 없는 나의 을 보면서 뿌듯해 해 보자.(B-가02)

(가)와 (나)에서는 쓰기에 한 자신감이 없거나,자신의 에 한 자부심 등 쓰

기 효능감이 낮으면 쓰기 윤리를 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이에 비

해 (다)에는 에 한 자신감이 남의 을 베끼는 행 를 통제하는 요소임이 드러

나 있으며,(라)에는 쓰기 연습을 통해 선생님의 비 을 극 으로 수용할 만큼 자

신의 에 해 자신감을 지니게 된 B-가02학생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나.표 유혹에 한 자기 규제

연구자는 쓰기 윤리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경험을 악하기 해,“어떨 때

자료의 내용을 자신의 표 으로 바꾸어 쓰지 않고,내용을 그 로 베끼고 싶은 유혹

이 생기는지,그러한 유혹을 극복하기 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해 자유롭게 쓰도

록 하 다.

학생들이 표 에 한 유혹을 느끼는 때는 주로 “자신의 을 포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을 때”라고 하 다.학생들은 부분 이러한 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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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의하고 있으나,잘못된 행 라고 평가한 학생도 있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

으로 인정해 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가)첫째로,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우월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란

다.자신이 참여하는 분야의 우월한 작품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만약 내가 이 작품

을 썼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그러나 자신의 작품의 결과가 우월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허 내용을 서술하거나 실험 조작,표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명 이자 부와 권력에도 계될 수 있기에 큰 유혹을 느끼게 한다.자신의

작품의 질을 상승시키기 해 타 작품을 인용하게 되는 것은 사회 실상 당연

한 욕구이며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그것은 어디까지 합작일 뿐 개인의

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A-가13)

(나)그동안 나는 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에 힌 을 자주 인용하는 편

인데 제 로 인용하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었다.그리고 그 말을 약간 인용하지 않은

척 내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었다.특히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멋있는 말은 내 것으

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기도 한다.(A-다26)

(다)(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둘째,사이버상에서 워블로거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이다.그래서 남이 노력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무단으로 퍼가서 자신이 한 것인

양 꾸미는 것이다.남이 한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직 한 것처럼

하는 경우 ,후자가 더욱 인정받을 것은 명백하다.(A-가18)

(가)에서는 자신의 이 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며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자신

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 한 걱정이 모두 드러나 있다.(나)에는 인용하지 않고

멋있는 말을 자신이 생각해 낸 것처럼 썼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다)에도 다른 사

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블로그를 통한 소통에서는 출처를 밝

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자신이 한 것처럼 자료를 올리

는 것이 더 인정받는 경향이 있음을 언 하고 있다.이러한 견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우월감이 도덕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

제로 학생들은 쓰기에 익숙하지 못하므로,성 에 반 되는 쓰기 과제에 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다른 학생에 비해 좋은 수를 받는 것도 일종의 타인의 인정에 속하

므로,표 유혹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내 동기 외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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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들이 표 유혹을 극복하기 한 자기 규제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이

다.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는 디지털 방식으로 장되어 있으므로, 로그램에

서 쉽게 복사하여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표 에 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며 실제

로 표 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강민경,2011).학생들은 컴퓨터로 을 쓸 때 이러

한 유혹에 항하기 해 다음과 같은 략을 제시하 다.

(라)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손 씨로 작성하는 습 을 길러야 한다. 부분의 표

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표 의 근본 인 충동을 막기 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을 쓰는 것이다.(B-가14)

(마)사실 그 로 솔직히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보통 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은 주변 사람들 것을 베끼는 경우가 많다.나 같은 경우에도 을 잘 쓰지 못해서

베낀 것이 몇 번 있다.그리고 다른 방법은 아무도 없고,컴퓨터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을 써 보는 것이다.그러면 베끼지도,참고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을

쓸 수 있을 것이다.(B-나09)

(바)출 물이나 등을 베끼거나 자신이 쓴 것 마냥 훔쳐 쓰는 것이 잘못이고,죄이며

처벌받아야 하는 일임을 인지해야 한다.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을 쓸 때에만큼은 자

신 혼자만의 힘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모든 통신기기들을 끄고,정말 모든 쓴이

의 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B-나16)

(라)～(바)에서는 공통 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을 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컴퓨터,인터넷 등을 배제한 쓰기는 수업 시간에

는 가능하지만,일상생활에서의 쓰기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쓰기 매체가

표 행 를 유발한다고 해서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쓰기

매체를 히 활용하면서도 표 의 유혹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 로 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

연구자는 1차 수집 기간에 B고교 학생들이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해 작성한 을 분석하여 ‘학생 개인’,‘학교․교사’,‘사회․문화’의 세 차원과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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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항목들을 구성하 다.48)이 가운데 ‘학생 개인’에 해당하는 원인에 ‘쓰기 매체

련 원인’을 추가하여,아래 <표 Ⅲ-13>의 ‘분류’와 ‘세부 내용’항목을 작성하 다.

2차 수집 기간에 A고교 ‘가’반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를 어긴 경험이 있다면 그 이

유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순서 로 세 개만 선택”하도록 하 다.

분류 세부 내용
최
우
선

두
번
째

세
번
째

학
생
수

환
산

수

수행평가

쓰기 과제

련 원인

① 수행평가에 한 인식(과정보다 제출하는 데 목 을

둠)
4 1 3 8 17

② 좋은 수를 받기 해서 2 2 1 5 11

③ 시간이 부족해서 2 2 2 6 12

쓰기

윤리

련

원인

④ 쓰기 윤리에 한 이해 부족 1 3 2 6 11

⑤ 쓰기 윤리 의식의 부족 3 1 1 5 12

⑥ 쓰기 윤리에 한 필요성을 못 느낌 1 1 1 3 6

⑦ 쓰기 윤리에 한 실천 부족 1 1 2 4 7

쓰기의

태도

련

원인

⑧ 쓰기에 한 감정：두려움,귀찮음,거부감,흥미 없음 4 6 2 12 26

⑨ 쓰기에 한 비도：자신감 부족 0 0 1 1 1

⑩ 쓰기의 효용과 가치에 한 평가：쓰기에 한 인식 0 2 1 3 5

⑪ 쓰기 습 ：베껴쓰기와 같은 잘못된 쓰기 습 1 2 1 4 8

쓰기 능력

련 원인
⑫ 쓰기 능력에 한 보완 3 0 1 4 10

도덕성

련 원인

⑬ 배려의식 부족,베껴도 들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1 1 2 4 7

쓰기 매체

련 원인

⑭ 인터넷․컴퓨터의 발달로 정보의 검색,획득,가공이 용

이해짐．
4 3 8 15 26

기타 ⑮ 의도하지 않게 자의 생각과 복된 경우 2 4 1 7 15

총합 29 29 29 87 174

<표 Ⅲ-13>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한 학생들의 반응

48)자세한 연구 내용은 강민경(201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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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항목은 “인터넷,컴퓨터의 발달로 정보의 검색,획득,가공

이 용이해짐”,“쓰기에 한 감정 :두려움,귀찮음,거부감,흥미”,“수행 평가에

한 인식(과정보다 제출하는 데 목 을 둠)”,“의도하지 않게 자의 생각과 복된

경우”의 순서 다.이러한 반응을 살펴보면,학생 개인의 쓰기에 한 태도,담화공

동체에서의 쓰기 환경 쓰기 문화,수행 평가 등과 같은 학교 문화 등이 쓰기 윤

리를 수하는 데 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

생들이 작성한 쓰기 과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담화공동체,학교,국어 교사,수업

등과 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1)담화공동체로서의 국어 수업

학생들은 인터넷,학교,사회 등 다양한 담화공동체에서 쓰기 경험을 하고 있다.

다음 에는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의식에 한 학생들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가)(상략)(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마지막으로 ‘구나 하니까’,‘나 하

나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이다.특히나 요즘엔 인터넷 등의 매체의 발달로 걷잡을 수

없는 양의 정보만큼이나 쓰기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다들 검색만

하면 쏟아지는 정보들에 해 ‘나뿐 아니겠지’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C-

가19)

(나)돌이켜 생각해 보면 쓰기 윤리에 한 교육을 체계 이고 자세하게 배운 이

없고 내가 이러한 문제를 질 다 해서 어떤 제재,피해를 받아본 것이 없다.게다

가 지 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여 히 사회 분 기가 ‘그런 건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

면 되지.’라는 식이다.계속 이런 식의 사회 분 기와 교육,사후 처리 부실이 계속

된다면 아마 쓰기 윤리 문제를 척결하긴 힘들 것이다.(C-가20)

(가)에서 C-가19학생의 경우, 구나 쓰기 윤리를 어기기 때문에 자신이 어기는

데 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 다.(나)에서도 쓰기 윤리나 작권에 한

교육,사후 처리 등이 부족한 사회 분 기에서 쓰기 윤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향력 있는 담화공동체는 인터넷과 학교이다.다음 에서 학교

나 국어 수업과 련된 쓰기 윤리 문화에 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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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다)어떠한 의식을 심어 놓게 해서는 교육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다수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수

행 평가만 들여다 도 표 이 숱한 실상이다. 작권은 삶의 생각이나 감성을 표

한 결과물에 하여 그 표 한 사람에게 주는 엄연한 ‘권리’이다.([자료 2])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고등학생 에서 자신들의 악의 없는 사소한 행동이 다른 이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C-가21)

(라)솔직히 나도 쓰기 윤리에 해 잘 알지 못하 다.학교에서 숙제를 내 주면 그

냥 인터넷에서 찾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숙제를 한 이 많다.그것이 그 게 큰 잘

못이 있는지 몰랐었다.쓰기 윤리에 해 특별히 교육을 받은 도 없고 그 게 심

각하게 생각해 본 도 없었다. 부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쓰기 윤리에

한 인식이 없으니까 쓰기 윤리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채로 계속 생활하게 되는

것 같다.(C-나05)

(마)나는 어릴 잠시 해외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때 학교에서 포트를 제출할

때 다른 군가의 자료를 인용하면 포트 맨 아래에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링

크를 꼭 어 놓으라고 하 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숙제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무

작정 그 숙제를 끝내는 것에만 을 두었지,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학생 모

두 신경 쓰지 않았고,선생님들 한 아무런 언 을 하지 않으셨다.(C-가35)

(다)～(마)에서는 공통 으로 학교나 교사들이 쓰기 윤리 문제에 해 특별한 지

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학생들의 쓰기 윤리에 한 태도 등은 쓰기

수업에서의 경험과 한 연 이 있다.따라서 인터넷이나 개인 인 쓰기 활동에

해서는 직 인 교육 처치가 어렵더라도,학교나 교실 수업 상황을 이상 인

담화공동체로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윤리 인 소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2)교사의 쓰기 평가 방식

인터넷․컴퓨터의 발달,쓰기에 한 두려움,귀찮음,거부감,흥미 없음,쓰기 과

제를 하는 과정보다 제출하는 데 목 을 둔다는 인식 등이 쓰기 윤리를 어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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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선택되었다.이러한 양상은 서로 연 되어 있는데,정리해 보면 교사가 쓰기

과제에 해 과정보다 결과를 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을 쓰는

데 한 부정 인 태도―두려움,귀찮음,거부감,흥미 없음―을 극복하고 쓰기 윤리

를 수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다음 (가),(나)에서 이러

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고등학생들의 쓰기 윤리 의식 수 은 심각한 정도이다.간단한 인터넷 상의 쓰

기 활동에서 표 을 하는 것이 일상이고,보고서 작성을 숙제로 받기라도 하면 당당

하게 다른 사람의 을 짜깁기한다.단순히 숙제하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표 을

일삼는다.(하략)(C-나08)

(나)우리 사회가 과정보다는 결과를 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숙제를 할 때도 숙제

자체의 의미보다는 해 가야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단순히 베끼는 식

으로 하게 된다.(A-가32)

(다)과제 제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친

구들의 을 빌려 참고하고,무려 베껴쓰기까지 하는 학생들.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인터넷을 켜면 기사나 특정인의 게시 에 난무하는 악성 댓

로 살이 푸려지고,블로그에는 원 출처 없이 복사된 들이 아무 제재 없이 떠

돌고 있다.(C-가30)

(가)에는 보고서 과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귀찮기 때문에 표 을 한다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나)를 쓴 학생은 숙제에 해 과정보다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고 하 다.이는 숙제에 한 잘못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교사가 숙제

를 내는 경우는 체로 평가를 해서거나,수업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해 본

수업에서 필요한 비를 해서이다.결국 쓰기 숙제를 귀찮아하여 베끼게 되면,정

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에

비해 학습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다)에도 수행평가에서 쓰기 윤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한 편의 을 쓰는 완성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주로 수행 평가에서 완성된 쓰기를 경험한다고 하 다.다음

(라),(마)에서는 교사의 수업이나 평가 운 등에 한 방침을 쓰기 윤리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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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라)가끔 쓰기 과제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항상 인터넷을 찾아보게 된다.그

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의 을 그 로 복사하여 짜깁기하는 일이 부분이었

다.모두들 그 게 하고 짜깁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그러나 앞의 을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 쓰기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 부족과 문제 해결의 용이성 때

문인 것 같다.선생님들은 쓰기 윤리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충하게 되니까 짜

깁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그리고 인터넷은 수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

문에 편리하다.(C-나34)

(마)(상략)이러한 행태를 학생들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간 경험해

온 작권 교육을 다시 검해 볼 필요가 있다.그 에 우리는 김기태 교수의 말을

떠올려 보자.‘등학교 시 부터 어설 더라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표 행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자료 3])

조사해 온 것에 한 참신성을 기 으로 보상하지 않고 결과물의 문성과 정확성

만을 따지는 교사들의 태도가 학생들의 쓰기 윤리를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

리고 복사,붙여 넣기를 반복하는 숙제와 제 로 정리해 온 숙제를 같은 수로 채

하면서 성실히 애 온 학생들의 의욕을 상실시킨 것일지도 모른다.그러므로 학생

들 즉 미래의 성인으로 자라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제 로 된 쓰기 윤

리를 심어주기 해서는 숙제 등 가장 기본 인 창작 활동부터 쓰기 윤리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다른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고 본받게

해야 할 것이다.( 략)

학생들은 쓰기 윤리의 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학 입시에서 차

강조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필 표 을 엄격히 가려내겠다는 교

의 발표에 따라([자료 4])학생들은 쓰기 윤리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채로 소개

서 작성에 열을 내고 있다.이것은 지 으로써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상이다.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쓰기 윤리를 익힐 수 있

기를 기 해 본다.(하략)(C-나11)

(라)를 쓴 학생은 과제를 수행할 때에 짜깁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 본

이 없고,교사도 짜깁기가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 숙제를 “ 충하게 되

니까”라는 표 을 사용했다고 하 다.(마)에는 쓰기 과제에 한 교사의 평가로 인

해,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제를 한 학생들이 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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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은 교사의 수행 평가 운 이나 수 부여 방침과도 련되어 있다.교

사 면담에서 A고 교사는 수행 평가의 취지상 수업 참여나 태도에 한 수를 반

해야 하므로,배 에서 쓰기 과제 자체에 한 비 을 높이기 어렵다는 , 체 배

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완 하게 표 이 아닌 과 표 한 의 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학생들에게 완 히 자신의 생각만으로 한 편을 완성하도록 요구하

기 어렵다는 ,그 결과로 평가 시에도 표 에 해 철 히 검사하지 않고 표 한

학생이라도 제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을 인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학생보다는 높

은 수를 주게 된다는 등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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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쓰기 윤리의

내용
성취 기 해설

공

통

교

육

과

정

① 조사한 내용

을 그 로 베끼

지 않기,출처

밝히기.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을 쓴다(5～6학년군).”

②　 ‘보고서’나

‘학생 논문’쓰

기에서 ‘연구

윤리’에 해당하

“ 찰,조사,실험한 내용을 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을 쓴다.( 학교)”의 해설 “보고하는 을 지도할 때는 그림,사

진,도표 등을 활용하여 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

하는 방법, 찰,조사,실험 과정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표 Ⅳ-1>쓰기 윤리와 직 으로 련되는 성취 기 해설

IV.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설계

1.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

1)핵심 역량으로서의 ‘윤리 쓰기’능력

Ⅰ장에서 최근 교육과정 개발과 련하여 핵심 역량이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

음을 언 하 다.특히 자료 통합 쓰기를 할 때에 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은 OECD에서 규정한 핵심 역량 에서 ‘상호작용 으로 도구 사용

하기(Usetoolinteractively)’범주의 하 능력의 로 볼 수 있다. 재 국어과 교

육과정의 성취 기 가운데 쓰기 윤리와 자료 통합 쓰기와 련된 내용을 고찰

하고,이러한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기 해 보완해야 할 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Ⅳ-1>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쓰기 윤리를 직 으로 언 한 성취 기

과 해설이다.‘쓰기 윤리의 내용’에서 ①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 하지 않

고 올바르게 인용하기,②는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

여 기술하기,③은 인터넷 등에 허 내용 악성 댓 유포의 윤리 문제를 인식

하고 건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기,④는 담화공동체의 언어문화나 작문

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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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쓰기 윤리의

내용
성취 기 해설

는 내용 - 장

르와 련
요구되는 쓰기 윤리 수하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한다.”

③　인터넷 상

황을 심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기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을 효과 으로 쓴다.( 학교)”의 해설 :“인터넷 등에서 을

쓸 때에는 타인을 존 하고 공감하는 표 을 활용하여 을 쓰는

태도도 필요함을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①,②,③

“쓰기 윤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을 쓴다.

( 학교)”의 해설 :“쓰기 윤리란 필자가 을 쓰는 과정에서

수해야 할 윤리 규범이다.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 하

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인터넷 등에 허 내용 악성

댓 유포의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건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로 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수하도록 하는 데 을 두어 지도한다.”

선

택

과

목

<국어Ⅰ>

④ 작문 습

으로서의 쓰기

윤리

“ 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습을 이해한다.”의 해설 :

“독자와 효과 으로 소통하기 해서는 필요한 습을 익 야 하

는데,작문의 습에는　 의 습 같은 형식 측면뿐만 아니라

필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도　있음을

강조한다.”

　<국어Ⅱ>

①,②,③ ‘책

임감 있게

쓰기‘의 확

용

“(9) 의 달과 사회 력과 연 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쓰기를 한다.”의 해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을 써야

한다.그러므로 타당성,신뢰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해야 하며,특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이나 자료

등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뿐만 아니라 내용을 과장,축소,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

하게 을 쓰는 태도를 함양하고 실제 쓰기에서 이에 한

습 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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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쓰기 윤리의

내용
성취 기 해설

<화법과 작문>

④ 언어 공동

체의 담화

습, 의사소통

행 에 한

윤리 의식

①,②,③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인식한다.”의 해설 :“말을 하거나 을 쓸 때에는 사회 의사소

통 행 에 필요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습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행 에 한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언어 공동체는 내용

과 형식 인 차원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식에서도 나름의 사회·

문화 습을 갖는다.기존의 담화 습에 익숙해지는 것뿐 아

니라 담화 습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비 안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정보 윤리 등 사회 의사소통 행 에 필요한

인식을 고양하도록 한다.”

-‘정보 달을 한 작문’의 “정보의 효용성,조직의 체계성,표

의 성,쓰기 윤리를 검하여 고쳐 쓴다.”의 해설 :“정보

달의 을 제 로 완성하려면 그러한 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비추어 을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정보 달의

은 내용 면에서 정보의 효용성,정확성,신뢰성이 요하고 조직

면에서는 ( 략)자료를 수집하고 표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작권을 존 함으로써 쓰기 윤리를 강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로 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도 요하다.”

공통 교육과정 ‘국어’에서의 쓰기 윤리는 네 번째 성취 기 에 종합 으로 제시되

어 있다.“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 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①),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②),인터넷 등에 허

내용 악성 댓 유포의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건 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쓰기(③)”를 로 들고 있는데,아래 학년의 성취 기 에 ①,②,③에 해당하는 항목

이 제시되어 있다.

선택 과목에서는 공통교육과정보다 쓰기 윤리의 범 를 확장하여 용하고 있다.

<국어Ⅰ>,<화법과 작문>에서와 같이 쓰기 윤리를 담화공동체의 언어 습과 련

짓거나,<국어Ⅱ>에서와 같이 ‘책임감 있게 쓰기’를 의 내용 선정․조직 단계에

까지 확 용하고,나머지 ①～③ 요소를 포 으로 다루고 있다.본고에서의 윤

리 쓰기의 개념과 범 는 쓰기의 과정에 쓰기 윤리가 여한다는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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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Ⅱ>에서의 의미와,의사소통 행 에 한 윤리 의식,담화 습과 련짓고 있

다는 에서는 <화법과 작문>에서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쓰기 윤리에 한 개념 범주에는 몇 가지 문

제 이 있다.첫째,쓰기 윤리에 한 정의가 다소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다.“～ 실험 과정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쓰기 윤리”,“타인의 작

권을 존 함으로써 쓰기 윤리를 강조하고”로 보아,다른 성취기 에서 존 ,배려

등은 쓰기 윤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학

생들에게 쓰기 윤리가 특정 상황의 쓰기에만 제한 으로 용되는 규범으로 오인

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쓰기 윤리가 쓰기의 반 인 과

정에서 용되어야 하며,쓰기 과제(장르)에 따라 강조해야 할 쓰기 윤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둘째,쓰기 윤리의 규범이 추

상 으로 제시되어 있어,학생들이 쓰기 윤리를 강제 인 규범으로 인식하여 쓰기

에 한 부담을 느끼거나 소극 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수행 평가와 같은

상황에서의 외 보상이나 제재를 피하기 한 규범으로서의 쓰기 윤리에 한 인식

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극 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윤리 인 쓰기 과정을 거쳐 을 으로써 필자가 얻게 되는 이 에

해서도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윤리 인 필자가 됨으로써 독자와의 원만한

소통이 가능해지고,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료 통합 쓰기에 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학생들

이 표 을 하는 근본 인 이유는 그 학생이 윤리 으로 문제가 있어서— 를 들면

작권을 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라면 진

실이 아닌 내용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자신이 직 작성한

보다 더 나은 을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자료 통합 쓰기

교육에 한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장르 심으로 성

취 기 을 구성하 으므로 자료 통합 쓰기를 본격 으로 다루지 못했다.수집한

자료에서 어떻게 자신의 에 활용할 내용을 찾으면 되는지, 한 그 내용을 자신의

에 어떤 방법으로 통합시키면 되는지에 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본고에서는

미국의 국가 수 교육과정의 사례에서 자료 통합 쓰기와 련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안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 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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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2010년 6월 2일에 국어와 수학에 한 국가수 의 교육과정인

CommonCoreStateStandards(CCSS)가 발표되었다.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경

우에서와 같이 교과교육 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학과 직무

수행을 해 필요로 하는 기 들(College &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CCRAnchorStandards)을 선정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해 필요한

핵심 성취기 을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하 다.

쓰기 역에서는 ‘의 유형과 목 (texttypesandpurposes)’,‘의 생산과 유통

(productionanddistributionofwriting)’,‘지식 형성과 달을 한 연구(research

tobuildandpresentknowledge)’,‘다양한 쓰기 활동(rangeofwriting)’등의 네 가

지 범주에 각 3개,3개,3개,1개씩의 하 성취기 을 선정하 다.학생들의 쓰기

에서의 범 와 내용에 한 주석은 다음과 같다.

① 학과 직무 수행 비를 한 기 를 다지기 해,학생들은 쓰기를 통해

자신을 생각을 달하고 옹호하며,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해 이해한 바

를 보여주고,실제 이거나 상상한 경험과 사건을 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② 학생들은 쓰기의 주된 목 이 외부의,때로 낯선 독자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임을 인식하고,그들은 특정한 과제와 목 을 성취하기 해 쓰기의 형식과

내용을 변용해야 한다.③ 학생들은 연구 과제를 통해 주제에 한 지식을 생산

하고,문헌과 정보 자료를 분석 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에 제시한 내용을 통해 미국 국가수 교육과정에서 쓰기와 련하여 ‘학과

직무 수행과 련하여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①은 ‘의 유형

과 목 ’에 한 내용이며,②는 ‘의 생산과 유통’에 한 내용이며,③은 ‘지식 형

성과 달을 한 연구’에 한 내용이다.윤리 쓰기나 자료 통합 쓰기와

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체 10개의 성취기 에서 3개를 ‘지식 형성과 달을

한 연구’에 할애하고 있다는 이다.하 항목은 ‘7.탐구 조사에서 주제에 한

화된 질문과 증명 이해에 기반을 둔 간단하고 보조 인 연구 시행하기,8.다양한

인쇄물과 디지털 자료에서 련 정보 수집하기와 각 자료에 한 신뢰성과 정확성

평가하기,표 하지 않고 정보 통합하기,9.분석,성찰,연구를 보완하기 해 문학

텍스트나 정보 텍스트로부터 근거 수집하기’등이다.더욱 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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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7번,8번 성취기 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9번 성취기 은 4학년부터 12학년까

지 연계성 있게 구성하 다는 이다.이는 보고서 쓰기를 하나의 성취 기 으로 구

성하여, 학교 3년 동안 한두 소단원에서 다루는 우리의 경우와 조 이다.‘지식

형성과 제안을 한 연구’는 자료 통합 쓰기에 한 능력뿐만 아니라,자료에

한 창의 인 해석,여러 자료에 한 비 이해 등 다양한 능력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므로,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여러 학년에 걸쳐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Ⅳ-2>는 ‘다양한 인쇄물,디지털 자료로부터 련 정보 수집

하기,각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평가하기,표 하지 않고 자료 통합하기’에 해당하

는 학년별 교육 내용이다.

학

년
교육 내용

3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떠올리거나 다양한 형태의 참고 자료(인쇄물과 디지털 자료)에

서 정보를 수집하기,자료에 해 간단히 메모하기(주석)와 주어진 범주를 활용하여

내용 분류하기

4 주석달기와 정보 범주화하기,참고자료의 목록 작성하기

5 요약하기 는 각주에 정보 바꿔 쓰기(paraphrase),참고자료의 목록 작성하기

6

다양한 참고자료로부터 련 정보 수집하기,각 참고자료의 신뢰도(credibility)평가

하기,표 하지 않고,참고자료에 한 기본 인 서지 사항을 밝히면서 데이터와 다

른 사람의 결과물을 인용하거나 바꿔쓰기

7

～

8

효율 인 검색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참고 자료로부터 련 정보 수집하기,각 참고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 평가하기,표 하지 않고,인용하기의 기본 형식에 따르며

데이터와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인용하거나 바꿔 쓰기

9

～

10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 참고 자료의 유용성 평가하기;표 하지 않고,

인용하기의 기본 형식에 따르며,아이디어의 흐름을 유지하기 해 정보를 선택 으

로 텍스트에 통합하기

11

～

12

과제,목 ,독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각 참고자료의 장 과 단 평가하기,표 하거

나 어느 하나의 참고자료에 치우치지 않고 인용하기의 기본 형식에 따르면서,아이

디어의 흐름을 유지하기 해 선택 으로 정보 통합하기

<표 Ⅳ-2>CCSS의 8번 성취 기 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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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부분 쓰기 윤리를 수하면서 자료 통합

쓰기를 하기 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차기 교육과정이 핵심 역량을 심으로

개정된다면,자료 통합 쓰기에 한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등학교에서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계성 있게 구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2)필자의 윤리 정체성 형성과 인성교육

2013년 3월부터 학교 1학년을 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2년에 인성교

육 내용을 반 하여 최종 으로 확정되었다.인성교육 련 내용은 인성 핵심 역량을 선

정하고 이를 역별 성취 기 과 내용 성취 기 에 반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표

Ⅳ-3>은 국어과의 인성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33).

차원

인성

핵심

역량

인성 핵심 역량의 의미

사 의미 국어교육에의 용

개인

차원

자기

존

자기 자신을 높이어

귀 하게 함.

국어활동을 통해 정 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 함

자기

통제

자신의 사고와 행 에

해 제약을 가하고 욕

구를 조 함.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

하여 제된 말과 행동을 함.

자기

성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

고 살핌.

자신의 국어생활과 삶을 객 화하여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삶과 수 높은 국어생활을 지향함.

인

계

차원

타인

존

다른 사람을 높이어

귀 하게 함.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하게 사용함.

공감
다른사람의감정이나의견

을자신도그 다고느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타인의

상황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는 태도를 지님.

소통

의견이 다른 사람과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

타인의 의견에 해 개방 이고 수용 인 태도를

취하며 의견 교환을 통해 뜻의 차이로 야기되는 갈

등을 해결하고자 함.

공동체

(사회

생활)

차원

책임
사회와 일의 결과에

해 의무와 부담을 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인식하며 사회의 규범을

수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 하는 국어생활을 함.

참여

의식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

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 상황에 참여하여 자

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력․

동하며 조화를 이룸.

<표 Ⅳ-3>국어과의 인성 핵심 역량(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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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핵심 역량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윤리 쓰기에서도 필요한 역량들이 포

함되어 있다.각 덕목들의 용 범 가 본고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타인 존 ,책임

등은 필자의 윤리 실천과 련되는 항목이며,자기 성찰은 윤리 정체성 형성과

련되는 항목이다.쓰기 윤리나 윤리 쓰기 자체가 소통의 윤리 문제를 다루며,

필자의 윤리성에 해당하는 덕목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는 에서 쓰기 윤

리 교육,즉 윤리 쓰기 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과의 련성이 높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개발이 목표이므로,학생 필자의 윤리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간 인 는 역 통합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윤리

쓰기 교육은 그 자체가 쓰기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요한 내용이자 목표이다.국어

과의 도구 교과 성격을 고려하여,쓰기 윤리에 한 교육 내용 에서 범교과

성격을 지닌 내용과 국어과 혹은 쓰기 역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되,일반

인 인성교육 차원이 아니라 필자의 윤리성에 해서는 쓰기 기능과 어떠한 방식으

로든 련지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 쓰기 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먼 윤리 쓰기 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은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지속 인 교육을 통해 윤리

쓰기 능력과 더불어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이 완성되어 간다.쓰기 상황에

필요한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즉 책임감 있는 필자,상생지향 인 필자,타인을

존 ,배려하는 필자 등은 실에 실재하는 학생의 윤리 정체성에도 향을 미치

게 된다.학생의 윤리 정체성은 ‘Ⅱ.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 행동에

필요한 동기화에 필수 인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윤리 정체성을 확립한 학생은

윤리 인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윤리 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다.따

라서 윤리 쓰기 교육은 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성교육과도 긴 한 연

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담화공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 형성 소통의 생산성 제고

쓰기 윤리 교육의 세 번째 목표는 담화공동체 수 에 해당하며,이는 본고에서 쓰

기의 본질을 상생지향 소통으로 설정한 것과 련된다.상생지향 소통 문화는

실 으로 일상 인 언어문화와 거리가 있으므로,인터넷 소통 문화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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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라는 필자를 로 들어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A라는 필자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제작한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유함

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러한 자료를 알지 못하는 군가와 공유하는

것은 일시 으로 보면 필자에게 손해이다.그러나 상생지향 소통에서 보면,필자는

자료의 공유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그 자료를 읽는 독자는 유용하거나 흥미로운 정

보를 얻게 되어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사례에

서 상생지향 소통을 설명하려면 ‘공유(共有)’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신

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이러한 정 보상이

다른 지식 생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공유’에서 가장 기본 인 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다.다른

사람의 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하게 되면 앞의 사례와 같은 보람을 느

끼기는 힘들 것이다.따라서 담화공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를 형성하고 소통의 생

산성을 제고하기 한 출발 은 공동체에서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이다.독자 역시 필자의 노력에 한 감사의 뜻을 블로그 하단에 있는 ‘덧 ’,

‘공감하기’,‘보내기’등의 기능을 통해 표 할 수 있다.달리 말하면,완 하지는 않

지만 인터넷에서 네티즌 간에 상생지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용자들이 이러한 기능들이 개발된 취지에 따라 제 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재 참여하고 있거나,장차 참여하게 될 담화공

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의 형성 소통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담화공

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는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소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생산

이고 합리 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A라는 필자와 같이 윤리 쓰기 능력을

활용하여 개인 블로그를 매개로 하는 담화공동체의 소통 문화 반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학생들도 윤리 쓰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

서의 소통에 용함으로써,해당 공동체의 소통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가정,학교,인터넷 등과 같은 담화공동체의 소통 문화를 이해

하고 이에 자신이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바람직하지 못한 담화 습이 발견

된다면 비 으로 근하는 것도 필요하다.특히 가정이나 래 집단 등의 비교

작은 단 의 담화공동체라면 학생들의 의식 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173-

본고의 자료 수집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작문에서 인터넷 악 에 한 두려움 때문에

게시물을 읽기만 할 뿐 좋은 의견이 있어도 제 로 을 올리지 못한다고 썼다.실

제로 악 로 인한 부작용을 근 시키기 해 인터넷 상에서 선 달기 운동이 시행되

기도 하 는데,이는 인터넷이라는 담화공동체의 소통 문화에 한 비 인식에서

출발하여 윤리 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2.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구성

1)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구조

앞서 설명한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 에서 일차 으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는 윤

리 쓰기 능력의 함양이다.쓰기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윤리 쓰기를 수

행하는 과정을 하 단계로 나 어 진술해 보면,“학생이 자신을 필자로 인식하고,

쓰기 윤리에 해 이해하고 수하려는 태도를 지니며 윤리 인 텍스트를 쓸 수 있

다.”와 같다.즉,쓰기의 주체로서 인식하기,쓰기 윤리에 해 이해하고 수하려는

태도 지니기,윤리 인 텍스트 쓰기로 구성되며,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 윤리

쓰기를 제 로 수행할 수 있다.‘필자’,‘쓰기 윤리’,‘태도’,‘윤리 인 텍스트’등의

핵심 개념에 해 앞서 논의한 내용과 련지음으로써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구

조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범주인 ‘쓰기의 주체로서 인식하기’에 한 하 요소는 최종 으로 ‘필자

로서의 윤리 정체성 형성하기’를 지향한다.쓰기를 통한 소통의 주체로서의 인식은

소통의 상에 한 인식과 한 련이 있으므로,독자나 자 등의 상과 련

되는 쓰기 윤리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즉 ‘쓰기의 주체로서 인식하기’는 필자로서

의 정체성 범주와 상과의 계 형성 범주로 구성하 다.

두 번째 범주인 ‘쓰기 윤리를 이해하고 수하려는 태도 지니기’에 한 내용 요소

는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내용으로 구성된다.여기에서는 쓰기

윤리를 수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를 분리하여 교육 내용 요소로 삼지 않고 다른 범

주와 통합하고자 한다.즉,필자의 윤리 정체성이 윤리 행 로 이어진다는 에

서 쓰기 윤리를 수하려는 태도를 정체성 범주에 통합할 수도 있고,담화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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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윤리에 한 지식이나 필요성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한 책임감과 쓰기 윤리 수의 태도가 형성되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범주인 ‘윤리 인 텍스트 쓰기’는 ‘장르’의 사회구성 성격으로 인하여 일

부 지식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분리되지만,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 부분

의 내용 요소들은 담화공동체 범주와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 다.

각 범주에 따라 윤리 쓰기의 원리를 설정하기 해 핵심 덕목 련 덕목을

선정하 으며,이러한 덕목을 윤리 쓰기로 실 하는 데 필요한 하 기능을 설정

하 다. 한 윤리 쓰기의 하 기능을 갖추기 해 필요한 구체 인 교육 내용

요소는 일반 인 쓰기 상황에서 용되는 보편성을 지닌 요소와 쓰기 과제에 따라

구체 인 내용이 결정되는 맥락의존성을 지닌 요소로 나 어 제시하고자 한다. 행

쓰기 교육과정의 체 체계를 살펴보면 등학교에서는 과정 심의 보편 인 원리

를 심으로 지도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쓰기 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장르성을 구 하는 데 을 두어 지도하고 있다.본고에서 교육 내용 요소를 두 가

지로 구분하려는 의도 역시 이러한 단계성을 반 하려는 것이다.윤리 쓰기는 독

자와의 실제 인 소통 상황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먼 보편성을 지닌 요소를

학습하고 쓰기 과제의 맥락에 따라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장르성과 연 지어

지도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단하 다.윤리 쓰기 교육의 내용 구조는 <표 Ⅳ

-4>와 같으며,음 으로 나타낸 부분은 교육 내용 요소 담화공동체 범주와 텍스

트 범주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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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쓰기

수행과정

① 학생이 자신을 필자로

인식하고,

② 쓰기 윤리에 해 이해하

고 수하려는 태도를 지니며,

③ 윤리 인 텍스

트를 쓸 수 있다.

범주

구분

필자 범주

담화공동체 범주 텍스트 범주필자로서의

정체성 범주

상과의

계 형성 범주

핵심

덕목

련

덕목

윤리

쓰기를

한

하 기능

교

육

내

용

요

소

보
편

맥
락
의
존

<표 Ⅳ-4>‘윤리 쓰기’교육의 내용 구조

2)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범주

(1)필자 범주

가.필자로서의 정체성49)범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실제 인 쓰기 과제는 학습이나 평가에 목 을 둔,수단으

로서의 쓰기이다.그러나 쓰기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평생 필자의 에서 보면

49)자료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한 쓰기 과제를 수행하 으므로,특정한 상황에서 필자가

을 쓰려는 의도에 해서는 다루지 못했다.그러나 윤리 쓰기의 개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필자가 을 쓰는 의도에 한 윤리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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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활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실제 이며 필수 인 활동이다.따라서

필자는 자신을 쓰기 과정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쓰기 과제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고,자신의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범주에서 핵심 인 윤리 덕목은 ‘필자로서의 역할에 한

책임감’이다.책임감은 동과 더불어 도덕 추론에서 용되는 요한 덕목이며,

윤리 정체성이 윤리 행 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이

다.이러한 의미에서 윤리 쓰기의 하 기능으로는 ‘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

를 설정하 다.

구체 인 내용 요소로는 첫째 ‘쓰기의 주체인 필자로 인식하기’로,학생 필자는 학

습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소통 과정에 주체 으로 참여하는 필자

로서 인식해야 한다.둘째는 ‘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하기’로,필자로서 인지 ,감정

,행동 특성 정리하기.나는 어떠한 필자인가?어떠한 필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가?등에 한 질문을 통해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악해 볼 수 있다.셋째는 쓰기

과제를 읽고 ‘필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 악하기’로,쓰기 과제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악하고,독자나 담화공동체 수 에서의 기 수 을 악한다. 를

들어 논문을 쓰는 교수의 경우에는 필자( 자)로서의 독창성이 강조되어야 하며,이

때 기 되는 필자로서의 역할은 지식의 창의 인 생산으로 볼 수 있다.앞의 두 요

소가 일반 인 쓰기 상황과 련된 필자의 인식이라면,셋째 요소부터는 쓰기 과제

분석하기 단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식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넷째

요소는 ‘필자로서의 정체성 악하기’로 특정한 쓰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자로서 해

야 할 역할과 련된 정체성을 악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정체성은 구체 인 쓰

기 상황에서의 역할과 직결되는 정체성이라는 에서 둘째 요소에서의 ‘필자로서의

정체성’과는 구별된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은 쓰기 과정 에 독자와의 교섭―주로

필자의 내 화의 방법으로―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독자의 입장에서 자신

의 정체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다섯째 요소는 ‘필자로서의 윤리 정

체성 형성하기’로,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은 ‘상생을 지향하는 윤리 인 필자’이

며,이 내용 요소의 최종 인 목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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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과의 계 형성 범주

독자나 자와의 계 형성 범주와 련된 필자의 모습은 자신의 과 련된 사람

들을 인격체로 하고,자신의 의견을 표 할 때에는 겸손하며,자료를 읽을 때에는 자

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개방 이며 객 으로 평가하는 필자이다.

이 범주의 핵심 인 윤리 덕목은 ‘타인 존 배려’로 선정하 으며,자료 통합

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 읽기와 련된 덕목으로 객 성과 개방성을 선정하

다.주어진 규범이나 책임에 충실한 수 을 ‘정의’라 한다면,‘배려’는 그 이상의 이

타 인 경향을 의미한다.‘배려’는 통 소통 이론에서의 공동체 내에서의 이상

인 인간상과 련되어 있다.서구 개인주의는 법을 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주지는 않지만,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무 심하며 공동체 삶을 지향하지 않

는다.공동체 삶에 한 가치를 시하는 이나 배려 윤리 에서는 의무

에 충실하지만 타인에게 하지 못한 인간형에 해서는 부정 으로 평가한다.

한 길리건(Gilligan)이 주장한 약자를 한 배려,개인의 행복 증진에 한 배려의 의

미도 있으며,언어 표 과 연 지어 본다면 정보 그 자체의 의미 이외에도 화용론

의미,수사 의미까지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하 덕목인 객 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주 단에 의하지 않고,담화공동체의

보편 인 독자 입장에서 자료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과 련되며,개방성은 자신의

생각과 자의 견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자신과 다른 견해라 하

더라도 충분히 수용가능성에 해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와 련된다.이 범주에

한 윤리 쓰기의 하 기능으로는 ‘타인을 존 하고 배려하며 쓰기’,‘타인의 견해

를 존 하고 객 이며 개방 인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를 선정하 다.

이 범주와 련된 교육 내용 요소는 첫째.‘독자와 계 형성하기’이며,하 항목

으로는 독자의 정체성 확인하기,독자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를 들 수 있다.둘

째,‘자료의 자와 계 형성하기’에 한 하 항목으로는 자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 구분하기,자료의 내용을 객 으로 평가하기,자료의 자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가 련된다.셋째,‘소재로 등장하는 인물과 계 형성하기’의 하 항목으

로는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악하기,그 인물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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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담화공동체 범주

쓰기 윤리를 수하려는 태도를 지니기 해서는 쓰기 윤리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본고에서는 윤리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습이므로,쓰기

윤리 역시 담화공동체의 사회․문화 맥락하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범주의 핵심 윤리 덕목으로는 담화공동체의 이상 인 소통 문화로서 상생지향

성을 선정하 으며,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규범과 언어 습에 한 법성과 창

의성을 추가하 다. 법성과 창의성의 선정과 련하여 두 가지 문제에 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첫째,창의성을 윤리성의 하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므로,그 자체에 옳고 좋은

것 등의 가치 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본고에서는 ‘학생의 윤리성’에 한 하

덕목이 아니라,‘윤리 으로 을 쓰는 데 필요한 필자로서의 덕목’을 선정하고자 하

으므로,자료 통합 쓰기에서 특히 요구되는 창의성을 핵심 덕목으로 삼은 것

이다.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을 해 학생의 윤리성과 필자로서의 윤리성을 구

별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을 강조해 왔다.둘째, 법성과 창의성을 같은 요소에

한 범주로 선정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그러나 쓰기 상황에서 필자는 담화공

동체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습 인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화제나 쓰기 상황에 따라

허용 범 내에서 변용을 하기도 하고,창의 인 결과물이 담화공동체의 인정을 받

게 되면 언어 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학생 필자의 경우, 반에는 주로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되,평생 필자로 담화공동체의 언어

문화에 능동 으로 참여하기 해서는 창의성도 필요하다.

담화공동체 범주의 하 기능으로는 상생지향성에 해당하는 내용만 ‘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로 설정하 으며,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규범과 언어 습에 한

법성과 창의성에 한 내용 요소는 이해의 수 이 아니라 쓰기의 수 에서 구

되어야 하므로,텍스트 범주의 ‘정당성 갖추며 쓰기’와 통합하여 구성하 다.이 부분

에 해서는 뒤에서 추가 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구체 인 교육 내용 요소로는 첫째,‘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소통의 목표 이해하기’

를 선정하 다.이러한 내용 요소를 통해 학생들은 상생지향 인 소통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일상생활에서 을 쓸 때에 상생지향 인 태도로 임함으로써 담화공동체의

상생지향 소통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두 번째 교육 내용 요소는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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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 규정한 ‘쓰기 윤리 련 규범 이해하기’이다.이러한 규범에는 표 에

한 인식 단 기 , 작권이나 언어 표 련 법규 등을 들 수 있다.자료 통

합 쓰기에서는 담화공동체의 지 자산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러한 지식

생산 문화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다.이 두 가지 요소는 보편 인

요소로 볼 수 있다.세 번째 내용 요소는 ‘쓰기 과제에 쓰기 윤리 련 규범을

용하기’로 맥락의존 요소에 해당한다.쓰기 윤리 련 규범의 이해와 달리 용

과정은 텍스트의 윤리성 형성에 해당하므로,텍스트 범주와 통합하고자 한다.

이 범주에서는 특히 쓰기 습이나 장르의 특성에 반 되어 있는 윤리 측면이

요한데,장르와 윤리 실천에 한 내용을 이해하고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을

충실히 구 하면,독자로부터 ‘윤리 인 ’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쓰기 습으로서의 장르 이해하기’,‘쓰기 과제의 장르 특

성과 윤리 측면 련짓기’,‘장르 특성 구 하기’를 내용 요소로 선정하고,텍스

트 범주와 공통되는 요소로 선정하 다.이 에서 ‘쓰기 습으로서의 장르 이해하

기’는 보편 성격을 띠는 요소로,나머지 두 요소는 쓰기 과제와 한 련을 맺

고 있으므로 맥락의존 요소로 볼 수 있다.

(3)텍스트 범주

완성된 텍스트를 매개로 필자와 독자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 범주는

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에서 가장 요한 범주이다.텍스트의 윤리성은 부분의

장르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합리성,장르의 특성과 련된 윤리성으로 구성

되므로,교육 내용 요소는 크게 ‘합리성을 갖춘 텍스트’를 쓰기 한 내용과 ‘장르의

특성이 히 구 된 텍스트’를 쓰기 한 내용으로 나 수 있다.

핵심 덕목인 합리성의 하 덕목으로는 진실성,진정성,정당성을 들 수 있다.세

가지 덕목에 기반하여 ‘합리성을 갖춘 쓰기’의 하 기능을 선정하 는데,진리성

에서 ‘진실한 내용으로 쓰기’를,성실성에서 ‘진정성 있게 쓰기’를,정당성을 ‘정당성

갖추며 쓰기’를 구성하 다.‘진실한 내용으로 쓰기’는 의 내용이 참인 명제로 구성

되어야 하며,사실을 의도 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진정성 있게 쓰기’는 필자가 을 쓰는 태도와 련되는데,소통에 임하는 필자의

진지함과 성실성을 의 내용 표 에 반 하는 방법을 심으로 하며,독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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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정당성 갖추며 쓰기’는 정당성

의 기 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다양한 하 기능을 선정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윤리 쓰기에서 쓰기 윤리가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을 고려하여,정당성

의 기 을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규범,언어 습으로 삼았다.이 게 볼 때,

표 은 작권 련 규범 학문공동체에서의 쓰기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어긴 것

이므로 정당성을 반한 것이 된다.‘정당성 갖추며 쓰기’의 하 요소로는 ‘담화공동

체의 쓰기 윤리 련 규범 수하며 쓰기’,‘담화공동체의 언어 습 수하며 쓰기’

를 선정하 다.‘진실한 내용으로 쓰기’나 ‘진정성 있게 쓰기’에 비해 ‘정당성 갖추며

쓰기’가 담화공동체 범주와의 련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필자가 장르성을 구 하면서 을 쓰는 행 자체를 윤리

쓰기의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장르성에 담화공동체의 소통 윤리에 한

합의가 반 되어 있기 때문에,필자는 장르성의 구 함으로써 독자나 담화공동체에

서 기 하는 윤리 쓰기의 기 에 합당한 을 쓸 수 있게 된다.이러한 의미에

서 윤리 쓰기 교육 내용으로서 장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장르의 특성

이 히 구 된 텍스트’를 쓰기 한 하 기능으로는 ‘장르의 구조,내용,형식

특성 구 하기’를 선정하 다.

합리성과 련된 교육 내용 요소는 ‘합리성을 구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해하기’,

‘합리성을 구 하는 데 필요한 기능 갖추기’,‘합리성을 갖춘 텍스트 쓰기’이다.Ⅱ장

의 ‘2.2)’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의 합리성 개

념은 담화공동체에서의 소통에 작용하는 속성이므로,‘합리성을 갖춘 텍스트 쓰기’는

담화공동체 범주와 텍스트 범주가 통합된 요소로 보는 것이 합하다.

맥락의존 성격이 강한 장르성과 련된 하 내용 요소로는 ‘쓰기 습으로서의

장르 이해하기’,‘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과 윤리 측면 련짓기’,‘장르 특성 구

하기‘가 있으며,이들 요소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담화공동체 범주와 통합된 내용이

다.이상에서 논의한 윤리 쓰기 교육의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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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필자 범주

담화공동체 범주 텍스트 범주필자로서의 정체성

범주

상과의 계

형성 범주

핵심

덕목

련

덕목

•필자로서의 역할

에 한 책임감

•타인 존

배려

-객 성

-개방성

•상생지향성

•담화공동체의 쓰

기 윤리 규범과

언어 습에

한 법성과 창

의성

•합리성

-진실성

-진정성

-정당성

•장르의 특성과

련된 윤리성

윤리

쓰기

를

한

하

기능

•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

•타인을 존 하

고 배려하며 쓰

기

•타인의 견해를

존 하고, 객

이며 개방

인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

•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

(•쓰기 윤리

련 규범의 하

기능은 텍스

트 범주의 ‘정당

성 갖추며 쓰기’

와 통합함.)

•진실한 내용으로

쓰기

•진정성 있게 쓰기

•정당성 갖추며 쓰

기

•장르의 구조,내

용,형식 특성

구 하기

교

육

내

용

요

소

보

편

요

소

•쓰기의 주체인 필

자로 인식하기

•필자로서의 정체

성 형성하기

•독자,자료의

자 등 상과의

계에 용되

는 쓰기 윤리

이해하기

•담화공동체가 지

향하는 소통의

목표 이해하기

•담화공동체의 쓰

기 윤리 련

규범 이해하기

•합리성을 구 하

는 데 필요한 지

식 이해하기

•합리성을 구 하

는 데 필요한 기

능 갖추기

•쓰기 습으로서의 장르 이해하기

맥

락

의

존

요

소

•필자로서 수행해

야 할 역할 악

하기

•필자로서의 정체

성 악하기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형성하

기

•독자와 계 형

성하기

•자료의 자와

계 형성하기

•소재로 등장하

는 인물과 계

형성하기

•쓰기 과제에 쓰기 윤리 련 규범

용하기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과 윤리 측

면 련짓기

•장르 특성 구 하기

•합리성을 갖춘 텍스트 쓰기

<표 Ⅳ-5>‘윤리 쓰기’교육의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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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상세화

지 까지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해 고찰했던 결과들을 종합하여 윤리

쓰기를 한 반 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앞서 필자 범주,담화공동

체 범주,텍스트 범주별로 선정한 윤리 쓰기의 하 기능을 심으로 하되,이들

하 기능은 쓰기의 과정에서 고려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이후 교육과정이나 교과

서에 활용할 것을 감안하여 비교 련성이 높은 쓰기 과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즉,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타인을 존 하고 배려

하며 쓰기는 쓰기 과제 분석하기 단계에,타인의 견해를 존 하고 객 이며 개방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는 자료 읽기 정립 단계에,텍스트 범주에서 합리

성을 갖춘 쓰기의 하 기능은 자료 통합 표 단계에서 기술하 다. 한 Ⅲ

장에서 분석한 양상에 근거하여 윤리 쓰기 교육의 실제에 필요한 교육 내용 요

소와 각 내용 요소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쓰기 과제 분석하기

가.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 기르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을 쓸 때,쓰기 윤리의 실천은 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 과정에 윤리 측면이 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쓰기 과제

에서 주어지는 상황은 주로 학생의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하

다고 가정된 상황이다.따라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에서 학생

들은 쓰기 과제,상황 맥락,사회·문화 맥락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쓰기 과제 분석 단계에서 쓰기 과제와 맥락에 한 윤리 단서를 악하지 못

하면,텍스트의 윤리성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 로 구 할 수 없다.그러

므로 쓰기를 통한 소통 과정에 윤리 인 측면이 여한다는 을 인식시키고,쓰기

과제,상황 맥락 등에 따라 특히 고려해야 할 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해 윤리

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을 지도함으로써,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윤리 민감

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이러한 민감성은 쓰기에 윤리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해한 상태에서,해당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윤리 측면과 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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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

필자로서의 책임에 한 인식이 요한 이유는 윤리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필자의 윤리 정체성과 책임감이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Ⅱ장 1.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라지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윤리 정체성이 형성

되면 문제 상황에 한 윤리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이러한 책임감이 윤리 행

를 하기 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쓰기 교육에서 필자를 강조하

지 않았고 윤리 쓰기 교육이 본격 으로 실시되지 않았으며,학생 자신의 정체

성이나 윤리 정체성도 아직 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학생들이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을 인식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의 교육 내용 요소가 필요하다.

먼 구체 인 쓰기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쓰기 활동에서 자신이 주체

임을 인식해야 한다. 을 쓰는 학생이 자신이 ‘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 속

에서 실재하는 등학생의 목소리를 그 로 재 하게 되고,쓰기 과제에서 주어진

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 학생들은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특히 필

자로서의 정체성은 윤리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되므로 요하다.그러나 서수

(2010)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 학생 필자의 주된 정체성은 ‘고독한 필자’

으며,이러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조건 는 원인으로 ‘쓰기 수업의 부재’를 들었

다.김정자(2012)에서도 교사의 필자 정체성이 정 이기보다는 부정 인 경우―

쓰기를 어려워하고 을 잘 쓰지 못하는 필자, 쓰기에 한 부담감과 두려움―가

많았으며,필자의 정체성이 정 이거나 립 인 교사들을 포함하여 공통 으로

학창 시 에 쓰기 지도를 제 로 받지 못했거나 수업 경험이 거의 없다는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윤리 쓰기 능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

수 인 역량이므로 쓰기 수업의 개선이 실하며,효과 인 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

들이 필자로서 정 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필자로서의 정체성

과 련하여 유의해야 할 은 학생의 필자로서의 정체성에 한 인식이 재 자신

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본고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으며,그 원인 역시 학생들이 쓰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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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 필자의 경우에는 쓰기 능력,윤리성 등이 모두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구체

인 쓰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추상 인 수 에서 ‘나는 어떠한 필자인가?’보

다는 ‘이 쓰기 과제에서 필자로서 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무엇인가?’를 악하는

것이 효율 이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은 쓰기 과제에서 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필자를 기 할지 상해

보는 것 한 필자의 역할을 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이러한 질문을 통해

악한 필자로서의 역할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여 쓰기 과제를 마칠 때까지 일 성

있게 유지하도록 지도한다.역할 수행에 한 경험이 축 되면서 ‘나는 어떠한 필자

인가?’에 한 답이 학생 필자의 실제 인 모습과 일치해 가는 것이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윤리 쓰기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쓰기 행 의 윤리 측면

에 해 반성하고,이러한 인식을 필자로서의 정체성의 내용과 통합시킬 수 있게 되

면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

학생들이 건의문의 상 독자에 한 윤리 고려 사항을 정리한 내용에서 ‘달’

이라는 표 이 자주 등장하 다.이를 통해 학생들이 쓰기에 해 ‘필자의 목 달성

을 한 일방향 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텍스트를 통

한 소통 역시 필자와 독자 모두에게,나아가서는 담화공동체의 소통 문화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필자는 텍스트를 통해 ‘실질 목표’와 ‘상생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재 교육과정에서는 쓰기의 목 ,즉 정보 달,설

득,친교,정서 표 등과 같은 실질 목표를 기 으로 텍스트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상생과 련된 목표 설정하기’를 윤리 쓰기의 내용 요소로 선정하

고자 한다.

쓰기의 목표와 련된 다른 하 내용 요소로는 필자가 ‘을 쓰려는 목

의도에 해 윤리 으로 단하기’,‘주제에 해 윤리 인 기 으로 단하기’를

들 수 있다.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행하는 쓰기 과제는 일반 으로 기능이나 략

에 한 학습에 을 두고 있으므로,목 의도,주제에 한 윤리 단이 불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다.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목 ,의도,주제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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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리 인 단이 요한 상황도 있으므로,이러한 요소에 해서도 지도가 필요

하다.

라.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상 악하기

윤리 쓰기에서는 필자와 독자, 자 등과의 계에서 윤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하다.이를 해서는 먼 쓰기 과제에서 쓰기 상황에 한 정

보,상황 맥락(필자,독자),사회․문화 맥락 등을 확인함으로써 윤리 으로 고려해

야 할 상을 악해야 한다. 한 그러한 상에 해 분석한 특성에 따라 윤리

고려 사항을 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련되는 윤리 쓰기의 하 기능은 ‘타인을 존 하고 배려하며 쓰기’이

다.독자, 자,텍스트에서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 등은 필자가 쓰기 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상이므로,각 상의 정체성,특성 등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먼 필자

는 을 쓰기 에 독자가 구인지,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화제와 련하여

독자에 해 특히 유의해야 할 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을 비 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윤리 쓰기에서는

독자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를 반드시 텍스트에 실 해야 한다.‘독자

존 하고 배려하며 쓰기’의 구체 인 교육 내용으로는,‘독자의 정체성 확인하기’,‘독

자 존 하고 배려하기(정보 획득,효율 인 의사 결정,감동,친교 등 독자의 읽기

목 고려하기),자신의 을 통해 독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기

(잘못된 정보를 달함으로써 독자가 상에 한 오해하는 등의 인지 인 피해,인

터넷 악성 댓 로 인한 정서 피해 등),‘독자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등을 들

수 있다.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 존 하고 배려하며 쓰기’의 구체 인 교육 내용으로는,‘소

재로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악하기’,‘소재로 등장하는 인물 존 하고 배려하기(자

신의 을 통해 상에게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기,조사 상에 한

연구 윤리 수하기)’,‘그 인물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등을 들 수 있다. 자

와 련된 교육 내용 요소는 자료 읽기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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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과 쓰기 윤리 련짓기

앞서 담화공동체 범주와 텍스트 범주의 통합이 장르를 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설

명한 바와 같이,윤리 쓰기에 한 교육 내용 설계에서 장르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장르의 특성에 쓰기 윤리가 반 되어 있다는 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장르성을 갖춘 을 작성하는 것이 윤리 쓰기와도 련된다는 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이를 해서는 먼 쓰기 과제의 장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윤리 요소

를 알아야 한다. 상 독자를 정확하게 악한 학생 에도 건의문을 쓰는 상황에서

의 필자와 독자의 계 등 건의문의 장르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방 으

로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건의문에서는 의사결정권이 독자에게 있기 때문

에,필자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독자가 자

신이 건의한 내용을 정 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맞추어야 한다.

한 설득 쓰기에 속하더라도 논술과 건의문은 각 장르 특성에 따라 구별되

도록 써야 하며,출처를 밝히는 방식도 장르에 따라 달라진다는 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논술에서는 필자와 독자(교사,채 자)가 참고 자료(제시문)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되어 있으므로,인용법이나 출처 밝히기를 엄격하게 용할 필요

가 없으나,자료 통합 쓰기에서는 부분 참고 자료의 내용을 상 독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용법이나 출처 밝히기를 엄격하게 용해야 한다.물론 수업 시간

에 이루어지는 자료 통합 쓰기 활동에서는 참고 자료의 내용을 상 독자인 교

사나 동료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지만,이러한 활동은 평생 필자를 한 비 과정이

라는 에서 자료 통합 쓰기를 할 때에 인용법이나 출처 밝히는 방법을 정확하

게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바. 상과 장르 특성에 따른 내용 표 방식 상하기

독자나 자 등 윤리 고려 상과 그 특성을 악하고,쓰기 과제에서 제시한

의 장르 특성과 윤리 측면을 련지었다면,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를

텍스트에 구 하는 데 합한 구조,내용,표 상의 방법을 알고 실제로 구 할 수

있어야 한다.학생 필자가 의 장르를 선택하지 않고 본고에서와 같이 주어진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쓰기 과제의 장르가 선택가능한 내용 표 방식의 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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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짓게 된다.장르는 담화공동체에서 용인된 쓰기의 습이므로,달리 말하면 필

자가 장르의 특성을 잘 살려 을 쓴다면 자신의 의도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사회구성주의 에서 보면,수사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건의문의 내용 구

조나 표 상의 특징에도 담화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가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이러한 합의에는 합리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인지 요소뿐만 아니라,건의하

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나 독자의 우호 인 감정 형성을 한 표 방식 등도 포함

되어 있다.왜냐하면 건의문의 소통 상황에는 이해 계나 권력의 역학 계가 여

할 수 있으므로,주장의 논리성이나 근거의 타당성 못지않게 감정이나 태도가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009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12-14호)의 건의문에 한 성취 기 해설에도 다음과 같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이 부분은 인성

교육 요소를 반 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여기에서 “상 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는 단순히 단어 선택만이 아니라 건의 사항이 정 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

여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확장될 수 있다.

건의하는 쓰기를 통해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합리 으로 해결하고 공동

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이러한 을 쓰려면 먼 문제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요소를 분석하도록 한 후,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 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표 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한,요구 사항이 효과 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 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여 지도한다.학생들이 진지하게 을 쓰

기 해서는 문제 해결을 요하는 실제 인 상황을 쓰기 과제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2b:53).

이 밖에 자료 통합 쓰기에서는 표 을 할지,출처를 밝힐지에 한 자료 활용

과 련된 사항 등도 가 될 수 있다.이러한 내용 표 방식들 에서 어느 하

나를 선택했을 때,독자,자료의 자,과제를 부여한 교사 등에게 어떠한 향을 미

칠지 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상해 보아야 한다.이때에는 ‘역할 채택

능력’과 공감 능력을 통하여 타인의 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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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생성 자료 수집 단계

본고에서는 연구자가 쓰기 과제와 활용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 으므로,내용 생성

자료 수집 과정에 해서는 분석하지 못하 다.윤리 쓰기를 지도할 때에 참

고할 만한 사항을 제안해 보면,먼 ‘배경 지식 활용하여 스스로 생성한 내용에

해 윤리 으로 단하기’를 들 수 있다.자료 수집하기에 해서는 첫째,‘윤리 으로

자료 수집하기’로,‘다른 사람의 작물을 함부로 내려 받지 않기’,‘자료 수집이나 인

터뷰 상에게 동의 구하기’등이 있다.둘째는 ‘출처 정보 리하기’로,‘자료의 유형

에 따른 출처 정보 알고 기록해 두기’,셋째는 ‘출처 정보 기록에 유용한 방법 활용

하기’로, 를 들면 인터넷 익스 로러 로그램의 ‘즐겨찾기’기능,출력 시 ‘머리

바닥 사용’, 로그램에서 각주에 출처 메모해 두기 등이 있다.

(3)자료 읽기 정립 단계

가.객 이며 개방 인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

쓰기 과제나 자료를 읽으면서 생기는 주 인 감정은 윤리 쓰기에 정 으

로 작용할 수도 있고,부정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특히 쓰기의 목 이 필자의 개

인 인 이익과 련되어 있거나,주제나 자료의 내용이 필자의 의견과 립될 때 이

러한 감정에 한 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그 결과로 의 내용이 객 성

을 잃거나,주 인 감정 표 등이 그 로 노출되기도 한다.따라서 쓰기 과제나

상황을 분석할 때에 필자의 의도와 무 하게 일어나는 감정에 해서 검하여,이

러한 감정이 자료에 한 평가나 쓰기 결과에 부정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항목은 ‘타인의 견해를 존 하고,객 ,개방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와

련되며,하 내용 요소로는 ‘자의 정체성 확인하기’,‘자 존 하고 배려하기

( 자의 의견에 해 존 하는 태도 지니기,자료의 내용을 객 이며 개방 인 태

도로 평가하기,자신의 로 인해 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기)’,‘자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등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의 정체성,특성도

악해야 한다. 자에 한 인식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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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에서 어느 부분을,어떠한 목 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의 정체성 에서

련된 특성을 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감동 인 사례로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의 진정성과 련된 특성을 악해야 하고,권 있는 이론으로 인용하

고자 할 때에는 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성을 악해야 한다.그리고 자료의

일부를 자신의 에 통합할 때에는 자의 정체성을 그 로 구 할 것인지― 의 신

뢰성을 높이기 해 자의 문성을 빌려 올 것인지― 자의 정체성을 구체 으로

드러내지 않고 객 인 내용만 활용할 것인지에 해서도 단해야 한다.

나.화제에 한 지식 재구성하기

본고에서 학생들이 재구성한 지식은 주로 쓰기 윤리와 련이 있다.학생들의 반

응을 살펴보면,쓰기 윤리에 해 알지 못했거나 막연하게 알던 상태에서 자료 읽기

를 통해 쓰기 윤리에 한 지식을 개념 수 에서부터 새롭게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은 쓰기 윤리에 한 자료를 읽고 쓰기 윤리의 개념과 반 사례에 해 이해

하게 됨으로써,쓰기에서의 표 문제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 다.

학생들의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기 윤리와 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부 한

인식이 발견되었다.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유형이기도 하고,쓰기

윤리에 해 부 합한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쓰기 과제를 수행할 때에 쓰기 윤리를

어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지도가 필요하다.첫째 유형은 표 의 개념과 범

에 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둘째 유형은 자신이 노력해서 수집한 자료는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이다.셋째 유형은 자료의 내용을

한 자도 바꾸지 않고 그 로 활용하는 경우만 표 이라고 인식하고,어구의 일부

를 삭제하거나 단어를 바꾸면 표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넷째 유형은

작권에 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며,다섯째 유형은 쓰기 과제를 복 제출하

는 것에 해 작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복 제출할 수 있다거나 일부 수정

하여 제출하는 것은 괜찮다는 경우이다.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복 제출에 해 윤리 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학생이 쓰기 윤리에 어 난 행 라

고 답한 학생보다 많았다.쓰기 과제를 복 제출하는 것은 쓰기 윤리의 문제보다는

과제 제출에 한 학습 윤리에 근거하여 단을 내려야 한다.쓰기 과제를 부여한

교사는 쓰기 과제에 따라 학생이 새로운 을 작성할 것을 상하고 있으므로,



-190-

에 썼던 을 제출하는 것은 학습 윤리에 어 난 행 이다.

다.다양한 에 한 평가 자신의 정하기

부분의 학생들이 자료에 제시된 을 그 로 수용하여, 자의 견해 는 자

료에 인용된 문가의 견해를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작성하 다.주제와 련

된 을 정하는 단계에서 정 인 사례로 발견된 에서는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을 찾아 그 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 다.이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에서는 자료에 한 의존도가 낮으며 짜깁기를 한 학생의

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양상을 보 다.따라서 자료 통합 쓰기를 할 때에 표

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을 평가하여 주제에 한 자신의 을 정하

는 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내용 선정 조직 단계

가.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

학생들은 자료 통합 쓰기를 한 후 작성한 설문에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자신의 부족한 배경 지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하 다.학생들

이 일상생활에서의 쓰기 상황에서도 텍스트의 윤리성을 높이기 해 자료 수집이

필요함을 지도하되,자료 활용 쓰기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이 의 신뢰성에 크게

향을 미치므로, 자나 출처에 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여러 자료들 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편으로 학생들 에는 자료를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필

자의 목 달성만을 한 방편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으므로,자료 활용에 한 바

람직한 인식을 심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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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

가장 이상 인 내용 조직하기는 학생이 쓰기 과제에 합한 제재들을 스스로 생성

하여 자료를 찾아보고,자신의 아이디어와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러나 자료 통합 쓰기에 필요한 세부 기능을 연습하기 해서는 학생

들의 수 을 고려한 단계 목표가 필요하다.쓰기 과제를 분석하는 능력과 창의

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은 재 등학교 5～6학년 성취 기 에서와 같이 쓰기의

일반 인 과정과 그에 따른 기본 인 기능을 익히는 수 에서 다룰 수 있다.자료

통합 쓰기 지도에서 집 으로 다루어야 할 능력으로는 자료를 활용하기에

합한 제재를 심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의 체 조직을 분석한 결과,쓰기 과제의 내용 요소만 제재로

선택한 경우,연구자가 제시한 <보기>의 제재를 활용하여 조직한 경우,자료의 구조

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내용 조직의 양상은 자료에 한 의존도가 높았으

므로,자신이 구상한 내용을 심으로 자료의 내용을 히 통합함으로써 창의 으

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쓰기 과제를 작성하는 경우와 달리,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자료의 범 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자료

를 읽으면서 각 자료의 심 내용,자신의 에 활용할 만한 부분을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본격 으로 을 쓸 때에 기억 는

메모해 둔 내용에서 취사선택을 하게 된다.쓰기 과제의 내용 요소에 따라 기계 으

로 조직하기를 연습하게 되면 실제 인 쓰기에서 필요한 취사선택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없다.따라서 ‘자료 통합하여 내용 조직하기’능력을 제 로 갖추게 하기 해

서는 자료의 범 와 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쓰기 과제의 내용 요소를 하 수 의

제제로 상세화하여 심 제재와 종속 제재 등으로 계화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

도할 필요가 있다.

자료 통합 쓰기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이 쓸 의 구조를 생

성하기보다는 자료의 구조와 내용을 모방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략을 가지고 있

다.이러한 학생에게는 개요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자료에

한 의존 인 성향을 교정할 수 있다. 를 들면 연구자가 <보기>에 제시한 다양한

제재들을 활용하되,제재들 간의 계화를 통해 자신의 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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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경우도 있었다. 한 몇몇 제제들 간의 계를 악하여 이를 개요에 반 함으

로써,‘원인과 결과’,‘문제 (실태)과 해결 방안(문제-해결 구조)’,‘객 인 사실과

의견’등과 같이 자주 활용되는 내용 조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개요를 작

성할 때에 자료 활용 계획까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자료 통합 표 단계

가.합리성 갖춘 쓰기

합리성 갖춘 쓰기의 하 기능들은 ‘진실한 내용으로 쓰기’,‘진정성 있게 쓰기’,

‘정당성 갖추며 쓰기’이다.‘진실한 내용으로 쓰기’의 구체 인 교육 내용으로는 ‘참인

명제,사실에 근거하여 쓰기(사실을 의도 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기)’,앞서

‘내용 선정 조직 단계’에서의 ‘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자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용상의 오류 이기’등을 들 수 있다.‘진정성 있게 쓰기’의 교육

내용으로는 ‘내용의 진실성을 통해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진정성

구 하여 독자와의 신뢰감 형성하기’를 선정하 다.

‘정당성 갖추며 쓰기’는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규범,언어 습을 정당성의

기 으로 삼았으며,앞서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규범 수하며 쓰기’,‘담화

공동체의 언어 습 수하며 쓰기’와 같은 두 항목에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내용의 정당성,내용 구성의 정당성,자료 통합 방식의 정당성으로 재구성하 다.

내용의 정당성은 기존의 규범,가치의 에서 올바르고 타당한 내용으로 쓰기에

해당하며,내용 구성의 정당성은 자신이 생성한 내용을 심으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와 련된 교육 내용이며,자료 통합 방식의 정당성은 요약하기,

인용하기에서 쓰기 윤리 수하기와 련된다.이 항목에 해서는 ‘나.정당한 방식

으로 자료 통합하기’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표 하지 않고 쓰기’는 자료 통합 쓰기의 윤리성에서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하 교육 내용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여 쓰기’,‘다른 사람의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출처 밝

히기’,‘자료의 통합 표지 문장 부호 정확하게 사용하기’,‘출처에 한 정보, 치

정확하게 표 하기’,‘참고 문헌 목록 작성하기’,‘출처 밝히기의 수사 기능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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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료 인용,출처 정보를 통해 자의 권 빌려오기,자료에서 주장이나 근거로

삼아 의 타당성 높이기)’등으로 구성하 다.

나.정당한 방식으로 자료 통합하기

이 항목은 표 하지 않고 요약 는 인용하는 능력과 련된다.학생들은 요약하

기나 인용하기에 해 익숙하지 않은 상태 으므로, 부분의 자료 통합 양상은 표

에 해당하 다.

자료 통합 쓰기에서 요약하기 능력은 특히 요한데,먼 요약하면서 읽는

능력이 제 로 갖춰지지 않으면 자신이 쓸 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

을 겪게 된다. 한 요약하여 쓰는 능력이 부족하면 표 이나 짜깁기 방식으로 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요약하기 과정에서 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은 머릿속으로 요약하는 과정보다는 요약한 내용을 로 표 하는 과정이었다.학생

들은 자료에서 요약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 하기 힘들면,자료에서 사용된 표

을 그 로 쓰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학생 에는 주제 문장들을 발췌함으로써

체를 요약하기도 하고,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문단의 핵심 어구 는 화제 부분

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게 작성한 에서 해당 부

분에 출처를 밝히게 되면,출처 부분이 마치 서로 다른 옷감의 경계선처럼 인식되어

명백한 짜깁기처럼 보이고,이를 피하기 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 한 이 된

다.따라서 삭제 는 발췌하기 략 이외에 상 어로 일반화하여 표 하거나 요약

한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에서 인용하기 양상을 분석한 결과,직 인용을 할 때에는 특정 부분

을 선택하거나 배제한 데 한 필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불필요한 부분을 추가 으로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의도와 무 한 해석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간 인용에서는 공통 으로 자료의 해당 부분을 자신의 말로

바꿔 쓰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하 다. 한 쓸 내용에 따라 간 인용의 특성을 고

려하여 선택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단어의 개념

정의는 간 인용으로 통합하게 되면, 문 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내용을 정확

하게 바꿔쓰기 어려우므로 직 인용 방법을 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인용이라도 직 인용과 간 인용을 사용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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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략 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면,원문의 표 이 그 자체로

요한 의미가 있을 때, 자의 문성을 빌려 와서,자신의 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

을 때, 자의 목소리를 직 옮김으로써 생생한 장감을 주고 싶을 때는 직 인

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그러나 직 인용은 인용 부호(“ ”)가 남아 있으

므로 무 많이 사용하면,독자에게 필자의 주 이 뚜렷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직 인용을 하는 것이 좋다. 체로 직 인용의 장 과

단 이 간 인용에서는 역으로 작용하게 되는데,간 인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에 알맞은 문체와 내용으로 자료를 통합하여 쓸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출처 밝히기에 해서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학생들은

출처를 밝히는 것에 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빌어 왔음을 밝히는 기능’만 인식하고

있으며,다른 사람의 을 인용한 보다 아무런 인용 표시와 출처 없이 쓴 을 더

선호하 다.이러한 인식을 가진 학생에게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을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 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

을 요구받기 때문에,출처 밝히기에 해 소극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출처를 밝히

는 것은 규범 수 이외에도 자의 노력과 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자와의

계 맺기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논문과 같은 장르에서는 해당 분야의

권 있는 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출처를 밝힘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다음은 출처 밝히기를 통해 필자가 얻을 수 있는 정 인 효

과의 이다.첫째,자료의 신뢰성을 출처 정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인용 는 요약

한 부분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둘째,학생 필자인 경우,풍부한 자료를 활용

하여 썼다면 과제 수행에 한 성실성을 달할 수 있다.셋째,학생 필자가 쓰기에

는 다소 문 인 내용이라면, 문 서 의 내용을 인용하여 출처를 밝히는 것이 독

자에게 정 으로 인식될 수 있다.넷째,주제에 해 더 알아보고 싶은 독자에게

참고 자료의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설명 텍스트를 읽으면서 정보에 한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단하기도

하지만,필자가 어떠한 문성을 지닌 사람인지도 시한다.학생들에게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필자나 출처 등을 확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작성하고 있는 의 상 독자도 학생 필자가 쓴 을 문

가의 보다는 덜 신뢰할 수 있으나, 문가 혹은 문 서 등의 출처를 통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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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 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상 독자들은 체 에서 인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 이나 분량을 기 으로 에

해 평가하기도 한다.따라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을 심으로 자료를

‘말 그 로’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쓰기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문화 상황,국어 교사와 수업 분 기 등을 고

려할 때, 을 잘 쓰는 능력 못지않게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을 쓰는 능력이

시되고 있다.이러한 능력은 쓰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윤리 인 측면에서는 필자

로서 정 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따라서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직 인용과 출처 밝히기의 수사 ,화용론 기능에 해 지도함으로

써 윤리 쓰기에 한 정 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

다.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반 으로 인용하기,요약하기와 같은 개별

기능보다는 체 수 에서 자료 통합의 문제,즉 자료 통합한 부분들을 자연스럽

게 연결하여 쓰기,상황에 합한 통합 방법 선택하기 등을 어려워하 다.이러한 내

용은 등학교뿐만 아니라 요약하기,인용하기 기능을 지도하는 학 국어에서도 다

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련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통합하여 을 완성해 가는 양상에 해 두 가지 기

을 용하여 유형화하 다.1차 기 은 ‘학생이 생성한 부분과 자료에서 활용한 내

용 에서 어느 쪽이 심 인 역할을 하는가’이며,2차 기 은 ‘학생이 스스로 생성

한 내용이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이다.그 결과 학생의 생각이 의 심을

이루며 자료를 필요에 따라 통합한 경우,자료를 활용한 부분이 의 주축을 이루며

학생이 생성한 내용이 내용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자료를 활용한 부분이 의 주축

을 이루고 학생이 생성한 내용은 형식 인 기능만 수행할 경우로 분석되었다.따라

서 자료 통합 쓰기에서의 내용 개에 해 지도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심

으로 자료의 내용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은 학생이 생성한 내용이 의 주(主)를 이룬다는 에서는 정 이

지만,자료에 한 통합이 다양하게 수행되지 않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이러한 유

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자료 통합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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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를 두는 것이 하다.직 인용과 간 인용의 차이 ,출처 밝히기의

수사 기능 등에 해 지도함으로써 자신의 에 극 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지도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의 심 내용은 자료에서 옮겨 오고,세부 인 내용을 학생이

생성하여 추가한 유형이다.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자료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연결시

키는 방식으로 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료의 표 을 그 로 활용한

부분과 자신이 스스로 생성한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의 구조나

문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을 인식시켜야 한다.그 다음으로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용을 생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며,자신의 생각을

심으로 자료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학생이 스스로 생성한 내용은 아주 형식 인 부분에 불과하며,자

료의 내용만으로 을 구성한 경우이다.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에게는 두 번

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우선 자료에서 일부분을 가져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을 쓰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인식시키고,이러한 쓰기가 습 이 되면 오히려

자신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을 강조해야 한다. 한

쓰기 과제에 해 스스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연습,자료를 옮겨 쓴 내용 앞뒤에

필자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제시하거나 자료를 근거 는 구체 인 사례로 활용하거

나,객 인 견해로 제시되더라도 해당 자료에 한 필자의 생각,평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료와 필자의 생각을 련지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라.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는 표 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Ⅱ.2.3)’에서 텍스트의 윤리성은 언어 형식이나 기호 등으로 구 되어야

하며,독자나 상에 한 윤리 태도는 단어 선택,조사나 어순 변화,종결법,단정

표 과 완곡 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지를 통해 구 할 수 있음을 설명

하 다.본고에서 분석한 에서는 건의문에 어울리는 의를 갖추기 해 인칭 명

사,선어말 어미, 사,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여 높임 표 을 사용함으로써 상 독

자를 존 하려는 태도를 표 하 다. 한 건의문의 경우 침착한 어조와 건의 내용

에 한 진지한 태도가 정 인 작용을 할 것임을 상할 수 있다.독자와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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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答)형식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간 인 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필자가

질문을 한 뒤 답변을 제시하는 양상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에

한 존 과 배려, 의와 격식과는 거리가 있는 표 이 되기도 하 다.따라서 윤리

태도를 표 하기 해 다양한 내용 표 방식들 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독자,자료의 자 등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지 는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

일지 상해 보아야 한다.

(6)고쳐쓰기 단계

고쳐쓰기 활동을 돕기 해 연구자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평가 후에 구체 으로 고쳐 쓸 부분을 찾아 쓰도록 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쓰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자료 통합 쓰기나 윤리 쓰

기에 한 고쳐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이 쓴 을 군가 읽는다고 가정하면,독자들은 참고 자료의 내용을

보지 않고 필자가 쓴 에 제시된 로 내용을 이해할 것이다.따라서 자료를 통합

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이나 자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오류가 발견되면 필자가

쓴 의 신뢰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쳐쓰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자료 통합 과정의 오류로 분석된 사례는 다음과 같

다.문장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일부 문장 성분을 생략하고 옮겨 쓰게 되면 의

인 표 이 될 수도 있고, 용 표 이 쓰인 문장을 그 로 옮겨 쓸 때에는 용

표 이 지시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혹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표 을 그 로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

는 것이다. 용 표 이나 자료의 집필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 다.

이상에서 제시한 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6>과

같다.본고에서는 교육과정상의 용어인 ‘태도’나 정의 역을 윤리 쓰기와 분

리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보았다.필자로서의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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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교육 내용

∙쓰기의 본질과 특성

-윤리 행 로서의 쓰

기

-쓰기의 상생지향 특

성 알기

-쓰기의 소통 구조 알기

∙‘윤리 쓰기’에 해

이해하기

-‘윤리 쓰기’의 개념

특성

-‘윤리 쓰기’의 범주

-필자의 윤리성과 의

윤리성의 계

<쓰기 과제 분석하기>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 기르기

∙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

-쓰기의 주체인 필자로 인식하기

-필자로서의 정체성 형성하기

-필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 악하기

-필자로서의 정체성 악하기

-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형성하기

∙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

-담화공동체가 지향하는 소통의 목표 이해하기

- 쓰기의 목 의도,주제에 해 윤리 으로 단

하기

∙타인을 존 하고 배려하며 쓰기

-독자 련 :독자의 정체성 확인하기,독자 존 하고

배려하기(자신의 을 통해 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자신의 을 통해 독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

지 않도록 유의하기),독자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 련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악하기,소재로 등장하는 인물 존 하고 배려하

기(자신의 을 통해 상에게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기,조사 상에 한 연구 윤리 수하

기),소재로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

∙담화공동체에 해 이

해하기

-담화공동체의 개념

- 담화공동체와 장르의

련성

-장르의 사회구성 성

격 이해하기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과 윤리 측면 련짓기

-쓰기 습으로서의 장르 이해하기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 악하기

<표 Ⅳ-6>‘윤리 쓰기’의 교육 내용

윤리 쓰기의 실천을 이끄는 속성이 있으며,상생지향 소통 문화의 필요성,타

인 존 이나 배려의 상호호혜성 등이 윤리 쓰기를 실천하기 한 동기화에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육 내용’은 기능과 태도가 통합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련되는 지식만 구분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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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교육 내용

- 장르 특성과 쓰기

윤리의 계 이해하기

∙자료 활용 련 지식

알기

- 자료 활용의 효용성

알기

- 매체의 특성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 알기

-인터뷰,설문 조사 등

에 한 연구 윤리 알

기

-자료의 신뢰성,객 성

평가 기 알기

- 쓰기 매체에서 출처

련 기능 알기

∙자료 통합 방법(인용,

요약 등)의 유형과 용

법 알기

-인용하기,요약하기 등

이 의 신뢰성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알

기

-직 인용과 간 인

용의 차이 효과 알

기

-요약하기 략 알기

∙자료-텍스트 통합하여

쓰는 방법 알기

-내용 연결하기

-자료 통합 과정에서 범하

기쉬운 오류 유형 알기

-자료 통합 표지 인

용 부호 사용법 알기

∙ 상과 장르 특성에 따른 내용 표 방식 상하

기

<내용 생성 자료 수집 단계>

∙배경 지식 활용하여 스스로 생성한 내용에 해 윤리

으로 단하기

∙자료 수집하기

-윤리 으로 자료 수집하기

-출처 정보 리하기

-출처 정보 기록에 유용한 방법 활용하기

<자료 읽기 정립 단계>

∙타인의 견해를 존 하고,객 ․개방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

- 자 련 : 자의 정체성 확인하기, 자 존 하고

배려하기( 자의 의견에 해 존 하는 태도 지니기,

객 ․개방 태도로 자료 읽기,자신의 로 인해

자에게 부정 인 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기),

자의 입장에서 내 평가하기

∙화제에 한 지식 재구성하기

∙다양한 에 한 평가 자신의 정하기

<내용 선정 조직 단계>

∙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

∙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

<자료 통합 표 단계>

∙진실한 내용으로 쓰기

-참인 명제,사실에 근거하여 쓰기

-자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용상의 오류

이기

∙진정성 있게 쓰기

-내용을 과장,축소,왜곡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의 기반

마련하기

-진지한 태도로 독자의 신뢰감 형성하기

∙정당성 갖추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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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교육 내용

∙ 의 윤리성이 내용

표 과 련되어 있음

을 앍기

-단어 선택,통사 구조

(조사,어순 변화,종결

법,능동이나 피동 표

등)이 의 윤리성과

련됨을 알기

－텍스트 구성(필자의

선택,정보의 양)과

배열 치 조정)과

의 윤리성이 련됨을

앍기

－다양한 문법 요소 활용

하기

∙출처 밝히는 방법 알기

-필요한 출처 정보 항목

알기

-출처 정보의 치 알기

-출처 밝히기의 수사

기능 알기

-참고문헌 작성 방법 알

기

-내용의 정당성 :기존의 규범,가치의 에서 올바

르고 타당한 내용으로 쓰기

-내용 구성의 정당성 :자신이 생성한 내용을 심으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

-자료 통합 방식의 정당성 :요약 는 인용하기에서

쓰기 윤리 수하기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규범 이해하기

-쓰기 과제에 쓰기 윤리 련 규범 용하기

-담화공동체의 언어 습 수하며 쓰기

∙표 하지 않고 쓰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분하여 쓰기

-다른 사람의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출처 밝히기

-자료의 통합 표지 문장 부호 정확하게 사용하기

-출처에 한 정보, 치 정확하게 표 하기

-참고 문헌 목록 작성하기

-출처 밝히기의 수사 기능 활용하기(자료 인용,출처

정보를 통해 자의 권 빌려오기,자료에서 주장이나

근거로 삼아 의 타당성 높이기)

∙장르 특성 구 하기

-장르의 구조,내용,형식 특성 구 하기

∙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

<고쳐쓰기>

∙텍스트의 윤리성 제고를 한 고쳐쓰기

<돌아보기>

∙쓰기 과정에 한 반성 활동을 통해 윤리 정체성

과 윤리 정서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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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필자의 개인 특성과 련된 요소

연구자는 쓰기 윤리 교육이 윤리 교육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단하

에,윤리 행 를 실천하는 데 필수 인 요소를 구명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윤리

쓰기 교육의 실질 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 다.이러한 필수 요소는 윤리 민

감성,윤리 단력,윤리 동기화,윤리 행 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이며,Ⅲ장

에서는 학생들의 과 심층 설문을 상으로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문

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필자의 윤리 정체성과 윤리 정서,쓰기 효용감

자기 규제에 해 분석하 다.이 에서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과

필자의 윤리 정체성은 각각 ‘쓰기 과제 분석하기’에 포함하여 기술하 다.그러므

로 이들 요소 이외에 윤리 정서,윤리 단력,쓰기 효용감 자기 규제 등에

해 분석한 결과와 윤리 쓰기 교육을 해 고려해야 할 등을 제안하고자 한

다.

가.윤리 정서 형성

윤리 정서는 윤리 인 행 를 하지 못했을 때,비윤리 인 행 를 했을 때에 느

끼는 부끄러움,후회,죄책감과 윤리 인 행 를 했을 때의 자부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서는 윤리 행 를 하도록 유발하기도 하고,비윤리 행 를 하지 않도

록 자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러므로 윤리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도 필자의

윤리 정서가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쓰기에 여하는 공감,배려와 같은 일반 인 정서와 달리 윤리 정서가 형성되

기 해서는 자신의 쓰기 행 에 한 반성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실제 학교에서

의 쓰기 수업에서는 고를 완성하고 난 뒤에 고쳐 쓰기나 돌아보기와 같은 반성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이러한 활동을 윤리 쓰기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윤리 쓰기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

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에 한 자부심,쓰기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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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

윤리 단력은 ‘배경 지식 활용하여 스스로 생성한 내용에 해 윤리 으로

단하기’를 비롯하여 윤리 쓰기 반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학생들의 ‘윤리

쓰기’의 정당화에 한 추론 양상을 분석한 결과,개인의 이익 보장을 한 수단(2

단계),황 률에 근거한 타인에 한 배려(3단계),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유지(4단

계),인간의 권리와 복지에 한 존 (5단계)으로 분석되었으며,콜버그의 인습 단계

에 해당하는 3,4단계의 비 이 가장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해 ‘인 계의 규범이기 때문에’, 는 ‘담화공동체의 사회

규범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해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경우,쓰기 윤리가 타인과의 계 형성이

나 담화공동체의 언어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지도함으로써 쓰기 윤리 수의 필요

성을 깨닫고 이러한 인식이 윤리 쓰기의 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 작권 보장에 한 학생들의 근거가 다양한 단계로 제시되었다. 를 들면

작자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개인 차원의 이익으로 이해한 경우(2단계),개

념상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해당 법률에 한 수로 해석한 경우(4단

계)가 있었다. 등학생 수 에서는 개인 차원의 개념으로 다루고, 학교 이상 수

에서는 법률에 의거한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이 작권에 한 이해 존 의 필

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효과 일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다.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

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필자의 자질은 끝까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

과 련되며,본고에서는 구체 인 하 요소로 쓰기 효능감(자신감),자기 규제를

선정하 다.쓰기 효능감은 “쓰기를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지만,신념과 더불어 실

질 인 쓰기 능력이 수반되어야 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로서 기능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윤리 쓰기 능력과 쓰기 효능감은 상호 련성을 지닌다.

먼 윤리 쓰기에 한 교육이 본격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이러한 교육을 통

해 일반 인 쓰기에 한 효능감뿐만 아니라 윤리 인 쓰기에 한 효능감을 지

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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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한 자기 규제와 련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에는 쓰기 매체에

한 인식 활용에 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많은 학생들이 표 을 비

롯한 쓰기 윤리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컴퓨터․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을 언 하

다.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컴퓨터 없이 손으로 을 쓰면 베껴 쓰지 못할 것이므로

표 을 방지하기 한 방안으로 컴퓨터 없는 쓰기 환경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 략보다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표 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컴퓨터를 사용한 작문에서 인터넷 자료에

한 표 이 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쓰기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의 향이

정 인지,부정 인지에 해서는 이견이 많다.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이 개발되고 진

화하는 방향은 해당 분야의 요구를 충실히 반 할 뿐,학생들의 쓰기 능력―특히 통

합 사고나 비 사고가 필요한―의 향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표 가능성을 높인다는 은 쓰기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부정 향

으로 볼 수 있다.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과 련된 이러한 양상은 조작의 간편성에서

유래하므로,쓰기 윤리를 수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내각주 형식에 익숙하지 않고,출처가 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

로,외각주 형식의 출처 밝히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로그램의 단축키 ‘ 

+n,n’을 사용하면 쉽게 외각주를 작성할 수 있다.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자료를 

로그램에 붙일 때에 외각주에 출처를 메모해 둘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출처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이고 출처 밝히는 데 들이는 노력을 일 수 있다.

한 홈페이지에서 URL을 복사하여 각주에 붙여 두거나,블로그의 경우,게시물 상

단에 URL을 ‘복사’하는 버튼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출처 정보를 메

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학생들은 이러한 행 를 반복 으로 수행하다 보면

출처 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한 인지 부담을 일 수 있어 습 화로 이어질 수

있다. 체로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기능에 한 지도는 국어교육이나 쓰기교육의 내

용이 아니라고 간주되었다.그러나 컴퓨터로 인한 쓰기 과정의 변화 부정 인

향을 인정한다면,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한 작문에서 지르기 쉬운 오류나 이러한

오류를 방 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기능은 쓰기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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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용 원리

(1)단계성의 원리

가.학생의 쓰기 능력에 따른 단계화

자료 통합 쓰기는 다양한 하 능력이 필요한 활동이므로,텍스트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고차원 인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쓰기 윤리 교육의 실태와 학

생들의 쓰기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표 이 아닌 자료 통합 쓰기 결과물을 기 하

기 어렵다.따라서 명백한 쓰기 윤리 반에 해당하는 상이라 하더라도,자료 통합

쓰기에 한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단계라는 을 감안하여 교육

으로 해석․지도할 필요가 있다.교육 인 목 에서는 표 인지 아닌지에 한 여부

보다는,표 에 해당하더라도 다양한 수 과 양상이 존재한다는 에 을 맞추어

야 한다. 한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이 부족해서 표 을 하고 있는지,표 을 하지

않기 해 어떠한 노력을 하 는지 등에 심을 가져야 한다.자료 통합 쓰기에

필요한 쓰기 능력의 최종 인 목표는 표 하지 않고 생산 인 쓰기를 지향하되,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에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발달을 고려하여 표 의 양상과 정

도를 단계 으로 여가는 방식이 합하다.

설명문 쓰기를 로 들어 보면,수집한 자료를 삭제 규칙을 통해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을 학생 필자가 자신의 언어로 표 하지 않고 그 로 연결시켜 한 편의 을 썼

다면 표 에 해당한다.그러나 학교 1학년 수 에서 단원의 목표가 “ 상에 합

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라면,활동의 은 설명 방식에 따

라 내용을 조직하는 데 있으므로 용인될 수 있다.그러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쓰

기 과정이 엄 한 의미에서는 표 이라는 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한 설명문을 쓰기 해서는 문 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설명문 읽기 활동에서

보다 더 높은 수 의 능력이 요구된다.따라서 자료 통합 쓰기 방식으로 설명문

을 쓸 때에는 먼 ‘자료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직 인용하기’를 지도하고,이후

에 학생들에게 합한 제재를 선정하여 인용하기와 함께 참고 자료를 자신의 말로

바꿔 쓰기를 지도하는 것이 하다.

자료 통합과 련해서는 지식 진술 모형에서 지식 변형 모형으로의 발달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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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Bereiter& Scardamalia,1987:8～12),지식 진술 모형에서는 요약하기와

연 된 활동을 심으로 하고,지식 변형 모형으로는 간 과정으로 바꿔 쓰기를 통

한 표 상의 변형,논거, 시, 자의 권 의 차용 등과 같은 수사 기능을 고려한

변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학생의 도덕 발달 수 에 따른 단계화

학생들의 도덕 발달 수 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단계화한다면,쓰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독자를 친 하고 구체 인 상에서 담화공동체 내의 보편 독자로,쓰

기 윤리에 한 구체 인 내용에서는 사회 규범,교사에 의한 외 규제로부터 학생

의 자율 인 자기 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의 도덕 발달에서 윤리 정체성 형성 양상을 고려하면, 등학교 학년 단

계와 등학교 학년(3,4학년)부터 등 단계로 나 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창우,2004:308).윤리 정체성과 행 간의 연결은 체로 청소년기에 활발히

진행되므로,학생들의 도덕 발달 수 을 고려하여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단계화

할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 인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 도

구’가 완성되면 학생들의 윤리 감수성,윤리 동기화,윤리 품성화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윤리 단력은 문용린이 스트의 DIT를 우리나라

의 상황에 맞게 표 화한 K-DIT를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통계 정보들에 나타난

학생의 윤리 특성들은 윤리 쓰기를 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한 이들 검사에 한 결과는 학생들의 도덕성 구성 요소별 특징(강함,보통,약

함)으로 제시되며,학생들은 도덕성 표 규 표에 의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에 치

에 속하는지 악하게 하고 어떠한 역이 상 으로 취약한지 가늠할 수 있다(김

한․이승하,2012:ⅲ).수업을 계획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

의 윤리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따라서 쓰기 윤리 지도에 한 계획 단

계에서,교사는 신뢰성이 확보된 검사 도구를 일종의 진단 검사로 활용하면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진단 검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윤리 으로 을

쓰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상할 수 있고,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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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성의 원리

가.지식과 기능 주의 쓰기 성취 기 과 ‘윤리 쓰기’의 통합

지식과 기능 주의 쓰기교육 내용에 쓰기 윤리와 련된 내용을 통합시키는 방식

이다. 1～3학년군 성취기 ‘(6)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을 쓴다.’를 지도할 때에,내용 선정이나 표 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 서사에서는 ‘진정성’의 윤리가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가장

근본 인 요소임을 깨닫게 하고,학생이 진지한 태도로 쓰기에 임하도록 하며,내

용 선정과 표 방법에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읽기 역과 쓰기 윤리의 통합

자료 통합 쓰기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에 한 이해가 요하며,특히 동일한 주

제나 상에 해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에 통

합할 부분을 선정해야 한다.따라서 1～3학년 읽기 성취기 ‘(7)동일한 상을 다

룬 서로 다른 을 읽고 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를 지도할 때에, 과 내용

의 차이 을 일정한 ‘기 ’에 따라 정리해 보는 활동,두 자료를 종합하여 ‘나의 ’

을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통합해 볼 수 있다.이러한 활동은 자료 통합 쓰기의 기

단계가 되며,타인의 의견을 존 하는 필자, 의 객 성,공정성 등의 쓰기 윤리

덕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읽기 역과 윤리 쓰기의 통합에서 가장 표 인 교육 내용은 요약하기이다.

자료 통합 방법으로서 요약하기 능력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의 수 에 따라 선택

략이나 삭제 략에서 시작하여 일반화 는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표 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학생의 자료에 한 이해도가 높아야 일반화하거나 재구

성을 할 수 있으며,특히 재구성의 경우 자의 의도나 내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도 주지시켜야 한다. 한 일반화나 재구성 략의 장 으로는 자료에

한 필자의 이해도를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신뢰감을 수 있으며,자료에서 통합

할 부분에 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 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장 이 있

음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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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듣기․말하기 역과 쓰기 윤리의 통합

듣기․말하기 역의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는 ‘배려’나 ‘듣기․말하기의 윤리’에

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쓰기 윤리나 윤리 쓰기와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통합이 가능하다.다만 역 통합을 해서는 ‘듣기·말하기의 윤리’와 ‘공감과

배려’의 의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1～3학년 성취기 ‘(9)사회 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

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에서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 자료 이용 윤

리,인터넷 이용 윤리,발표 등을 수해야 한다.”를 로 들 수 있다. 한 ‘(12)

통 듣기․말하기 문화를 이해하고,오늘날의 듣기․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를 지

도할 때에,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시하는 문화,말과 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반 한다는 에서,언어생활에 신 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문화를 오늘날

계승해야 할 통 듣기․말하기 문화로 들 수 있으며,이를 쓰기 윤리와 통합하여

공통된 내용을 표 윤리로 지도할 수 있다.

라.문법 역과 쓰기 윤리의 통합

본고의 은 민 식(2010)에서 문법과 기능에 한 통합 을 용한 ‘생활

문법’과도 련된다.민 식은 학교 문법을 ‘지식 문법’과 ‘생활 문법’으로 구분하고,

‘생활 문법’을 “독서,화법,작문,문학 능력 함양을 한 실용 문법으로 생활 언어,

사회 언어,학문 언어, 술 언어 속의 문법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하 다. 한 생

활 문법에는 화법 문법,작문 문법,독서 문법,문학 문법이 있으며,작문 문법에는

문장 구성법,비문(非文) 방법,문장 교열법 등의 이해,어휘·문장·텍스트 구성 능

력 등을 로 들어 설명하 다(민 식,2010:8).본고에서 인용 표 과 련된 동사

선택,인용 구문의 활용 등은 작문 문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인용하기,요약하기를 사용할 때에 형식 구조를 활용하면 텍스트의 윤리성을 쉽

게 구 할 수 있다.자료의 내용의 통합 방식과 함께 형식 구조를 함께 지도함으

로써,출처 밝히기에 한 하나의 시를 제공할 수 있다.다음과 같은 형식 구조

를 제시하고 필수 요소,선택 요소로 구분하여 문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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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내용 변형 유형 하 기능]→ [ 자]은/는 [출처 정보]에서

[(자료-텍스트 내용)+통합 표지(인용 부호나 동사 등의 기호화)]

<인용하기의 내용 형식 구조>

① 직 인용

[발췌하기 :부분 선택 규칙50)]→ ㅇㅇㅇ은 ‘(출처 :책 제목,해당 사이트 이

름)’에서 “[인용 부분]”와 같이(～라고)하 다.

② 간 인용

[발췌하기 :부분 선택 규칙]→ ㅇㅇㅇ은 ‘(출처 :책 제목,해당 사이트 이름)’

에서 [인용 부분에 한 변형된 표 ]고 말하 다.

③ 재인용

[발췌하기 :부분 선택 규칙]→ ㅇㅇㅇ은 ‘(출처 :책 제목,해당 사이트 이름,

내가 발견한 출처에서 재인용)’에서 [인용 부분]고 말하 다.

<요약하기의 내용 형식 구조 :요약하기 +인용하기>

[요약하기 :삭제,종합 규칙]→ ㅇㅇㅇ은 ‘(출처 :책 제목,해당 사이트 이름)’에

서 “[요약한 결과]”와 같이(～라고)말하 다.

<바꿔쓰기의 내용 형식 구조 :바꿔쓰기 +인용하기>

[바꿔쓰기 :일반화,종합 규칙]→ ㅇㅇㅇ은 ‘(출처 :책 제목,해당 사이트 이름)’

에서 [바꿔쓴 결과]와 같이(～라고)말하 다.

자료 통합 쓰기에서 자료-텍스트를 통합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인용’

이다.본고에서는 ‘윤리 쓰기’의 기 인 단계로 자료 통합하기의 내용 형식

구조를 강조하 는데,이때 직 인용,간 인용,인용 표지 ‘-라고/고’에 한 기본

인 개념은 문법 역의 성취기 ‘(7)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

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에서 다룰 수 있다.물론 자료 통합 부분이 문

장 단 이상인 경우도 있으나,문법 요소의 개념과 체 구조는 문장 단 일 때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문법 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용할 수 있다.

50)‘[요약 :삭제 규칙]’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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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조성의 원리

윤리 쓰기 교육의 내용 범주에서 텍스트의 합리성은 보편 요소이며,장르

특성과 련된 윤리성은 맥락의존 요소로 논의하 다.그런데 쓰기 과제의 장르에

따라 강조되는 윤리 덕목과 교육 내용 요소간의 비 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을 쓴다.’에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는 세부 설명 부분에서 사회 쟁 으로 한정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2012b:58).따라서 타당한 근거로 주장하는 쓰기는 일반 인

장르 특성에 해당한다면,여기에서 강조할 내용은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사회

쟁 ’부분이 된다.

서로 다른 견해나 이해 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쟁 에 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을 쓴다면, 의 목 은 서로 만족할 만한,혹은 합리 인 해결책을

얻기 한 것이다.따라서 사회 쟁 에 한 분석이 객 이어야 하며,필자의 주

장이 자신이나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이 을 통해 생산 인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근거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해야 한다.

강조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 고려

→ 장르에서 강조할 윤리성의 범주 선택 → 그러한 윤리성을 쓰기 과정에서 실 할

수 있는 ‘윤리 쓰기’에 한 교육 내용 요소 선택 → 용 범 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에 따른 구체 인 략 선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4)실제성의 원리

20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쓰기 교육은 체로 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

여 쓰기 과정에 따라 필요한 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윤리

쓰기에서는 독자와 상황 요인이 요한 비 을 차지하므로,탈맥락화된 과제를 지양

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련된 쓰기 과제를 구안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 으로

윤리 쓰기 능력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공간은 그 자체로 윤리 쓰기가 필요한 담화공동체이므

로,윤리 쓰기 교육을 해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첫째,인터넷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특히 익명성에 가려진 필자의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따라서 앞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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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조성의 원리에 따라 ‘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를 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

하되,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제 인 경험을 통해 책임감 있는 필자의 자질을 학습하도

록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참여자들이 올린 에 한 반응이 즉각 이라는 에서

군가의 비윤리 인 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소통 문화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군가의 윤리 인 을 읽은 후의 느낌은 어떠한지 등과 같이,인터넷 공간

에서의 다양한 소통 경험이 윤리 쓰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담화공동체는 다양하지 못한 데 비

해,인터넷을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담화공동체에서의 소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도 공 인 성격이 강한 담화공동체와 사 인 성격이

강한 담화공동체가 있으며,이러한 담화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과 소통할 때

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는 을 지도해야 한다.참여 인원이 제한

된 개인 블로그,특정한 제한이 없는 개인 블로그,오 라인과 연계된 커뮤니티,익

명의 네티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구나 을 올릴 수 있는 TV 로그램 게시

등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구성원에 따라 소통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며,해당

담화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쓰기 규범이 있다. 를 들면 MBC방송사의 경우,‘게시

운 원칙(http://www.imbc.com/common/html/notice.html)’을 정하여 로그램

시청자 게시 에 의견을 올리는 사용자들에게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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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1.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서 ‘쓰기 윤리’에 한 구체 인 교육 방

안을 구안하는 데 있다.이를 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우리의 통 인 언어문화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등을 고려할 때,국

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쓰기 윤리’의 개념 특성은 무엇인가?둘째,쓰기 윤

리의 실천에 여하는 요소와 각 요소에서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 요소는

무엇인가?셋째,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구체 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검색한 자료를

쓰기에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표 과 같은 쓰기 윤리 문

제가 첨 하게 드러난다는 에 주목하여 자료 통합 쓰기(writing from

sources)를 논의의 주된 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질 내용 분석(qualitativecontentanalysis)방법을

활용하 다.먼 문헌 연구를 통해 표 역인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윤리에 한

논의를 고찰하 고,쓰기 과정에서 윤리 요소의 련 양상에 한 분석틀을 개발

하기 해, 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Four-ComponentModel)과 윤리 정체성

(moralidentity)이론의 합성에 해 검토하 다.질 내용 분석 방법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173편의 과 쓰기 과정에서 사용한 활동지 심층 설문

지의 분석에 용하 다.

Ⅱ장에서는 유교 소통 문화,수사학,도덕 심리학의 논의를 고찰하여,쓰기 윤리

교육의 이론화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 다.쓰기 윤리 교육은 윤리 의식 그

자체보다는 쓰기 윤리를 수하며 을 쓰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이러한

에서 연구자는 ‘윤리 쓰기’를 쓰기 윤리의 실천으로 간주하고,‘필자가 텍스트의

윤리성을 갖추기 해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을 쓰는 과정 는 행 ’로 정의하

다.그리고 윤리 쓰기의 구성 요소를 행 주체의 윤리 실천,텍스트의 윤리

성,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련 맥락으로 설정하 으며,자료 통합 텍스트를

로 들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실제 인 쓰기에서 복합 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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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 다.

Ⅲ장에서는 학생들의 텍스트에 한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윤리 쓰기

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해서는 먼 쓰기 과정에서 쓰기 윤리가 어떻게 여하

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따라서 1 에서는 쓰기 과제 분석 단계,자료 읽기

정립 단계,내용 선정 조직 단계,자료 통합 표 단계,고쳐쓰기 단계에

따라 쓰기 윤리의 여 양상을 분석하 다.각 단계별 하 항목을 살펴보면,‘쓰기

과제 분석 단계’에서는 쓰기 윤리 용 상 악하기,장르 특성과 쓰기 윤리

련짓기,과제 수행에 따른 윤리 결과 상하기,‘자료 읽기 정립 단계’는

객 인 태도로 자료 읽기,화제에 한 지식 재구성하기,다양한 에 한 평가

자신의 정하기,‘내용 선정 조직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

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자료 통합 표 단계’에서는 정당한 방식으로 자료

통합하기,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

등이 있다.2 에서는 윤리 쓰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필자의 개인 특성

과 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를 살펴보았다.필자의 개인 특성은 쓰기의 윤리 측

면에 한 민감성,필자로서의 윤리 정체성 윤리 정서,문제 해결에 필요한

윤리 단력,윤리 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질로 구성하 다.학생들의 이

나 심층 설문지에서 윤리 쓰기와 국어 수업과의 련성에 한 내용이 자주 언

되었으므로,담화공동체의 쓰기 문화로는 담화공동체로서의 국어 수업,교사의 쓰

기 평가 방식으로 구성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 다.먼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로는 핵심 역량으로서의 ‘윤리 쓰기’능력,필자의 윤

리 정체성 형성과 인성교육,담화공동체의 윤리 소통 문화 형성 소통의 생산

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설정하 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윤리 쓰기 교

육의 내용 요소는 필자 범주(필자로서의 정체성 범주, 상과의 계 형성 범주),담

화공동체 범주,텍스트 범주로 나 어,각 범주별로 핵심 덕목 련 덕목,윤리

쓰기를 한 하 기능,교육 내용 요소(보편 요소,맥락의존 요소)로 제시하

다. 한 이러한 교육 내용 요소를 쓰기 과정에 따라 상세화하 다.구체 인 내용

을 살펴보면,쓰기 과제 분석하기 단계에서는 쓰기의 윤리 측면에 한 민감성 기

르기,필자로서의 책임 인식하기,상생지향 목표 설정하기,윤리 으로 고려해야

할 상 악하기,쓰기 과제의 장르 특성과 쓰기 윤리 련짓기, 상과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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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내용 표 방식 상하기로 구성하 다.자료 읽기 정립 단

계에서는 객 이며 개방 인 태도로 자료 평가하기,화제에 한 지식 재구성하기,

다양한 에 한 평가 자신의 정하기를,내용 선정 조직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내용 선정하기,창의 으로 내용 조직하기를 구성하 다.자료 통합

표 단계에서는 합리성을 갖춘 쓰기,정당한 방식으로 자료 통합하기,자료에 의

존하지 않고 내용 개하기, 상에 한 윤리 태도 표 하기를 선정하 다.

윤리 쓰기와 자료 통합 쓰기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

하므로,학습자,장르,교육 내용의 계성,다른 역과의 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

다.실제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교과서 개발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용 원리로 단계성,통합성,강조성,실제성을 제안하 다.

2.제언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이 윤리 쓰기에 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을 강조

하 다.학생 필자의 윤리성은 다른 교과,혹은 국어과의 다른 역과 공동으로 추구

해야 할,혹은 다른 역과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 일 수 있으나,윤리

으로 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쓰기 역에서만 다룰 수 있는 고유한 내용이기 때문

이다.연구 윤리나 인성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자료 통합 쓰기가 보편화하

고 있으므로,쓰기 윤리나 윤리 쓰기 교육의 필요성은 증 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실 요구에 비해 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쓰기 윤리 교육에

심을 기울이고 교육 내용 방법에 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연구자

는 쓰기 윤리 교육을 한 몇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첫째,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윤리 쓰기’나 자료 통합 쓰기의 내용을 어떻

게 다룰 것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연구의 필요성’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쓰

기 윤리는 국어교육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요구와 교육

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 교육과정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차후 교육과정 개정이 핵심 역량을 심으로 개발된다면 윤리

쓰기,자료 통합 쓰기와 련된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역량

은 단기간에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학년에 따라 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역량 심 교육과정으로 변환되지 않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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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재 쓰기 윤리 련 교육 내용의 범 와 다양성에 한 문제에 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쓰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하기 해서는 교과서 역할이

요하므로,윤리 쓰기의 구체 인 교육 내용을 반 하여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

다.쓰기 윤리 교육 내용이 특정 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독자 고려나 장르의

특성과 련지어 부분의 쓰기에서 두루 용될 수 있도록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윤리 쓰기의

구 물이어야 한다.읽기 자료나 사진,그림 등과 련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학

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식시킴으로써,학생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쓰기 윤리,윤

리 쓰기와 련된 요소들이 가치 있게 다 지는 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국어과 교사가 쓰기 윤리 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갖출 수 있

도록 제도 ․학문 지원이 필요하다.먼 국어과 교사들의 쓰기 윤리 의식이 제

고되어야 한다.교사들도 쓰기 윤리에 해 구체 인 교육 내용이나 지도 방법을

해 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윤리 쓰기 교육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련 교재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교사들이 담화

공동체로서 국어 수업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문성과 윤리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교사 스스로도 쓰기 윤리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요함을 인식하고,자신의 쓰기 평가 운 방식이 학생들의 쓰기 윤리 의식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학생들이 하게 되는 다양한 담화공동체의 쓰기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일차 으로는 학교와 교과 수업에서의 쓰기 윤리에

한 교육 처방이 필요하다.한 로 수행 평가에서의 쓰기 윤리에 한 규정 마련

을 들 수 있다.학생들에게 수행 평가는 쓰기 윤리와 학습 윤리가 결합되어 있는 문

제 상황이다.쓰기 윤리는 국어 과목에서 수행 평가를 할 때에만 지키는 규범이 아

니라,일종의 ‘학습에 필요한 윤리’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쓰기 상황에

용될 수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쓰기 윤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과별 혹은 체 교과에서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가톨릭 학교 교양교육원에서는 2010년 2월에 학문 공동체에 응해

가는 단계인 학부생에게 요구되는 윤리,즉 “ 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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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켜야 할 윤리를 ‘학습 윤리’라고 규정”하고,“학생들의 학문 진실성을 확보하

고,창의 학문 탐구를 진하는 것을 목 으로”‘가톨릭 학교 학생 학습윤리 가

이드북’을 발간하 다.이 자료에는 학습 윤리에 어 나는 행 로,표 ,변조, 조,

과제물 구매 양도, 복 제출, 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에 해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가톨릭 학교 교양교육원,2010).이러한 사례와 같이 ․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 용할 학습 윤리와 쓰기 윤리에 한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한 규정 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공동체에 한 참여 의식을 높이고 규정 수에 한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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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theContentsforWritingEthicsEducation

KangMingyeong

Thepurposeofthepresentstudyistoconstructtheeducationalcontentsfor

‘writingethics.’Toachievethegoal,thestudysetsthreeresearchquestions:

First,consideringtraditionalKoreanlanguagecultureandkeycompetency,what

shouldbetheconceptandfeaturesof‘writingethics’?,second,whatarethe

majorskillsthatplay in thepracticeof‘writing ethics’?,third,whatisthe

purpose ofwriting ethics education and how are the educationalcontents

structuredinspecificdetails?Thepresentstudyfocusesmainlyon‘writingfrom

sources’in thesensethatusing writing materialssurveyed through various

mediasuchasinternetiswidelyadoptedandintheprocessproblemsofwriting

ethicslikeplagiarism areprominentlyrevealed.

Theresearchmethodsofthisstudyaretheliteratureresearchandqualitative

contentanalysis.Throughliteraturereview,ethicalissuesofspeakingandwriting

areinvestigated.Majormethodologyofthestudyisqualitativecontentanalysis.

To develop a tool to analyze the aspects of ethical factors, Rest's

Four-ComponentModelandmoralidentitytheoryareexaminedonthesuitability

ofthe theory.Qualitative contentanalysis is applied to analyze writings,

worksheetsandin-depthquestionnairesofhighschoolstudents.

ChapterIIdefinesmajorconceptsneededtotheorizewritingethicsregarding

Confuciancommunicationculture,rhetorics,moralpsychology.Educationofethical

writingshouldnourishtheabilityofwritingwithwritingethicsinsteadofsense

ofethicsitself.From thisperspective,theresearcherconsidersethicalwritingas

apracticeofwritingethics,definesitas‘aprocessorbehaviorofwriting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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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swritingethicsfor‘EthicsofText’,setsfactorsofethicalwritingasethical

practice,textethics,ethicalcontextofdiscoursecommunity,anddescribeshow

complextheaspectsofthesefactorsinwritingfrom sources.

ChapterIIIpresentstheresultsoftheanalysisofstudents’texts.Todesign

the contents ofethicalwriting education,understanding how writing ethics

functionsinthewritingprocessisimportant.Section1analyzesthefunctionof

ethicsaccordingtothefollowingstagesofwritingtask:taskanalysis,material

reading and viewpoint setting, content selection and organizing, material

integrationandexpression,andediting.Section2investigatestwofactorsthat

caninfluenceonethicalwriting:First,personalfeaturesofeachwriterconsistof

moralsensitivity,moralidentityasawriterandmoralemotion,moraljudgment

forproblem solving,andwritingself-efficacyandself-regulation,second,writing

cultureofdiscoursecommunityconsistofKoreanlanguageclassasadiscourse

community,waysofteacherevaluation.

ChapterIV designsthecontentsofethicalwritingeducationbaseduponthe

discussion ofChapterIto III.Threegoalsofethicalwriting education are

presented:ethicalwritingabilityaskeycompetency,formationofwriter’sethical

identityandcharactereducation,building ethicalcommunicationculturewithin

discourse community and reconsidering communication productivity.Contents

categoriesoftheeducationofwriting ethicsaredividedby writer,discourse

community,textandthecontentsofeachcategoryareexplainedaccordinglyin

detail.Then the principle of integration,phase,authenticity,emphasis are

proposed as aidfulin applying the educationalcontents to curriculum and

textbooks.

Keyword:EthicalWriting,WritingEthics,EthicalWritingEducation,Writing

from Sources,Writer'sethics,TextEthics

StudentNumber:2000-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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