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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목표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이 과
목에서 국어 텍스트의 분석 및 작문 이론의 학습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독해
와 작문 능력을 기르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글읽기와 글쓰기의 기초 이론을 익힌다.
둘째, 수강생의 글쓰기 실습과 담당 교수의 첨삭 및 대면 지도를 통하여 정확

한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셋째, 기말보고서를 준비․완성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글읽기 및 글쓰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 한자 어휘 능력을 증진시킨다. 

교    재 서울대학교 교양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14.
<글쓰기의 기초> 계열별 워크북 (e-TL 자료실 탑재)   

과    제 글쓰기 실습 과제 및 수강반별 별도 과제

성적산출방법

* 성적 산출방식 : 실습 및 과제(25) + 수업참여도(20) + 발표 (10) 
                 + 기말보고서(10) + 기말고사(30) + 워크북 한자어(5)
- 과제와 발표는 성실성과 정확성, 창의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수업참여도는 출석, 수업 준비, 토론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말고사는 학기말에 수강생 전체 공통 시험(30점 만점)으로 치른다.
- 워크북에 제시된 한자어는 각자 연습하여 제출한다.
- 모든 강좌는 상대평가로 처리한다. 
 (단 1학년과 타 학년이 섞여 있는 경우 구별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실습수업과
첨삭 지도

학생들이 수행한 글쓰기 과제와 실습에 대해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개별 
대면 첨삭, 대표 첨삭, 조별 첨삭 등 다양한 방식의 첨삭 지도가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들은 담당 교수 및 강의조교와의 면담을 통해 개인 편차를 고려한 개
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주 주제 강의 및 실습 내용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성격과 강의의 구성 성적산출 방법 강의내용 설명 

글쓰기 실습 자기소개서 쓰기 및 발표 

글쓰기의 과정 학술적 글쓰기의 뜻 논문 작성의 과정  

글쓰기의 과정 주제 잡기 개요 짜기  

글쓰기의 과정 문장 및 문단의 구성 

글쓰기의 과정 자료의 정리와 활용  

글쓰기의 과정 이해와 요약  

글쓰기의 윤리 인용법인용 주석 참고문헌 작성

글쓰기 실습 요약 및 인용하기  

글쓰기의 상담 요약 및 인용하기 첨삭 지도 

글쓰기의 방법 
발표지도 

정의하기 소논문 주제 선정 토론 및 점검

글쓰기의 방법 분류하기와 비교하기  

글쓰기의 방법 서사하기와 묘사하기 

글쓰기의 방법 논증하기주장과 설득

글쓰기 실습 정의문 비교문 논증문 중 선택하여 글쓰기 

발표지도 소논문 개요 확정 및 상호 토론 

글쓰기 상담 정의문 비교문 논증문 첨삭 지도

글쓰기 상담  정의문 비교문 논증문 첨삭 지도  

글쓰기의 실제 보고와 제안 

글쓰기의 실제 감상과 비평 

발표지도 소논문 발표 관련 토의 및 준비  

글쓰기 실습 보고문 혹은 제안서 쓰기서평 영화평 쓰기

글쓰기 상담 보고문 혹은 제안서 서평 영화평 첨삭 지도

글쓰기 상담 보고문 혹은 제안서 서평 영화평 첨삭 지도

발표와 토론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발표와 토론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종합토론 

기말고사 학기말 종합시험 월 일 토요일 장소 추후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