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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자기 삶의 경험에 해 스스로 써내려가는 자  쓰기 교

육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쓰기 경험과 그에 부여

하는 의미를 삶으로부터의 학습, 삶을 한 학습의 에서 탐색하고자 

하 다. 

  그동안 평생교육학 역에서 자  쓰기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삶

에 한 비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개해왔다. 자  쓰기는 

성인들에게 경험을 객 으로 찰하고 분석, 평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심리 인 기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으로 해석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이는 자  쓰기를 개인 내부의 인지

 활동으로, 합리  사고의 도구로 바라보는데 그친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쓰기 경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학습이 문제 해결의 측

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성장시키는 측면은 무엇인지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연구자는 서울 소재의 인문학연구공동체A에서 운 하는 <

쓰기교실>에 참여한 성인들을 사례로 삼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행

하 다. 첫째, < 쓰기교실>의 구조와 특성은 무엇이며, 이에 참여한 학습

자들의 삶의 맥락은 어떠한가? 둘째,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은 쓰

기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셋째, < 쓰기교실>에서의 학습 경험

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연구자는 제한 으로 생애사

 근을 활용한 질  연구를 수행하여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고

자 하 다. < 쓰기교실>에 두 기수 이상 반복 참여한 여성학습자 5명을 

면담하 고, 이들이 과제로 제출한 자  들을 함께 분석하 다. 

  < 쓰기교실>은 쓰기를 ‘삶을 살아가는 기 ’로 보고, 학습자들에게 

자기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쓰기를 요구하 다. , 다른 사람들과 

을 공유하고 상호 비평하는 시간을 통해, 타인의 에서 나를 성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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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편 이 연구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은 삶 속에서 

텍스트 읽기에 한 심과 자기 삶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왔다. 이는 쓰기 교육 로그

램에 한 필요로 연결되었고, < 쓰기교실> 참여를 결정하게 하 다. 

  연구참여자들의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은 계  차원과 개인  차원

으로 구성되었다. 계  차원은 < 쓰기교실>의 안 하고 편안한 분 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  지지와 공감을 얻고, 타인의 

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개인

 차원은 쓰기 과제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각자 자신에게 요

한 경험들을 로 쓰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이었다. 이때 계

 차원의 경험은 학습자들에게 쓰기의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에서 요하 다.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

을 가꾸어가는 학습이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한 쓰기의 기 를 익혔다. < 쓰기교실> 종료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자기만족  기록이 아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소통 가능한 단어

와 문장으로 을 쓰고자 노력하 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을 

읽을 때 극 으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려는 학습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이 까지 텍스트에 한 ‘내 생각’보다는 거리와 ‘ 자의 생각’을 

악하는데 주력하 다면, < 쓰기교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하는 텍스트들로부터 ‘나만의 지식과 의미’를 생산하는 기쁨을 알았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과 삶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료학습

자들의 정서  지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자

신의 모습에 정 인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 다. 는 그런 못난 모습조

차 있는 그 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 앞에 개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갔다. 

  < 쓰기교실>과 이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의 사례는 쓰기 교육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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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를 해서는 쓰기

의 이론이나 작문 기술보다도 학습자 개개인의 삶을 교육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한 쓰기 교육 로그램 참여경험으로부터 생성

된 삶의 의미는 학습자 개인의 내 인 인지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과의 끝없는 상호작용과 정서  유 계 안에서 만들어진 합작품

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려 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을 쓰며 만들어

낸 의미들은 자신과 타인에 한 포용력을 확장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성장

시키는 학습 경험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쓰기 교육 로그램 안에서 자

신의 삶을 소재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 탐색은 인간이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요어: 자  쓰기, 성찰, 평생학습, 학습자 상호작용, 정서  계, 

자기와 타인 이해

학 번: 2013-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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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연구 배경  필요성

   최근 들어 성인교육 맥락의 인문교양교육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스스

로 써내려가는 자  쓰기(autobiographical writing)1)에 한 심이 

확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 과 노인복지 을 심으로 ‘노인 

자서  쓰기’ 강좌가 인기리에 진행되는가 하면, 인문학, 시민인문학 

등 통칭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일반 시민을 상으로 

자  쓰기 강좌를 운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평생교육

센터 등에서 운 하는 여러 교육 로그램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쓰

기가 요한 학습 활동으로 포함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차원에서 자  쓰기를 핵심으로 다루는 로그램들에 

20 부터 5-60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살아남기 해 부단히 직업세

계가 요구하는 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는 성인

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로 풀어낼 여유를 지니기란 말처

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 쓰는 일은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자

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해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가다

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를 따져보는 등의 상당한 인지 , 육체  노

력을 요하는 일이기에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 많

1) 자  쓰기(autobiographical writing)에서 ‘자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나 자

신’을 의미하는 auto(=self), ‘삶’을 의미하는 bios, 그리고 ‘쓰다’라는 graphie의 합성어로

부터 나왔다(김혜숙, 2006). 자  쓰기는 자서 , 자기 서사 쓰기, 자기 탐색  

쓰기, 생애사 쓰기 등 다양한 용어로 섞여 쓰이고 있다. 이에 해 임지연(2013)은 쓰

기의 목표와 지향 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용어들로 개념화된 것이라 지 한다. 

낱낱의 용어들에 따라 의 특성이 조 씩 다르겠지만, 연구자는 그 들이 모두 ‘자기’ 

내지는 ‘자기 삶과 경험’에 해 스스로 기술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

구에서는 이처럼 자기 삶에 해 스스로 쓴 이라는 의미를 잘 담아낸 개념이 ‘자  

쓰기’라 생각하여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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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인들이 자  쓰기 강좌를 찾고, 자기 삶의 경험을 로 써보려 

노력하는 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평생교육 맥락 안에서 성인들의 자  쓰기는 인간이 수행하는 하나

의 학습 활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을 세상을 바라보는 즈에 비

유한다면, 이 즈에 비춰진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학습을 통해 조직해가는 

학습자다. 이때 학습은 인간이 삶 곳곳에서 수행하고 의미부여하는 평생에 

걸친 활동으로, 결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성인교육학자 

Lindeman의 통찰을 빌리자면 “삶 체가 학습이다(Lindeman, 1926:4).”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평생학습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요한 연구 주제

로 다루어져 왔다(강 , 2009). 특히 인간의 삶과 학습의 계에 주목하

면서, 평생학습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  요소들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어떻

게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학습의 여러 층 와 측면들을 복합 으로 포

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 다. 를 들어 가장 리 알려진 평생학습의 개

념은 인간의  생애 발달 과정인 수직  차원(lifelong)과 가정, 학교, 일

터 등의 삶의  역인 수평  차원(lifewide)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육  

학습 활동의 통합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학습을 형식-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하  요소를 통해, 학교와 같은 통 인 교육기 에서 공

식 인 학 를 취득하는 학습, 의도를 지니고 참여하는 교육과정  학습, 

그리고 의도가 동반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잠재  

학습까지도 포 하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인간의 삶을 조명할 때, 삶을 구성하는 무

수히 많은 경험들은 각각의 학습 경험들이 된다. 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

색하는 일은 인간의 학습과 그 안에서 생성되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스펙트

럼을 넓히는 것이다. 이 같은 에서 볼 때, 평생교육학 연구 내에서 자

 쓰기를 인간의 학습활동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요하

다. 자  쓰기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단순히 을 쓰는 행 를 

넘어서 학습이 되는지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의 개념 구

성 요소들을 새로이 설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



- 3 -

 쓰기가 하나의 학습활동으로서 지니는 특징 인 의미들을 포착함으로

써 인간 학습에 한 이해를 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까지 자  쓰기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학보다는 주로 

문학 연구에서 다루어졌다(Karpiak, 2000). 문학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자

 을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형식을 분석하여 

장르  특성을 규정하는 이론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이 지· 박 혜, 2001 

참고). 교육학 내에서는 국어교육이나 작문교육 등의 분과 학문에서 쓰

기 교육의 한 종류로 자  쓰기를 다루었다. 작문 교육에서는 자  

쓰기가 자신의 삶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아를 구성

하게 한다는 특징에 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학 교육에서 

신입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자  쓰기의 필요성

과 효과  의의를 논하고, 궁극 으로는 학 수업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

인 자  쓰기 교육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해 탐색해왔다( , 김미

란, 2013; 김 희, 2010; 박 이, 2006; 임지연, 2013; 정연희, 2013).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문학이나 작문교육의 연구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서의 자   자체에 을 맞추거나, 하나의 효과 인 교육 콘텐츠, 교

육 모델로서의 자  쓰기의 기능에 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자

 을 쓰는 학습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개인 인 

활동으로든 교육 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든 자  을 쓰는 학습자를 

이해하기 한 노력이 부족했다. 즉, 학습자가 삶 속에서 왜 자  쓰기

를 시도하는지, 자신의 삶 체를 두고 생각할 때 쓰기 활동에 어떤 의

미를 부여하는지에 해서 다루지 못했다.

  최근 평생교육학 연구에서도 성인들의 요한 학습활동으로서 자  

쓰기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간헐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문학이나 

학의 작문교육 연구와 달리 평생교육학 연구에서는 자  쓰기가 성인

들의 삶과의 계 속에서 지니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평생교육맥락에서 

성인학습으로서의 자  쓰기를 개념화하려 시도한 연구로는 

Brady(1990)를 주목할 만하다. Brady(1990)는 학습을 인간이 의미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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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에서 자  쓰기가 인간의 실존

인 물음, 컨  ‘나는 구인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

지고 행동해야 하는가?’ 등을 탐색하면서 우리 자신과 세상에 한 이해를 

새로이 구축해가는 학습으로 재조명 하 다. 

  Brady(1990) 이후 연구 동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비형식 

교육장면에서 자  쓰기가 학습자들의 자아성찰을 효과 으로 돕는다

는 일련의 경험연구들( , Karpiak, 2000, 2003; Johnson, 2003; 이경희·박

성희, 2008; 지행 ·한정란·박성희, 2011)이다.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성인

들의 일지쓰기(journal writing) 활동이 성인기 삶에 어떠한 이 을 가져다

주는지에 한 연구들이다( , Brady & Sky, 2003; Kerka, 1996). 자의 

연구들은 성인기 학습에 있어서 자기 삶에 한 비  성찰을 통한 의미

의 재구성을 가장 요한 특징으로 꼽는다. 그리고 자  쓰기가 과거

로부터 지 까지의 삶에 거리를 두고, 삶의 요한 사건이나 기들을 인

식하고 재평가하면서 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효과 인 학습도구임을 주장한다. 후자의 연구들은 일지쓰기 활동의 다

양한 이 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자  쓰기의 자기 탐색 

 자아 성찰의 효과는 강조되고 있다. 

  연구자는 Michelson(2011)의 논의에 근거하여 평생교육학 연구에서의 자

 쓰기 연구들이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하 다. 먼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로 쓰는 활동,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자기

(self) 모습만을 자기 탐색과 성찰의 결과로 간주하 다. 이는 성인교육 장

면에서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이 쓰기 활동 이외

에도 로그램 내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었을 삶의 의미

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찰의 의미가 삶의 기와 

문제를 비 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인지  과정으로 제한되어 논의되고 

있다. 를 들어 이경희와 박성희(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 학습자들이 자

서  쓰기를 통해 과거의 심리  갈등이나 노년기 삶의 문제를 다르게 바

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략과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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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성찰은 이처럼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학

습 과정을 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지 까지 성인학습연구

를 주도해왔던 이성 심주의 담론 안에서 비  성찰을 합리 이고 인지

인 과정으로만 이해했던 통을 공유하고 있다(van Woerkom, 2010 참고). 

  최근 평생교육학 연구에서는 비  성찰의 의미를 좋은 사고와 나쁜 사

고,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  잣 로부터 벗어나 보다 통합 으로 재개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van Woerkom, 2010).   

평생학습 담론 에 Alheit와 Dausien(2007)의 ‘ 기  학습(biographical 

learning)’ 논의는 성찰의 의미를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잠재  가능성들에 해 인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삶의 경험을 

어떻게 조직해나갈 것인지에 한 단과 실천 가능성을 사고하는 능력으

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  맥락 안에서 발생하고 

진된다고 강조하 다(Alheit, 2009; Alheit & Dausien, 2007). 한편 

Field(2012)는 학습을 인지  과정으로서의 성찰과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벗

어나, 사회문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학습이 “우리가 매

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체 인 사회-경제  조건들과 상호작

용한 결과이자 그러한 조건들 에서의 행 , 그리고 그에 한 개개인의 

해석을 통해 경험된 결과(Field, 2012:176)”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들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자  쓰기 연구에서는 성찰과 학습의 의미를 개

인 인 과정 그리고 심리 인 문제 해결을 심에 두는 논리구조와는 다르

게 구성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 까지 언 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

서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구체 인 학습 경

험과 그에 부여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자  쓰기 교육 로그램 

안에서 학습자들은 명시 으로 어떻게 을 쓰는가에 한 기본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암묵 으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자신의 삶을 되돌

아보는 과정 등을 통해 삶에 해 학습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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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자  쓰기 교육 로그램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해

석하고 어떤 의미들을 새로이 만들어 가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자신의 삶

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성인학습자를 이해하는 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의미들이 실제 학습자들의 삶에서 어떤 학습경험으로 작

동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이 다시 삶의 경험을 어떻게 길러내는지를 고

찰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 쓰기교실>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사례로 하여, 자기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쓰기 교육 

로그램에서 구성되는 쓰기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여기서 쓰기 경험은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경험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다. 로그램 안에서 학습자들이 한 

편의 을 쓰기까지의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완성된 로부터 변

화된 삶의 의미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쓰기교실>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동시에 형성해가는 “삶의 방편이자 기 ”로서의 

쓰기를 배우는 것을 표방한다. 학습자들은 < 쓰기교실>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부터 감을 찾고, 모호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구체 인 언어로 옮기

며 을 완성하기 해 고군분투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모습에서 삶이 교

육  학습의 소재가 되고 학습을 통해 삶을 가꾸어나가는 평생학습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단하 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 쓰기교실> 안에서 경험한 활동과 그에 

부여한 의미들을 심층 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쓰기를 매개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시 학습을 통해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성인

학습자들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쓰기 교육에 

한 논의들이 학습자 개인의 인지  과정의 성장에만 주목해왔다면,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지  과정이 동료학습자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정서  계 안에서 지지받으면서 발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논의를 확장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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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 쓰기교실>을 사례로 하여,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쓰기 경험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에서 쓰기 경험은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험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다. 이를 탐색하기 한 구체 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쓰기교실>의 구조와 특성은 무엇이며, 이에 참여한 학습자

들의 삶의 맥락은 어떠한가?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

을 학습 경험들로 주조해나가는 과정의 끌개 역할을 담당한다. < 쓰기교

실>이 학습자의 삶을 가꾸어내는 쓰기를 교육하는 로그램으로서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 쓰기교실>에 참

여한 학습자들이 어떤 생애과정을 통해 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에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의 

쓰기 경험의 의미와 그 안에서 형성된 학습경험을 이해하기 한 배경지

식이 된다.

  둘째,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은 쓰기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

여하는가?

  쓰기 경험은 비단 학습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로 쓰는 행

뿐만 아니라, 쓰기를 둘러싼 과정 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쓰

기교실> 안에서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제 도서 토론, 쓰기 과

제 합평 등의 활동들은 모두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쓰기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향을 미친다.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 는지, 그 경험을 통해 쓰기에 해서, 자신과 주변 세계

에 어떤 의미들을 형성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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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 쓰기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어떻

게 작동하는가?

   학습자들은 < 쓰기교실> 참여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다르게 가꾸

어가는 의미들을 만들어간다. 이 의미들이 < 쓰기교실> 참여 이후에 있

어서 학습자들에게 쓰기 행 의 의미나 목 에 해서, 자기 자신의 삶

에 해서 어떤 변화들을 발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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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선행 연구 검토

1. 교양교육과 자  쓰기

  

  흔히 교양교육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품성을 가꾸는 교육으로 여겨진다. 이 에서는 자  쓰기 교육을 교

양교육의 맥락 안에서 다룸으로써, 그 반 인 특성을 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교양교육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학 내 교양교육으로서

의 쓰기 교육의 의미와 자  쓰기 교육에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

한다. 

1) 교양교육의 정의  특성

    

  손동 (2009)에 따르면 ‘교양’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학자들이 서양 문물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독일어 ‘Bildung’에 한 번역어로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어 Bildung의 어원은 ‘나무를 쪼거나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다’는 뜻

과 ‘잘 들어맞아 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Bildung, 즉 교양의 연원

은 고  그리스 시 의 인문주의 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더 높은 인

간의 자아를 형성하고 완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그리스 인

문교육에서 추구한 ‘ 이데이아(paideia)’, 즉 “인간 개개인의 신체 -정신

-  능력이 조화롭게 계발되어 탁월한 경지에서 자아를 실 한 상태

(오인탁, 2001:456)”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처럼 탁월한 경지를 실 해 나가

는 인간을 길러낸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에서 교양의 개념은 

필연 으로 교육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그 다면 교양교육은 무엇인가? 교양교육은 어의 culture education에 

해당하는데, 어원인 cultivation은 사람으로 가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종서 외, 2009; 정민승, 2008). 앞서 교양의 개념을 언 하며 말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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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고  그리스 인문주의 통에서 시작된 교양교육은 인문교육과 상당부

분 그 의미가 첩된다. 인문교육은 어의 liberal education으로 ‘자유인을 

한 교육’ 는 ‘자유를 한 교육’을 뜻한다. 이는 고  그리스의 도시국

가에서 외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자유로이 사고하고 비 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한 자유 시민을 길러내기 함이었다(이명 , 2000). 교양

교육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교양인 한 흔히 지성과 양심을 갖추고 자

신이 속한 세계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김종서 외, 

2009).

  교양교육은 시  흐름에 따라 교양의 의미가 조 씩 변화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2) 손동 (2009)이 고찰한 교양 개념의 변천사에 따르면, 고

 그리스 시  이후, 세 서양 기독교  통에서 교양의 의미는 ‘신의 

형상을 인간의 혼에 새겨 넣는 것’으로 각색되었다. 이에 따라 세 학 

안에서 3학(문법, 논리학, 수사학) 4과(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의 ‘7자유교

과(liberal arts)’로 정형화된 인문교육의 맥 속에, 교양교육 한 신의 형상

을 모사한 인간의 혼을 풍부하게 하는 일로 여겨졌다. 근  계몽주의 시

에 이르러 다시  교양의 의미가 인본주의 으로 재해석되었는데, 이때 

교양은 사회  인간에 을 맞춘다. 즉, 사회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

한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발휘해야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교양교육은 사회 속의 한 구성원인 

자신 안에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 된다. 이후 서서히 근  의미에서

의 교양교육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상을 향해 주체 으로 자기를 형

성해가는 일로 정립되어 간다. 이는 자신의 이상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반

성하는 태도, 타자  세계와의 계를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  요구

에 응하는 능력과 심성을 함께 길러가는 일 등을 포 한다. 이러한 자기 

형성으로서의 교양은 물질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완성을 

한 것이다. 

  한편 교양교육은 학교육에서 general educ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김

2) 교양교육의 흐름에 련한 논의는 손동 (2009)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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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서 외, 2009). 우리나라의 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양교육은 buildung으로

서의 교양, 즉 고  그리스 인문 통의 교양이라기보다는 general 

education에 가깝다. 일반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미국에서 제 2차 세계

 이후 통 인 인문교육의 의미를 보다 확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을 한 교육’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데서 출발하 다. 이때 교양

교육은 문가를 양성하는 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에 비되는 개

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을 의미한다(김종서 

외, 2009). 

  지 까지 교양교육의 개념과 시 의 흐름에 따른 의미 변화를 간략하게

나마 다루었다. 각 시 마다 교양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조

씩 달랐지만, 공통 으로 어떤 사회 , 경제  목 을 한 능력이나 특정 

분야의 문가로서의 역량을 쌓기보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

하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형성하고 계발하며 그 자체로서의 만족을 추구하

는 교육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2) 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쓰기 교육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심의 서구 인문교육  교양교육은 세 

학 안에서 7자유교과로 정형화되어 뿌리를 내리고 가꾸어져 왔다. 한편 

미국에서는 통 으로 사회의 엘리트나 지배계층에게 주로 수되어 오던 

인문교양교육을, 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라면 구나 이수해야 하는 일

반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으로 확산시켜왔다. 학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인 교육기 으로서 오랜 통을 가지고 있다. 

  학은 교양교육으로서의 쓰기 교육에 오래 부터 주목해왔다. 이국환

(2008)은 고  그리스나 조선시 에도 교양교육의 심에는 ‘쓰기’와 ‘읽기’

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생성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흐름에, 학들이 일반교육, 인교육으

로서의 교양교육을 차 등한시하고 특정한 지식 역에서의 문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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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인재들을 양성하는 문교육, 세분화된 공교육에 집 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 한다. 따라서  학은 통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인 자아실 과 실에 한 사 실천을 계승하고 강화하는 한 방향으

로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국환(2008)은 학에서의 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로 ①의사소통

으로서의 쓰기 교육과 ②자기성찰로서의 쓰기 교육을 꼽고 있다. 먼  

의사소통으로서의 쓰기 교육은 자신의 의견을 일방 으로 달하는 수단

으로서의 쓰기가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에 방 을 고 상황, 지식, 독

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문자로 표 할 것인지의 문

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쓰기이다. 다음으로 자기 성찰로

서의 쓰기 교육은 쓰기가 사고와 지식을 정리하고 표 하는 능력을 향

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인간의 자기 형성  자아실 을 진하

는 종합 인 교육활동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국환(2008)은 자기 성찰로서의 

쓰기 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에 한 탐색과 성찰 없이는 타인과의 의사

소통이나 사회의 다양한 상들에 처해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삼열(2010) 한 고  그리스의 인문주의 통에서 출발한 교양의 의

미, 즉 인간 정신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양을 이야기하며, 특히 아리

스토텔 스가 논의한 ‘개인 덕의 탁월함(arete)’을 키우는 교양교육의 의미

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에 기 하여 그는 학의 교양교육과정이 고도

로 발달된 과학 문명에 차 소홀히 되고 있는 인교육, 즉 지·덕·체를 고

루 갖춘 인격 형성의 목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삼열(2010)은 교양교육의 핵심에 쓰기 교육

을 치시키며, 향후 학 내 쓰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 다. 가장 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쓰기 교육이다. 이 유

형의 쓰기 교육은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와 타자 간의 

공감 를 형성하고, 나와 타자, 그리고 세계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계 맺기

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학술  쓰기 교육인데, 이는 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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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신장하고 함양하기 함이다. 박삼열(2010)은 비  사고의 핵심을 

사회의 다양한 상들에 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할  하는 ‘문제 해결

 사고’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용  쓰기 교육 한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련 역량들에 

바탕이 되는 능력을 키우기 함이다.  

  한편 김 정(2012)은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환되면서 지식을 다

루는 방식에 질 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지 한다. 이제는 지식을 양 으로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어떻게 확보된 지식을 새롭게 가공하고 재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요해졌다. 때문에 학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

어 학생들에게 문 인 공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지

식을 조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  학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 다.

  교양교육 가운데서도 쓰기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비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길러  수 있는 

요한 교과목으로 주목받는다(김 정, 2012). 그러나 최근 학에서 운

되는 쓰기 교육은 신입생들에게 공 계열별로 요구되는 쓰기 양식을 

가르치거나 취업을 목 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실용성’에 

을 맞추고 있다. 김 정(2012)은 이러한 실용  쓰기가 학생들에게 자유

로운 생각의 표 보다는 쓰기의 형식을 맞추는데 하고, 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좋은 수’, ‘취업’ 등의 결과지향 인 

쓰기를 강조하는 풍토를 형성한다고 비 한다. 

  이처럼 형식과 결과를 강조하는 실용  쓰기에 한 안으로 김 정

(2012)은 화주의 이론에 근거한 쓰기 교육의 비 을 제시한다. 이는 

쓰기를 “ 쓴이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타자와의 화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것(김 정, 2012:94)”으로 보는 입장으로, 쓰기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텍스트 읽기와 쓰기가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

해 학이 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합

으로 사고하고 재창조할  아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 14 -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국환(2008)과 박삼열(2010)의 연구는 공통 으로 그리스 인문주의 교

육 통에서 출발한 ‘인격 형성  자아실 ’으로서의 교양의 개념을 요

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에서 문  지식과 직업 능력을 강조함에 따

라 상 으로 교양교육의 상이 약해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회복하기 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 내 쓰기 교육을 강조하 다. 교양

교육으로서의 쓰기가 지향해야 할 심 방향으로 자기 자신에 한 탐색

과 성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와 타자, 그리고 세계 간의 원활한 

소통을 제시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김 정(2012)의 연구는 일반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의미에 주목한다. 

사회의 특징을 지식기반사회로 보고, 다양한 지식을 통합 으로 사고하

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이 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정(2012)은 쓰기 교육에 있어서도 인격의 형성의 목표보다, 사회

에서 요구되는 비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을 맞추고 있다. 앞서 이국환(2008), 박삼열(2010)의 연구에 비해 사회

에서 변화된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실 으로 진단하고, 화주의 

이론에 근거한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3) 학 교양 쓰기 교육에서의 자  쓰기 연구

 

  교양교육으로서의 학 쓰기 교육에서 자  쓰기에 특별히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다(김미란, 2013; 김 희, 2010; 박 이, 2006; 임지연, 2013; 

정연희, 2013). 이들 연구는 공통 으로 앞서 이국환(2008), 박삼열(2010)이 

교양교육으로서의 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인, 자아 성찰을 가능

하게 하는 쓰기를 강조했던 맥락 안에서 자  쓰기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한 김 정(2012)의 논의처럼, 교양교육으로서의 

학 쓰기 교육이 실용성에 치우치고 있는 실에 비 인 인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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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정으로서의 쓰기 교육을 요하게 여기고 있다. 궁극 으로 연구자

들은 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쓰기 수업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 인 쓰

기 교육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를 탐색하 다. 

  연구자들마다 쓰기 주체가 자신과 자신의 삶에 해 로 쓰는 것을 

부르는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표  쓰기(김미란, 2013)’, ‘자기 

탐색 쓰기(김 희, 2010)’, ‘자아정체성 구성으로서의 쓰기(박 이, 

2006)’, ‘자서  자기 서사 쓰기(임지연, 2013)’, ‘자기성찰  쓰기(정연

희, 2013)’ 등이 혼용되고 있다. 이는 각 연구마다 연구자들이 보다 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용어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  김미란(2013)은 학교 신입생들이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면해보

는 쓰기를 해본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쓰기에 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을 문제로 제기하 다. 따라서 학의 쓰기 교육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자기 을 쓰는 즐거움을 리고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표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동안 학의 

쓰기 교육은 고도의 인지 이고 형식 인 쓰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기표 을 심에 둔 쓰기 교육을 등한시하거나 교수 재량에 

의해 단편 으로 시행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란(2013:336)은 표 주의 

이론에 입각한 쓰기 교육을 체계화고자, ‘자기표  방식과 자기 목소리 

신뢰하기, 자기의 통념 확인하고 수정하기, 타자와 연 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 수업 모델과 과정별 지도방법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박 이(2006)는 학이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쓰기 교육을 강

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들은 자신이 왜 을 써야하는지, 

삶에서 쓰기가 얼마나 요한 행 인지에 한 인식이 부재하고 있다고 

비 하 다. 이는 그동안 학의 쓰기 교육이 쓰기의 기능 이고 실용

인 측면만을 강조해옴에 따라, 학생들에게 쓰기의 자체에 한 인식론

이 제 로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쓰기는 단순히 을 쓰는 행 가 

아닌 고도의 사유과정으로서, 쓰기 주체가 끊임없는 자아와의 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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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변 세계와의 소통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이다(박 이, 2006). 이러

한 인식으로부터 박 이(2006)는 기존의 쓰기 이론과 기법 심의 쓰

기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학습자의 인지과정과 주변 세계와의 소통에 주목

한 과정 심 쓰기 교육을 주장한다. 

  과정 심의 쓰기 교육의 교수법으로 박 이(2006)는 다음의 세 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는 쓰기 학습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쓰기 주체들이 모

인 공동체 안에서 텍스트를 읽고 화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그러한 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구성된 이해를 바탕으로 쓰기 주체들이 개별

으로 을 쓰는 과정이다. 3단계는 다시  공동체 내에서 개별 쓰기 주

체들이 쓴 을 공유하면서 쓰기에 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쓰기의 필

요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것이다. 박 이(2006)는 이러한 략을 용한 자

 쓰기 수업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①주변 사

람들과의 화과정을 통해 자신에 해 의미를 부여하 고 ②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자아와의 화를 통해 자아를 재구성하 다고 보고하

다. 

   다음으로 김 희(2010)는 ‘자기 탐색 쓰기’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 

쓰기 주체에게 가장 실한 삶의 문제, 즉 “내가 구이며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계 내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치에 놓여있는지 묻고 답하는(김 희, 2010:49)” 작업으로서 자  쓰기

를 정의한다. 김 희(2010)는 자기 탐색에 을 맞춘 쓰기 강의 계획과 

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희(2010)가 고안한 자기 탐색 쓰기 강의

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축에서는 쓰기에 한 일반 인 

강의, 컨  주제 구성하기, 서술 흐름 만들기, 의 구성과 략, 문장 표

 등에 한 내용이 진행된다. 다른 한 축에서는 자기 자신에 한 탐색

에서 시작해 타자에 한 이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진행된다. 김

희(2010)는  강의안을 가지고 실제 서울 소재의 한 학에서 신입생들

을 상으로 한 학기 동안 자기 탐색 쓰기 교육을 진행한 사례를 제시하

면서 학생들의 자아 성찰과 자기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는 효과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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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지연(2013)의 연구는 ‘자서  자기 서사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학 교양교육에서 자서  자기 서사 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을 과거와 재를 다층 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갈 수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하 다. 임지연(2013)의 연구 한 연구

자가 직  고안한 자  쓰기 수업 지도안을 학 수업에서 실제 활용

해보고 구체 인 교수 방법과 그 효과를 제시하 다. 임지연(2013)이 제시

한 수업 모델은 총 4단계로, 먼  ‘나는 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고,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 한 탐색으로부

터 자기 이야기를 구상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설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 

번째 단계로 교수자와의 개별 면담과 피드백을 통해 을 수정하고 마지막 

단계로 최종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 별로 쓰

기의 목표와 구체 인 기술(토론  발표, 면담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정연희(2013)는 자신의 일화를 쓰는 자  쓰기에 동반되는 

성찰의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 성찰  쓰기’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자신

의 삶과 존재에 한 문제를 기 인 데로부터 고민하고 반성하여 스스로 

얻어낸 깨달음을 거나 한 은 결과를 타인에게 개방하는(정연희, 

2013:63)” 쓰기 장르로 규정하 다. 자기 성찰  쓰기의 과정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계 속에서 성찰과 

공감, 치유와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정연희(2013)는 학 수

업 안에서 자기 성찰  쓰기 교육의 구성을 ‘일화를 자세히 쓰기’와 ‘합

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화를 자세히 쓰는 것은 ‘일화를 기억하는 행 ’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재의 자신이 다시 살아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감

정을 얻는 활동이다. 합평은 쓰기의 기술 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첨삭지

도를 넘어, 학 수업 내에서 교수와 학생동료가 함께 에 한 공감  

비평과 토론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체험과 정

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그에 비추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재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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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기회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자  쓰기 교육에 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자  쓰기의 자기 탐색  성찰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

 쓰기에 동반되는 성찰의 의미가 규범 이고 당 인 차원에서 제시

되고 있으며, 실제 을 쓰는 주체인 학습자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

는지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의 심은 효과

인 자  쓰기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한 명 한 명의 

학습자의 주체 인 ‘학습’에 방 을 은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  

쓰기를 교육의 콘텐츠가 아닌, 학습자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 으로 선

택해 실천하는 학습행 로서의 자  쓰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평생교육과 자  쓰기

  비단 학에서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의 장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한 자  쓰기 강좌들이 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한 성인들의 수요 한 

높다. 이처럼 교육주체와 학습주체 모두에게 자  쓰기가 주목받는 까닭

은 무엇일까? 이 에서는 그동안 평생교육 맥락에서 학습활동으로서 자  

쓰기의 의미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실제 성인교육 장면  일상학습으로

서의 자  쓰기에 련된 경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인교육으로서의 자  쓰기의 의미와 연구 동향

   Brady(1990)의 연구는 본격 으로 자  쓰기를 성인학습 활동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와 학습 방식을 개념화한 연구이다. 그는 자  쓰기

를 개인이 자신의 지나간 생애과정을 재의 의식  사고로 끌어올려 회복

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다시 말해서 자  쓰기란 과거가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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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이미 지나가고 사라진 것이 어떻게 삶에서 다시 회

복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Brady(1990)는 자  쓰기 활

동이 언어로 자기 상화를 그리는 활동과 같으며, 성인들의 자기탐색 학

습과정을 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자  

쓰기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은 자신과 세상에 해 ①기억되는 자신

(remembered self), ②정리된 자신(ordered self), ③상상된 자신(imagined 

self)의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게 한다고 한다. 이 세 방식은 각각 

①인간은 자신의 생애 경험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고, ②시간을 가로질러 삶의 일성, 통합성을 계속 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을 수행하며, ③은유와 상징을 통해 자신의 서사를 창조해감을 의미한다.

  Brady(1990)의 연구는 자  쓰기를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학습활

동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세계에 한 탐색과 성찰’이라는 성인학습

의 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자신에 한 이해를 확장해가

는 학습이, 지식 추구를 목 으로 하는 학습이나 환경에 응하고 생존하

기 한 학습 등 다른 여타의 학습에  근간이 된다고 주장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성인교육  학습 장에서 학습자들이 자  

쓰기를 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해서는 경험 으로 검증되지 

못하 다. 

  Brady(1990) 이후, 자  쓰기에 한 연구 경향은 성인계속교육장면

에서 자  쓰기가 자아성찰의 효과 인 교수학습도구로 사용된다는 측

면에 주목한다(Karpiak, 2000, 2003; Johnson, 2003; 이경희‧박성희, 2008; 

지행 ‧한정란‧박성희, 2011). Karpiak(2000, 2003)은 그가 성인계속교육

학에서 학생들에게 자  쓰기 수업을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자들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삶과 역할에 

해 평가하게 하는 ‘비  성찰’을 일으키는데 자  쓰기가 매우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학습자들이 쓴 자  들에 한 분석

을 통해 자주 나타나는 주제들을 추출하 고, 그로부터 어떤 성찰의 면모

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탐색하 다.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 심층인터뷰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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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  쓰기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고 재

미있었는지, 삶의 경험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했는지를 탐색하 다. 

Karpiak(2003)의 후속 연구는 Jack Mezirow의 환학습이론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3)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자  

을 ①일상 인 사실에 한 자세한 묘사와 서술(ethnographic telling), 

②사건에 해 느낀 다양한 감정과 고민들에 한 반성  서술(reflective 

telling), ③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인생의 비극  사건들에 한 성찰

(uncanny telling)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Karpiak(2003)은 이 세 가지 유

형의 은 학습자들이 마다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깊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로 쓰면서 성찰하는 경험에 가까울수록 자기 

삶의 진실성, 통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Johnson(2003)은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환학

습 경험을 분석하 다. 연구자 Johnson은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

하여, 그 자신이 직  성인교육계속 학에서 자  쓰기 교육 로그램

에 학습자로 참여했었던 경험과 몇 년 뒤 다시 동일한 교육과정에 조교로 

참여했었던 경험을 세 하게 기술하 다. 분석결과,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리

고 세계와의 계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

라보는 이 환되는 경험을 하 다.  조교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찰해본 결과, 자신이 겪었던 환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자  

쓰기 활동이 있다.

  Karpiak(2000, 2003)과 Johnson(2003)의 연구는 자  쓰기가 실제 성

인 상의 교수-학습장면에서 학습자들의 자아 성찰과 더불어 자신과 세

계를 이해하는 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 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3) 환학습이론은 아동기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 형성된 신념체계나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

는 이 성인기 삶에서 극 인 변화를 맞이하면서 제 로 작동하지 않게 될 때, 비

 성찰을 통해 근본 으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으로 환된다는 것이 주

요 내용이다. 이 연구의 이론  배경 3장에서 보다 구체 으로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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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경험 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

는 성찰의 측면은 Mezirow의 환학습이론에 근거한 문제해결 심의 

비  검토를 주로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때의 성

찰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삶에 기를 가져왔던 고통스

러운 경험을 비 으로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을 

변화시킨다는 직선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한 Karpiak(2003)과 

Johnson(2003)의 연구는 학습자 개인의 비  성찰 경험에만 이 맞춰

져 있다. 즉,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는 자  쓰기 교육 로그램의 맥락

이나, 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자신의 삶을 돌

아보고 경험에 의미 부여하는데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주목하

지 않았다. 때문에 자  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찰 학습의 의미

가 학습 환경과의 계로부터 탈맥락화되고, 개인의 심리  문제 해결과 

회복 차원으로 그 해석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들을 상으로 자  쓰기가 노년기 삶의 자아 성찰

과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요하다는 시사 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이경희와 박성희(2008)는 의미구성학습론에 근거하여 노인학습자들에게 

자서  쓰기 교육이 지니는 의의를 연구하 다. 의미구성학습론에서는 학

습자가 자신과 세계에 해 역동 으로 해석해나가면서 체계 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것을 학습으로 바라본다. 자서 쓰기는 이러한 

의미구성학습이론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노인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각 생애발달 단계별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체 

삶을 아우르는 메타  시각에서 각각 쪼개져있던 의미들을 총체 으로 연

결하도록 진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기들과 어려움에 한 자기 수용  태도와 비  성찰이 가능해

지면서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계속 으로 노년기 삶을 계획하면

서 일상생활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하 다. 지행 , 한

정란 그리고 박성희(2011)의 연구 한 이와 유사하게 노인자서  쓰기 교

육 로그램 사례를 통해 노인의 자아통합  성찰을 돕기 한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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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서 쓰기가 매우 효과 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국내연구들은 이 까지 학습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던 노인들의 학습에 

주목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년기 학습의 목표를 발달심리학  

에서의 자아통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한 앞

서 해외연구들(Karpiak, 2000, 2003; Johnson, 2003)과 유사하게 국내 연구

들에서도 자  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찰의 과정 한 노인학습자

가 계 맺은 환경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간과하고, 개인의 심리  안정

과 통일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국한되어 해석되었다. 연구에서 시로 든 

노인 자서 의 서사들이 ‘유년시 의 환경과 성장, 청년기의 실패와 삶의 

기, 기에 한 재해석 는 문제해결, 기 극복  성장’이라는 특정

한 구조를 지닌다는 은 이를 잘 나타낸다.

2) 성인교육 장에서의 자  쓰기 연구에 한 비

  Michelson(2011)은 성인교육 장에서의 자  쓰기 연구가 지닌 한계

로 ①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근  자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과 ②자  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 탐색은 사회문화  이데올로기에 

따른 특정한 방식의 자기 재 이라는 을 지 하 다. 자  쓰기에 

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작성한 자  서사에 당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투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 하 다. 

Michelson(2011)이 보기에 오늘날 부분의 자  들은 자율 인 개인,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라는 자아상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리

고 이는 ‘진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재생산하며, ‘진짜 나’의 

서사에 통합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자  쓰기 과정에서 배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과연 이와 같은 자  쓰기가 자기 삶의 경험을 끊임없

이 재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해가는 성찰  학습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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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elson(2011)은 J. L. Miller(1988)가 제안한 ‘퀴어 자  쓰기 실

천(queering autobiographical practices)’을 사례로 자  쓰기의 한계를 

돌 할 안  근을 제시한다. 퀴어 자  쓰기는 “오직 하나의, 총체

이고 ‘수용 가능한’ 자아의 개념을 탈자연화(denaturalize)하는 작업

(Miller, 1988:371; Michelson, 2011:16 재인용)”이다. 이를 활용하는 성인교

육장면에서는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삶의 서사에 도 히 통합되지 않는 

경험에 해서도 서술하게 한다.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서술해보는 활동은 그 경험을 있는 그 로 써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

으며, 향후 자기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탐색해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결과로서의 학습이 아닌 계기와 과정으로서의 학습의 의미에 주목한

다면, 이처럼 자신의 삶에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려는 것이 아닌 탐색 자체

에 방 을 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일상 학습으로서의 자  쓰기 연구

  Brady와 Sky(2003)는 노년 학습자들의 일지 쓰기(journal writing)를 연

구하 다. 이들은 20세기에 일지 쓰기가 인 인기를 얻게 된 세 가지 

사회  흐름을 짚고 있다. 첫째로 심리학과 심리치료 학문의 성장은 사람

들로 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행동과 감정을 분석, 기록하

며 꿈을 탐색하도록 격려하 다. 두 번째로 여성 운동은 여성들이 을 쓰

면서 목소리와 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세 번째로, 1980년  이

후, 개인의 성에 한 심이 증 하면서, 개인 인 쓰기 활동을 창의

력과 의식의 확장, 그리고  인식과 성장의 심화와 연결하려는 움직임

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  맥락 속에서 오늘날 일지 쓰기가 자기 이해, 자

기 지도, 창의력의 신장, 그리고  발달을 돕는 매제로서 활용되고 있

음을 이야기하 다. 

  Brady와 Sky(2003)는 50  반 이후의 노년 학습자들 15명을 상으로 

꾸 히 일지를 쓰는 것이 나이든 세 에 미치는 이 을 심층 으로 탐색하



- 24 -

다. 먼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한 나이든 학습자들이 일지를 쓰게 된 

삶의 배경으로 ①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오던 습 과 ②삶에서 발생한 

요한 사건들, 컨  자녀의 출생, 은퇴, 이혼 등으로 인해 쓰기를 결심

한 것이 있다고 분석하 다. 재 삶에서 일지를 쓰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

양하게 나타났는데, 주목할 부분은 일지쓰기가 다른 쓰기 행 로 연결되

었다는 이다. 학습자들은 일지쓰기에 한 심을 자서  쓰기로 확 하

거나,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 다.  몇몇 학습자들은 시 

쓰기에 심을 갖기도 하 다. 

  Brady와 Sky(2003)가 밝힌 일지쓰기가 나이든 학습자들에게 주는 이

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지쓰기는 쓰기 주체가 스스로 하

루하루의 삶을 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를 들어 스스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치료(self-therapy)의 기능이나 애매모호한 문제들에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 다. 둘째, 일지쓰기는 자신을 알아가는 기쁨

을 다. 학습자들은 을 쓰면서 자신을 주의 깊게 찰하게 되고, 경험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깨달으며 즐거워하 다. 셋째, 일지쓰기는 목소리를 

가꾸게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로 쓰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자신감을 발달시킨다. 

  Brady와 Sky(2003)의 연구는 성인 개개인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행

하고 있는 일지 쓰기 활동을 성인학습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흔히 교육 로그램 참여 경험을 학습 경험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경향과 달리, 인간이 일상에서 교육  학습의 의도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돌보는 잠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을 보여  것이다. 그

러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쓰기가 삶에 주는 이 들을 분류하는데 그

쳤다는 에서, 일지쓰기가 어떻게 학습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들이 

생각하는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한 이론  이해가 미흡하다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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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학습이론과 쓰기

  앞서 학 교양교육  성인교육 맥락에서 자  쓰기에 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 다.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언 되는 자  쓰

기의 핵심  특징은 ‘성찰(reflection)’이었다. 자  쓰기를 통해 학습자

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이 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로이 발견하거나,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심리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더 조화롭고 통일된 자신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 다. 요컨

 자  쓰기가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삶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라면, 그 과정을 진하는 기제가 성찰이라 본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삶으로부터 학습하는지를 설명하는 성인학습이론들 

가운데,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과 환학습이론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은 학습의 핵심 기제로 ‘경험에 한 성

찰’을 강조한다. 이 이론들에서는 공통 으로 학습자를 마다 자신만의 삶

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바라본다. 구체 인 경험에 한 성찰을 통

해 자기 삶을 해석하는 일반화된 지식과 의미들을 생산하면서 하나의 정신

구조물을 형성한다고 이해한다(Fenwick, 2003). 

  그러나 이처럼 경험에 한 성찰을 강조하는 성인학습이론들이 인간의 

학습을 탈맥락 이고 개인 내부의 인지 인 활동에 제한하여 설명하고 있

다는 비 도 제기되어 왔다( , Michelson, 1996, 1998; Field, 2012). 표

으로 페미니즘 담론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

신과 육체의 통합의 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최근 기 학습

(biographical learning) 논의는 성찰의 개념을 사회  구조와 개인의 주체

성 사이의 간극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들의 학습 경험

을 이해하는데 성찰이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되, 기존의 성인학

습이론에서 논의되었던 성찰 개념의 한계들을 인식하고 이를 비 하는 

들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는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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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쓰기를 통해 개인 인 삶의 의미들을 구성해 가는데, 그 과정

이 넓게는 개인이 처한 사회  조건과 좁게는 교육 로그램의 맥락 안에

서의 상호작용에 향을 받으며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함이다. 

  이 장에서는 먼  경험학습이론과 환학습이론을 심으로 경험에 한 

성찰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한 비 과 최근 부

상하고 있는 기 학습 논의에서의 성찰 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성인학습이론과 성찰

     

 (1) 경험학습이론

  성인기 학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험과 학습의 계에 주목한 논의들

을 경험학습이론으로 묶어 이야기할 수 있다. Fenwick(2003)에 따르면 경

험학습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  틀이 존재하는데4), 여기서는 

‘구체  경험에 한 성찰’을 강조하는 경험학습이론에 을 맞추고자 한

다. Fenwick(2003)의 논의를 참고하여 표 으로 Kolb(1984)의 경험학습 

모델과 Boud, Keogh, 그리고 Walker(1985)의 성찰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먼  Kolb(1984)는 Dewey와 Lewin, 그리고 Piaget의 연구들로부터 경험

으로부터의 학습을 이해하는 이론  모델을 고안하 다. ①구체  경험

(concrete experience), ②성찰  찰(reflective observation), ③추상  개

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그리고 ④능동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네 단계로 순환되는 학습 사이클이 그것이다(Kolb, 

1984: 40). 즉각 이고 구체 인 경험은 찰과 성찰의 상이 된다. 성찰

을 통해 학습자는 구체  경험으로부터 추상  개념들과 행동을 이끌어낼 

4) Fenwick(2003:22-38)은 경험학습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을 제시한다. ①구체  경험

에 해 성찰하는 구성주의  , ②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상황학습이론의 , ③

무의식  욕구와 두려움을 탐색하는 정신분석학의 , ④지배 인 사회 규범에 항하

는 비  문화 이론의 , ⑤환경과 인지 간의 생태  계를 탐색하는 복잡계 이론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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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함의들을 추출해낸다. 그리고 이 함의들은 능동 으로 실

험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데 지침이 된다(Kolb & Kolb, 2005:194). 

Kolb에게 경험학습은 “경험의 환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Kolb, 

1984:41)”이다. 이때 성찰은 다양한 에서 개념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정

한 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경험학습의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Boud, Keogh, 그리고 Walker(1985) 한 성찰이 경험을 학습으로 변화

시키는 핵심 기제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경험을 “상황 는 사건에 한 

개인의 총체  반응(Boud, Keogh, & Walker, 1985b:18)”으로, 학습을 “학

습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구체 인 목표 아래 진행되며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Boud, Keogh, & Walker, 1985b:18)”으로 정의한다. 즉, 경험은 학습의 

재료로,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무언가 의도 으로 추출하고 획득하는 과정

이자 결과다. 성찰은 경험과 학습 사이를 연결하는 기제로, “경험에 해 

심사숙고하고 평가하거나, 경험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활동(Boud, Keogh, 

& Walker, 1985a:8)”이다.

    Boud, Keogh, 그리고 Walker(1985b)은 경험학습의 상황  성격과 감

정  요인의 요성을 부각시킨 성찰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모델은 ①경

험으로 되돌아가기(returning to experience), ②감정에 집 하기(attending 

to feelings), ③경험을 재평가하기(re-evaluating experience)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  마음속으로 경험을 재생해보면서 모든 상황  요인들과 

자신의 반응을 객 으로 찰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 학습자 개인의 학

습목표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학습을 진하는 정 인 감정들에 최 한 

집 하고 유지하면서 부정 인 감정들은 배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마지

막으로 경험을 재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기존에 알고 있던 정

보를 연결하고, 정보들 간의 계를 찾아내며, 그로부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의 진정성을 결정한 뒤, 학습자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네 가

지 로세스를 거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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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학습이론

   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는 미국의 학자 Jack 

Mezirow(1978)가 1970년  미국 역에서 학들이 여성들을 한 계속교

육 로그램을 보 하고 이에 참여한 여성들이 당 의 억압 인 사회로부

터 해방되어 사회  주체로 거듭나는 상을 연구하면서, 환

(perspective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부터 출발하 다. 

Mezirow(1978, 1981)에 따르면, 환은 아동기에 교육이나 문화를 통

해 학습된 사회-문화 이고 심리 인 구조물인 의미 (meaning 

perspective)이 성인기에 어들어 삶의 기(life crisis)나 매우 혼란스러

운 딜 마  상황(disorienting dilemma)을 만나 더 이상 제 로 작동할 수 

없을 때 일어나게 된다.  환에 있어 요한 기제는 비  성찰

(critical reflection)로, 성인들은 그간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아동기의 의미 의 토 를 이루고 있는 사회문화 , 역사 , 심리  제

들을 비 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면서, 이 보다 더 포 이고, 분별 이

면서도, 통합 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의미 을 새로이 

획득하게 된다(Mezirow, 1996).  

  Mezirow(1991)는 환학습이론에서 비  성찰의 개념을 세 가지 형태

로 구체화하여 제시하 다. ①내용에 한 성찰, ②과정에 한 성찰, 그리

고 ③ 제에 한 성찰이 그것이다. 먼  내용에 한 성찰은 문제의 성격

을 규명하는 것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한 설명과 같다. 과정에 한 

성찰은 앞서 내용에 한 성찰에서 규정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련의 행동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해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의식 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과 과

정에 한 성찰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구체 인 지식이나 믿음, 가

치 단인 의미 도식(meaning scheme)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Mezirow, 1991). 그러나 궁극 으로 의미 을 변화시키는 성찰은 세 

번째 형태인 제에 한 성찰이다. 이는 지 까지 개인이 무의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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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의미 의 근간에 깔린 제들이 “왜곡되거

나, 진실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평가(Mezirow, 1991:111)”

함으로써 새로이 환된 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Mezirow(1991)는 

환 학습이 의 세 형태의 성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

존의 의미 에 내재한 제들을 비 으로 성찰할  아는 능력에 방

을 고 있다. 

 2) 성찰에 한 비  이해

 경험에 한 성찰을 강조하는 경험학습이론의 모델과 개인의 신념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에 한 비  성찰을 강조하는 환학습이론은 공

통 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 을 받아왔다.

  첫째, 이들 이론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Fenwick, 2003). 컨  Kolb(1984)의 경험학습 모델은 경험과 성찰이 학

습자의 사회  계나 문화역사  맥락 등의 향 없이, 오직 학습자 내부

에서 순수한 인지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처럼 묘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Mezirow(1978, 1991)의 환학습이론 한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 을 비 으로 성찰하고 환시켜가는데 있어서 당  사회의 분

기나 지배  담론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이러한 비맥락  사고는 성찰을 통해 

얻는 지식 한 이미 사회문화 으로, 역사 으로 구성된 권력 계의 산물

임을 인식하지 못한다(Fenwick, 2003; Michelson, 1996).

  둘째, 성찰을 강조하는 성인학습이론들은 학습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성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 이고 합리 인 사고를 통해서 얻

어진 지식과 의미만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우리가 육체를 통해 

즉각 으로 감각하고 느끼는 정서나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

하 된다(Michelson, 1996, 1998). 컨  Boud와 그의 동료들(1985b)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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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모델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감정은 유지하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감정은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성찰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우  입장에 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Michelson, 1996). 페미니즘 담론

에서는 이러한 이성에 한 강조가 서구의 이원론  사고, 즉 정신과 육체

를 분리하고 육체에 한 정신의 지배를 정당화해온 권력 문제의 연장선임

을 폭로한다(Michelson, 1996).

  셋째, 정신분석학 이론가들은 성찰 개념이 의식 인 사고 과정에만 집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 과정에 더 큰 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무의식

의 역에 해서는 평가 하하고 있음을 비 한다(Fenwick, 2003). 컨

 Mezirow(1991)의 환학습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의미 이 사회문화 으로 형성된 무의식  가정들에 향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 으로 비  성찰을 통해 무의식  

제들의 왜곡된 부분을 인식하고 극복할 때 이 환되는 학습이 이루

어진다고 주장한다는 에서, 무의식에 한 이성의 통제와 지배를 정하

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찰의 과정이 개인 내부의 인지  과정에 제한되어 나타나

고 있다. 성찰은 경험 는 개인의 신념체계에 한 찰과 분석, 평가라는 

단순하고 직선 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이나 정서  지지와 같은 계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3) 기  근과 성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이해하는  다른 근은 기  근

(biographical approach)이다. Field(2012)는 기  근의 특징을 크게 다

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  근은 삶과 학습의 장소에 

을 맞춘다. 비단 살아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인 역들에서의 주체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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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근은 학습자들의 생애 과정(life course)을 분석하는데 다른 근

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 과 다른 삶의 국면으로 이

행할 때나, 사회  지 , 역할 등이 변화하는 등의 삶에서 요한 환 이 

되는 학습 경험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방면으로 해석하는데 유용하다. 마

지막으로, 기  근은 폭 넓은 사회-문화  변화들이 사람들의 생활양

식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함께 고려한다. 유연해진 고용시장, 폭발 으

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 지구  자본주의 등의 사회의 변화 속에

서 사람들의 생애경로는 이 에 비할 수 없이 측불가능하게 되었다. 끊

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삶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온 히 개인이 감

당하게 만든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애과정과 행동에 해 성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Alheit, 2009). 

  보다 구체 으로 Alheit(2009)의 기 학습 담론을 참고하여 개별 학습자 

주체의 에서 기 학습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lheit(2009)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조직해가는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 한

다. 주도 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생의 과정들을 선택하며 통제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삶

에 미칠 수 있는 향은 매우 미미하다.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처럼 제한

된 선택과 상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폐쇄 인 사회  역 안에서 가능할 

따름이다. 혹은 실업이나 약물 독에서 벗어나기 해 노력하는 등의 극

히 일부의 삶의 역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체

성은 항상 “사회 , 민족  출신, 성별, 세 가 부여하는 구조  제약

(Alheit, 2009:123)”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속한 사회  구조와 개별 주체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로 삶을 완 히 장악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주체는 자신이 재 살아

가는 삶 속에서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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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삶의 의미(잉여의미)를 독할 때 가능하다(Alheit, 2009). 기 학습에

서 이야기하는 성찰  학습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 까지 살아온 삶에 

존재했던 잉여의미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의 잠재성을 교 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개인의 내부에서 배타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 사회  맥락과의 계에 의존한다(Alheit, 

2009). Alheit와 Dausien(2000)은 궁극 으로 기 학습이 목표로 하는 바

는, 개인이 자신의 기를 바탕으로 잉여 의미와 잠재  의미를 독하는 

‘자기참조  지식’을 만들어가되, 동시에 차 자기 삶에 한 주체의 역량

이 커지도록 사회 세계를 극 으로 바 기 해 노력하는 것이라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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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자  쓰기 교육 로그램인 < 쓰기교실>에 참여한 성인

들의 쓰기 경험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생애사  근(life history/biographical approach)을 활용한 질

 연구를 수행하 다. 구체 인 연구 과정의 진술에 앞서, 이 연구에서 생

애사  근은 다음과 같은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먼 , 이 연구는 ‘ 기  자료(biographical documents)’를 활용하고 있다. 

이지혜(2005:420)에 따르면, 기  자료는 생 체 혹은 최소한의 생 부

분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자서 , 생애사, 일기, 신문, 편지 등의 자료를 

포 한다. 연구자는 < 쓰기교실> 안에서 성인들은 자신의 생애담(life 

story)를 담은 을 1차 자료로 수집하고 분석 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생애 맥락

에 한 탐색이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이 쓴 자  과 

그에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성장 과정, 삶에서 

요한 타인들, 삶의 이행 경험 등에 한 선이해가 필요하 다. , < 쓰

기교실> 참여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재,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지 살펴보기 해서도, 면담을 통해 지속

으로 개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비록 기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분석  해석 과정에서 개인의 생

애사에 한 이해를 동반하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  

실재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이지혜, 2005:429)”고자 하는 생애사 연구 

방법의 목 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의 경험과 그에 한 주  의미를 탐색하는데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 으로 생애사  근을 취한 질  연구로 보는 것

이 하다. 

   한편 연구자는 성인들이 왜 자  쓰기 교육 로그램에 참여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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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그램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 는지,  로그램 참여 경험

이 학습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의 단 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질  연구는 무엇보다 

인간을 상이 아닌, 특정한 사회 , 역사  형태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

에 향을 받아 만들어지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근하기 때문이다(Packer, 2011). , 상에 한 복합

이고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수행되며(Creswell, 2007), 실제 연구

를 진행할 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다

(윤택림, 2013).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도 복합성과 세부사항, 맥락을 

심층 으로 드러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택림, 2013). 따라서 자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여성들의 경험과 그에 한 개인의 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는 질  연구가 합하다.

   

1.  연구 사례  연구참여자

1) < 쓰기교실> 

  < 쓰기교실>은 서울소재의 인문학연구공동체A에서 운 하는 있는 

쓰기 교육 로그램이다. 2011년 3월에 < 쓰기교실> 1기를 시작으로, 1년

에 두 기수씩 개설되어 2015년 4월 재 10기까지 진행되었다. < 쓰기교

실>은 구체 인 장르와 형식을 지닌 쓰기가 아닌, 보다 포 으로 자신

의 생각을 표 하면서 동시에 형성하는 “삶의 방편이자 기 ”로서의 쓰

기를 표방한다. 이를 해 ‘읽고 토론하고 쓰는’ 입체 인 방식으로 로그

램이 진행된다. 강사는 매 기수별로 주로 문학 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서 다양한 주제로 책을 선정하여 10-16주의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수업은 

기본 인 쓰기 방법론에 한 강의와 교재 도서에 한 토론, 그리고 

쓰기 과제에 한 합평의 순으로 진행된다. 쓰기 과제는 커리큘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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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별로 지정된 책을 읽고, 강사가 제시한 과제 키워드를 참고하여 자

신의 삶의 경험을 한편의 로 쓰는 것이다. 모든 과제는 다음 수업 날

까지 인문학연구공동체A 홈페이지의 < 쓰기교실> 과제 게시 에 제출해

야 한다. 강사는 매주 수업이 끝난 후 2-3일 내로 인터넷 게시 에 모든 

과제 제출자에게 각각의 에 한 개별 인 피드백을 다. 때때로 강사

와 학습자들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친목을 다지

는 시간을 갖으며, 로그램이 종료되면 다함께 졸업 여행을 떠난다. <

쓰기교실>은 참여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 학

력이나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속할 수 있다. 공간상의 문제로 

매 기수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구자는 2012년 4월에 개강된 < 쓰기교실> 4기에 학습자로 참여했었

다. 이를 통해 < 쓰기교실> 진행 반의 흐름에 한 선이해가 있었고, 

강사  4기 학습자들과 친 한 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나 에 연

구참여자를 모집할 때 보다 쉽게 학습자들에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자는 꾸 히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 쓰기교실>의 소식을 하 고, 온라인 게시 에서 강사와 학습

자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며 < 쓰기교실>의 활동 양상에 심을 갖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 면서 조 씩 자기 삶을 변화시켜간다는 잠정

인 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쓰기가 평생에 걸친 학습으로서 

지니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 쓰기교실> 안에서 연구참여

자를 선정하고자 하 다. 

2)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

  연구자는 < 쓰기교실> 1기(2011년 3월 개강)부터 9기(2014년 7월 개강)

까지의 참여 학습자들 에서, 두 기수 이상 반복 참여한 학습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자 하 다. 기수별로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긴 하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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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업의 구조는 동일하다는 을 고려할 때, 동일한 로그램에 반복해

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학습자가 < 쓰기교실>에 부여하는 의미

가 남다를 것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구체 인 연구참여자 섭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연구자는 온라인 

게시 에서 < 쓰기교실>의 1기부터 9기까지의 개강 안내문을 검색하고, 

신청 댓  에 반복되는 닉네임들을 확인하 다. 그  연구자가 < 쓰기

교실> 4기를 통해 친분을 맺었던 학습자들이 있어 먼  연락을 취하 고, 

개별  만남을 통하여 연구 목 과 취지를 설명하 다.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학습자들에 한해서, 참여 기수  인상 이었던 다른 

학습자를 소개해  것을 부탁하 다. 섭외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연구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

다. 의 과정을 반복하여 총 8명의 학습자에게 하 고 이  6명이 연

구 참여에 동의하 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의 을 보다 

직장 경험이 있는 성인들에게 맞추는 과정에서 20  연구 참여자 1명은 제

외하 다. 따라서 최종 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간략한 로필을 정

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하여 모든 이

름은 가명 처리하 다.

<표1> 연구참여자 로필

이름 성별 연령 직업 
< 쓰기교실> 

참여기수

김수 여 40  회사원 4기, 6기, 9기

이민혜 여 30  리랜서(미술) 6기, 7기, 9기

유강은 여 40  주부(과거 출 사 근무) 4기, 5기, 6기

윤미애 여 50  학원 강사(수학) 1기, 3기, 9기

한지은 여 30  학원 강사(사회) 4기,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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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소개

① 김수  씨

  김수  씨는 1971년 수도권 A시의 시골 마을에서 4남매  셋째로 태어

났다. 김수  씨의 유년기는 “설움”이라는 주제로 압축된다. 이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남자형제들과 달리 차별받

았던 기억과, 친형제  동네 사람들로부터 김수  씨의 다른 식구들에 비

해 키가 작고 인물이 못났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던 기억과 련된다. 집안 

식구들 에서 아버지만이 김수  씨를 아껴주고 뻐해 주셨다. 김수  

씨의 학창 시 은 무난했던 편이었다. 학교공부에 많은 흥미를 느끼진 않

았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좋아하 다. 고등학교 졸업 후 김

수  씨는 B 문 학의 산업디자인과로 진학하 고, 5년 정도 고업계에

서 종사하 다. 결혼과 육아 문제로 고업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최근

에는 다시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김수  씨의 삶에서 

요한 사건은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김수  

씨는 1여년의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한 방

법으로 사진촬 을 시작하 다. 사진촬 은 새로운 돌 구가 되어 재 김

수  씨의 삶에서 심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문 사진가에게 꾸 히 수

업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국 각지로 사진촬 을 다니고 있다. 

개인 사진 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꾸 히 사진촬 으로 경력을 

쌓아가기 해 노력하고 있다. 

② 이민혜 씨

  이민혜 씨는 1977년 수도권 B시에서 4남매  셋째로 태어났다. 부모님

은 모두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셨고, 이민혜 씨를 포함하여 두 언니와 

남동생 모두 별다른 탈 없이 성장하 다. 이민혜 씨의 유년기와 학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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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지길”로 묘사된다. 이민혜 씨는 특별히 무언가에 욕심내는 법이 없

었고, 조용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편이었다. 내향 인 성격이었던 

이민혜 씨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자신의 머릿속에 남은 인상

들을 그림이나 로 기록하는 등의 활동을 좋아하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터 미술을 배우기 시작해 C 학의 디자인과에 입학하 다. 학교나 회사

와 같은 조직 생활은 이민혜 씨와 잘 맞지 않았고 특별한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 학 졸업 후 1년 간 디자인 업계 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 다. 이후 리랜서 작가로 활동하 고, 일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생

활비를 벌었다. 재 이민혜 씨는 그림 작업에 있어서는 ‘정지’한 상태다. 

그림을 그리고 싶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도 머리에 있지만, 그림을 그

리기까지의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③ 유강은 씨

  유강은 씨는 1971년 수도권 B시에서 3남매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자녀에게 따뜻한 분들이셨고, 언니와 동생과도 우애가 좋았다. 

어린 시  몸이 많이 약했던 유강은 씨는 바깥 활동보다는 집 안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여러 장르의 책 에서도 동화와 소설을 좋아하

고,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등학교 시  교내 짓기 회에 

나가 상을 받으면서 유강은 씨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역

을 발견했다는 기쁨을 느 다. 이는 평소 무엇이든 뛰어나게 잘 하는 언니

로부터 다소 축되어 있던 유강은 씨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

다. 학창 시 에도 유강은 씨는 꾸 히 책 읽기와 쓰기를 좋아하 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공부로 인해 주춤하 다. 이후에 유강은 씨는 D 학 국

어국문학과에 진학하 고 동 학원에서 국문학으로 석사학 를 취득하

다. 석사 졸업 후에 3여 년간 출 사에서 일을 하 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

직하 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유강은 씨는 문 아카데미나 문화센터, 도

서  등에서 시인, 소설가들이 직  강의하는 문학 강좌들을 수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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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 사이사이 유럽과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오며 ‘여유’라는 삶의 가

치를 배웠다. 재 유강은 씨는 자신만의 산문집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윤미애 씨

  윤미애 씨는 1962년 지방의 C시에서 5남매  둘째로 태어났다. 등학

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윤미애 씨는 학교 선생

님이 되고 싶었다. 과목 에 수학이 가장 재미있었던 윤미애 씨는 학교 

때부터 이과 진로를 희망하 다. 학창 시 , 다섯 형제들 에서는 윤미애 

씨가 공부를 가장 잘 했지만, 윤미애 씨 스스로는 그  “ 학을 가기 한 

공부” 기 때문에 지겨울 때가 많았다. 주어진 학교 공부는 성실하게 해냈

지만 특별히 즐기는 취미 활동은 없었다. 윤미애 씨는 학에서 수학을 

공하 고, 졸업 후에 7여 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 다. 그 사이 결

혼과 육아를 병행하 고, 남편의 직장이 수도권 B시로 옮겨지면서 수학교

사를 그만두고 B시에서 랜차이즈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

다. 윤미애 씨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

고, 직장에 다니는 윤미애 씨를 신하여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도맡

아 해오고 계신다. 2년 , 윤미애 씨는 랜차이즈 학원을 그만두고 일반 

보습학원의 트타임 수학강사로 일하기 시작하 다. 일을 이는 신 

학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코스에 등록하여, 수학 학

습과 련한 상담가 는 학습심리 검사자와 같은 제 2의 진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⑤ 한지은 씨

  한지은 씨는 1981년 수도권 B시에서 3남매  첫째로 태어났다. 동생들

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한지은 씨는 한동안 외동딸처럼 부모님의 사랑

과 심을 한 몸에 받으며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 유복했던 어린 시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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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지은 씨가 학교 2학년이 되던 해 IMF가 발생하고 아버지의 사

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 형편이 격하게 어려워졌다. 어려운 가정 형

편으로 인해 여러 우여곡 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은 씨는 즐거운 

학창 시 을 보냈다.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개인 인 취미활동으로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과 책에 빠져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지은 씨

는 E 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 고, 학내 어 신문사에서 선배들과 

세미나를 하고 을 쓰면서 사회 참여 활동에 을 떴다. 한 총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세미나, 탈성매매여성들을 한 아웃리치 활동을 하

면서 여성의 문제에 많은 심을 갖게 되었다. 학 졸업 후 한지은 씨는 

1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미학 공의 학원을 비하던 차에 인문학연구

공동체B를 알게 되었다. 당시 인문학연구공동체B에서 진행되고 있던 미학 

세미나 참여를 시작으로 한지은 씨는 이후 약 5년 동안 인문학연구공동체

B의 회원으로 활동하 다. 2012년 무렵 인문학연구공동체B를 나오고, 재

는 학원에서 사회과목 트타임 강사를 하면서 동화작가를 비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와 면담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찰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목 이 < 쓰기교실>에 참여한 

성인들이 구성한 쓰기 경험과 그에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

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재의 시 에서 지난 < 쓰기교실>의 참여 경험

을 돌이켜볼 때 어떤 활동들이 의미가 있었는지,  < 쓰기교실> 참여 

이후에 자신에 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삶의 태도나 자세가 변화한 부분

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연구참여자들의 기억과 구술에 의존해야 했다. 

 실 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은 

부분 과거에 종료된 수업이라는 , 그리고 다섯 명이 공통 으로 다함께 

참여한 기수가 없다는 에서도 참여 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어렵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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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자료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홈페이지에는 < 쓰기교실> 강의를 한 별도의 

게시 이 마련되어 있다. 수업 련 공지나 학습자들의 수업 후기 등이 올

라오는 자유게시 과 쓰기 과제 제출을 한 게시 이 있다. 두 게시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열

람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쓴 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과제 게시 을 통해 수집하 다. 자유게시 에서는 < 쓰기교

실>의 기수별 강의 공지문과 강사의 셀  인터뷰 을 수집하 다. 한편 

연구자는 < 쓰기교실> 4기에 참여할 당시 받았던 쓰기 강의안들을 보

하고 있었다. 이는 면담과정에서 < 쓰기교실>의 쓰기 강의에 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2) 면담

  면담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

미를 이해하는 것(Seidman, 2007:31)”이다. 특히 질  연구에서의 면담은 

단순히 자료 수집 방법을 넘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하

며 질문과 의미를 정교하고 세심하게 구성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Merrill & West, 2009; Packer, 2011).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삶

의 배경에서 < 쓰기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 쓰기교실>에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 으며 그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악하기 해서는 

면담이 한 방법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질문에 따라 면담의 흐름을 크게 세 부분으로 계획하

다. 먼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삶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 쓰기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악하는 부분이다. 이는 면담 기에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삶의 반에서 쓰기를 향한 욕구나 필요에 해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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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가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 쓰기교

실> 참여 경험 반의 내용에 한 부분이었다. < 쓰기교실>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 기억에 남는 ,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해 알아보

고 이러한 경험들에 연구참여자가 부여한 의미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마지

막으로 < 쓰기교실> 이후에 연구참여자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에 해서

다. 

  이러한 흐름을 가정하고 각각의 내용을 탐색해볼 수 있는 반구조화된 질

문을 비하 다.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의 분 기나 연

구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비했던 질문을 수정하기도 하고, 새롭게 

떠오른 질문을 추가하여 제시하 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

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함이었다.

  면담은 1회당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

들이 편하게 느끼는 장소를 우선 으로 선택하 다.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의 카페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첫 면담에서 연구자

는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활용하여 

다시 한 번 연구의 목 과 내용, 면담의 과정,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권리 

보호에 하여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면담 내용에 한 녹

음 동의를 구하고 면담의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녹음하 다. 연구참여자

들은 종종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 으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 는

데, 필요에 따라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재개하 다.  연구자는 < 쓰기

교실>의 기획 배경  의도, 로그램 요소 등에 한 자료 수집을 하여 

강사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 다. 다음의 <표2>는 연구참여

자  강사와의 면담 진행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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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참여자  강사와의 면담 진행 일정

이름 성별 연령 면담일시 면담 주요 내용

김수 여 40  

2014.08.11.

(1차/70분)

생애사

< 쓰기교실> 참여 배경

2014.08.20.

(2차/85분)

기억에 남는 과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 쓰기교실> 이후 삶의 변화

이민혜 여 30  

2014.09.04.

(1차/112분)

생애사

< 쓰기교실> 참여 배경

2014.09.15.

(2차/120분)

기억에 남는 과제, 쓰기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쓰기가 삶에 주는 의미

유강은 여 40  

2014.09.15.

(1차/100분)

생애사

< 쓰기교실> 참여 배경

2014.09.22.

(2차/90분)

기억에 남는 과제, 쓰기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 쓰기교실> 이후 삶의 변화

윤미애 여 50   

2014.09.16.

(1차/80분)

생애사

< 쓰기교실> 참여 배경

2014.09.23.

(2차/75분)

기억에 남는 과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한지은 여 30  

2014.09.17.

(1차/100분)

생애사

< 쓰기교실> 참여 배경

2014.09.25.

(2차/75분)

기억에 남는 과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 쓰기교실> 참여 의미

은별

(강사)
여 40

2014.10.30.

(1차/50분)

< 쓰기교실> 기획 배경, 의도

< 쓰기교실> 구조

< 쓰기교실> 강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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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과정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  면담을 진행하고 

녹음 내용을 사하는 과정에서 일차 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

담을 진행하는 동안 최 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 고,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 그 즉시 노트에 그날의 요

한 내용이나 면담 상황에 한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 연구참여자들의 정

서  반응에 해 간단하게 기록하 다. 그리고 면담 당일에 녹음 내용을 

워드 로세서로 사하 다. 녹음 내용을 들으며 타이핑하는 동안 그날의 

면담 분 기와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말투, 정서  반응을 되새김질 하

다. 이는 면담내용에 해 연구참여자들이 언어화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포

함하여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 연구자는 

워드 로세서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면담 당시의 상황을 살려내면서 연

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표기해두었다. 

  면담 녹음 일의 사가 완료되면 바로 내용을 읽으며 연구자가 생각하

기에 요한 부분에 메모를 달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설명

하거나 모순된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에 해서도 표시하여 다음 면담에서 

질문할 내용으로 정리하 다. 면담 내용에 한 1차 검토가 끝나면, 메모 

내용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연구자가 비했던 질문에 

한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시간 계상 빠뜨린 질문은 없었는지를 검토

하 다. 그리고 연구자가 면담에서 얻을 것으로 기 했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단될 경우, 추후 면담이나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의 면담에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노트에 기록해두었다. 모든 녹취록

은 출력하여 따로 보 하 다. 

  모든 연구참여자들과 2회의 면담이 진행된 이후, 연구자는 그동안의 녹

취록에 요하다고 표시한 부분들을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 에서 따로 

모았다. 처음에는 연구 질문에 따라 면담 내용을 크게 ①참여 맥락, ②<

쓰기교실>참여 경험, ③< 쓰기교실> 이후의 삶이라는 세 구조로 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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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내용들을 배치하 다. 각각의 구조 안에서는 다시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는 단어나 문구들을 코드로 부여하

다. 코드란 “질  연구에서 핵심 이고, 본질 인 것을 붙잡으면서 언어 기

반 자료 는 시각 자료를 가장 잘 환기시키는 상징 인 단어나 짧은 구

(Saldaña, 2009:3)”를 지칭한다. 를 들어 ②< 쓰기교실> 참여 경험의 경

우, ‘타자에 한 이해’, ‘자기 탐색’, ‘ 쓰기 동기 강화’ 등의 코드들을 만

들었다. 때로는 연구참여자들의 말에서 핵심 단어들을 발췌하기도 하고, 연

구자가 보다 포 인 의미의 단어들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 다. 

   처음에 연구자는 < 쓰기교실> 참여 경험에 해서 로그램의 구조에 

따라 수업과 과제, 합평 시간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에 하여 서술하 다. 

그러나 연구자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이는 < 쓰기교실> 로그램에 한 

이야기일 뿐,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제 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피드

백을 받았다. 한 연구자가 만든 코드들에서 질 으로 비슷해 보이나 서

로 다른 곳에 배치되어 해석된 내용들에 해서도 지 을 받았다. 이러한 

동료 피드백은 자료를 비평 으로 이해하고 연구자의 자의 인 해석을 경

계하게 하는  다른 자료가 된다(St. Pierre, 1997). 이를 참고하여 연구자

는 다시  로그램의 구조가 아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질 으로 다른 

측면을 갖는 부분들에 을 맞추어 면담 내용을 재분류하고 코드를 붙

다. 이 과정에서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을 ‘개별 쓰기 경험에서 부여된 

의미’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한 의미’들로 새롭게 구조

화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개인의 쓰기 경험에 한 분석은 면담 내용과 이들이 <

쓰기교실>에서 썼던 을 함께 보면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 쓰

기교실> 안에서 마다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을 이야기하 고, 연구자

는 < 쓰기교실> 과제 게시 을 통해 해당 들을 수집하 다. 과제 을 

읽으면서 면담 내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부여했던 의미들이 드러나는 문장

이나 단락에 표시하 다.  연구참여자들이 구체 으로 언 하지는 않았

더라도, 연구자가 단하기에  속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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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나 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메모해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연구자는 ‘< 쓰기교실> 이후의 삶의 변화’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 참여 경험 가운

데서도 특별히 새롭게 배웠다고 여겼거나 이 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자신에 해 보다 구체 인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지에 을 맞추

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쓰기경험에서 형성된 학습경험이라 여기고, 이

에 따라 다시 한 번 면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새로이 해석하게 된 부분들

에 ‘타자와의 소통을 한 쓰기의 기  습득’, ‘  읽기의 변화’, ‘자기 삶

을 포용하기’라는 의미단 를 부여하 다.

 4.  윤리  문제

   연구자는 2012년 < 쓰기교실> 4기 학습자로 참여하 고, < 쓰기교

실>에 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주 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 < 쓰기

교실> 참여 경험은 연구자가 강사와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다 쉽게 하

고, 빠르게 라포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 쓰기교실>과 참여 경험에 한 연구자의 주  해석이 연구 목 과 

연구 방법, 자료 수집  해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과정에 작용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해석에만 비추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을 재단할 험을 피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 다. 

  첫째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이 모두 종료된 이후, 연구 질문과 계없이 

면담 내용만을 가지고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와 < 쓰기교실> 참여 경험 

이야기를 재구성한 개별 내러티 를 작성하 다. 이는 최 한 연구자의 자

의  해석을 경계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한 작업이었

다. 그리고 작성된 내러티 를 다시 연구자가 연구 질문에 따라 1차 으로 

코딩하고 분류했던 면담 내용들과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와 연구자 주 에 따른 해석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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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담이 직 으로 인간을 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는 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

구 윤리를 수하고자 하 다. 서울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간 상의 

연구는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연구자는 2014년 7

월 순에 연구심의 결과를 받았고 8월부터 본격 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

하고 면담을 진행하 다. 연구참여자 섭외 과정에서 연구자는 잠정  연구

참여자들을 개별 으로 만나 연구의 목 과 내용에 해 설명하 다. ,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 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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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 쓰기교실>과 참여 학습자의 맥락

  이 에서는 < 쓰기교실>의 구조와 특징을 먼  분석하고, 이에 참여

하는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에 쓰기의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쓰기 경험은 < 쓰기교

실>의 고유 맥락과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이 만나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

고 제하기 때문에, 이후 논의 개를 해서는 먼  각각의 맥락에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 쓰기교실>의 맥락

(1) < 쓰기교실>의 기획 배경  의도

  < 쓰기교실>은 인문학연구공동체A에서 소속 연구원 은별 씨가 운 하

는 쓰기 로그램으로, 2011년 3월 처음 1기를 시작하여 2015년 4월 

재 10기를 진행 에 있다. 처음 < 쓰기교실>이 기획된 배경은 인문학연

구공동체A 내에서 회원 연구자들의 쓰기 능력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 때

문이었다. 당시 인문학연구공동체A는 자체 으로 주간 웹진을 만들고 있었

는데, 매주 을 투고해  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앎과 삶

의 일치를 지향하는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성격을 반 하면서, 필자가 가지

고 있는 지식과 생각, 느낌이 타인에게 잘 읽힐 수 있는 이어야 했기 때

문이다. 결국 자체 으로 쓰기 강의를 진행해 회원 연구자들의 쓰기 

능력을 훈련시키자는 해결책이 결정되었다. 당시 자유기고가로 활동 이

었던 은별 씨가 강의 기획과 운 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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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연구자들의 매체 쓰기 능력을 훈련시키기 한 필요에서 출발한 

쓰기 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는 은별 씨가 본격 으로 로그램을 어떻

게 만들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 되었다. 인문학연구공동체A 바깥에 있는 군가가 자신의 삶을 가꾸는 

기술로서의 쓰기에 목말라 있다면 함께 공부하자는 생각에서 다. 

  은별 씨는 쓰기를 “삶을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

문에 < 쓰기교실>의 목표로 삼은 바는 먼  개별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서 벌어지는 구체 인 사건들을 응시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었다. 그리

고 엉켜있는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로 표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

기 나 어보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는 “삶의 기 ”로서의 쓰기를 

익히는 것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은별 씨가 < 쓰기교실> 1기를 열면서 

썼던 강의 공지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글쓰기는 삶을 살아가는 한 방편입니다.…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신

뢰하고 느낌에 집중하면서 그때부터 한걸음씩 내딛으면 됩니다. 글

쓰기는 지성의 영역인 만큼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육처럼 쓸

수록 나아집니다.…지속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려면 잘 쓰겠다는 의지

보다 꼭 나누겠다는 욕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는 이야기

를 나눌 동료가 필요합니다. 언어로 자기 자신을 나누면서 동시에 

만유를 끌어당기는 삶의 기예를, <글쓰기교실>에서 함께 배우고자합

니다. (<글쓰기교실> 1기 강의 공지문 중)

  한 은별 씨는 < 쓰기교실>에서 자신의 삶을 소재로 을 쓰는 일이 

자기 정당화 기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계성”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데 을 맞추었다.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해 ‘내가 그

땐 그랬지’하고 ‘나’ 심 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가 함

께 있는지 “내 삶에 깃든 타자”에 해서, 그리고 그 타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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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목 의 자서  쓰기 로그램들이 나를 정하는 것에 머물고 있

다면, < 쓰기교실>은 학습자들이 나에 한 이해를 넘어 타인에 한 이

해로까지 넓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푸념이나 자기 하소연, 자기 넋두리를 공론화하

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거야, 내 수업은. (중략) 그냥 내 삶에 

해서 내가 수긍하고 마는, 비판적인 사고가 없는, 있어도 그냥 단

편적인 측면에서 있는 그런 글쓰기 측면보다는, 나는 우리 수업에서 

끊임없이 삶의 관계성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기 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는? 타자와의 관계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

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 (은별) 

  이처럼 < 쓰기교실>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표 할 것인가의 쓰기 

방법론을 익히고 연습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찰하고 비 으

로 사고해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2) < 쓰기교실>의 운  방식

  < 쓰기교실>의 기획과 운 , 강의는 모두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회원 

연구자인 은별 씨가 담당한다. < 쓰기교실>은 1년에 두 기수가 개설되며, 

주 1회 수업이다. 총 수업의 횟수는 10주에서 16주로 기수마다 상이하게 

운 된다. 은별 씨가 매 기수마다 조 씩 다른 커리큘럼을 시도하기 때문

이다. < 쓰기교실>의 기 기획 의도는 동일하게 가져가되, 기수별로 교

재 도서나 과제 키워드 등을 다르게 선정함으로써 강사인 은별 씨 스스로

도 수업에 한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하 다. 다음 표<3>에 < 쓰기교

실>의 4기의 커리큘럼을 시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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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쓰기교실> 4기 커리큘럼( 시)

차

시
학습 주제 교재

과제 

키워드

1
나를 바꾸는 쓰기 : 왜 쓰는가. 쓰기

는 나눔-변용이다
- 나는

2

쓰기 원칙: 멋진  신 쉬운 , 감

상 신 거리, 거창한 것 신 구체

인 것

태일 평

(조 래)
청춘

3
감 찾기: 자명한 것에 물음 던지기, 낯

설게 바라보기

가재미

(문태 )
인연

4
본문 구성법: 의 3단계 기본 구조, 

감의 네 가지 범주, 리드와 엔드 쓰기

이것이 

인간인가 

( 리모 비)

압축

5
리드와 엔드 쓰기: 첫문장 쓰는 법, 마무

리 하는 법

이 시 의 

사랑 

(최승자)

여성

6
 고치기: 번역 한자투, 수동형 문장 고

치기

일방통행로 

(발터벤야민)
사물

7
묘사하기: 언어감각 찾기, 거의 맞는 말

과 딱 맞는 말의 차이

남해 산

(이성복)
가족

8 칼럼쓰기: 좋은 의 조건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노동

9

인터뷰쓰기: 인터뷰이 섭외, 질문지 작

성, 화하기, 원고 작성 등 취재부터 탈

고까지

김 슬 선언

(김 슬)
물음

10 졸업 에세이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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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새로운 기수가 시작하기 한 달 부터 인문학연구공동체A 

홈페이지의 ‘강좌게시 ’에 < 쓰기교실> 강의 공지문이 게시되고 참여 신

청을 받는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학력, 직업 등 별도의 제

한이 없다. 소정의 강의료를 납부할 수 있고, < 쓰기교실>에서 함께 공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연령층은 10 에서 5-60 에 이르기

까지 범 하며, 직업에 있어서도 학생, 가정주부, 문직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다.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공간상의 문제로 매 기수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로 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3) < 쓰기교실>의 구조 

  < 쓰기교실>의 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강

사와 학습자들이 함께 하는 수업 시간과 학습자들이 일상에 돌아가 과제를 

하는 시간이다. < 쓰기교실>의 수업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과제로 을 쓰는 일 

한 < 쓰기교실> 수업의 여러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을 때 가능하다. 

수업과 과제가 서로 착되어 < 쓰기교실>의 쓰기 경험을 구성한다. 

 ①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은 다시 강의와 교재 도서에 한 토론, 그리고 합평의 세 부

분으로 나뉘어서 평균 4시간정도 진행된다. 먼  앞의 1시간정도는 강사가 

주차별로 감 찾기, 본문 구성법, 리드와 엔드쓰기 등 기본 인 쓰기의 

방법론을 강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업 자료는 강사가 직  제작한 강

의안을 사용한다.

   쓰기 방법론 강의가 끝나면 매 주차별로 지정된 교재 도서들에 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 다. 교재 도서는 평소 강사 은별 씨가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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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는데 감과 자극을 가져다  책들로 선정되며, 앞서 제시된 <표1>

의 커리큘럼처럼 매주 문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

다. 학습자들은 교재 도서에 한 감상이나 좋았던 문장에 해 이야기하

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하기도 한다.  

자나 책의 내용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조사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학습

자도 있다. 교재 토론에 참여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제로 한다. 

  교재 도서에 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학습자들이 작성한 쓰기 과제

에 한 합평시간이 시작된다. 매주 두세 명의 학습자가 그 주에 자신이 

작성한 과제 을 인쇄하여 다른 학습자들에게 배부한 뒤에 자신의 을 

소리 내어 읽는다. 한 사람의 발표가 끝나면 다른 학습자들은 자신의 느낌

이나 생각, 에서 이상한 부분이나 모호한 지  등에 해 자유롭게 비평

한다. 합평에는 최소 9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쓰기교실> 

첫 수업 시간에 미리 각 주차별로 발표자를 정해놓는다. 단, 마지막 차시 

수업만큼은 쓰기 방법론 강의와 교재토론 없이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의 

마지막 과제를 읽고 비평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의 합평 시간에는 학습

자들의 상호 비평이 주를 이룬다. 강사는 매 수업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 쓰기교실>의 인터넷 게시 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의 과제에 개별 인 

피드백을 해 다.

② 쓰기 과제

  수업 시간 밖에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란, 한 주 동안 주차별로 지

정된 교재 도서를 읽고 책의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로 쓰는 

것이다. 강사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지속 으로 교재도서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가며 읽을 것을 강조하 다. 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

는지, 자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객 으로 악하기보다는, 책에 자기 삶

의 경험을 목해보면서 극 으로 “내 컨텐츠”, 내 이야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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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인 독서와 자기 삶의 경험에 한 쓰기를 진하기 한 방편으

로 강사는 매주 교재내용과 련된 과제 키워드, 컨  노동, 청춘, 사랑 

등의 단어들을 제시하 다. 이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떠올려 책을 읽고 

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돕기 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찰하고 생각해보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추상

이고 의미 단 가 큰 과제 키워드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 

근원 인 질문을 던져보고, 실제로 을 쓰는 과정에서는 매우 구체 인 

사건들에 해 이야기해보는 쓰기 훈련의 일환이었다. 

  과제 의 분량은 A4 2매 이상이며, 모든 은 다음 수업 날 밤까지 

< 쓰기교실>의 인터넷 게시 에 제출해야 한다. < 쓰기교실> 게시 은 

공개게시 으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 후에 서로의 을 공유할 수 있

게 하 다. 인터넷 게시 의 덧  기능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 외

에도 서로의 과제에 해 코멘트를 남길 수 있었다. 

  쓰기 과제 한 학습자들의 자발  참여를 제로 한다. 강사는 학습

자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지 을 하지는 않았다. < 쓰기교

실>이 을 매개로 소통하는 곳인 만큼 쓰기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강

사로서는 학습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

나 강사는 자신의 역할을 “기다려주고 지켜 주고 가끔 다른 자극을 제시

하는” 최소한의 범 로 규정하 다. 과한 개입을 자제하고 학습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만큼의 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 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내면에서 을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우선시하 다.

2) 연구참여자의 < 쓰기교실> 참여 배경

  이 에서는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삶의 배경 속에서 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느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쓰기교실>에 참여를 결심하

게 된 동기와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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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 : “내 ”을 쓰고 싶은 마음과 실  필요

  

  김수  씨의 쓰기에 한 심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고등학교 시 에는 다양한 장르의 소설책들을 

읽었고, 군가에게 보여  은 없지만 재미있는 TV 드라마의 본이나 

소설들을 혼자 비슷하게 따라 써보는 식으로 쓰기를 즐기곤 했다. 성인

이 되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김수  씨는 늘 소설, 에세이, 

인문학 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민 기자들이 

꾸려가는 인터넷 신문을 즐겨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칼럼이나 인터뷰 기사

에도 많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장르의 문자 텍스트가 제공하는 지

 자극들로부터 김수  씨는 막연하게나마 “내 ”을 써보고 싶은 욕구를 

느 다. 

  “내 ”에 한 막연한 욕구가 실 으로 쓰기를 배워야 하는 “필요”

로 바 게 된 계기는 2012년 무렵 개인 사진 시회를 비하면서 다. 김

수  씨가 문 으로 사진촬 을 배운지 2년째 되던 해 다. 처음으로 개

인 사진 시회를 계획하는데, 당시 김수  씨에게 사진을 가르쳐주던 선

생님으로부터 단순히 사진만 시할 게 아니라 사진 작업에 해 설명하는 

짧은 들을 함께 넣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 지만 김수  씨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이 읽게 될’ 을 써 본 이 없었다. 쓰기에  자

신 없어 하는 김수  씨에게, 사진 선생님은 < 쓰기교실>의 강사를 소개

하며 쓰기를 배워볼 것을 권유하 다. 

원래 (사진)개인전을 하자 했었거든. (사진 선생님이) 그럼 아예 그

걸 더 밀고 한 번 더 해봐라. 글도 쓰자. 글만 들어가면 좋겠다. 내

가 못 쓰겠다. 그러면 <글쓰기교실> 가서 좀 배워봐라. 그래서 <글

쓰기교실> 강사를 연결해준 거지. 도움 될 거라고. (김수영)

  당장의 개인 사진 시회에 들어갈 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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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김수  씨를 < 쓰기교실>로 이끈 직 인 계기지만, 이는 다시 

궁극 으로 김수  씨가 사진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가지고 있었

던 꿈과 연결되었다.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사진집을 출 하고 싶다는 꿈

이었다. 평소 불교문화에 심이 많아 을 심으로 사진을 어왔던 김

수  씨는 촬 지에서 해져오는 옛 이야기나 김수  씨 자신의 느낌을 

로 풀어내 사진과 함께 묶어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원래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러

다보니까 불교 사진 위주로, 절 사진 위주로 찍다 보니까 여기서 멈

출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에세이 식으로, 여행기 식으로, 아니면 그

걸 각각 사찰에 한 뭐 아예 그냥 글로써 같이 들어가면. (중략) 그 

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절이나 산에 한 뭐 이런 저런 

전설처럼, 옛 이야기처럼 얽힌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거를 책으로 묶

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글쓰기교실>을) 시작한 거지. 필요에 의

해서. (김수영)

  김수  씨가 < 쓰기교실>에 참여하게 된 직 인 계기는 개인 사진 

시회를 비하는 과정에서 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장의 필요에서 

발생하 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수  씨가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사진

집을 내고 싶다는 꿈과 그동안의 삶 속에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

게 느껴왔던 쓰기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2) 이민혜: 기록과 소통으로서의 쓰기  

  이민혜 씨의 쓰기에 한 심은 성장 과정에서 일상 활동으로 쓰기

가 늘 동반되면서 자연스  형성되었다. 어린 시 , 이민혜 씨는 연습장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일기쓰

기는 이민혜 씨가 꽤 공을 들 던 활동이었다. 머릿속에 깊이 남는 인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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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일들에 해 그림과 함께 세 하게 기록하곤 

했었다. 등학교 때, 이민혜 씨는 산 턱에서 맡았던 아카시아 냄새에 

해 쓴 일기로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칭찬을 받았었다.

   일기쓰기는 유년시 의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이민혜 씨의 삶 속에서 

꾸 히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활동으로 이어져왔다. 미술 학을 졸업하

고 재 리랜서로 활동 인 이민혜 씨는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미술 작업에 한 이야기나, 일상의 일들에 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왔다. 가장 많은 을 썼던 시기는 2011년 무렵으로, 이민혜 

씨가 가족들로부터 독립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심리 으로 힘

들 때 다. 이 시기에 이민혜 씨는 자신이 무얼 하고 지내는지 매일 기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하루에 한 편의  는 그

림을 올렸다. 

 이민혜 씨가 쓰기에 매력을 느 던 지 은 두 가지 다. 먼  이민혜 

씨는 을 쓸 때, ‘표 하고 싶은 생각’과 ‘실제 표 되는 ’이 “의미는 같

아도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이 흥미로웠다. 이민혜 씨의 생각이나 느

낌, 머릿속에 맴도는 이미지나 인상들을 크게 어 남 없이 표 하고 싶은

데, 막상 완성된 을 보면 어딘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인상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쓰기 기술을 익히고 싶었다. 

글이 표현되는 생각하고, 내 생각이 글로 표현됐을 때, 약간 의미는 

같아도 느낌이 다를 수 있거나 하는 게 재미있었던 거 같아서. (중

략) 어떤 이미지던가 이야기던가 느꼈던 거를 종이든 캔버스든 어딘

가에 얹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서 크게 어긋남 없이 보여

줘야 하는데. (중략) 나는 이 인상을 내가 그냥 글로써 기억하고 싶

어,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모자른... 이런 것들

을 누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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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이민혜 씨는 자신이 쓴 개인 인 들에 하여 다른 사람들

이 반응한다는 사실에 심리 으로 로를 받았다. 개인 홈페이지에 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민혜 씨는 자신 안에 고여 있었던 답답한 감정들

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리됨을 느 다. 여기에 친구들이나 익명의 사람

들이 홈페이지의 방명록이나 게시  덧 을 통해 자신의 과 그림에 공감

해  때면 우울한 기분이 가시곤 했다. 홈페이지는 개인 인 기록을 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 화 창구”로 느껴졌다. 

홈페이지를 한 번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뭘 하는지 계속 기록을 해야 할 

거 같았고, 하루에 하나씩 글이라던가 아니면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

들을 계속 쌓아가는 개인적인 홈피였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사람들

이,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략) 4년 정도인가보다. 계속 거

기에 글 올리고 그림 올리고, 게시판, 방명록에다가 친구들하고 화

하고. (중략) 거기가 이제 화 창구처럼. 나는 어쨌든 되게 용기 있

는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이민혜)

  홈페이지를 운 했던 4-5년간, 이민혜 씨는  쌓여가는 과 그림들

을 보면서 과연 자신에게 이 기록들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 다. ,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이민혜 씨는 자신이 로써 기억하고 싶은 인상들에 해 

과장 없이,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었다. 쓰기의 기술이 부족하다

는 생각도 들었고, 군가와 함께 자신의 을 읽어주고 이야기 나 면 좋

겠다는 필요도 느 다. 이 무렵 이민혜 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카페에서 

< 쓰기교실>에 해 알게 되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 쓰기교실>

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었고, 로그램과 강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추천해 

주었다. 군가와 자신의 에 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민혜 씨는 < 쓰기교실> 6기 참여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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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강은: 내 생각을 “편하게, 제 로” 표 하는 쓰기

  유강은 씨에게 쓰기는 쭉 자신이 가야하는 길이자 꿈이었다. 어린 시

 유강은 씨의 심심함의 돌 구는 책읽기 다. 집에서 동화, 소설, 의학백

과사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책이란 책은 모두 읽었다. 다량

의 독서는 유강은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소설가를 꿈꾸는데 향을 미쳤

다. 특히 교회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던 재미난 동화책들을 읽으며 유강은 

씨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  수 있는 사람

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등학교 2학년 때 유강은 씨는 교내 짓기 회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

았다. 이는 유강은 씨에게 ‘나도 인정받는 분야가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

는 요한 계기 다. 어려서부터 외모면 외모, 공부면 공부, 모든 것에 뛰

어났던 언니의 그림자에 다소 축되어 있었던 유강은 씨는 쓰기가 남들

과 다른 유강은 씨만의 고유 역을 만들어 다고 느 다. 이후에 지속

으로 쓰기에 심을 가졌고, 학과 학원 석사과정에서도 국문학을 

공하면서 언젠가는 내 을 쓰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한편 유강은 씨는 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역을 인정받는

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쓰기가 지닌 소통의 매력에도 빠져 들었다. 등

학교 학년 때 담임선생님들은 늘 유강은 씨의 일기에 알맞은 코멘트들을 

달아주시곤 했다.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보면서 유강은 씨는 을 매개로 

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생각지 못했

던 부분들을 짚어주기도 한다는 에서 큰 매력을 느 다.  

  이처럼 유강은 씨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 으로 쓰기에 한 의지와 열

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을 쓰는 데는 늘 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자신보다 더 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

다 차 쓰기에 한 자신감을 잃어갔다. < 쓰기교실> 이 에도 유강

은 씨는 여러 사설 기 에서 시 쓰기 강의와 같은 쓰기 로그램들을 수

강했었지만, 쓰기는 여 히 어려웠고 앞으로 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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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쓸 지도 막막했다. 

  < 쓰기교실>은 유강은 씨가 여러 인문학 강의들을 수강하던 에 우연

히 소식을 하게 된 로그램이었다. < 쓰기교실> 강의 공지문은 타 기

의 쓰기 로그램보다 훨씬 더 구체 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해 

다루고 있었다. 유강은 씨는 이번에야말로 “제 로 된 쓰기”를 할 수 있

겠다는 기 를 품었다. < 쓰기교실>을 마칠 때쯤이면 자신의 생각을 편

하게 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4기 수업에 처음 참여하

다.

이 <글쓰기교실>은 되게 구체적인 커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보다 어렵지 않고 쉽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 로 된 글쓰기?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냥 내 생각을 갖다가 글

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글쓰기교실>을 마칠 때쯤이면 

내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냥 편하게 좀 제 로 쓸 수 있으면 좋겠

다. 요 정도의 목표. (유강은)

(4) 윤미애: 스스로 정한 학습 목표, 책 쓰기

  윤미애 씨의 쓰기에 한 심은 40  후반 무렵, 직장 생활이 “다람

쥐 쳇바퀴” 돌 듯 빡빡하게 움직이던 때 외부의 독서모임을 참여하면서부

터 다. 성장 과정에서 윤미애 씨는 주어진 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해낼 뿐, 

그 외에 책을 읽는다거나 다른 취미활동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학 시 에도 이따  자기 계발 서 을 읽는 정도에 그쳤다.

  2006년 윤미애 씨는 사설 랜차이즈 학원의 수학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

다. 개인 시간 없이 아침부터 녁까지 쉴 틈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직

장 생활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육체 으로 심리 으로 피곤에 지친 윤미

애 씨는 뭐라도 다른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독서모임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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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인가? 처음 독서모임을 나갔거든요? 거기에 왜 나갔냐면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던 땐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같고, 그 회사 자체가 제가 학원 강사, 프랜차이즈 

학원 강사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중략) 그래서 뭔가 그나마 필요하다 싶어 가지

고 독서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아주 유식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중략)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왜 공부 안 하느냐고 혼내고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말해주는 책들

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윤미애)

  윤미애 씨가 참여했던 독서모임은 어느 국책연구원 소속의 박사가 개인

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들이 모여 박사가 정해  

책을 읽고 돌아가며 책에 해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독서모임에서 

박사가 소개해  인문사회과학 책들과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

의 열정은 윤미애 씨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특별한 목표 없이도 책 

읽기의 “마력”에 빠져 일주일에 서  권씩 읽기도 했다. 처음 참여했던 독

서모임은 1년간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윤미애 씨는 ‘1년에 100권 읽기’ 

와 같은 다른 독서모임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나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는데.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만나지 못할 만

한 그런 젊은 청년들. 굉장히 열정이 넘쳤던 그런 사람들이 박사님

이 소개해준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그런 거였어요. 감명 깊었는데. 

(중략) 그 뒤로 다른 모임에 나가서 그 다음에 계속 100권씩, 한 

300권 읽은 거 같애. 왜 읽었냐면, 아 그냥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글 때문에, 그 마력에 빠져가지고 읽는 거지. (윤미애) 

  2006년 처음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할 때 윤미애 씨는 ‘나만의 책 쓰기’라

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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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효율 으로 행동해서 가시 인 성과를 추구하는 윤미애 씨만의 

삶의 자세 다. 윤미애 씨는 자신의 오랜 수학 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들과 학부모에게 수학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실용 인 책을 쓰고자 마음먹

었다. 

  그러던  윤미애 씨는 인문학 서 을 읽다가 인문학연구공동체A를 알

게 되었고, < 쓰기교실> 1기의 강의공지문을 하 다. 지난 몇 년간 책

도 많이 읽었고, 자신만의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에 쓰기를 한 

번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 다. 비록 < 쓰기교실>의 컨텐츠가 윤미애 씨

가 궁극 으로 쓰고 싶은 책과는 성격이 다른, 자기 경험을 돌아보는 성찰

 쓰기 지만, 이 까지 쓰기를 해본 이 없었던 윤미애 씨로서는 

어디서든 쓰기의 기 를 익히고 지 부터라도 꾸 히 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여를 결심하 다. 

(5) 한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쓰기

 

  한지은 씨는 학생 시  학내 어 신문사에서 활동하면서 쓰기 훈련

을 받았다. 선배들과 세미나를 하고 취재와 신문기사 작성을 하는 등의 경

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한지은 씨에게 ‘이런 

을 쓰고 싶다’고 느끼게 했던 계기는 교내 총여학생회를 취재하던 에 

한 친구로부터 받았던 짧은  한편이었다. 남성 인 술자리 문화에 하

여 여학우가 자신의 경험을 객 화하여 쓴 이었는데, 당시 신문사의 남

성 심 질서와 뒷풀이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한지은 씨로서는 크게 

공감하 던 이야기 다. 비단 그 의 주제에 공감할 뿐 아니라, 개인의 경

험을 객 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성

을 지닌 이라는 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학 졸업 후 한지은 씨는 미학 공의 학원을 비하던 차에 인문학

연구공동체B를 알게 되었고, 이후 약 5년 동안 회원 연구자로 활동하 다. 

이 시기에 한지은 씨는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웹진에서 연재되는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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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의 강사 은별 씨의 을 하 다. 학 시  한지은 씨가 총여학생

회 친구로부터 받았던 짧은 처럼, 은별 씨가 연재하는 도 구체 인 개

인의 경험으로부터 보편 인 이야기를 끌어내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 웹진에 연재되는 은별 씨의 새 을 읽을 때마다 한

지은 씨는 자신도 은별 씨처럼, 총여학생회에서 짧은 을 건네줬던 그 친

구처럼, 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을 쓰고 싶었다. 

내 경험을 다시 객관화하는 작업을 나는 못했죠.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항상 나는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했고. 주로 나는 그냥 쓸 수 있

는 글. 소위 감정 없는 글(을 썼고). (중략) 그런데 뭔가 욕망은, 그

런 (감동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컸던 거 같아요. 친구가 나

한테 처음 전해줬던 그 쪽글도 자기 경험을 되게 객관화해서 쓴 글

이었는데 그걸 읽고 나는 감동을 받았고. 은별샘이 웹진에 올렸던 

글도 그냥 일기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시집을 읽고 자기 경험을 투

여하고 다시 객관화하는 작업? 근데 글이 딱딱하고 객관적인 게 아

냐. 그렇다고 막 감정이 철철 넘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데

도 불구하고 감성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야. 나는 그런 글

을 쓰고 싶었죠. (한지은)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웹진을 읽으면서 한지은 씨는 자신이 쓰고 싶었던 

이 “경험을 객 화”하면서도 “감성”을 동시에 갖춘 이라는 것을 깨달

았다. 인터넷으로 < 쓰기교실>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했을 때, 한지은 

씨는 과연 자신이 좋아하는 을 쓰는 은별 씨가 가르치는 쓰기는 어떨

지 궁 하 다. < 쓰기교실>을 수강하면 3개월 뒤에 자신도 “사람의 마

음을 흔드는” 을 쓸 수 있으리라는 기 에서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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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쓰기교실>은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회원 연구자 은별 씨에 의해 기

획되고 진행되는 쓰기 교육 로그램으로, 기획 배경과 의도에서부터 

‘삶’에 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의 쓰기 교육에 한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쓰기의 필요와 의미를 외부 지식 체계로부터가 아

닌, 참여 학습자 개개인의 삶으로부터 찾고 있다. 이를 해 끊임없이 쓰

기의 소재를 개인의 경험에서 찾을 것을 구한다. 한 자기 삶을 로 

쓰는 일이 단순히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제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내 삶 안에 깃든 타자와의 계성을 되돌아보는 측면에 

을 맞추었다. 수업 시간에 교재 도서에 한 토론과 학습자들이 서로의 과

제를 읽고 상호 비평하는 진행방식은, 학습자들이 자신에 한 이해를 넘

어 타인에 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쓰기교실>에서 쓰

기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조형해가는 삶의 기 로 의미를 

지닌다. 요컨  < 쓰기교실>은 표면 으로는 문장의 구성, 단락의 배치 

등과 같은 쓰기 방법론이 교육의 소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심층

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서 강사가 실제로 주목하고 이끌어내려고 하는 바는 

쓰기를 통해 길어 올리고 길러내는 삶이다.

  한편 < 쓰기교실>에 참여한 성인들은 마다 자신의 삶의 장에서 

쓰기를 배워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다섯 명

의 연구참여자들의 < 쓰기교실> 참여 동기는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 각자의 삶에서 느낀 작은 필요들이었다. 김수  씨는 개인 사진 시

회를 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 작업을 설명할 을 써야 한다는 직

인 필요를 느 던 한편, 이민혜 씨는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터

넷 블로그에 기록해오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느

다. 유강은 씨는 학창 시  쓰기 회에 참여해 수상한 경험과, 학  

학원에서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로 정

확하게 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다.  윤미애 씨는 직장 생활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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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탈피하고자 우연히 참여했던 독서모임으로부터 뒤늦게 책읽기의 재미

를 느 고 책에 한 심이 쓰기에 한 심으로 연결되었다. 한지은 

씨는 학 시  학 신문사와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지식과 정

보를 표 하는 쓰기에는 익숙했지만, 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

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처럼 성인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부터 발된 쓰기의 욕구는 쓰기 

교육 로그램에 한 필요로 연결되었고, < 쓰기교실>에 자발 으로 참

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으로 로그램으로서 < 쓰기교실>이 갖는 구조  특성,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삶 속에서 발 된 쓰기 로그램 참여 동기를 확인하 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의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쓰

기 경험을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 쓰기교실> 참여와 쓰기 활동의 양상

  연구참여자들에게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은 크게 두 차원으로 구성되

었다. 하나는 계  차원으로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쓰기 경험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차원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해 을 쓰는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쓰기 경험이다. 개인  차원의 쓰기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살아온 삶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의미들을 미시 으로 보여 다면, 계  

차원의 쓰기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경험을 < 쓰기교실>이라는 

공공의 장으로 끌어올려 보편  의미로 환해가는 경험이다. 이 두 차원

의 경험들은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에 참여할 동안 지속 으로 상

호보완 으로 향을 주고받으며 쓰기 경험의 총체  의미를 구성한다.  

  이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부터 쓰기경

험이 시작된다고 보고, 계  차원의 쓰기 경험에 해 먼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독서 토론, 합평의 시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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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들의 자  쓰기 과정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심으로 이

해할 것이다. 그 다음, 개인  차원의 쓰기 경험에 해서는 연구참여자

들이 각자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는 쓰기 과제를 심으로 을 쓰게 된 

배경과 과정, 에 부여한 의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 쓰기교실>의 

과제는 강사가 제시한 추상 인 과제 주제어로부터 구체 인 사건을 떠올

려 을 쓰는 형태다. 이는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해서도 각양각색의 삶의 서사를 창조하고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과 이야기

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주 인 쓰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1) 계  차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 는 쓰기

  < 쓰기교실>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성인교육의 

장이다. 연령 도, 하는 일도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 쓰기’라는 하나의 키

워드로 교집합을 형성해간다. 표면 으로는 마다 자신이 쓰고 싶은 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쓰기 실력을 높이고 싶어서 < 쓰기교실>을 찾

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잘 쓰고 싶다’는 욕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에

는 ‘타인에게 읽히는 ’을 쓰고 싶다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 집에서 혼자 

일기를 쓰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해 기록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 쓰기교실>을 찾은 데는 자신의 을 

군가와 나 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 쓰기교실> 

한 이미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성을 제로 하고 있다. < 쓰기교

실>의 수업은 크게 쓰기 강의, 독서토론, 과제에 한 합평의 세 구조로 

움직이는데, 강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돈독한 동료애와 화가 

수업의 원료이다. 이러한 계성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을 쓰며, 그 

은 다시 < 쓰기교실>에 투입되어 새로운 쓰기 경험을 생산한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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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 안에서 어떠한 계  차원의 

쓰기 경험을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

  < 쓰기교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신선하

고 매력 인 경험이었다. 일상에서는 회사나 학교, 개인 인 친목 모임 등,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조직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개인 인 

성향이나 하는 일, 살아가는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과의 인간 계만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과 다른 환경, 다른 직업, 다른 연령 의 사람들이 살아가

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바에 해서 들어볼 기회가 흔치 않았다. 때문에 참

여를 원하는 구나 속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을 쓰고, 모두와 공유하는 < 쓰기교실>의 운 방식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내가 몰랐던 다른 삶’에 해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이민

혜 씨는 < 쓰기교실>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고 귀 한 경험이라고 생각하 다. 

어째든 사회에 나와서 나이가 좀 먹고선 조직에 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성향이나 다른 높낮이가 있는 나이 나 되게 

다른 곳에서 성장한 사람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

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중략)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저는 가장 매력인 거 

같아요. (다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민혜)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 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 인 

이야기를 개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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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 쓰기교실>

이 “편안하고 안 한”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 쓰

기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이 맺고 있는 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학습자

들은 쓰기라는 공동의 심사를 매개로 계를 시작하며, 자신의 에 

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나 기를 원한다. 직장과 같은 다른 사회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이나 이해 계, 사회  평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보니, 보다 극 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윤미애 씨와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 안에서 서로 이해 계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는 을 이야기하 다.

나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자리를 떠나서, 글을 떠나서 개인

적으로 얽힐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윤미애)

여기(<글쓰기교실>)는 글쓰기, 아무런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것도 아

니고 그냥 이제 나의 상처나 나의 좋은 점들? 서로의 아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괜찮은, 편안하

고 안전한 자리였으니까. (유강은)

  < 쓰기교실>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쓰기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

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와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쓰기라는 

공동의 심사를 공유하며 형성해가는 친 한 계는 학습자들에게 < 쓰

기교실>이라는 공간에 애착을 갖고, 이후 쓰기 과정에 집 하게 하는 

거름이 되었다.

(2) 서로를 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시간

  < 쓰기교실>의 편안하고 안 한 분 기는 참여 학습자들 간에 “솔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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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한 이야기”가 공유될 때 강화되었다. 특히 군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로 쓰고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공개할 때, 

학습자들 간의 정서  유 가 한층 끈끈해졌다. 타인의 기억이었지만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아 고 물이 흐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김수  씨는 

처음 참여했던 < 쓰기교실> 4기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습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들이 재미있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 다. 합

평 시간에 발제자가 자신의 과제를 읽다가 울먹이면 김수  씨도 따라서 

“가슴앓이”를 하 다. 

그때(4기) 글들이 더 솔직하고 담백했던 거 같애. 그래서 더 재미있

었던 거 같애. (중략) 그때는 나도 그렇지만 ◌◌도 그렇고 또 누구

도 몇몇 울었는데. 정말 자기 이야기 다 꺼내놓다 보니까. 그 □□샘 

이야기 들으면서 아, 막 같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가슴앓이를 같이 했던 거 같애. △△샘의 또 그런 상황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애. 그때 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 서로 또 그 상처를 보듬어줬으니까. 어, 많이 서로 토닥거려

줬던 게 더 컸던 거 같애. (김수영)

  연구참여자 이민혜 씨는 < 쓰기교실>에서 서로에게 정서 으로 감화되

는 순간이 에 한 비평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를 떠나, 학습자들이 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로 내

놓는 것은 마치 “고백 시간”과 같았다. 사실 나와 련 없는 남의 이야기

로만 생각한다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

쓰기교실>에 모여 자신의 삶에 해서 “구구 ” 이야기로 풀어내려 노

력하는 과정들이 경이롭게 다가왔다. 함께 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신

의 속내를 이야기하기까지 겪었을 힘겨운 과정들이 느껴질 때면 이민혜 씨

도 덩달아 “울컥” 하 다. 그처럼 서로 감정 으로 함께 하는 순간들 때문

에 이민혜 씨는 < 쓰기교실>에 가고 싶었고 그 안에서 을 쓰는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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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고 느 다.

합평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순간이 즐거울 때도 있는데. 나는  

그 시간들이 약간 고백 시간 같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루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구구절절...(중략) 그렇지만 그걸 얘기

하는 과정들이 보이니까. 그 기억들을 환기 시키고 구현하고 글로 

만들어 내고 그걸 다시 이야기, 말로써, 목소리로써 낼 때까지의 과

정이 느껴지니까. 나는 이제 그런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순

간이 아니면 굳이 거기서 같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민혜)

  한편 < 쓰기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키워드로 을 써보고 다

른 사람들과 비평과 화를 나 면서, 자신을 비롯해 주변의 타인들을 이

해하는 통로를 발견하 다. 서로 다른 연령 와 다양한 사회  배경을 가

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해서도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윤미애 씨는 합평 시간을 포함해 <

쓰기교실> 수업 시간 반에서 가족에 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학습자들마

다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가족에 한 인식들이 윤미애 씨의 자녀를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특히 윤미애 씨의 자녀와 비슷한 

래의 은 학습자가 하는 이야기는 평소 ‘엄마’로서의 윤미애 씨가 이해

할 수 없었던 ‘자녀’의 입장에 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 다. 엄마로서

는 마냥 걱정스럽고 불안한 자녀의 삶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삶

을 살아가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 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윤미애 씨 한 엄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은 학습자에게 부모의 입장

에 해 이야기해주며 로해  수 있었다.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가족에 한 얘기를 꼭 했었거든요? 그

럼 그 가족에 한 인식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나한테 도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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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략) 내가 딸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내가 딸한테 이렇게 했다. 

딸하고 싸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엄마가 

애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딸이 못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시각들 되게 많이 줬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

니라고, (엄마가 딸에게)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배웠어요. (중략) 그럴 때 ‘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

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과 젊은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젊은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들이 인상에 

많이 남아서 편안했어요. (윤미애)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자신이 쓴 과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이야기되고 그에 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을 경

험하면서, 쓰기의 궁극 인 목 이 자기만족  기록이 아닌 다른 사람들

과의 “소통”에 있다고 생각하 다. 을 얼마나 유려하게 쓰느냐의 문제보

다도,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고

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요했다.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에 한 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모두 함

께 열심히 을 쓰려고 하는 모습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

니고. 서로에 해서 관심도 많고. 나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 결국은 나에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그

거를 하는 거잖아요. <글쓰기교실> 4기 때는 처음 소통을 하려고 노

력을 했던. 잘 쓰고 막 그런 거 보다 우리 글 읽다가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중략)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겉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자기 거를 봤으

니까. 굉장히 의미 있었던 만남이었던 거 같아요. (유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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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 간에 형성된 깊은 유 감은 다시 

학습자들의 쓰기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 다. 연구참여자 윤

미애 씨의 표 을 빌리자면 쓰기는 “지난한 세월”5)이 필요한 능력이다. 

< 쓰기교실>에 참여해 12회 안 의 과제를 해내는 것만으로 마음먹은 만

큼 쓰기 실력이 쑥쑥 향상되지 않는다. 심지어 < 쓰기교실>에 2-3회씩 

반복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조차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힘들고 벅차다

고 이야기하 다. 그럼에도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는 마

음이 들었던 까닭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한지은 씨는 < 쓰기교실> 안에서 다들 같이 쓰기를 힘들어하

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을 “쓰고자 하는 분

기”가 < 쓰기교실> 종료 이후 재 동화를 쓰고 있는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 다. 

다들 (글쓰기 과제) 마감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들어 하고 다들 

합평해서 뭐 좋은 소리 안 듣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래도 다시 써오

고. 그런 사람들 모습이 응원이 됐어요. 그래 그냥 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 딱히 기억나는 코멘트는 없고. 그렇지만 확실히 <글쓰기교

실> 했을 때 은별샘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분위기, 글을 쓰고자 했

던 분위기. 지금 뭔가 내가 글을 쓰는 데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이죠. 

(한지은)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삶이 담긴 을 공유

하면서 ‘머리’보다 ‘몸’으로 먼  쓰기 경험의 계  측면을 깨달아갔다.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이들에게 감명 깊었고 요했던 경험은 을 

매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를 열어간다는 것이었다. 이는 군가의 

에 “울컥”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몸의 반응으로 먼  나타났다. , 다

5) 윤미애 씨 1차 인터뷰(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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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이 건네는 “ 로”에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 다.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체험했던 정서와 육체  

반응들은  다른 형태의 학습 경험으로서(Michelson, 1998) 연구참여자들

에게 < 쓰기교실> 이후에도 지속 으로 을 쓰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3) 계 속에서 배우는 ‘나’

  < 쓰기교실> 수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정서  유 감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하 다. 특히 과제를 발표하

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에 해 비평해보는 합평시간에는 더욱 활발하게 

서로 다른 의견과 조언이 오갔다. 합평 시간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돌

아보게 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 다. 먼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을 

함께 듣고 난 후에 그 에 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불 듯 깨닫

게 되는 ‘나’ 다. 연구참여자 윤미애 씨는 다른 사람의 에 해서 이야

기할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하

다. 쓴이의 경험과 그에 부여된 의미를 두고 윤미애 씨의 생각과 느낌을 

달하는 과정에서 이 까지 의식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내 의

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는 노력은 다시  윤미애 씨가 다른 사람들의 

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환을 이루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글에 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많이 배우거든요? 

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하고 말 하는 중에 정

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다른 사람이) 읽는 거 들으면 좀 

더 세세하게 들어주거든요. (윤미애)

  연구참여자 한지은 씨 한 다른 사람들의 에 해 자신의 의견을 표

하면서 자신의 민낯과 같은 생각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 다.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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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씨는 세미나에서의 토론과 < 쓰기교실>의 합평 시간을 비교하면서, 

어떤 권  있는 이론이나 철학자에게 기 어 자신을 감출 수 없는 합평 시

간의 어려움을 토로하 다. 이는 아직 한지은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 있게 표 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그 과정에서 이 에는 구체

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면하고 명료

화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미나는 좀 더 객관적이랄까? 뭔가 이론 뒤에 숨는다거나 이런 식

으로 (자기가) 감춰질 수 있고. 그런데 합평을 할 때는 뒤에 숨을 데

가 없잖아. 누구는 이렇게 생각했 요, 하고 누구를 인용한다거나 그

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그 글을 읽은 내 느

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합평하면서 나에 해 돌아봤다

기보다는 좀 더 잘 알게 됐다? 나의 정말 찌질한 부분들? (한지은)

  다른 사람의 에 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다른 

까닭은 그 과정 한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이다. 물론 합평 시간 자체는 에 한 비평을 하는 것이 목 이지만, 그 

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에서 듣는 이의 감정을 헤아려 생각

을 달할  아는 기술이 요구된다. 한지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독한 

비평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보면 종종 자신도 모르는 새 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하 다. 평소 자신의 강한 성

격에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을 어떻게 느낄지에 해서는 미처 배려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 (중략) 지나고 보니 (합평 시간에) 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 깨닫는 건데, 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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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을 세게 하는 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상 방의 감정이 

어떨지. 나는 세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 방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중략)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

고. 합평 때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합평 때 일은 싹 잊고. 다시 

또 (그렇게 말을 세게) 하는 편이고. 아 내가 좀 그런 게 있구나. 

(한지은)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쓴 에 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

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집에서 혼자 과제를 할 때, 연

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재 에서 과거의 경험을 읽고 해석하며 을 쓰

게 된다. 합평 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이 구성한 주 인 의미들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동료 학습자들에게 읽히고 재해석되는 시간이다. 이는 연구참

여자들에게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거나, 다른 

에서 경험을 해석할 때 가능한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단 수업 시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 일상으로 돌아

가서도 자신의 경험을 읽고 해석하는 행 를 지속하게 된다. 윤미애 씨는 

< 쓰기교실>에서 듣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조언들이 자신의  속

에 담긴 생각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 다. 설령 그 조언들의 내용이 윤미애 씨도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 보다 구체 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 다. 

(내가 글에서) 수학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썼던 거

죠. 그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보기엔 제일 기본적

으로 해야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발견한 노하우라고 생

각해서 쓴 건데. 그 사람이 그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열

심히 하고 습관 들이면 누가 못 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준 거지. 그런데 비난이 아니고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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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 듣는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

는 좋아요. (윤미애)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다

른 면들을 배워갔다. 이때 획득한 자기 자신에 한 지식은 연구참여자 개

개인이 혼자 자신에 해 생각하면서 얻은 지식과는 달랐다. 구체 인 상

황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해 고민하게 했고, 그것이 다른 사

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그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새로이 깨닫

게 했다. 이는 ‘주변 세계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가 아닌, ‘특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나’를 알아가는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개인  차원: 나를 읽고 쓰는 경험

  < 쓰기교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커리큘럼에 따라 매주 강사가 지정한 

한 권의 도서를 읽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을 과제로 제출했다. 

강사는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책 내용에 비추어 보다 쉽게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기 해 과제 키워드를 제시하 다.  를 들

어 < 쓰기교실> 4기의 경우, ‘청춘’, ‘인연’, ‘여성’ 등과 같은 키워드가 제

시되었고, 7기의 경우, ‘유년’, ‘욕망’, ‘고통’ 등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에서 썼던 과제

들 에서 특정한 과제 한 두 편을 요하게 여기며 당시 썼던 의 내용

이나 을 쓰던 상황을 비교  구체 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에게 직 으로 자신에게 요한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언

한 연구참여자(김수 , 이민혜, 유강은)도 있었으며, 특정 과제를 시로 

들면서 을 쓴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 는지 이야기하는 연구참여

자(윤미애, 한지은)도 있었다. < 쓰기교실>이 개인의 삶의 경험들에 해 

쓰도록 구한다는 을 고려할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각자 요하

게 꼽는 과제들이 다른 과제에 비해 본인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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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했다고 단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요하게 꼽

는 과제들에 보다 을 맞추고, 해당 을 쓸 때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 에서는 각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 반에서 어떻게 을 썼

는지, 그 에서 어떤 과제가 특별하게 기억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악

하고자 한다. , 연구참여자들에게 특별했던 과제는 삶의 어떤 역을 돌

아보게 했는지, 그로부터 새로이 만들어낸 의미나 변화된 삶의 자세는 무

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수 : 인터뷰를 통해 이해한 엄마, 나, 그리고 딸

   처음 < 쓰기교실> 4기에 참여했을 때, 김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소

재로 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그 지만 자신을 < 쓰

기교실> 강사에게 소개해  사진 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과제를 꼭 해

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고, 유년시 의 기억들부터 쓰기 시작했다. 유년시

은 김수  씨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의 보고 고, 비

교  로 쓰기도 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 김수  씨가 살던 

동네 풍경,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아버지에 한 기억, 다른 형제들과 외모

로 비교당하며 서러웠던 일,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일 등

이 주요 감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유년기와 가족에 한 이야기를 많이 썼던 김수  씨는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과제로 엄마를 

인터뷰했던 을 꼽았다. 

  인터뷰 과제에 앞서, 김수  씨는 < 쓰기교실> 4기 반에 평소 자신

을 힘들게 하는 엄마에 해 을 쓴 이 있었다. 당시 김수  씨는 아버

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3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의 오랜 히스테리를 

받아내느라 심리 으로 상당히 지쳐있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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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을 내는 엄마를 달래다가 결국엔 김수  씨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싸

우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해 을 쓰는 것만으로도 답답

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고, 조 쯤 엄마가 “불 ”하게 느껴지기

도 했다. 

내 이야기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때 썼던 게 있는데, 내가 

나를 많이 다독거렸던 거 같애. 엄마가 나 좀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어가지고 우울증이 거의 극에 달해 있

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했거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니까. (중략) 

그걸 (글로) 정리하고 나니까 엄마가 좀 불쌍해지더라고. 나도 불쌍

하고. 둘 다 안 됐더라고. (김수영)

  엄마와의 불화를 로 풀어내면서 조 은 엄마를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된 김수  씨는 인터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엄마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고 생각하 다. 때문에 < 쓰기교실> 4기의 마지막 수업 주제이자 과

제로 인터뷰가 주어졌을 때, 김수  씨는 엄마를 인터뷰이로 정하 다. 

  김수  씨는 엄마의 생애사 인터뷰를 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삶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 다. 이 까지 엄마의 삶

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왔던 화 속 “푸념”으로, 참고 견뎌내야 하는 무

엇이지 이해의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수  씨가 던진 인터뷰 질문에 

따라 듣는 엄마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

고 최 한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했

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김수  씨는 새삼 엄마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서러움과 응어리들을 발견하 다. 그 에는 김수  씨의 맞은 태도로

부터 받은 상처도 있었다. 엄마로부터 “  진짜 맞았어”라는 말을 들

었을 때 김수  씨는 자신도 “나 밖에 몰랐던” 이기 인 딸이었음을 깨닫

기도 했다.

  그동안 김수  씨의 머릿속에서 엄마는 “신경질 이고 날카롭고 왕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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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하”다는 단편 인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엄마의 삶을 다시 써보면서, 김수  씨는 지 까지 엄마가 거쳐 

온 삶의 여러 국면들을 객 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엄마를 보다 

입체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컨  엄마의 “왕비병”에 해서는 엄마의 

유년 시 이 이해의 통로가 되었다. 다음은 김수  씨가 쓴 인터뷰 과제 

에서 발췌한 것이다. 

외할아버지가 50살이 될 무렵 4남1녀 중 늦둥이 막내로 얻은 엄마

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 없는 귀한 딸이다. 부잣집 막내 

외딸로 자란 엄마에게 세상엔 무서운 사람도 없고 자신보다 잘난 사

람도 없었다. 언제던가 엄마의 처녀시절 앨범을 들추다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단아한 외모의 친구 분을 보며 참 미인이라고 했

더니 뜸 <이쁘긴 뭐가 이뻐. 사진이나 이렇지 실물은 나보다 훨씬 

못했어.> 란다.  (김수영, <글쓰기교실> 4기, 과제 ‘엄마 인터뷰’ 중

에서)

 한 성장 과정에서 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 평생 지고 갈 상처를 받

은 일이라던가, 곱게 자란 탓에 집안일 한 번 안 해보고 시집을 가서 시어

머니에게 모든 살림을 배우며 겪었던 고생 등은, 엄마가 차 “신경질 이

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는데 향을 미친 일들이었다. 조각조각 흩어

져있던 엄마의 삶의 이야기들을 연결하면서 김수  씨는 엄마도 엄마 나름

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에 “불 하고 안 ”다는 연민의 감정도 

느 다.

우리 엄마는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왕비병이 심하고 막 이런 사람

인데, 그 인터뷰하고 나서, 이 사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 이

랬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한테 정말 살림 큰 집에 시집와가지고 맏며느리로 살았으니까. 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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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시집와가지고 집안 살림 다 했으니까. 사람 사서 쓰는 걸 다 

했으니까. 억척스럽게 살았으니까. 그 와중에 공주병 안 놓치고 살았

으니까. (그렇게) 엄마를 많이 이해했지. (김수영)

  엄마의 생애사를 로 완성하고 나서 김수  씨는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엄마의 화에 이 처럼 차갑게 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

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다독일 수 있는 이해심을 발휘하 다. 이러한 김수

 씨의 태도 변화에 엄마의 우울증도 많이 안정되어갔다. 엄마와의 계

에 한 성찰은 김수  씨가 자신의 딸과의 계에 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 다. 혹시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딸에게도 김

수  씨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다. 이 보다 

딸의 생각을 더 많이 물어보면서 “나도  세월이 있었는데” 하고 딸의 입

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가족들 하는 게 많이 바뀌었던 거 같애. 글 쓰고 하면서 딸한테도 

내가 많이 묻거든. 진짜 나도 나 밖에 몰라가지고. 딸 입장, 나도 저 

세월이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한 번씩 묻게 되지. 이해하게 되고. (김

수영)

  엄 한 의미에서 엄마를 인터뷰하고 쓴 은 엄마의 삶에 한 서술이기 

때문에 김수  씨의 자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사회 , 역사  구성물이며, 수많은 타자들과의 계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

(Fenwick, 2003)라는 을 취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엄마와의 인터뷰 

한 김수  씨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수  씨

의 삶에서 엄마는 매우 요한 타인으로 치하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하

고 안정 인 계를 갖는 것은 김수  씨의 삶을 질 으로 다르게 변화시

킬 수 있는 지 이었다. 

  한 번은 자신의 에서, 그 다음에는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삶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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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김수  씨는 자신 안에서 차 엄마라는 인물을 입체 으로 이해하

게 되었다. 쓰기를 통해서 엄마가 지닌 삶의 맥락 안에서 엄마를 이해해

보는 경험은 김수  씨가 재 삶 속에서 엄마를 하는 태도를 변화시켰

다. 김수  씨의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방식으로 엄마와의 계를 다르게 가꾸어갔다.

(2) 이민혜: 완결된 서사를 쓰기 한 노력

  이민혜 씨는 < 쓰기교실>에서 강사가 제시한 과제 키워드에 해, 과

거에 홈페이지나 개인 일기에 썼던 짧은 들이 떠오를 때가 많았다. <

쓰기교실>에서 새롭게 쓰는 도 있었지만, 주로 과거에 쓴 을 조  더 

정교하게 다듬거나, 몇몇 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로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남겨져있었던 과거의 인상들이나 감정들

을 더욱 구체 이고 선명하게 로써 정리할 수 있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단편적으로 썼던 글들이 다시 불러지는 경우가 많

았어요. 그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된다거나, 음. 아니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붙여놓는다거나. 그러면서 정리가 됐던 거 같아요. (중략) 예

전에는 약간 머릿속에나 어쨌든 감정적으로나 두루뭉술하게 어떤 뉘

앙스로만 있었던 게 확 눈앞에 드러나지고, 그게 남겨지고, ‘이게 이

거야.’ 라고 정의 내려지고. (이민혜)

  이민혜 씨는 보통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인상 인 장면에 해

서, 왜 그 일들이 자꾸만 걸리는지를 이해하기 해 로 기록하 다. 때문

에 이민혜 씨는 을 쓸 때 되도록 자신이 보았던 것과 순간 으로 떠올랐

던 생각, 느낌들을 최 한 정확하고 객 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 다. 자

신의 감정이 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사무 으로 묘사하는 편이었는

데, 그래야 나 에 다시 을 읽을 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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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해할 수 있는 지 들이 생겼다. 이민혜 씨는 을 쓰고 난 이후에 그 

을 다시 읽으며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 다. 

되도록 뭐 어쨌다, 싫었다던가, 너무 마음이 뭉클했다던가, 이런 식

의 개인 감정은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사무적으로 묘사를 하는 편인

데요. 근데 그 묘사한 것들이 분명 나중에 보면,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떤 부분이 걸렸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적은 이

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어요. (이민혜)

  < 쓰기교실>에서 이민혜 씨는 문학 이고 세 한 묘사로 다른 동료들

에게 칭찬을 받는 한편, 강사로부터  안에 서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

주 받았다. 주로 어떤 인상이나 장면에 한 묘사에 집 하다보니,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 완결되지 못하고 간에 멈추는 경우가 잦았다. 을 쓸 

때 결말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은 이민혜 씨의 다른 삶의 역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민혜 씨는 최근 그림 작업에 있어서도 간까지 

진행하다가 그 이상 손을 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분명 자신은 

어떤 작업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아

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민혜 씨는 자신이 왜 지 의 정체된 상황으로부

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해 답답함을 느 고, 때로는 “나한테는 

그냥 이 정도 삶인가보다.”하고 체념하기도 하 다. 

  그러나 비록 다른 사람들의 에는 이민혜 씨가 여 히 방황하고 있고 

무기력해보일지라도, 이민혜 씨의 마음 안에서는 늘 자신의 삶을 움직이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민혜 씨가 < 쓰기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로 꼽은 ‘로 ’이라는 에서, 재의 정체된 상황으

로부터 벗어나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생

각하 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민혜 씨의 과제 ‘로 ’의 일부이다. 

우울증은 머릿속에 물수제비를 띄우는 것과 비슷했다. 동.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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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돌. 물 위에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라질 때까지 

물 밑에 깊숙이 누워 수면 위로 파문이 만들어낸 자국들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잘 보고 있어야만 했다. 물속에서 

성급히 뛰쳐나오려고 하다간 물 밑 진흙 속에 두 발이 빠져 옴짝달

싹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 밑에서의 시간은 참 더디었다. 지루한 

기다림에서 나오는 무력함이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이

민혜, <글쓰기교실> 9기, 과제 ‘로봇’ 중에서)

  실제로 이민혜 씨는 의 ‘로 ’이라는 을 쓸 때, 자신이 그동안 개인

으로 을 쓸 때나, < 쓰기교실>에서 과제를 할 때나, 간에 생각을 

더 진 시키지 못하고 쓰기를 멈추어버리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과제 ‘로 ’은 이민혜 씨가 참여했던 < 쓰기교실> 

6기, 7기, 9기를 통틀어서 가장 성실하게, “끝까지 가보려고” 안간힘을 썼

던 로서 요한 의미를 지녔다. ‘로 ’을 쓰면서 이민혜 씨는 을 쓸 때

의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보통 자신이 을 쓰다가 언

제쯤 “이 정도면 지.”하고 멈추어버리는지를 인식하고, 그 한계의 순간을 

조 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지 실험해보았다. 

내가 중간 중간에 생각을 툭툭 멈춰버리고, 여기까지 하고 손을 떼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냥 끝까

지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까지의 과제 중에서 가장 성

실하려고 노력했고, 음 많이 들여다보려고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글 

쓸 때의 나를. 내가 언제 손을 떼고 스탑하는지를 아는데, 그거를 조

금 더 버티고 넘어가는 지점이 생겼어요. (이민혜)

   ‘로 ’을 쓸 때, 이민혜 씨는 오랜만에 “완성된” 을 보고 싶다고 생각

했다. 이 까지는 “이 정도면 지.”라는 생각에 을 미완으로 남겨두었

고, 가끔은 왠지 모르게 “결과물을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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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때도 있었다. 결과 으로 ‘로 ’ 한 일주일이라는 과제 작성 기한 

안에서 생각만큼의 완성도는 갖추지 못한 채 히 마무리 지어야 했다. 그

지만 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민혜 씨가 느리지만 처음으로 생각의 

조각이 아닌, 완결된 서사를 갖춘 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의미를 지녔다.

 

(3) 유강은: 40 의 내가 20 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참여 기수별로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조 씩 색다른 시도를 하 다. 처음 참여했던 4기에서는 주어진 과제 

키워드에 따라 자신의 지난 삶의 경험에 해 썼었다. 두 번째로 참여했던 

5기에서는 < 쓰기교실> 강사가 외 으로 르포타주 쓰기를 강의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 하게 찰하고 묘사하는 들

을 썼다. 세 번째로 참여했던 6기에서는 다시 과제 키워드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쓰는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유강은 씨가 자신만의 쓰기 

형식을 시도하 다. 주차별로 읽었던 과제 도서와 유강은 씨가 인상 깊게 

보았던 화, 그리고 그 두 텍스트로부터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엮어 을 

썼다. 이는 유강은 씨가 < 쓰기교실>에 처음 참여할 때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 에 따라 여러 쓰기 스타일을 실험해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로, 4기 때 쓴 ‘부

치지 못한 편지’를 꼽았다. 이 을 통해서 자신의 20 를 총체 으로 되돌

아보고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까지 20 의 추억들에 해 토막

토막 을 써본 은 있었지만, 완결된 서사를 지닌 을 쓰지는 못했다. 

무 많은 추억들과 20  때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서 정리

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강은 씨에게 20 는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된다. 어떻

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일 고민스러웠다.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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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열심히 살긴 했지만, 유강은 씨는 내내 원인모를 긴장과 조바심에 휩싸

여있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해 유연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계

에서도 나름 로 날카롭고 날 선 부분이 있었다. 40  반이 된 지  유

강은 씨는 편지 의 형태를 빌어 학 시  첫사랑에게 자신이 지나온 20

를 이야기하 다. 아래의 은 유강은 씨의 과제 ‘부치지 못한 편지’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학 신입생 때 너와 다니면 사람들이 마흔 넘은 고시생과 다니는 

걸로 알았잖아? 네 긴 머리 때문이었을까? 동아리 사람들과 네가 꼭 

유명한 철학자나 기인이 될 것 같다며 싸인 받았던 것 기억나니? 난 

그래도 그 긴 머리가 좋았어. 어느 시인의 말 로 햇살 아닌 네 머

리를 곰곰 손으로 빗겨보고도 싶었다. 틀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

고 조바심 내던 나와는 달리 자유로움이 묻어나던 네가 그냥 부러웠

지.(유강은, <글쓰기교실>4기, 과제 ‘부치지 못한 편지’ 중에서)

  ‘부치지 못한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부터 유강은 씨가 자신의 20

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인연’이 과제 키워

드 던 만큼, 자신이 20 에 경험한 첫사랑의 추억을 풀어가려고 했던 따

름이었다. 그 지만 첫사랑과 연 된 소재들을 더해가고 의 구성을 몇 

번이고 바꾸어가면서, 차 첫사랑의 추억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변되는 

자신의 20 를 정리하 다. 재 40  반의 유강은 씨가 바라보는 20

의 삶에 한 이야기인 만큼, 지 의 유강은 씨의 삶의 태도에 한 이야

기도 빠질 수 없었다. ‘인도 여행’이나 ‘요가’와 같은 소재들은 유연하지 못

했던 20 의 유강은 씨가 40 로 넘어오면서 조 씩 긴장을 풀고 삶의 여

유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덧붙여졌다.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유강

은 씨는 ‘부치지 못한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과제라고 평가하

다. 다음은 유강은 씨가 ‘부치지 못한 편지’에서 재와 미래의 삶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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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담은 부분이다. 

요새 요가를 시작했어. 5년 전 인도에 갔을 때에 새벽 호텔 옥상 위

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할 때에 본 요기들의 몸동작, 길 가에서 수련

하고 있는 요기들의 모습이 매우 신비로웠거든. (중략) 몸도 기억력

도 조금씩 굳어져 가는 사십 에 들어서니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

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더라. 굳어진 근육을 구부리고 펴고 할 때마

다 얼마나 땡기고 아프던지? 굳어가지 전에 뭐든 하고 싶어. 사라지

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안 가

던 길을 걸어가 보고, 안 입던 디자인의 옷을 입어보고. 그러면서 나

를 일으키는 중이야. (유강은, <글쓰기교실>4기, 과제 ‘부치지 못한 

편지’중에서)

  유강은 씨는 ‘부치지 못한 편지’를 쓰는 동안 재 자신의 삶의 가치 인 

‘여유’에 비추어, 과거 20 의 자신을 재평가하 다. 과거를 돌아보고 평가

하는 일은 다시 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유

강은 씨는 ‘부치지 못한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체 맥락을 그려보고 과

거와 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삶의 의미를 만들었다. 

(4) 윤미애: 반복되는 일상의 갈등 정리

  윤미애 씨는  < 쓰기교실>에서 과제 키워드에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

는” 기억으로 을 썼다. 과제를 하기 해서 과거의 어떤 일에 해 심각

하게 고민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평소 자주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노력하 다. 이 까지 윤미애 씨는 을 써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 쓰기교실>에서 꾸 히 자신의 경험을 

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비록 윤미애 씨가 궁극 으로 쓰고 싶

은 은 자신의 삶에 한 이야기가 아닌, 수학 학습과 련된 실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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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었지만, 쓰기 기술을 익히고 연습한다는 에

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윤미애 씨에게 쓰기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

기가 쉽지 않은데, 을 쓰다보면 이따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정 인 

모습에 해 생각해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쓰기교실>에서 윤미애 씨는 시어머니와의 계에서 느끼는 갈등에 

해 여러 차례 로 썼었다. 윤미애 씨의 시어머니는 바지런하고 집안일

을 잘 하시는 분으로,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를 신하여 신혼 때부터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다. 윤미애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신 집안일을 해주시는 데는 무척 감사

했지만, 동시에 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도 했다. 설령 시어머니가 아무 말

을 안 하신다고 해도 며느리된 도리로써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

과, 좀 뻔뻔스럽지만 윤미애 씨 자신만의 삶을 리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

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 윤미애 씨는 오래 부터 집안일은 시어머니의 

일,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것은 자신의 일이라고 분리해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보면 번번이 같은 갈등이 반

복되었다. 

  < 쓰기교실>에 다니면서 윤미애 씨에게 쓰기는 이러한 일상의 갈등

을 정리하고 차단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윤미애 씨는 자신이 갈등하

는 지 들  어느 하나를 붙잡고 생각을 끝까지 어붙여서 쓰는 연습을 

했다. < 쓰기교실> 9기 3차시에서 제출한 과제를 로 들어보면, 윤미애 

씨는 시어머니에 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나는 뻔뻔스럽다.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하고 계실 때도 종종 도와 

드리기는커녕 내 할 일에 몰두한다. 내 만족이다. 그래야 내가 산다

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다. 돈 생기는 일이 아니어도 책 읽으러, 글

을 쓰러 도서관에도 가고 카페에도 다닌다. (중략) 내가 준 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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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딸은 할머니랑 약국에 가서 파스를 몽땅 샀다고 한다. 어머니

는 며느리의 조그마한 배려에 기분이 좋으셨나보다. 여간해서 돈을 

쓰지 않으시는 어머니께서 수박을 사겠다고 하셨단다. 파스를 붙여

드리려니 어머니의 앙상한 등판이 마음 아프다. 내가 할 일을 신 

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래도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명랑하게 말씀드린다. “어머니 어디다 붙일까요?” 꼭꼭 눌러 붙여드

리고는 다시 내 일을 한다. 이것이 나의 삶이므로. (윤미애, <글쓰기

교실> 9기, 과제 ‘삶의 경박성’ 중에서)

  윤미애 씨는 “일부러라도” 한 가지 입장을 정하고 을 써보는 연습을 

했다. 그 게 했을 때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었고, 한 번 마음속에서 정리된 

일에 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갈등

을 느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갈등을 차단할 수 있었다.

정리하고 나면 조금 갈등이 덜해지는 거 같아요. 어떤 갈등이든지, 

머릿속의 잡념이잖아요. 어쨌든 지나간. 어떨 땐 그 일이 좋았다가 

어떨 땐 나빴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파트 잡고 조금 

쓰다 보면 그렇게 정리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중략) 나는 그래

요. 일부러라도 쓰는 거지. 그게 알게 모르게 생긴 장점이라고 할까

요?  (윤미애)

  윤미애 씨에게 쓰기는 일상을 리하는 기술로 나타난다. 매일 마주하

는 시어머니와의 계 속에서,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과 ‘윤미애’ 씨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이었다. 쓰기를 통해 윤미애 씨는 “나의 삶”을 살기로 스스로에게 선언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며느리의 조그마한 배려”를 다하는 방식으로 

실 인 선택을 보여 다. 이처럼 쓰기는 성인들에게 하루하루 벌어지

는 일에 해, 요한 타인과의 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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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한 모호한 일들에 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Brady & Sky, 2003)

(5) 한지은: 나의 “취약 ”을 인식하는 과정

  한지은 씨는 자기 삶의 경험에 해 쓰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려웠다. 

이 에 학 신문사 활동이나 인문학연구공동체A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쓰기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기사문이나 세미나 발제문 쓰기가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요약하면 되는 것이었다면, < 쓰기교실>에서 

써야 하는 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지은 씨

는 < 쓰기교실> 4기와 5기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쓰기의 기 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을 객 화하여 바라보고 조목조목 문제들을 분석해보는 작업은 무도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제나 그런 건, 그냥 책 

읽고 요약만 하면 되잖아요. 그 책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나는 일

이야. 백 개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글쓰기교실>은 정말 어려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그냥 내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시작을 어떻

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본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

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나는 글쓰기 기초가 하나도 없구

나. (한지은)

  한지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과제 키워드에 해 과거로부터 지 까

지 이어져오고 있는 진행형 문제들에 해 썼다. 문제가 발생했었던 당시

에 해결하지 못했고, 지 까지도 계속 한지은 씨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

들에 해 을 쓰는 과정은 무척 힘들었다. 과거의 문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신이 갈등했던 지 들이 무엇이었는지에 해 쓰는 동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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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씨는 스스로를 객 화하여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취

약한 ”을 인식하 다. 한지은 씨는 그 “취약 ”이 곧 자신 안에 “억압된 

부분”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억압들을 어떻게 풀어야할 지에 해서는 

알 수 없었다. < 쓰기교실> 안에서 한지은 씨는 “취약한 ”에 한 인

식 그 이후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을 마무리할 때가 많았다.

풀리지 않은 일.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고. 그런데 그 풀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취약한 점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되

게 취약한 점을 내가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다시 그걸 인식한다는 

게 힘든 일이지. 그러니까 다, 결론도 못 냈던 것 같아요. (한지은)

  한지은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해 쓴  , 기억에 남는 과제

로 < 쓰기교실> 4기에서 ‘여성’을 주제로 썼던 ‘북이나 실컷 처 봤으면요’

를 꼽았다. 당시 한지은 씨가 일하고 있었던 카페에서 경험한 성희롱 문제

에 한 이었다. 카페에는 한지은 씨 외에도 다른 세 명의 근무자가 있

었는데, 그  장애인 남성 근무자가 한지은 씨에게 성 으로 근해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평소의 한지은 씨의 성격 로라면 당장 면박을 주고 

싸웠을 문제 지만, 상 가 장애인 남성이라는 이 마음에 걸렸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보통 장애인 남성들이 자기감정을 표 하는데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처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한지은 씨

가 이 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혼자 분노를 쌓아가던 , < 쓰기교

실> 4기에서 ‘여성(소수성)’이 과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한지은 씨는 장

애인 남성 근무자와의 사이에서의 문제를 ‘장애인(소수)  여성(소수)’의 

틀로 바라보아야 할지, 아니면 ‘남성(다수)  여성(소수)’의 틀로 바라보아

야 할지 갈등하는 을 썼다. 다음은 한지은 씨가 쓴 에서 발췌한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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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수신자는 장애인 남성이었다. 신체의 기능으로 권력의 부등

호를 매긴다면 나는 장애인인 K에 비해 기능이 좋았다. 일터에서 나

는 항상 권력을 가진 자였다. 그런데 순간 장애인 남성에게로 권력

이 이동했다. 나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문제 응의 방점을 '장

애인'에 찍어야 하는지, '남성'에 찍어야하는지 갈등했다. (한지은, 

<글쓰기교실> 4기, ‘북이나 실컷 처 봤으면요’ 중에서)

   한지은 씨는 ‘북이라도 쳐 봤으면요’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들

을 혼란스러워하는지는 인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감정이 가는 로 을 

쓰며 고를 완성했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과하거나 부 하

게 표 된 부분들은 걸러내면서 객 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한지은 씨는 의 말미에서 ‘장애인  여성’의 틀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결

정했지만, 그럼에도 마음 안에서 팽팽하게 립하는 가치 들 사이에서 무

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서술하 다. 다음은 한지은 씨

의 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나는 '장애인'에 방점을 찍었다. 내 안에서 장애인-소수성과 여성-소

수성을 팽팽하게 립시켰다. 나는 이 두 소수성이 부딪힐 때에 어

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질문을 던졌다. 소수성끼리의 립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잘못된 립 항이었다. 소수성은 '연 '라는 

단어와 함께 놓여야하지, 소수성들의 경합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

각이 계속 괴롭혔다. (한지은, <글쓰기교실> 4기, ‘북이나 실컷 처 

봤으면요’ 중에서)

  을 쓰기 에 한지은 씨는 을 쓰고 나면 혼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을 쓰면서 오히려 자신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문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는 장애인 

남성 근무자와의 ‘ 계’ 속에서 벌어진 문제 고, 한지은 씨가 분노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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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성희롱에 해 상 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 해결될 수 있

는 것이었다. 과제 에서는 여 히 갈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끝을 맺었지

만,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지은 씨는 카페 근무자들 간의 운  회의 

시간에 이 문제를 로 정리하여 발표하 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

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달하기 해서 다.

글을 쓰면 뭔가 정리가 되겠거니 하고 쓴 거였는데 전혀 정리가 되

지 않았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졌고.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화가 더 났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 글이 누군가하고의 관계에 

한 이야기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정리하고 나 혼자 마음을 가다

듬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사람하고 직접 풀었어

야 했지. 글 쓰고 나서도 내 분노가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다음엔 

직접 풀었어요. (한지은)

  한지은 씨의 사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의 부분은 주변 

세계와의 계 속에서 발생하며 여러 가치 들이 복잡하게 얽  있는 난해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쓰기 자체가 만능 해결책이 되어 주는 것은 아

니나, 어도 쓰기가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 상황에는 어떤 이해 계 혹은 가치 의 립이 얽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추후에 문제를 처하는 행동의 방향을 찾

는데 도움이 된다.

3) 소결

  연구참여자들의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은 크게 계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계  차원은 < 쓰기교실>의 안 하고 편안한 분

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  지지와 공감을 얻고, 

나와 타인의 에 비추어 내 경험을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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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  차원은 쓰기 과제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각자 자신

에게 요한 삶의 문제들을 로 쓰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이었다. 

  이 두 차원의 참여 경험은 학습자의 삶을 심에 두고 긴 하게 상호작

용하고 있었다. 하나의 작은 사회문화  공간으로서 < 쓰기교실>은 서로 

다른 삶의 맥락을 지닌 학습자들을 쓰기라는 공통의 활동을 통해 계를 

맺는 장이었다. 학습자 개개인의 삶은 쓰기의 소재 고, 과제 들은 인

터넷 과제 게시 에서 서로에게 공유되었다. , 수업 반에 걸쳐 화와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은 무엇보다 서로의 삶에 심을 갖고 응원하는 태도

를 지니게 되었다. 문장의 구성이나 단락의 배치 등과 같은 쓰기의 기술

을 비평하기 에, 동료 학습자들이 로써 어렵게 꺼내놓은 삶의 이야기

들에 함께 “가슴앓이”를 하고 로를 건네주었다. 이러한 정서  공감 는 

다시  학습자들에게 < 쓰기교실> 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아도 괜찮겠다는 신뢰감과 안 함을 강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서로의 에 해 비평할 때에, 말을 건네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서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비평을 듣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지는 이야기들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

다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 쓰기교실> 안에서 학습자 간에 서로에 한 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서  공감 는 개개인이 쓰기 과제를 해나가는데 하나의 원동

력으로 작동하 다. 삶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고 이를 구체 인 언어로 표

해가는 과정 자체는 학습자 개개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보다 깊이 자신

의 삶의 경험들을 생각해보며 이를 어떻게 궁극 으로 타인에게도 해지

고 읽히는 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는 강사  동료학습자

들의 정서  반응과 피드백이 지속 으로 향을 미쳤다. 한 다른 사람

들이 쓴 을 읽고 비평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을 다듬어

가기도 하 다. 

  한편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를 통해 지나간 경험들

이나 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면면이 따져보고 얽 있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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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을 분해했다가 다시 모아보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만들

어갔다. 경험을 한편의 이야기로 가공해내는 것은 학습자들이 마다 그 

경험에 한 자기 나름의 의미와 이해를 구축하는 활동이었다. 연구참여자

들은 < 쓰기교실>에서 썼던 많은 과제들 에서도 특별히 자기 삶에서 

요한 문제들을 감으로 삼은 과제들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기 삶의 요한 문제란, 어떤 구체 인 사건이나 일화(한지은)뿐

만 아니라, 반 으로 자신이 삶을 하는 태도나 바라보는 (이민혜, 

유강은), 내 삶의 요한 타인과의 계 속에서 반복되어온 갈등(김수 , 

윤미애)을 아우른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몰랐던 자신의 모습에 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재 자

신의 에서 과거의 나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한 망

을 얻기도 하 다.  내 삶 속에 있는 타자들을 인식하고, 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실제 삶에서 조 씩 

행동을 변화시켜가기도 하 다. 그리고 이 과정은 < 쓰기교실> 수업 안

에서 끊임없이 강사와 다른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진되었다. 

  < 쓰기교실>에서 자기 삶의 경험에 해 을 쓰는 활동이 요하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경험이 단지 학습자 개

인의 자기 합리화나 내면 화에서 그치지 않도록 꾸 히 < 쓰기교실>이

라는 공 인 공간 안에서 공유되었다는 이다. 학습자 개개인이 쓰기 

과제를 통해 만든 삶의 이야기는 다시 수업 시간 안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

들과의 계 속에서 재해석되었다. 수업 내 합평 시간이나 인터넷 게시

에서 강사가 제시하는 개별 인 피드백이나 동료들의 댓 은 직간 으로 

학습자 개개인에게 자신이 만든 삶의 이야기들을 타자의 시선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 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습자들은 

< 쓰기교실> 수업 과정 반을 통해 자신에 해, 자기 삶에 해 새로

운 의미들을 주조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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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의 결과  의미

  이상의 < 쓰기교실> 참여  쓰기 활동의 양상의 결과는 무엇일까?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로 써보고 의미를 구축해갔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옹호하고 이해받는 정서  체험을 하 다. 수

업 시간에 함께 서로의 을 읽으면서 각자 구성한 주  의미의 세계를 

공 인 장소에서 공유하고,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 의미를 확장, 재해석해보

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분명 < 쓰기교실> 참여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 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장에

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 쓰기교실>에의 참여 결과와 

그 의미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에서 무엇

을 새로이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 쓰기교실> 참여 이 과 이후로 자신

과 주변 세계에 해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를 심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1) 타자와 소통하는 쓰기 기 의 습득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을 회상하면서 즉각 으로 ‘배

웠다’거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쓰기의 기술이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 참여 경험 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갔다. 이는 문법에 맞춰 쓰기와 같은 기본 인 작문기법부터, 

이해가 잘 되는 과 그 지 않은 을 단하는 감각을 키워가는 일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었다. 

  김수  씨는 < 쓰기교실>에서 강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쓴 들을 

조 씩 발 시켜나갈 수 있었다. 비단 < 쓰기교실>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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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사에게 지속 으로 연락을 취하며 극 으로 

자문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 다. 평소 자신이 즐겨보는 인터넷 신문에 

사진 촬  기행문과 인터뷰 기사를 기고하 는데, 마지막 퇴고의 과정에서 

강사에게 피드백을 부탁하 다. 강사는 김수  씨의 에 문장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더 합한 단어들로 수정해주거나,  체 내용의 흐름이 자

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단락의 배치를 바꾸어 주는 등의 첨삭을 해주

었다. 강사의 피드백을 받은 과 자신이 원래 썼던 을 비교해 보면서 

김수  씨는 독자들에게 더 이해가 잘 되는 이 어떤 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강사의 피드백은 김수  씨가 그 다음 다른 을 쓸 때 단어 선택

이나  체의 기승 결 구조에 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 다.

일순위가 (은별샘의) 코멘트지. 그 정성이 아니었으면 글이 이렇게 

나아졌을까 싶을 정도니까. (<글쓰기교실>) 수업 안 할 때도 그 엄

마 인터뷰하고 그 지리산 산행기는 은별샘이 다 피드백을 해줬거든. 

(중략) 은별샘이 수정도 많이 해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문장이 확 

사는 거야. 뭔가 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싹 바뀌더라고. (중략) 그 

다음부터 문장 선택하는 것도 신경 쓰게 되고, 배열, 배치하는 것도  

신경을, 그 후에 되게 많이 썼지. 그게 사실 제일 컸지. (김수영)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달되는 

‘좋은 ’은 “명확하게” 쓴 이라고 기 을 달리 하게 되었다. 이 까지 

유강은 씨는 “모호하게” 쓴 을 ‘잘 쓴 ’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삶의 태도와도 맞닿는 부분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 앞

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머뭇거리고 주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태도는 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이도 도 아니게 흐려버리는 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 쓰기교실>에서 강사가 수업 시간에 지속 으로 을 구체 으

로 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과제에 한 피드백을 통해 유강은 씨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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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확히 묘사해야 할 지 들을 짚어 에 따라 “명확하게” 쓴다는 것에 

해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에는, 글 쓰고 배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호하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명확하게 한 

부분에 해서 그걸 갖다가 (쓰려면),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어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명확히 내가 아는 거를 

정말 세밀하고 명확하게 다가오도록 써야 한다는 거? 그런 거에 

해서 은별샘한테 정말 많이 배운 거 같고. (유강은)

  한지은 씨 한 < 쓰기교실>에서 쓰기 강의와 합평 시간을 통해 ‘다

른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에 한 감각을 키웠다. 이러한 감각은 < 쓰

기교실> 수업 당시에 바로 용되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 한지은 씨가 

동화 작가가 되기 한 공부를 할 때 상당한 참조 지식으로 기능하 다. 

< 쓰기교실>에서 배운 쓰기의 “기본기”는 동화를 쓰기 한 기  쓰

기 체력으로 작용했다. 한 합평 시간에 함께 읽었던 수많은 과제들은 이

해가 되는 과 아닌 을 구분하는 기 을 세우면서, 한지은 씨가 항상 

독자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을 쓸 수 있게 하 다. 

도움이 됐다고 느낀 건, 기본기. 왜 은별샘이 했던 강의안 있잖아요. 

은별샘 수업은 (중략) 모든 게 그냥 쫙쫙 흡수됐던 거 같애. 바로 적

용시켜서 과제를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염두에 뒀던? 아무튼 그때 

머릿속에 팍팍 들어와 있었고. (중략) 그리고 (합평하면서) 우리 되

게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본 거잖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다는 걸 되게 많이 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글은 안 쓴 거? 그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한지은)

  김수 , 유강은, 한지은 씨는 비교  뚜렷하게 < 쓰기교실>을 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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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에 자신의 생각을 달하는 쓰기에 한 실제 인 기법과 감각

을 익 나갔다고 이야기하 다. 한편 나머지 다른 연구참여자인 이민혜 씨

와 윤미애 씨에게는 쓰기 기술을 배웠다는 것에 다소 소극 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 쓰기교실> 참여 이 에도 개인 으로 꾸 히 을 써왔던 

이민혜 씨는, 쓰기의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측면보다도 < 쓰기교실> 안

에서 자신의 에 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

고 있었다. 

  이민혜 씨에게 쓰기의 기술과 련해서 기억에 남는 강사의 피드백은 

에 서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한두 문단으

로 짧게 쓰던 습 이 하루아침에 완결된 서사를 갖춘 을 쓰는 방식으로 

바 지는 않았다. 하지만 차 < 쓰기교실> 9기 과제 ‘로 ’처럼 서사를 

길게 써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에서, 이민혜 씨가 자신의 생

각을 보다 구체 으로 완결성 있게 드러내는 것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제가 글을 좀 길게 못 쓰는 편이기도 하고. 6, 7기 때 특히. 뭔가 길

게 생각이 죽- 이렇게 서사를 띄지는 못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더 그런 긴 서사를 가진 글들을 보고 싶다는 평도 해

주셨던 거 같은데. 좀… 결과물을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다 자꾸 미완이 되는 것도. (이민혜)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비교  뒤늦게 40  반에 독서와 쓰기에 

을 뜬 윤미애 씨는 < 쓰기교실>의 세 기수를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기수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과제

를 제출할 만큼 성실하게 참여하고 노력했지만, < 쓰기교실>에 참여를 

거듭할수록  더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 게 될 이라는 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 해야 할지 생각이 깊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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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그냥 글의 레벨을 떠나서 일주일에 한 편 쓰는 게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어렵더라고. 그 날짜를 채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자기 검열, 자기 성찰인 글쓰기니까. 그

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

을 하게 되니까. (윤미애)

 

  이 보다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윤미애 씨의 말 속에서, 쓰기에 한 

고민의 층 가 바 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 쓰기교실>에 처음 참

여할 때는 독자에 한 고려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로 쓰는데 을 맞

추었다면, 이제 세 번째 참여하는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야기가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윤미애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으로 객 화하여 읽기 시작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 할 것인지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윤미애 씨

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에 한 감각을 터득했다고 단된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에서 일차 으로 을 읽게 될 독

자를 염두에 두고 을 쓰는 기술을 익 나갔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

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소화시켜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과

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마다 자신의 쓰기 기술에 나름의 변화를 감지

하 고, 이는 다시  < 쓰기교실>에 반복 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 다. 쓰기가 단기간의 교육 과정으로 획득되고 완성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에서, 지속 으로 쓰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필

요성을 느 기 때문이었다. 

2) 쓰기가 발한  읽기의 변화

  쓰기는 단지 을 쓰는 행 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설령 단순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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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로 떠오르지 않는다. 끊임없이 개인이 자기 내면과, 주변 환경과 상호작

용하면서 자기만의 쓰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가능하

다. 요컨  쓰기는 주체가 지속 으로 다양한 환경과 타인들을 경험하면

서 쓰기의 재료들을 모으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실 으로 한 인간이 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한정되

어 있는데, 이때 가장 쉽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는 다름 아닌 책이

다. < 쓰기교실>은 교재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다른 삶의 맥락에 속하고, 그로부터 자기 경험을 이끌어내 

을 쓰게 하 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읽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단지 ‘어떻게 을 읽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다른 텍스트

로부터 내 생각을 이끌어낼 것인가?’의 자기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질문으

로까지 발 하 다. 연구참여자 김수  씨와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의 

수업 방식으로부터  읽는 방식이 변화한 표 인 경우다.

  김수  씨에게 < 쓰기교실>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을 쓰는 일련의 

차는 그 자체로 새로운 학습방식을 익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 에서도 

김수  씨는 책 읽는 방법의 변화를 손꼽았다. < 쓰기교실>을 통해서 김

수  씨는 무엇보다 책을 “공들여” 읽게 되었다. 여기서 김수  씨가 말하

는 “공들여” 읽기란, 책의 어떤 문장이 자신에게 와 닿는지 발췌하고 왜 

그 문장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달할 수 있을 만큼, 

텍스트와 자기 삶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이를 두

고 김수  씨는 과거에 책을 “재미”의 상으로 향유하고 소비해오기만 했

던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글쓰기 수업 들으면서 책 읽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왜냐면 우리

도 발췌도 했었잖아. 정말 공들여서 책 읽어버릇 하고. 그 후에도 그 

습관을 좀 많이 배웠고. 그러다보니까 뭘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김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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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들여” 읽기는 김수  씨가 일상에서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를 

주의 깊게 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기억하는 문장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

어졌다. 특히 김수  씨의 일상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사진촬  작

업에 있어서, 촬  당시 느 던 감정이나 앞뒤 정황 등을 세 하게 기록하

기 시작했다. 사진이 쌓여가는 만큼 이 축 되면서 김수  씨는 자신이 

어떤 느낌의 사진을 주로 어왔고 앞으로 어떤 사진을 을 것인지를 

악할 수 있었다. 김수  씨에게  읽기의 변화는 사진이라는  다른 매

체로 주변 세계를 읽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책 읽는 습관 고치고, 글 쓰고 나서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다보니까, 

사진 찍어 놓고 략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써놔야 내가 조

금 안심이 되지. 혹시라도 이 느낌 잊어버릴까봐. 요즘에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 한 장, 그때 사진 중에 하나 정도 올려

놓고 시를 한편 써 놓고 하거든. 그거에 맞는 분위기로 갈려고. (중

략) (얼마 전에) 황지우의 소나무인가? 아, ‘소나무에 한 예배’라는 

시를 읽고 되게 좋아가지고 사진 찍으러 세 번 가는 동안 다른 작업 

하면서 소나무만 막 찾아본 적이 있거든. 그 (시의) 느낌을 찍고 싶

어가지고. (김수영)

  한편 유강은 씨는 < 쓰기교실> 수업 차를 따라가면서 하나의 텍스트

에 해서 진 으로 생각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 다. 먼  유강

은 씨의 경험에 비추어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을 쓴다. 그리고 수

업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에서 책을 읽었는지,  책 내용으로부

터 어떤 경험을 이끌어 내어 을 썼는지 이야기 나 다. 수업이 끝난 이

후에는 온라인 게시 에 게재된 다른 사람들의 을 마  읽어보고 코멘트

를 달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되새김질해 보았다. 는 자신이 

썼던 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덧 어 한 번 더 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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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다. 이처럼 하나의 텍스트에 해서도 유강은 씨가 여러 차례 달리 

생각해볼 수 있었던 까닭은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 화”

에 있었다. 나와 다른 삶의 맥락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강

은 씨는 다양한 들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성장시켜갈 수 있었다. 

쓰기는 유강은 씨가 여러 생각과 정보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고 가공

해내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었으면 그거에 해서 자

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다가 나의 경험과 

덧붙여서 뭔가 정리된 생각을 써야 하니까. 한 단계를 더 나가고, 내 

스스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리를 하고, 글 쓴 거로 끝나는 게 아

니라 사람들하고 화하고, 남이 쓴 걸 보고 한 번 더 또 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쓰여져 있는 다른 사람

들 글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함께 얘기했었던 거 생각하면서 

내 글을 수정하고. 굉장히 여러 단계의 그런 한 텍스트를 가지고 많

은 걸 했었던 거 같아요. (유강은)

  이 까지 유강은 씨의  읽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했던 것은 ‘

자의 생각’이었다. 텍스트에 해 유강은 씨 나름의 해석이 떠올라도 가

 자의 생각에 맞추기 해 노력하 다. 이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습

득되고 강화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학에서 국문학을 공한 유강은 씨는 

학부시  교수의 강의를 통해 달되는 지식들을 그 로 흡수했다. 이 에

는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이기에 극 으로 습득하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그 지식들을 “진리”로 간주하고 암기하기에 

바빴다.  교수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진짜 내 의견”을 이야기해 볼 시

간이 거의 없었다는 도 한몫했다. 학교교육과정은 유강은 씨의 생각을 

성장시키기보다, 교수가 강의하는 자의 생각과 텍스트에 한 권  있는 

해석들을 내면화하게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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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문과였으니까 이제 학 때, 과목에 해 시험을 볼 때 (중

략) 결국 답을 쓸 때 내 의견을 첨가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제 (배

웠던 거) 정리하는데 바빴던 거 같아요. 그게 이제 큰 막, 되게 진리

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틀 안에서만 있었던 거 같고 거기서 벗어

날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나에 한 자신감도 좀 적었던 것 같

고. 나에 한 자신감이 뭐 내 스스로에 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했었던 것에 한 자신감.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틀리

는지. (유강은)

  앞서 이야기한 < 쓰기교실>의 수업 방식을 경험하면서 유강은 씨에게 

어떤 텍스트에 속하더라도 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책을 주 으로 

읽기 해 노력하고, 자신의 해석을 로 써보고, 그에 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 자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멋지고 새로운 

생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조지 오웰의『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오히려 30  초반 독

신자가 더 살기 어렵다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아

마 전체적으로 책을 쫙 읽고서 거기서 뭘 써야 할지에 관련해서 헤

매다 결국은 못썼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가장 마음에 

닿는 부분이 그 부분이래서, 그때 마침 남편 후배 중에 그렇게 막 

30 인데 독신자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 이야기랑 바로 엮어가지고 

썼거든요. 잘 쓴 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로. (중략) 이제 거

기서(읽은 책에서) 확 하나를 끌어다가 더 큰 얘기를 엮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는 거죠. (유강은)

  정리하자면, < 쓰기교실>에서 자기 삶을 읽고 써 본 경험은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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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읽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텍스트로서 

해석해보고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텍스트들에 해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의 재미와 요성을 깨달았다. 이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를 연결하여 읽으면서, 자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로부터 어떻게 “내 ”을 생산할 것인지를 고민하 다. 이처

럼 쓰기 행 와  읽기 행 는 서로를 발하는 계기로 작동하며 하나

의 순환 고리를 이룬다(이재기, 2012).

3) 자기 삶을 포용하기

  < 쓰기교실>은 자기 삶의 경험에 해 을 쓰고 나 는 것을 핵심 활

동으로 한다. 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로 쓰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던 학

습자들은 참여를 거듭하는 동안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정서  지지와 공감

 속에서 때로는 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의 상처들을 털어놓기도 하

고, 일상에서 소소하게 갈등하는 문제들에 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때

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 시 로 

돌아가고 싶은 아련함과 그리움에 젖어들기도 한다. 

  이처럼 < 쓰기교실>에서 자신의 지난 삶의 경험을 회상하고 언어화하

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갔다. 이 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고 말하고 싶지 않았

던 모습들에 해서도 그 한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아가 일부 연구참여자는 이 까지 부정 으로 규정해

왔던 자신의 모습을 정 인 의미로 재해석해내기도 하 다. 

  김수  씨의 유년 시 의 한쪽은 서러움으로 젖어있었다. 시골에서 자라

며 남자 형제들로부터, 그런 남자형제들을 끔 이 아끼는 할머니로부터 딸

이라는 이유로, 못 생겼다는 이유로 구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다

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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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에서 유년 시 과 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김수  씨는  입을 다물

곤 했었다. “시골 출신”인 것부터 말하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김수  씨는 < 쓰기교실>에서 자신의 유년 시 에 해 

을 쓸 때면 서럽고 그리운 감정에 흠뻑 젖어들곤 했다. 가끔씩 을 쓰

다 멈추고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유년시 의 기억들을 그리워하기도 했

다. 유년시 을 향한 그립고 서  감정을 담뿍 담아 을 쓰고 나면, 김

수  씨는 새삼 자신에게 유년의 기억이 얼마나 소 한 것이었던가를 깨달

았다. 이 에는 잠깐씩 유년 시 을 회상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 쓰기

교실>에서 을 쓰면서는 그 기억을 재에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 이처럼 정서 으로 압도되는 경험은 

김수  씨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나에 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로 써보고 다른 사

람 앞에서 읽어보면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이 이야기될 때의 해방감과 편

안함을 느 다. 

시골 사람이고 촌사람인거 싫어했는데 글 그렇게 쓰고 나서는 그걸 

즐기더라고(웃음). 나 원래 태생이 촌것이라고. 그 자체를 즐기고 있

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시골출신인 거에 해서 옛날에는 굳이 

막 그런 생활에 한 이야기 안 했거든. 남들이 이야기해도 입 다물

고 안 했어. 나는 그런 시골 사람은 아닌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편

해져가지고 더 해. 글 쓰고 나서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어. 그

래서 더 그리워 하나봐. 그냥 더 막 드러내고. 촌사람이라고 더 드러

내고. (김수영)

   김수  씨는 < 쓰기교실>에서 자기 자신에 해 을 써본 경험이  

쓰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큰 공부” 다고 평가했다. 먼  자신의 이

야기들을 써보지 않았더라면, 인터넷신문에 다른 사람을 인터뷰한 을 기

고하거나 자신의 사진 촬 과 련된 이야기들을 쓸 용기를 내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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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하 다. 쓰기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로 써

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비평을 견디는 힘을 길러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을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글은 잘 안 가르쳐주고 

맨날 내 이야기만 쓰라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밑바탕이 있어

야 내가 개인집에서 글을 쓰더라도, 또 남의 인터뷰를 하더라도, (○

○신문에 기고했던) 심마니 인터뷰처럼, 그런 것도 사실 내가 내 글

을 써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글을 쓸 용기나 냈을까 싶더라고. (<글

쓰기교실>에서) 글만 쓴 거 같은데,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도,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큰 공부였던 거 같애. (김수영)

  유강은 씨 한 < 쓰기교실> 4, 5, 6기를 연달아 참여하면서 이 까지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었던 모습에 해서도 담담히 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유강은 씨는 자신이 지 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바로 옮기기보다, 항상 머뭇거리고 주 하기만 했던 태도를 가치 

없다고 평가했었다. 행동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늘 고민만 하는 자신

이 용기 없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 쓰기교실>의 강사의 코멘트

로부터 머뭇거리는 태도가 어떤 행동으로 탄생하기 바로 직 의 비 자세

라는 새로운 해석을 해볼 수 있었다.  자기 삶의 경험을 로 쓰는 연습

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

을 깨달았다. 이 까지 “ 질하고 못난” 자신의 부정 인 모습들은 로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는 < 쓰기교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강화

될 수 있었다.

그 모호함에 해서, 내가 모호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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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에 레비6)처럼 갔으면 레비처럼 똑똑하게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 

같아요. (중략) 나는 (레비처럼 똑똑하게 행동할) 자신 없는데, 만약

에 (그럼에도) 내가 나치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그렇게 찌질하고 못났었고 그랬던 거에 해서 명확하게 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살아남기는 했지만 너무 찌질했기 때

문에 그거는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글쓰기교실> 이후에는 

그런 찌질함 같은 것도 그냥 담담하게 쓰면 쓰는 거고. 그렇게 바뀐 

거 같아요. (유강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지니게 된 유강은 씨는 더 나아가 장차 쓰기를 

통해 세상에 자신만의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게 되었다. 음

악, 미술, 춤 등으로 인간이 자신을 표 할 수 있는 언어는 다양하지만, 유

강은 씨는 쓰기를 통해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싶었다. 지 까지 계속 

심을 가져온 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꾸 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만의 언

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에서 다. < 쓰기교실> 6기 참여를 

끝으로, 유강은 씨는 40 에 어들어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느림의 가치

에 해 본인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다.

  한편 이민혜 씨는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블로그나 홈페이

지에 썼던 들을 다시 읽어보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되짚어보

았다. 이민혜 씨에게는 과거에 쓴 들이 경험의 조각과 같았고 그것들을 

재료삼아 다시 재의 에서 을 작성하 다. 이 과정에서 이민혜 씨

는 그 경험이 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때 이 생각

들을 왜 썼을까?’, ‘지  < 쓰기교실>에서 이 경험을 다시 써 보면 어떻

게 될까?’, ‘지  이 생각들( )은 어떤 의미지?’ 이처럼 이민혜 씨가 던진 

일련의 질문들은 과거에 자신이 만든 의미들을 ‘지 의 나’의 상황과 생각

에 비추어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6) 유강은씨가 쓰기교실 4기 때 읽었던 책, 리모 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돌베개, 

2007)』를 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작가 리모 비가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

용소에서 보냈던 10개월간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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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과제가 있었고, 과제를 통해서 계속 내가 예전에 스스로 했

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분

명 있었고. 그게 뭐 글이 됐었던 것도 있고, 내가 과제를 제출했던 

것도 있고, 다시 더 심하게 부스러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수업을 통해서 한 번 훅 해서, 이런 이런 생각들. 이건 왜 썼을까. 

그걸 쓰려고 했던 내 그때의 마음보다는, 그때 그 마음으로 써서 파

생된 글 부스러기들을 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민혜)

  이는 다시 이민혜 씨가 ‘나는 구인가’라는 존재론  질문으로 확장되

고, 재의 맥락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한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발 된다. 스스로를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람으로 느끼는 이민혜 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나’에 한 학습을 발시키는 요한 자

극이었다. 쓰기는 그 질문에 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완성된 

을 통해서 이민혜 씨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정의내릴 수 있었다. 타인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고 이민혜 씨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에 한 고유한 의미를 구축한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어쨌든 생각도 정리되고, 어떤 거기에 한 자신의 

관점도 분명해지는 지점이 생기고. (중략)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불

분명한 부분이 있고 모호한 것처럼 스스로도 느껴지고 남들도 느꼈

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넌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얘기도 듣

고,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난 뭘 하는 사람이지? 늘 약간의 경계 같

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 (중략) 그게 되게 스스로 우유부단하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우유부단하다기 보다는 내가 그냥 그 자리

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글로 정리했을 때 (나를) 한 번 

더 슥 읽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읽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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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글쓰기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민혜)

  한지은 씨는 < 쓰기교실>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해 썼던 경험에 

하여, 자기 자신을 객 화하여 바라보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 자신을 용

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에 의미를 두었다. 한지은 씨에게 경험을 객

화하는 작업이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한지은 씨가 자신의 경험에 매우 착되어 있어서, 모든 문제와 잘못의 원

인을 상 방에게 돌리는 단계다. 그 다음 한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도 돌아

보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잘못에 해 혹독하게 질책하

기만 한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한지은 씨는 자신이 그 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었다. 한지은 

씨는 자신과 상 방 모두의 행동에 한 나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다는 에서 이를 자기합리화 기제와 구분하 다. 

그 전에는 너무 어떤 일하고 밀착되어 있어서 나는 무조건 옳은 거

야. 난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무조건 상 방 잘못이고. 나는 항상 피

해자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글을 쓰면서는 그런 걸 돌아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부분을 돌아보니까 힘든 거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까지 보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이전에 내가 남 탓이라고 돌

렸던 것과 다르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해

서 안다는 것. 자기합리화의 기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게 되는 

거. (한지은)

  < 쓰기교실>에 참여하기 이 에 한지은 씨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 방에게 모조리 잘못을 돌리거나,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멈추었다. 때문에 종종 한지은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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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 방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극단 으로 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쓰기교실>의 자  쓰기 과제들

은 한지은 씨에게 자신의 삶을 객 으로 바라보고 문제의 잘잘못을 다양

한 측면에서 따져보도록 만들었다. < 쓰기교실> 4기와 5기를 거치면서 

한지은 씨는 차 다른 삶의 역에서도 자신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되는

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쓰기 경험은 한지은 씨의 삶의 변에서 계속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 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 쓰기교실> 참여 경험의 결과  의미에 해 살펴보았

다.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새롭게 배우고 변

화했다고 느 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참여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한 쓰기의 기 를 익혔다. 여기서 

은 쓰기의 기술보다 그러한 쓰기의 기술을 익히는 목 과 의미에 변

화가 생겼다는 이다. < 쓰기교실> 참여 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한 기록과 표 에 골몰해 있었다. 그러나 < 쓰기교실>에 참여

를 거듭하면서 차 로써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 는 데 의미를 부여하

게 되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차 독자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 

어떻게 읽힐 것인지를 고려하며 을 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

람들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은 매우 요한 역할을 했다. 강사와 동료학습

자의 피드백은 연구참여자들의 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호

하게 느껴지는지를 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쓰기 방식의 변화는  읽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 쓰

기교실>의 수업방식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  텍스트를 “공들여” 읽게 하

고,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텍스트를 연결해 읽게 하 다. 이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은 자의 생각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해

석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는 궁극 으로 학습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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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하는 텍스트로부터 ‘내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단

가 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쓰기와  읽기 학습의 변화와 더불어 자기 자

신과 삶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로써 삶을 나 는 과정을 통해, 특히 자기 안에 감추어두

었던 “ 질하고 못난”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다. < 쓰기교실> 

반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내 이야

기를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 으나, 차 동료 학습자들로

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정 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조

씩 개방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다른 학습자들과의 정서  공감  안에

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 으로 표 해보면서 이 까

지 어렴풋하게는 알았지만 사실 잘 몰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로이 인

식하 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면서, 그로부터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내가 아닌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

게 되었다. 

  타자와의 소통을 한 쓰기의 기 ,  읽기 방식의 변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용하는 힘의 성장은 서로 독립 인 역의 학습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목 을 향해 기여하는 총체 인 활동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쓰기의 기술은 연구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구

체 이고 명확하게 다듬어가는데 기여하며, 변화된  읽기 방식은 연구참

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쓸 것인가에 있어서 그 재료를 풍성하게 

해 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기술로 가공할 재료가 없으면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쓰기와  읽기는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삶으로

부터 많은 의미들을 길어 올리고 새롭게 주조하는데 향을 미친다. 그리

고 그 의미들은 다시  연구참여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자기 자신의 삶

을 이 보다 더 풍성하게 가꾸는 힘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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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언

  인간은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되어간다. 그리고 교육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끌개 역할을 담당한다. 평생교육 맥락에서 < 쓰기교실>에 참여한 성인들

이 경험한 바와 그로부터 변화된 쓰기   읽기 학습의 양상이나, 삶

의 의미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학습의 과정이자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개된 평생학습의 개념에 비추었을 때, 이러한 주

장을 개할 수 있는 토 는 아직 미약하다. 

  학교교육에 한 안티테제로 처음 등장한 평생교육은 인간의 학습을 요

람부터 무덤까지의 수직  차원과 가정, 학교, 일터 등의  사회  역을 

아우르는 수평  차원을 통합한 것을 평생학습 개념으로 주장해왔다(김종

서 외, 2009; 한숭희, 2011 참고). 교육과 학습이 학령기라는 특정 연령 와 

학교라는 특정한 사회  기 의 범주에서만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을 지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동시에 ‘평생교육’과 ‘교육’의 개념

이 다르지 않다는 비 을 피해가지 못했다(김종서 외, 2009 참고). 지 까

지의 평생학습 개념에 비추어보면, < 쓰기교실>은 학교교육이 아니라는 

에서 평생교육 로그램에 해당하고, 성인들의 < 쓰기교실> 참여 경험

은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서의 평생학습에 다름이 아니다. 이

게 평생 학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과 학습의 계에 한 이해가 

아니라, 교육 기 과 교육 상에 한 제도  구분으로 인간의 학습활동

을 규정하는 것이 된다(김동진·강 , 2013).

  따라서 삶과 학습의 계, 즉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시 

학습을 통해 삶을 성장시키는지에 한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하다. 지 까

지 삶으로부터의 학습에 한 논의는 경험 학습의 이론  토양 에서, 학

습을 매우 개인 인 과정으로 다룸으로써 사회문화  맥락이 지식과 개인

의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해 간과하 다(Field, 2012). 최근  학습의 개념

을 사회문화 으로 이해하고 근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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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2012)는 학습을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내 인 변화(성향, 가

치  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 경제 인 주체로서의 정체성의 이행 경

험으로까지 확장하여 탐색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Lindeman(1926)이 

인생의 목 은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며 학습은 이에 기여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라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쓰기 교육과 

삶, 학습의 계를 다음의 세 가지 지 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쓰기 교육 참여 경험이 평생학습 경험인가를 근하는 데는 교육의 소재가 

학습자의 삶인가를 가지고 근할 수 있다. 둘째, 학습 과정과 결과는 개인

의 인지  산물이 아닌, 다른 동료들과의 계 속에서 생산되는 합작품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쓰기 교육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학습 경험이 

다시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길러 내리라는 망이다.  

1.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삶

  쓰기 교육 로그램 참여 경험이 평생학습 경험으로 읽힐 수 있는 새

로운 코드는 교육의 소재가 학습자의 삶이었는지의 여부이다. 평생학습 개

념을 평생의 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평생’은 끊임

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하며 성장시켜야 할 무엇이다(김동진·강 , 

2013). 따라서 쓰기 교육에 있어서 쓰기 이론이나 기술보다도 학습자 

개개인의 삶을 교육의 바탕으로 삼을 때, 평생학습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 쓰기교실>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연구 질문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 쓰기교실> 참여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 다. 먼  교육 

로그램으로서의 < 쓰기교실>은 명시 으로는 ‘ 쓰기’를 가르치는 곳이

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참여 학습자들의 ‘삶’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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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쓰기교실> 강사는 을 쓰기의 출발 을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응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삼았다. 이

를 해 학습자들에게 주차별로 지정된 교재 도서를 극 으로 자기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읽기를 요구하 고, 쓰기 과제를 할 때도 구체

인 삶의 사건들로부터 감을 찾도록 주문하 다. 강사는 쓰기와 련된 

철학  인식론이나 지식 체계로부터 쓰기의 의미와 필요를 정당화하기보

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삶에서 나는 왜 쓰는지, 무엇을 해 쓰는지, 

쓰기를 통해 무얼 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해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을 맞추었다. 

  이처럼 쓰기를 매개로 삶에 한 탐색과 의미 만들기를 구하는 <

쓰기교실> 안에서 학습자들은 쓰기의 기술을 익히기에 앞서, 무심결에 

흘려보냈던 자기 삶의 경험들을 인식하고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은 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탐색하고 로 써보았다. 군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일화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다른 군가는 근래에 일상에서 

반복 으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하 다. 

쓰기 과제를 통해 경험을 면면이 따져보고 추상 으로 뭉뚱그려진 생각

과 감정을 명확한 언어로 써내려가는 동안 학습자들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

을 바라고 어디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재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싶은지 등

에 해 인식해갔다. , 내 삶에 계된 다른 사람들에 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요한 쓰

기 경험과 그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 다. 흥미롭게도 연구참여자들은 

쓰기의 기술  차원에서 평가할 때 ‘잘 쓴 ’을 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

다. 그보다  속에 담긴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왜 요한지, 삶의 어떤 

부분을 되돌아보게 하 는지에 따라 의미 있는 쓰기 경험으로 의미를 두

고 있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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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요했던 쓰기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정 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기 삶의 이

야기를 직  로 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로써 자기 목소리를 내

는 것에 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 

  

2.  나와 다른 사람들의 합작품으로서의 쓰기 

  < 쓰기교실>은 참여 학습자들의 삶을 교육의 소재로 삼았다. 그 안에

서 학습자들은 자기 삶 속에서 감을 찾아보고 그 경험을 명확한 언어로 

옮기면서, 이 까지 불분명하고 모호했던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경험의 의미들을 새롭게 구축해갔다. 이러한 과정은 언뜻 보기에 개인

이 고도의 인지 활동을 통해 홀로 성취해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연구

자는 < 쓰기교실>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이

들의 쓰기 경험이 오직 개인 내부의 순수한 인지 활동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강사  동료 학습자들과의 끝없는 상호작용과 두터운 

정서  유 계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쓰기교실>에서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온 학습자들과의 만남은 학습

의 거름이 되었다. 직업도, 연령도, 삶의 맥락도 다른 사람들이 쓰기라

는 공동의 심사를 가지고 계를 시작하 다. 경쟁이나 이해 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학습자들은 그만큼 < 쓰기교실>을 안 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여겼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솔한 삶

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두터운 정서  유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작동하 다.

  < 쓰기교실>에 참여하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해주고 힘이 되

어주려는 두터운 계는 학습자 개개인이 쓰기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지지  역할을 해주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자기 삶의 경험들을 

되짚어보고 그에 얽힌 생각들과 감정을 로 조리 있게 풀어내는 과정은 

낯설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때때로 지난 경험 속에서 자신의 부정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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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모습들을 마주할 때면 고통스러웠고, 로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합평 시간에 다른 학습

자들 앞에서 과제를 발표해 보는 용기를 내었을 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다

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정서  지지를 받는 정 인 경험을 할 수 있었

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단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을 읽으면

서도 함께 물짓고 “가슴앓이”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로들은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에 더 

강한 애착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다음번 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솔직하

게 개방하려는 동기를 강화하 다.

  한편 < 쓰기교실>의 수업은 강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끊

임없는 화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타자의 시각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삶의 의미를 보다 다양한 

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 

안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책에 해, 서로의 에 해 이야기를 나 는 과

정에서 타인의 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다르게 이해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 다.  역으로 자신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과정에

서 이 까지 막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가치 이나 생각들을 분명하게 인

식하게 된 경험에 해서도 이야기하 다. 이처럼 다른 학습자들과의 계 

속에서 형성된 삶의 가치 이나 생각은 다시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경

험을 로 쓰는 과정에 반 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쓰기는 단순히 학습자가 을 쓰는 행 만으로도, 개인의 고유

한 사유 과정만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복합 인 경험이다. < 쓰기교실> 

참여 학습자들의 쓰기 경험과 그 의미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동료 학

습자들과의 합작품과 같았다. 연구참여자 김수  씨의 “내가 썼지만 내 

이 아니”7)라는 표 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형성된 쓰기 경

험과 삶의 의미는 학습자 개인의 것이 아닌 수많은 타자들의 합작품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7) 김수  2차 인터뷰(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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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학습이 길러내는 성인학습자의 삶

  평생학습 개념에서 ‘학습’의 에서 ‘평생’을 바라본다면, ‘평생’은 ‘학

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김동진·강 , 2013). 학습자들의 삶

을 교육의 소재로 삼은 쓰기 교육 로그램은 그 안에서 학습자들이 

쓰기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주조해가도록 구한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 쓰기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어

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  연구참여자들은 < 쓰기교실>에 참여하면서 단어 선택과 문장의 

구성, 단락의 배치 등 실제 인 쓰기의 기술을 익혔다. 단순히 쓰기의 

기술과 형식만을 익혔다면 그것만으로는 삶을 성장시키는 학습이라 보기 

어렵겠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그 배움의 의미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과의 소

통’에서 찾았다는 에서 학습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었다. < 쓰기교실> 

참여 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로 표 할 것인가에 

주력하 을 뿐, 왜 을 써야 하는지, 궁극 으로 그 이 구에게 읽힐 

것이며 어떤 향력을 발휘할지에 한 고민은 부족하 다. 하지만 차 

< 쓰기교실>에 참여를 거듭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로써 삶을 나 며 

어떻게 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읽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취미활동

역 등에서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을 쓰기 한 노력으로 연장되었다. 

  다음으로 < 쓰기교실>의 수업 방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읽기 학

습에서 변화를 경험하 다. 이 까지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텍스트를 할 

때, 표면 인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려 가거나, 자가 규정한 텍스트의 의

미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 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극 으로 텍스트

를 독해하고 그로부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양분들을 거

두지는 못하 다. 그러나 < 쓰기교실>에서 하나의 텍스트에 해서도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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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차 일상에서 다른 을 읽을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에 와 닿는 단어와 문장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옮겨 는

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화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

을 표 하기도 하 다.  무엇보다 텍스트 자의 생각을 악하고 따라

가기 해 노력하기 보다는, 독자인 연구참여자 개인의 해석과 느낌을 생

산하는데 더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

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 쓰기교실> 참여 경험 반에 걸쳐 연구참여자들이 자신

의 삶에 한 포용력을 키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

한 두 변화보다 더 직 으로 쓰기 학습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성장

시켜갈 수 있는 망을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 까지 

부끄러웠고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있는 그 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애매하고 모호한 부

분에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둘 수 있었다. 새로운 평생학습 에서 

쓰기 학습과 삶의 계는 쓰기를 통해 평생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꾸

어간다는 의미에 다름이 아니었다.

4. 제언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에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째, 이 연구는 < 쓰기교실>에 참여한 여성학습자만을 상으로 수행되었

다는 에서 남성 학습자의 쓰기 경험과 그 의미에 해 탐색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닌다. < 쓰기교실> 안에서 여성학습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긴 하나, 기수별로 두 세 명의 남성학습자들이 있었다. 남성학습자들이 

< 쓰기교실>에서 경험하고 의미를 만들어간 바는 여성학습자들과  다

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학습자들의 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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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참여 경험에 한 탐색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을 탐색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로부터 어떤 학습 경험을 조직

해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 쓰기교실> 안에서 쓴 들이 면담에 한 보

조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지혜(2011)에 따르면 질  연

구에서 쓰기로 얻어진 텍스트 자료는 독특한 치를 차지한다. 이는 면

담과 같이 연구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얻어낸 자료가 아닌, 자연발생

인 자료이다. 이 까지 텍스트 자료들은 이 연구에서와 같이 면담에 

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텍스트 자체만을 분석하여 학습

자의 사회  맥락을 해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 한 이 연

구에 인용된  외에, 연구참여자들의 다른 들을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생애 맥락에 한 이해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자  쓰기

와 련된 후속 연구들에서는 보다 연구참여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의 의미

들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 까지 학의 자  쓰기 교육에 한 논의가 학의 역할

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쓰기 교육 로그램 개발에 맞춰져 있었다면, 향

후 연구들에서는 학습자의 삶에 심을 둔 쓰기 교육에 한 고민이 필

요하다. 한 재 선행 연구들은 학 쓰기 교육 로그램 개발에 있어

서 각각의 수업 요소나 교수법을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체계들이나 쓰기 

이론 체계로부터 그 정당성을 이끌어내고 있을 뿐, 실제로 교육 장면에서 

그 활동들이 어떻게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한 주목

은 부족하 다. 를 들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 입장

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학습자들은 다른 동료학습자들과 어떤 계를 

맺었는가? 그 계는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을 진하는데 어떤 향을 

미쳤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해보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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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이 연구는 자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의 학습경험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 으로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자  

쓰기 로그램  하나인 인문학연구공동체A의 < 쓰기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

행하는 서울 학교 사범 학 교육학과 소속의 신다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자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의 학습 경험

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 쓰기교실>에 참여했던 약 8명(최 )이 참여할 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 참여자에게 기 되는 것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계된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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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된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질문을 심으로 1

시간 30분-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인터뷰에 편안하게 답변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인터뷰 내용의 기록에 당하지 않은 장소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에게 한 장소를 제안할 것입니다. 면 면 인터뷰 외에 연구자는 화 

혹은 이메일로 추가 보완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자 섭

외  면 면 인터뷰 과정에서 사 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녹음될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신원을 악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가명 처리

될 것입니다. 화와 이메일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도 참여자의 신원을 

악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가명처리되어 연구에 활용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참여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참여를 단하지는 않지만 녹음을 

단하길 원하는 경우나 답하기 원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자에게 말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단할 경우 

녹음 일 등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해서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

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입니다. 참여자가 참여를 단하되 그동안 수집된 자

료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통해 그 내용을 명

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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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이 연구는 묻고 답하는 과정만을 포함하는 면 연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 험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나 답하기 힘든 

경우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자  쓰기 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의 의미들을 새롭게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 성인교육 장에서 성인들의 삶의 다양성과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시사 을  

수 있습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신다 , 강  교수입니다. 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

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 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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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

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

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__신 다 ___________    화번호: 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강  ___________    화번호: _____________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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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 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인터뷰 내용이 녹음을 통해 연구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리인 성명(참여자와 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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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 인터뷰 질문 가이드라인

1. 쓰기를 배우고 싶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2. < 쓰기교실>에 어떤 기 를 갖고 참여하셨나요? 

3. 어떤 방법이나 기 으로 자  쓰기 주제를 선택하셨나요?

4. 자  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주제와 가장 즐거웠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각각의 주제에 해서 쓸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

셨나요?

5. < 쓰기교실>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6. 자  쓰기를 하실 때, 과거의 경험이 이 과 조  다르게 느껴지고 

해석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생각이나 가치 , 에서 경

험을 다르게 해석하셨나요?

7. 다양한 삶의 경험들에 해 을 쓰셨을 텐데, 그를 통해 자신을 어떻

게 이해하게 되었나요? 그 이해는 < 쓰기교실>에 참여하기 이 의 자

신에 한 평가와 어떤 유사 , 차이 이 있나요?

8. < 쓰기교실>과 그곳에서 썼던 들이 지 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향을 미치고 있나요? 

9. 자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나

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 배움을 통해 삶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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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erience of Adult 

Women participated in 

Autobiographical Writing 

Program

Shin, Da Young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writing experience of adult women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autobiographical writing education program 

and meaning of writing experience, with perspective of learning from 

life, learning for life.

  In field of lifelong learning eduction, most previous researchers, on 

autobiographical writing, have discussed autobiographical writing as 

critical reflection on life. In those researches, autobiographical writing 

was interpreted as a learning activity which helps to solve 

psychological crisis of problems, because the writing provides a chances 

to objectivity observe, analyze and evaluate experience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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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se researches end up in interpreting autobiographical 

writing as internal cognitive activity and tool for rational thinking. To 

better our understanding on learning experience of autobiographical 

writing, it is necessary to expend our discussion to other aspects such 

as the influence of interaction with others on writing experience or how 

learning can differently support a growth of life besides problem 

solving. 

  For this, cases of adult women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Writing 

Class>, which was run by humanities research community A in Seoul, 

were analyzed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riting Class> and how are learners’ 

contexts of life?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writing experience 

given by learners participated in <Writing Class>? Third, how learning 

experience of <Writing Class> operates in the life of research 

participants? To solve these questions, qualitative research, which 

applied life history approach, was conducted. Five adult women learners, 

who repeatedly participated in <Writing Class> more than two times, 

were interviewed and their autobiographical writings were analyzed. 

  <Writing Class> regards writing as art of life and thus requests 

learners to write about their own life experience. Also, the class 

provided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mselves in other’s point of view 

by enhancing their writings for criticism. Meanwhile,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have been interested in text reading, 

and desire to record their life and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writings. These were connected to the necessity of writing education 

program and influenced them to participated in <Writing Class>.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 in <Writing Class> was consist of 

two dimensions which are relational and individual. In rel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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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in safe and comfortable circumstance of <Writing Class>, 

learners were able to gain emotional support and empathy from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interpret their experience in others’ point of 

view. Individuatl dimension was consist of experience where each 

research participants could construct their meaning of life while writing 

about significant experience of their life. At this moment, experience of 

relational dimension became crucial to learners in respect of offering 

background for creation of meaning of life in various point of view by 

sharing writings as well as providing motivation for writing. 

  Experience in <Writing Class> was learning experience that cultivate 

life of research participants in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research 

participants have learn art of writing to communicate with others. After 

completion of <Writing Class>, research participants tried to use words 

and sentences which can be communicated better to readers instead of 

writing for their self-satisfaction in daily life. Secondly, when reading 

texts, research participants became to actively interpret in relation with 

their self-experience. Before taking <Writing Class>, research 

participants tend to focus on grasping outlines and author’s thoughts 

instead of thinking about texts, but after class the participants knew 

the joy of forming their own knowledge and meaning for text which 

they access. Third, research participants became embrace themselves 

and their life. With support of peer learners from the class, participants 

could give new positive meanings to pieces of their life which they 

were ashamed of. Moreover, they even gain inner strength to accept 

and open ugly parts of life as itself in front of others. 

  The case of <Writing Class> and its participants shows possibilties 

of writing education as developing force of learner’s life. This suggests 

that for education materials each learners’ lif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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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theory or skills of writing. Also it shows that the meaning 

of life, which was generated through participation in writing education 

program, should be understood as collaborative work made through 

interactions and emotional relatedness, and not as result of individuals’ 

internal cognitive activity. Last, meanings which was created through 

learner’s writing, operated as learning experience, which developed 

future life, by expanding capacity to accept self and others. Like this, it 

is expected that exploration, on process of making meanings with own 

life as writing material, can be a key to understand aspect of becoming 

different beings through learning.

Keywords: autobiographical writing, reflection, lifelong learning,  

learners’ interaction, emotional relationship,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Student Number: 2013-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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