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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은 장황한 배경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한다. 

 

본 연구자는 2009 년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어 지체장애 1 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사지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학업을 진행하고 

연구를 하기에 여러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중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글쓰기였다. 물론 그 중 물리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 부분 즉 

컴퓨터 자판을 눌러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글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요즘에 글쓰기를 살펴 보았다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어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달되는 즉 디지털미디어의 시대에서는 

재조합(Remix)의 창작이라는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고 글쓰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디지털 미디어 속의 전자 텍스트는 해체 되고 다시 

조합되어 새로운 글을 만들고 이것은 또 공유 되어 다시 해체 되고 

조합 되어 재탄생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살펴 보았던 것이 글의 특성이었다. 그 중 학술적인 

글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다. 모든 글은 그 특성에 따라 글의 

흐름을 가지고 일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학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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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는 글쓴이의 주장(Argument)을 논증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펴본 글쓰기의 두 가지 특성을 통해 연구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은 학술적인 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의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글의 재료들을 모아 

그 구조의 구성적 요소들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글의 형태를 띄울 

것이며 각 요소가 갖는 글에서의 역할적 특성을 파악해 정열 하면 

그것이 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글 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글의 구조를 

만드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 해야 했고 또 일정한 글의 

모델이 주어졌을 때 글의 재료들을 채워 넣어 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했다. 

 

학술적 글쓰기에 요소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알아보기 위한 예비 

실험(Pilot Test) 과정에서 연구 가설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사람들은 글을 요소를 나누고 태그를 붙일 때 

글의 구성적 요소로서 구분을 하지 않고 내용적 요소로서 구분 하여 

태그를 붙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사람들마다에 글의 형태에 

대한 멘탈 모델이 달라 한가지의 모형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을 대체로 

어려워하며 모형을 이해하는 러닝커브(Learning Curve)의 존재를 확인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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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의 인사이트를 통해 본 연구는 좀 더 원론적인 글쓰기를 

살펴 보게 되었다. 글쓰기는 어렵다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이론적 

글쓰기 절차와 실제 사람들의 글쓰기 절차에서 사람들은 글의 

계획단계를 쉽게 넘어가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글쓰기의 

계획단계를 보다 자연스럽게 지원하여 구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하여 사람들이 글의 재료가 되는 글감을 어떻게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 그 행태를 파악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데이터로 얻기 위해 사고 구술법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여 

그 의미를 분석 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의 첫 단계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관련된 

글감을 수집 하게 하였다. 수집된 글감을 글을 쓰기 위해 분류 하게 

하고 분류된 글감을 바탕으로 글의 개요가 될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글감의 ‘분류모형’과 글의 ‘구조모형’을 

얻었으며 사고 구술 법과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하여 모형들의 특성에 

따라 코딩 하고 유목화 하여 모형별로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가지 

모형의 유형들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 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쓰기 도구의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여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행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글쓰기 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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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제언하여 단순히 현상을 분석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재조합의 글쓰기라는 현상적 

특성에 아날로그적인 글쓰기의 인지 과정을 접목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 융합적인 의의를 더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재조합의 글쓰기, 글감 분류모형, 글의 구조모형, 글쓰기 도구 

학  번 : 2012-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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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1 절 연구 배경 

 

본 연구는 글쓰기에 관한 연구로 장애를 가진 연구자의 불편함을 

해결 하기 위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가설과 목적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 어떻게 본 연구로까지 

전개되었는지 그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상황과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연구자의 

어려운 연구 상황에 대해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연구의 

시작과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의도로 시작 하는 

연구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시작한다. 

 

1. 연구자에 대한 이해 

 

본 연구자는 2009 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을 다치게 되어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SCI C51)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는 

목의 손상된 부분 아래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제한을 받게 되는 

1 C5는 척추의 가장 윗부분인 목뼈, ‘경추’의 5번째 뼈에 외상이 가해져 

뼈 속의 중추신경인 척수에 손상이 가해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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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2를 의미한다. [1] 사지마비라고는 하지만 손상된 목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해 진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양팔에 약간의 

근력이 있어 제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손(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물건을 잡거나 들어 올릴 수 없고 펜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은 할 수 없다. 다행히 오른손의 기능은 그나마 

왼손보다는 자연스럽고 비록 손가락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손의 모양이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양이어서 그 상태로 마우스 대신 터치 

패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그림 1>과 같이 새끼손가락의 

접힌 부분으로 키보드를 눌러 느리지만 타이핑을 할 수 있다. 

 

 

<그림 1> 키보드를 사용하는 손의 모습 

 

학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노트 정리, 메모, 논문 등과 같은 글을 쓰는 

일이었다. 한 손으로 천천히 컴퓨터 자판을 눌러 가며 글을 써내는 

일은 간단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이며, 느린 작업의 속도가 결국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며 방해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방식을 

2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증세가 발생하여 양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네이버 지식백과] 

2 

                                                      



개선하여 연구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동기를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연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글쓰기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글쓰기의 관행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한 사람만의 문제를 벗어나 글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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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누구나 학업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과제 리포트나 논문과 같은 

‘글’을 쓰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 참고서, 수업노트, 메모 등 

글의 재료들을 모아 재조합 하여 글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워드프로세서’라는 선형적인 글쓰기 도구의 도움을 받으며, 

글의 재료를 채워 넣고 조합하는 반복되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선형적 글쓰기 도구의 방식은 지금의 글쓰기 관행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요즘의 글쓰기가 

갖는 특징적 모습과 학술적 글쓰기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배경과 가설을 도출 했다. 

 

연구 초기 단계의 배경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전자 글쓰기는 모듈화된 글의 재료를 

활용하는 재조합의 글쓰기 

 선형적인 글쓰기를 도와주는 글쓰기 도구는 기능적으로 

재조합의 글쓰기를 지원 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학술적 글쓰기는 논증의 구조를 가지며 구조의 필요 요소들이 

채워지는 반복과정을 거치며 강한 주장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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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기 단계의 가설 

 학술적인 글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모형을 찾아 

모형의 구성적 요소들을 밝히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의 

재료가 되는 글감들을 모아 그 구조의 요소들을 채움으로 강한 

주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2] [3] 

 글의 요소들을 논리의 흐름에 맞게 배열 하면 글의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초기 단계를 진행하던 중 위에서 언급한 가정에 대해 두 가지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글의 요소를 나눌 때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구분 하지 

않고 글감의 내용에 따라 요소들을 구분 하였다. 

 

 글의 모형에 글감을 채워 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모형이 자신들의 머릿속 모형과 차이를 보일 경우 

주어진 모형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기존 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오류로 연구의 방향을 일부 수정 

하게 되었다. 재조합의 글 쓰기는 여전히 유효한 글쓰기 현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선은 글쓰기의 근본적인 모습을 좀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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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밝힌 두 가지의 오류를 떠나 예비 실험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글쓰기에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글쓰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하여도 양질의 자료가 넘쳐 나고 글쓰기 도구들은 더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왜 여전히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글의 구조를 탄탄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교육 과정에는 엄연히 글쓰기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쓰기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글쓰기 절차와 현실에서의 그리고 글쓰기 도구가 지원하는 글쓰기 

절차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계 

이론적 글쓰기 절차 주제선정  자료수집  계획세우기  개요작성  쓰기 

실제 글쓰기 절차 주제선정  쓰기 

도구가 지원하는 절차 쓰기 

<표 1> 상황별 글쓰기 절차의 차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적 글쓰기의 절차는 <표 1>에서 보이는 

5 가지 단계를 거쳐 작성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글쓰기는 주제가 결정 되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물론 거치지 

않고 넘어간 과정들은 ‘쓰기’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이며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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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하지만 글쓰기의 계획단계를 거치지 않아 글의 목표와 

주제를 좁히지 못한 채 글을 시작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방향을 잡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 글의 구조도 탄탄 하지 

못할뿐더러 한쪽으로 편중된 글을 쓰기 쉽고, 쓰는 과정에서 구조를 

조정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반복되는 과정을 더 많이 되풀이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글쓰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글쓰기 

도구는 전체 과정을 지원 해 주지 못하고 단지 문자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쓰기’ 절차만을 지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요즘의 글쓰기는 

재조합의 구조화 글쓰기라 할 수 있으나 도구는 여전히 선형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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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위와 같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견된 현상을 보충 하여 본 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환경의 변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글쓰기의 환경적 특성 

 글쓰기의 자료적인 측면에서 정보들은 모듈화 되었고, 

접근성과 편집의 용이성이 향상 되었다. 

 글쓰기의 관행은 선형적인 글쓰기에서 자료들을 재조합 하는 

구조화 글쓰기로 바뀌었다. (Remix Culture) 

 글쓰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도구는 여전히 

선형적인 글쓰기를 지원하는 편집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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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순 

 교육에서 배우는 이론적 글쓰기의 절차와 실제 사람들의 

글쓰기 절차 또 글쓰기 도구가 지원하는 글쓰기 절차에는 

차이가 존재 한다. 

 

연구 목적 

 이론적 글쓰기의 절차와 실제의 글쓰기 절차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줄이고 재조합의 글쓰기라는 현상이 반영된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모색해 본다. 

 발견 된 글쓰기 방법을 반영하여 글쓰기 절차를 닮은 도구의 

디자인 콘셉트를 제언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글쓰기의 계획단계를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글쓰기 

계획단계는 재조합의 글쓰기가 시작 되는 곳이기도 하다. 글의 

재료들을 모으고 이를 조합하여 글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쓰기의 계획단계를 관찰하고 분석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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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제 1 절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창작 

 

지금은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온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란 무엇을 말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디지털 미디어’란 디지털화된 정보 콘텐츠(Contents)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하며, 그 예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전자책, 심지어는 웹 페이지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간단 하게 얘기 하자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는 모든 활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5]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의미는 쉽게 분리되고 편집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환경의 장점인 접근성, 연결성 등이 가능하도록 만든 ‘해체’, 

‘공유’, ‘수정’, 그리고 다시 ‘합침’의 과정을 거치는 창작물의 재탄생, 즉 

재조합의 창작(Remix Culture)라고 할 수 있다. [6] 재조합의 

창작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를 보자. 

 

 Photoshop, Movie Maker  

이미지나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등의 편집을 도와 새로운 이미지,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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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Mixer 

클럽 DJ 들이 음악의 부분을 잘라 섞고 효과음을 넣는 등 새로운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도록 도와 주는 장치 

 Photosynth 

인터넷(Flickr)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벤트, 사물에 대한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드는 서비스 

 Wikipedia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어 있는 

웹 서비스 

 

위 예시들은 재조합의 창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들이다. “자유 문화(Free Culture”(2005)에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ng)은 디즈니의 창작 사례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7] 

 

디즈니는 이런 그림 동화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즈니는 그림 동화의 

등장인물들과 전제적인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밝게 만들었다. 

그는 공포와 위험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지는 않고 일부를 남겨두면서 

어두운 이야기를 우스운 이야기로 바꾸었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에 순수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집어넣었다.  

(중략) 

디즈니는 주위에 존재하는 문화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떼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특출한 재능과 섞은 다음에 그 혼합물을 

자기 자신의 문화상품 속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는 바로 ‘떼어내고, 

섞고, 구워라(Rip, mix, and bum,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스 

(iTunes)라는 인터넷 음악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내세웠던 광고 

카피옮긴이)’ 의 과정이다. 

(중략) 

이것은 우리 주위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그것을 

뭔가 새로운 다른 것으로 만드는 표현의 한 형식이자 재능이다. 

11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창작물들은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기존의 것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빌려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나 인터넷 

기사는 어떠한가? 이들은 디지털화된 텍스트의 글쓰기로 이들 역시 

재조합 된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깁기 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되는 과정에서 편집과 공유로 

재사용, 재창작 되고 있다. 케빈 켈리(Kevin Kelly)는 “Scan This 

Book”(200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8] 

 

책 속의 단어들이 서로 인용하고 움켜지고 분석되고 재조합 되며 

다른 의미로 짜여 이제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높은 수준에 

연결성을 갖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창작의 가치는 개인적으로 창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반면, 어떤 작업의 가치는 공유할수록 

증가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따로 

분리하여 말할 수 없는 무한의 정보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글쓰기에 있어서 인터넷은 글쓰기의 시작과 끝까지 개입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크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더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OECD 

Broadband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년 6 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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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 명당 가입자 103.8 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9] 인터넷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비단 인프라 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이다. 2009 년 

아이폰의 국내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었다. 구글코리아의 2013 년 '한국 모바일 

소비자의 이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3%로 2 년 전의 27%에 비해 3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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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쓰기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글에는 

그 목적과 형식에 따라 또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글의 종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논증적인 글, 즉 학술적 글이다. 여기서 ‘학술적 글’이란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타당한 근거들과 함께 

제시하는 글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논설문’, ‘학술 논문’, ‘평론’ 

등을 말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학 강의에서 과제로 제시되곤 

하는 ‘보고서’를 ‘학술적 글’로서 다루려고 한다. [11] 보고서의 

주제들을 예로 들자면, ‘무인 자동차의 실효성’, ‘공유경제의 전망’ 등을 

말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염두에 

두고 글쓰기에 관련된 다음의 개념들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1. 글쓰기 인지 절차 

 

<1 장>의 연구배경을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글쓰기의 이론적 

절차와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이 거치는 글쓰기 절차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글쓰기의 인지 절차를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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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lower 와 Hayes 의 글쓰기 인지 모델 

 

<그림 3>은 Flower 와 Hayes 가 제시한 의미 구성 과정을 보여주는 

글쓰기의 인지 모델이다. 핵심 부분은 ‘쓰기 과정’으로 ‘계획하기’, 

‘작성하기’, ‘제고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쓰기 부분은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행위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주요한 사고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쓰기 과정의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자. [12] 

 

 ‘계획하기’는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를 모으고, 그것을 

조직하며, 글의 목적과 절차를 결정하는 사고 활동을 말한다. 

 ‘작성하기’는 계획하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로 

표현해내는 본격적인 ‘쓰기’의 과정이다. 

 ‘재고하기’ 과정은 지금까지 만들어낸 내용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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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글쓰기의 인지 과정 중 계획하기에 집중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론적인 글쓰기와 실제의 글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역시 계획하기 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하기 과정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보여주는 재조합의 글쓰기라는 현상을 반영하는 

단계 이기도 하다. 글쓰기를 계획하기란 글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 

조직화 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모듈화된 글의 재료들이 재조합 

되는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Flower 와 Hayes 는 ‘계획하기’ 단계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의 재료를 모으고, 이를 조직하여 글의 목적과 절차를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이다. 

 쓰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작용하며 계획의 결과가 반드시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림 4> Kellogg 의 글쓰기 인지 모형 

 

Kellogg(1996)는 글쓰기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 처리 체계를 합한 

글쓰기 모형을 <그림 4>과 같이 ‘형성’, ‘실행’, 그리고 ‘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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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제시 하는 형성하기 단계, 즉 글을 계획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13] 

 

 글을 쓰기 위한 목표 정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등을 포함 

한다.  

 계획하기의 사고 과정의 결과를 언어로서 표현하는 과정이 

쉬워지도록 명제적 표상의 형태를 취하거나 요지, 이미지, 감정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번역하기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하고 조직해 놓은 아이디어를 

문어적으로 번역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글쓰기의 계획단계의 특성에 따라 계획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글쓰기의 목표 설정이 되지 않고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들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쓰기단계에서 계획단계를 반복적으로 

오가게 된다. 

 

 

2.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 

 

활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청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청소를 하는 것과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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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 복잡한 사고의 과정이 요구되는 글쓰기의 경우를 

보기에 앞서 글쓰기 도구에 관한 다음 말을 참고해 보자. 

 

글을 쓰는 사람은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문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법, 그리고 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함으로 글쓰기 테크놀로지는 글쓰기 개념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어떤 글쓰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14] 

 

글쓰기를 지원하는 도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글을 쓰는 방식은 

달라지며 그로 인하여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글을 쓸 때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글을 쓸 때는 같은 주제의 글을 쓴다고 하여도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글을 쓰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 

 

도구는 도구 자체가 의도하는 작업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이끌거나 혹은 오도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쓰기 도구인 

워드프로세스는 문자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기능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글쓰기의 준비 절차인 계획단계를 건너뛰고 

‘쓰기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우리를 유인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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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인터렉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생각 즉 멘탈 모델(Mental Model)을 배려한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인터렉션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편한, 알기 쉬운, 쾌적한, 편안한 도구 및 

시스템을 만들자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5]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글쓰기 절차를 제언하고 이를 실용적인 

대안으로써 제시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지원하는 도구에도 절차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사람들의 멘탈모델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3. 글감 관리를 위한 카드 활용 

 

글쓰기를 위한 글감 관리를 위해 카드를 활용하게 된 것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글의 구조에 따른 요소에 적합한 정보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그 정보들이 하나의 메모나 인덱스카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글의 재료가 되는 글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글감 카드’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논문 잘 쓰는 방법”(2006)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활용한 방법을 말 하였다. 카드들은 

그 용도에 따라 독서카드, 테마별 카드, 저자별 카드, 인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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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카드 등으로 세분하여 만들어 논문을 쓰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 

관리 한다고 하며 카드의 숫자, 종류, 활용 방법은 어떤 논문, 즉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16] 이러한 카드들은 계속적인 반복 

작업을 통하여 정교화 되며, 그 숫자와 관계들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에는 글쓰기의 계획단계만을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여 

수집되는 카드의 수가 적기 때문에 글감 관리를 위한 카드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하게 한가지로 진행 하고 에코가 말한 것처럼 글에 따라 그 종류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종류를 지정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인덱스 카드는 적은 양의 개별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쓰기 혹은 정보 관리의 도구 중 하나이다.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 3은 평생 연구를 하는 동안 인덱스 

카드를 활용하여 정보를 관리 하며, 수집 된 그의 카드들을 일컬어 

제 2 의 기억(secondary memory) 또는 독서 기억(reading 

memory)이라고 했다. 루만의 카드 관리 방법(Card System)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카드는 독립적이며 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고, 따라서 

하이퍼텍스트와 인터넷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 인덱스 카드와 

루만의 카드 시스템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험 방법인 카드를 

3  독일의 사회학자이다. 사회학을 사회의 체계이론으로서 재구성할 것을 

지향하고 방법으로서의 기능주의를 철저화하여, 사회질서의 존립을 

시스템 형성에 의해 환경세계의 복잡성을 흡수하는 자기 준거 시스템의 

선택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기능-구조적 이론을 제창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회학적  설명』1~3(1970~81), 『사회의  시스템』

(1984)등의 저서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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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글감 관리와 글쓰기의 접근 방법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자 

글쓰기의 특성인 재조합의 글쓰기를 적절히 반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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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탄탄한 구조를 가진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이론적 글쓰기 절차와 실제 사람들의 글쓰기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간과하며 쉽게 넘어가버리는 글쓰기의 

계획단계를 보다 자연스럽고 매끄럽게(Seamless) 지원하여 구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관찰하고자 한다.  

 

<제 2 장 2 절 1>의 글쓰기 인지 절차에서 보았듯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계획단계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계획의 단계에서는 글의 

재료를 모으고, 이를 조직하여 글의 목적과 절차를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생각을 종이로 옮기기 이전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1. 글의 재료 모으기 

글의 내용이 될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 

 

2. 글의 재료 조직하기 

수집된 글의 재료를 조직(organize), 분류(categorize)하는 단계 

 

3. 글의 목적 설정하기 

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글의 전체 구조(structure)를 만드는 

단계 

 

위와 같은 계획단계를 관찰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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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모형(Categorized Model of Information) 

글의 글감이 되는 정보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혹은 쓰려는 

글의 주제에 맞추어 정리하거나 분류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 

 

 구조모형(Structured Model of Writing)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 글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틀을 잡아 놓은 것으로 글의 개요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계획하기 단계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이 과정의 결과물이 꼭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를 언어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3] 바로 계획단계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그렇지 않은 경우 언어적으로 해석해 

내기가 쉽지 않아 글을 본격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의 단계로 

돌아가고 글의 목적과 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글을 쓴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글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반복의 

빈도와 수정하는 내용의 정도가 줄어들며,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더 

탄탄해 진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가 시각적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면 이를 언어적으로 해석해 내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의 방식을 닮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글쓰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쓰기 계획단계의 3 가지 절차와 비언어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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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글쓰기 계획단계를 관찰 하는 과정에서 글의 재료가 되는 글감의 

‘분류모형’과 글의 기본 틀을 만드는 ‘구조모형’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각 모형들의 유형을 

유목화 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분류와 구조의 모형간에는 유사성, 차이점과 같은 일정한 관계가 

존재 할 것인가? 

 

연구문제 4.  

모듈화된 글감을 시각화하여 ‘분류모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제 글쓰기로 연장되어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1, 2, 3>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 벌어지는 글쓰기 계획단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문제 4>는 

<연구문제 1, 2, 3>에서 밝혀진 것들이 실제 글쓰기에 어떻게 적용 되어 

글쓰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여 글쓰기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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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방법 

 

사람들은 글을 쓰기 전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계획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하게 된다. 이 같은 단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면 글의 구조는 체계화되고 글을 쓰는 작업은 한결 쉬워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관찰하여 글 

쓰는 작업을 도우려 한다. 하지만 글쓰기의 계획단계가 시각화 

되어있는 작업이 아니고 머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 글을 쓰는지 그들의 멘탈 모델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확인하고자 했다. 

 

<제 3 장>에서 살펴본 <연구문제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글감 

카드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시각적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 중에서 얻을 수 있었다. 

카드 단위로 글감을 모아 이를 활용하여 글을 구조화 해나간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한 실험 참여자는 이러한 방법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마치 문제 풀이처럼 주어진 템플릿 안에 넣다 보니 뭔가 구조화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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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감 카드를 활용하면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을 도출 해내고 

모형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문제 4>의 경우 

사람들이 위와 같은 시각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하였다. 

 

실험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글감을 낱개의 카드에 적어 

관리 하도록 하고 수집된 카드들을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1. 글쓰기를 위한 글의 재료 수집과 글감 카드 만들기 

2. 글감 카드를 활용한 글감 관리 및 분류 하기 

3. 분류 된 글감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 만들기 

 

인지과학에서는 인지과정 모델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실험을 통하지 않은 이론적 탐색의 방법 

 실험을 통한 사고 구술법의 활용 

 

우선, 이론적 탐색에 의한 방법은 기존의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나 비판 등을 수렴하여 실험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발전된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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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되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글쓰기 

절차가 아닌 글에 대한 적절한 기존의 멘탈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실험 

방법에서 배제 하였다. (박찬흥 2011) 

 

사고 구술법(Think Aloud Technique)은 실험 참여자들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고 행위를 모두 말로 

표현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뒤 그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해서 사고 

과정을 추론해 가는 것을 말한다. 작문 과정을 탐구한 연구로는 <2 장 

2 절 1>에서 언급한 바 있는 Flower & Hayes(1980)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고 구술법은 사람이 생각의 과정과 그 이면의 의미들을 

언어로서 표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찬흥은 ”작문 인지 과정 모형의 변모 

양상(Brain & Learning)”에서 사고 구술법의 단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선 복잡한 사고 과정이 언어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들 수 있다 [18]. 우선 피험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높은 수준의 인지적 부담을 요구할 경우,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상적으로 구술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자가 아닌 시각적인 

정보를 떠올려야 할 경우 그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험 

참여자가 이미 자동화시켜 버린 인지 과정이라면 사고 구술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말로써 사고의 과정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반구조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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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정보를 말로써 표현할 때 그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실험의 과정이 시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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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실험은 크게 1) 실험 참여자 모집, 2) 과제 수행, 그리고 3) 실험과 

인터뷰 진행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 되었다. 각 단계별 세부 

사항은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실험 절차 

 

표집은 본 연구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온라인 학생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구글폼을 통해 간단한 

설문을 작성함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0 명의 학생 중 인문계와 이공계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15 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다른 

배경적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 비율만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실험에 참여했었던 9 명의 참여자들의 배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글쓰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자들의 전공과 그들이 선택한 주제가 글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본 실험에서는 전공만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실험이 진행되던 중 4 명의 학생이 포기 하여 총 

11 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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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전공 
정기적으로 

쓰는 글 

글쓰기 빈도 

(주기별1~2회)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WE01 M H 블로그, 논문 주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2 F H4 일기 주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3 M H SNS 일 글쓰기 도구가 불편해서 

WE04 F E1 - - 글을 쓸일이 없어서 

WE05 M E1 - 주*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6 F H2 일기 주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7 M E2 SNS 월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8 F H4 - 주* 자료를 배치하여 

구성하기 힘들어서 

WE09 M E4 일기 주 글을 쓸일이 없어서 

WE10 F E4 - - 글을 쓸일이 없어서 

WE11 M H2 - 주* 생각이 귀찮아서 

비고 

H(humanity) – 인문 사회 분야 전공 

E(engineering) – 이공계 분야 전공 

* 정기적으로 쓰는 글이 없음에도 글쓰기 빈도가 있는 참여자들은 
비정기적으로 써야 하는 글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함 

<표 2> 실험 참여자 정보 

 

1. 글감 수집과 글감 카드 만들기 

 

실험에 첫 번째 단계인 글쓰기를 위한 글감 수집 단계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글감을 수집 하도록 하였다. 글감 수집은 

참여자 본인이 평소 생활하는 환경에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 하고 글감의 단위는 문서, 웹 페이지, 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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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출처 전체를 글감으로 수집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용할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문단 단위로 수집 하도록 하였다. 

 

 

<그림 6> 빈 카드 양식과 글감 카드 예시 

 

글감을 카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제에 관련된 적당한 정보를 

찾게 되면 미리 제공된 파워포인트의 양식에 맞추어 하나의 글감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복사 + 붙여 넣기(Copy + Paste)’하여 저장하도록 

하였고 총 20~30 장의 글감 카드를 만들도록 하였다. 각 카드의 제목은 

실험 참여자 본인의 말로 글감의 정보 내용을 요약하여 제목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두 차례 예비 실험을 통하여 실험 참여자들이 

본인의 말로 제목을 요약하여 서술형으로 붙인 경우 그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기억해 낸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파일들은 글감을 분류하고 글의 구조 

만드는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자에게 전송되었다. 각 

실험 참여자별 파일들은 A4 용지 한 장당 6 장의 슬라이드(각 

슬라이드가 한 장의 카드임)로 출력하여 시각적으로 글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카드로 실험에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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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감을 분류하고 글의 구조 만들기 

 

글감 카드를 활용한 글감 ‘분류모형’과 글의 ‘구조모형’ 만들기 

단계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연구문제 1, 2, 3>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의 사고 

과정에서 글감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여 그것을 글로 

구조화 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생각 

과정, 즉 멘탈 모델을 찾기 위해 본 연구자와 실험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카드를 활용한 실험을 반구조화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실험 참여자들이 미리 작성한 글감 

카드들을 활용하여 두 가지 과제를 수행 하면서 사고 구술법을 통해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말로 서술하였다. 

과제가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참여자의 설명과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고 구술법의 불확실성을 보충 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머릿속에 구조화된 글감 정보의 모형 찾기 

수집된 글감들은 글을 쓰기 전 어떠한 형태로든 머릿속에 분류 

되어 있을 것이다. 글감 카드들을 활용하여 글을 쓰기 위하여 

머릿속에 구조화된 정보의 분류 형태를 표현해 보아라. 

 

 글의 목표 설정 단계인 글의 구조 만들기 

글감들이 정리되면 실제 글을 쓰기 전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드를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완성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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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해결과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을 하였고, 두 과제의 

결과물인 글감 정보의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였다. 

 

 

<그림 7> 실험 참여자 W04 의 과제수행 결과 완성된 모델 

(왼쪽: 글감 정보의 분류모형, 오른쪽: 글의 구조모형) 

 

우선, 사고 구술법과 반구조 인터뷰의 음성 녹음을 전사 해야 했고, 

사고 구술법과 반구조 인터뷰의 특성상 모든 실험 참여자들이 동일한 

순서로 과제를 진행하지 않았고 인터뷰의 진행 또한 참여자별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사한 내용을 비교 가능한 동일한 순서로 엑셀의 

워크시트에 정렬 했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과제인 글감의 분류모형 만들기와 

글의 구조 만들기에 대한 결과물은 사진으로 기록 하였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사진 속 결과물들을 PC 로 옮기는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했다.  실험에 앞서 참여자들이 파워포인트로 제출한 글감 카드를 

정렬하여 실험 자들이 완성한 사진 속 모형을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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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참여자 W02 의 글감 분류모형(왼쪽)을  

디지털화한 이미지(오른쪽) 

 

11 명의 실험 참여자들의 사진 기록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거쳐 

21 장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참여자별로 과제를 두 개씩 진행 했기 

때문에 22 장의 이미지를 얻어야 하지만 한 명의 참여자가 글감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을 변경 없이 동일한 구조로 완성하여 1 장의 모형 

이미지만 얻을 수 있었다.  

 

디지털화된 분류모형이나 구조모형의 이미지들은 실험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사고의 시각적 표현이기 때문에 모형의 

이미지만으로는 그 의미를 전부 파악하기가 힘들다. 실험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모형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사한 음성 녹음과 

이미지의 관련된 부분을 매칭하여 모형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코딩 작업을 진행 하였다. 

 

 

<그림 9> 글감 분류모형의 코딩 예시 

실험 참여자 W02(왼쪽), 실험 참여자 W01(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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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유형 의미 

빨강색 태그 모형의 흐름이나 분류의 기준 

파란색 태그 모형의 흐름이나 분류의 동기 

검정색 태그 글의 종류 

빨강색 실선, 화살표 분류의 기준선, 흐름의 방향표시 

<표 3> 모형 이미지 코딩의 색깔별 의미  

 

참여자들이 서술한 말의 단어들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코딩을 진행 하고 전체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비교하여 

유목화 함으로 모형을 단순화하고 유형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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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글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 특징 

 

1. 분류유형과 구조유형 

 

글감이란 글을 쓰기 위하여 주어진 주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얘기한다. 실험 참여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맞춰 글감을 

수집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글감들을 분류 하고 글의 구조로 만들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 글감 ‘분류모형’과 글의 

‘구조모형’이다. 각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각 3 가지씩의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의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1-1. 글감 분류모형의 3 가지 유형 

 

분류코드 대표 이미지 해당 참여자 

G Group 

 

W02, W08, 

W09, W11 

F 

(Flow) 

SF 
Single 

Flow 
 

W05, W10 

MF 
Multi 

Flow 
 

W01, W04, 

W06 

GF 

Group 

& 

Flow  

W03 

R Relation 

 

W07 

<표 4> 글감 분류모형의 3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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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감 분류모형의 3 가지(세분하여 5 가지) 분류 코드와 그에 

대표되는 분류 이미지, 각의 코드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분류코드 <G>에 해당하는 유형은 비슷한 내용의 카드들끼리 그룹을 

지어 모아 놓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흐름 없이 그룹핑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는 일정한 흐름을 갖는 유형으로 세분하여보면 <SF>, <MF>, 

<GF>의 3 개의 세분화 된 유형이 있다. 

 

분류코드 <SF>에 해당하는 유형은 전체적인 카드의 배열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F> 유형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 하며 

기준이 되는 하나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나열하는 보조 흐름이 

공존 하였다. 

 

<GF> 유형은 유사한 내용의 카드들을 그룹핑을 하고 각 

그룹들을 하나의 흐름에 맞춰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 유형을 

단순화 시켜 한 개 그룹을 하나의 카드로 본다면 <SF> 유형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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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R> 유형은 관계도 라고 볼 수 있겠다. 유사한 내용의 

카드들을 모아 그룹핑하고 각 그룹간의 관계에 따라서 배치한 후 그 

관계를 선을 그려 나타내었다. <G> 유형에 그룹간 관계를 더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글감 분류모형에서는 글의 구조 유형과는 다르게 흐름이 없는 <G>, 

<R>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순 그룹핑인 <G> 유형에 

많은 실험 참여자들이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흐름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시작하여 세부적인 요소로 나열 했다고 4 명의 

참가자들이 언급하였다. 

 

1-2. 글의 구조모형의 3 가지 유형 

 

분류코드 대표 이미지 해당 참여자 

SF 

W 

Single Flow 

with Writing 

Order  

W02, W05, 

W08, W11 

R 

Single Flow 

with Resolve 

Order  

W03, W04, 

W07, W10 

MF Multi Flow 

 

W01 

OG Organogram 

 

W06 

<표 5> 글의 구조모형의 3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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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구조모형에 관한 분류코드 3 가지(세분하여 4 가지)와 그에 

해당하는 대표 이미지 그리고 그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을 <표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F> 모형 전체에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는 유형으로 <SF_W>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글의 흐름을, <SF_R>의 경우 상황 

전환이나 문제 해결 과정의 흐름을 따른다. 

 

<MF> 유형은 글감 분포모형의 <MF> 유형과 동일하다. 모형 

전반에 걸쳐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 하며 기준이 되는 하나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을 보조하는 흐름이 공존 하였다. 

 

<OG> 유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며 내용에 따라 세부 사항이 갈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글의 구조모형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일정한 흐름이 발견 되었다. 

이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들이 의도된 순서대로 나란히 놓였을 때 

그걸 글이라고 한다는 [19]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순서, 즉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 방향 흐름인 

<SF_W>와  <SF_R>에 8 명의 실험 참여자가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초기 단계에서 예상 했던 것과 같이 글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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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민(Toulmin) 4의 논증 모형과 같은 논증(Argument)의 형태나 요소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문제 1, 2>에 대한 답인 글쓰기 계획단계에서 글감의 

분류모형과 글의 구조모형을 찾을 수 있었으며, 모형별로 3 가지씩의 

유형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 분류모형과 구조모형 비교 

 

<1-1>과 <1-2>를 통해 각 유형별 특이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의 유형들을 서로 비교한 결과 흐름을 

가지는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모형의 <F>유형들의 

중심 흐름은 좌우, 구조모형의 <SF>, <MF>유형의 중심 흐름은 상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 대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눈에 보기 쉽게끔 위에서 아래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글이 원래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하구요.”-W04-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W05- 

 

4 스티븐 에델스턴 툴민(Stephen Edelston Toulmin, 1922년 3월 25일 – 

2009년 12월 4일) 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 교육자였다. 툴민은 

효과적인 실용적 논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는 후에 

수사학에서 수사학적 논증을 분석하는데 쓰이고 있다. 툴민의 논증 

모델은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수사학과 

커뮤니케이션학, 그리고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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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별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을 비교해본 결과 별다른 연관성이나 

유사함은 찾을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두 모형은 서로 독립된 작업의 

결과라는 것과 같은 모형으로 표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연구문제 3>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한 명의 실험 

참여자에게서는 두 모형을 같은 모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나머지 참여자들과는 동떨어진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2.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험 

참여자 
전공 

주제 

분야 

글의 

종류 
분류모형 구조모형 

W01 H ICT AG MF MF 

W02 H4 SOC AG G SF_W 

W03 H ICT EX GF SF_R 

W04 E1 PRO EX MF SF_R 

W05 E1 SOC AG SF SF_W 

W06 H2 SOC AG MF OG 

W07 E2 SOC AG R SF_R 

W08 H4 SOC AG G SF_W 

W09 E4 ICT AG G SF_R 

W10 E4 SOC AG SF SF_R 

W11 H2 ICT AG G SF_W 

비고 

H(humanity) – 인문 사회 분야 전공 

E(engineering) – 이공계 분야 전공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과학, 기술 관련 주제 

SOC(society) – 사회, 이슈 관련 주제 

PRO(professional) – 전공, 전문 분야 주제 

AG(argument writing) – 의견, 주장이 있는 글 

EX(explanatory writing) – 사건, 사실을 설명하는 글 

<표 6> 실험 참여자 개인별 특성과 모형의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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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할 당시 그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던 참여자들의 전공과 그들이 선택한 글의 주제는 

실제로 글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험 참여자별 구분되는 특징적 

사항과 그들의 유형을 대조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었다. 

하지만 실험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구조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8 명의 

참여자가 직·간접적으로 글쓰기 교육의 영향이라고 답했다는 데서 

글쓰기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제 각각의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의 짝을 갖는 

것은 글이라는 것이 수집 된 글감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장기 

기억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3. 정보 수집 및 관리도구의 필요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글쓰기 도구에 대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참여자는 1 명뿐이었다. 불편함을 직접 얘기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 

참여자 4 명과 보조 도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우회 전략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참여자 5 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하는 보조도구로는 에버노트, 스티키노트, 스마트폰 메모, 그리고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을 연동하여 원하는 자료를 그때 그때 

페이스북으로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글의 재료가 되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실험 참여자들이 있었다. 우회전략을 사용하는 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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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모두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하나의 워드프로세서 파일에 

글감들을 모아 놓고 이를 화면에 나란히 띠우거나 프린트하여 참고 

하며 글을 쓴다고 했다. 

 

“일단 자료를 다 찾아서 워드에 넣은 다음에는 그걸 출력을 해야 

하거든요.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하고, 손으로 

체크를 하죠. 그건 컴퓨터로 보는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게 더 

편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거를 워드에 옮기는데, 손으로 쓸때랑 

워드로 쓸때랑 다르긴 해요. 손으로 쓸때는 잊어버릴 일이 없는데, 

워드로 칠때에는 앞에서 뭘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서 보고 해야 하니깐요.” –W06- 

 

4. 글감 카드의 활용 효과 

 

글감 카드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실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험을 진행하며 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설명을 

하던 중 글감 카드를 제외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글감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논리의 빈 구석과 정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실험 자는 모형을 설명하면서 모형의 구조를 변경 하고 

주제의 방향을 수정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본인이 

가진 글감에 따라 글의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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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글감 카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글을 구체화 해가는 방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글쓰기 도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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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쓰기 도구 디자인 제언 

 

연구결과의 <1 절>에서 사람들이 글을 구조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을 

형상화 할 수 있었으며 각 모형들에 대한 유형을 3 가지씩 볼 수 

있었고 유형별로 나타났던 특징들도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그 

외 실험 참가자들이 언급 했던 유의미한 사항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실험 참여자들의 글쓰기의 영향을 미쳤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쓰기 도구에 대한 디자인을 제언하고자 한다.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람들이 

작업방식을 닮은 도구를 디자인 할 때는, 

 

1. 글감을 수집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글감을 수집할 때는 하나의 글감을 하나의 카드 형태로 

수집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한 글감 수집 시 선택한 정보를 바로 글쓰기 

도구로 저장 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한다. 

• 글감 분류모형의 프리셋(preset)을 제공 할 경우 글의 흐름이나 

관계 와는 별도로 단순 그룹핑 모형을 추가 해야 한다. 

 

2. 글의 구조를 만드는 기능이 필요하다 

• 초기모형(Default Structure)은 하나의 흐름을 갖는 모형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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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구조모형은 실제 글쓰기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옆에 펼쳐 

두고 참고 하며 글을 쓸 수 있도록 일정한 보기 모드를 

지원한다. 

 

3.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은 각각 두 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과정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기능이나 모형으로 통합 하여 사용 할 수 없다. 

 

4. 실제 카드를 옮기는 것과 같이 카드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은 ‘Drag & Drop’으로 하고, 이를 확장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터치 인터페이스에 적용 할 수 있다. 

 

글쓰기 도구의 디자인에 관하여 말하던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두 기기가 활용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데 비해 우리들의 글쓰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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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의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그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여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행태를 파악하여 이론적 

글쓰기와 실제의 글쓰기가 갖는 차이점을 파악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단초를 찾아 그 결과를 새로운 글쓰기 

도구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제언하여 단순히 현상을 분석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모색 

 디지털미디어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재조합의 글쓰기라는 

현상적 특성에 아날로그적인 글쓰기의 인지 과정을 접목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 융합적인 의의를 더할 수 있겠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에 대한 현상적 

특징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글쓰기의 관행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글쓰기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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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어 많이 아쉬워 본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 

거리와 의의를 적어보려 한다. 

 

침체되어 있는 아날로그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를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여 유사연구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스스로도 본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의 글쓰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조합의 글 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전 하다 보면 연구자가 

최초의 갖게 되었던 연구가설인 모형과 그 요소에 글의 재료를 맞추어 

넣음으로써 글이 완성되는 방법이 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반영한 글쓰기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웹앱의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다. (부록 

A 참조)  하지만 프로토타입에 그쳐 글쓰기 도구로서의 유용성은 

확인해 보지 못 하였다. 만약 이 같은 도구를 실제로 제작한다면 

사람들의 실제 글 쓰는 행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전송이 빨라지고 사람들은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글쓰기의 방법이나 형태도 많이 변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글 보다는 이미지와 같은 

형태의 대화가 생겨 나기도 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의 대화를 

보면 많은 경우 이미지(스티커, 이모티콘 등)가 대화를 대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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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웹 페이지에서도 텍스트의 역할은 이미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대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읽기의 플랫폼’이 

변화 되면서 종이 중심의 글쓰기에서 인터넷 중심의 글쓰기(디지털 

플랫폼의 디지털 글쓰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논문이라는 글쓰기는 많은 이미지와(심지어 동영상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인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맷이 종이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논문에서 언급했던 도구의 행동 유도에 관하여 비단 글쓰기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한 이론 적으로 

제시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도구는 그 

절차의 첫 단계로 코딩을 하라고 (글쓰기에서의 타이핑)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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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멘탈 모델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갖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실험 

참여자들의 멘탈 모델의 의미를 사고 구술법과 인터뷰로 보충하여 분석 

하였다고는 하지만 멘탈 모델의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분류모형과 구조모형의 유형을 유목화하고 

일반화 시키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질적 연구로서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의 특성상 한 명에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포함 되었다. 

 

제시된 글쓰기 방법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실험을 진행해 보지 못한 것과 제시한 글쓰기도구의 디자인을 

프로토타입으로라도 시각화 해보지 못하여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접근 방법과 유사한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연구의 근거와 밑바탕이 될 

배경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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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1 장>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는데 있어 연구 초기 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들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몇 단계의 작은 단위로 진행했던 

예비실험에서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간 점검을 위해 발사믹 목업 

(Balsamiq Mockups) 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 하였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글쓰기 

도구로써의 기능과 디자인 콘셉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피드백이 본 연구의 실험 설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로토타입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웹앱 6 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제시된 프로토타입의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5  발사믹 목업은 간단하게 UI(User Interface)를 스케치한 듯이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https://balsamiq.com/) 
6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또는 웹 앱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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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구 초기 단계의 프로토타입 이미지 

 

<그린 9> 

이미지 
프로토타입의 기능 

<a> 
프로토타입의 첫 페이지로 현재 저장되어있는 프로젝트(글의 주제별로 

수집된 글감)를 보여준다. 

<b> 

웹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았으면 컨텍스트 메뉴(마우스 우클릭)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메인 

아이디어에 개수에 따라 나뉘고 수집된 글감은 그 내용에 따라 대략적인 

분류를 하고 원하는 영역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c> 

수집된 카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 준다. 화면 왼 쪽은 카드들을 

글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수집된 카드의 메타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 가운데는 선택된 카드의 제목과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하도록 했다. 

<d> 

글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샘플의 모형이 제공 되고 

사용자들이 본인만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모형의 모양은 수정이 

가능하다. 

공통 

프로토타입의 각 기능들은 타이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글감을 

수집하고 관리 하는데 용이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대부분의 기능은 ‘드래그 

앤 드랍(Drag & Drop)’으로 이루어진다. 

<표 7> 프로토타입의 대표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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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mentioning anything about this study, it is necessity to address 

some background of how this study have started and developed it as it 

is. 

 

In 2009, I have involved into a serious car accident and diagnosed as 

quadriplegic. After few years I have started my master degree and had to 

face many challenges as a quadriplegic stud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was ‘Writing’, especially physically typing letters 

into a computer. So this study has started with the motivation of 

overcoming my problematic situation of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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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ra of Digital Media every information became digitized and 

quickly share and spread through media. In this era many creations are 

made in process of ‘Remix’, and of course writing is one of this remix 

creation. Digital texts are dissolved into chunks of information and 

reorganized to form a new writing. Similar ‘Remix’ (dissolving and 

reorganizing) process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through digital media. 

 

Another focused area of this study was property of academic writing. 

It is academic writing because every student must achieve their level of 

writing skill so that it can be consider as an academic writing. Every 

writing has its own flow and structure depends on its type of writing.  In 

addition to these properties of writing, academic writing has its own 

unique property which is that it forms argument structure. 

 

Initial hypotheses of this study have begun with were made from the 

two properties of writing that has mentioned above. Academic writing 

has certain argument structure which is formed with its structural 

elements. Therefore, if these structural elements are filled with proper 

‘writing ingredients’ than it will make strong argument. Also if they can 

be labeled and found their order in writing, than simply putting those 

elements in the order found could be considered as a writing. 

 

During the pilot test to find academic writing’s structure and elements, 

two fallacies were found. First, when people label the element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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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label them base on its content rather than its structural properties. 

Second, if given academic writing’s structure was different from what 

they had in mind, than they had hard time figuring out the structure. 

 

 

From the insights of the pilot test, the study had to focus on more 

theoretical aspects of writing. Coming from the issue of writing is such a 

hard task to complet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process of how people write and how they were taught in course of 

writing education. They tend to skip the planning stage of writing process. 

To see how people cognitively prepare a writing can be examined by 

checking their mental model of writing, and to get those data and analyze 

‘think-aloud technique’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ere conducted. 

 

First step of the experiment were to set a topic to write and gather 

information about it. Once information were gathered participants were 

asked to categorize thos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opic they have 

chosen. Then base on the categorized information they formed writing 

structure which represent outline of what they are going to write about. 

In the process of doing so, ‘categorized model’ and ‘structured model’ 

were able to extract. After models were analyzed with participants ‘think 

aloud’ and ‘interview’ data, three patterns were found for each models 

and design guide for writing tool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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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eave some regrets by not able to complete initial intention 

which was to resolve researcher’s own problematic situation of writing. 

However it has found gap between actual and ideal writing process, and 

suggest new process of writing to fill the gap. It is not only suggests a 

theoretical solution, but also a practical solution by proposing a guide-

line to design a writing tool. The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convergence study by looking at traditional problem of writing through 

property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Keywords   : remix writing, writing information categorized model, 

writing structure model, wri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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