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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기독교 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합한 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하고 그 효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디지털 쓰기 개념을 활용하 다. 본 연구

가 제안한 “성경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지털 쓰기” 교육 형태는 크게 두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성

경 청취와 묵상이요, 둘째는 미디어 텍스트 창작이다. 첫 활동에는 ‘성경 스토리텔링의 청취와 찰’, ‘탐구와 

묵상’이 포함되며, 두 번째 활동에는 창작을 의미하는 ‘ 용과 실천,’ 공유를 의미하는 ‘공동체 나눔’이 각각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난 후, 본 연구는 다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다양한 

매체 활용과 상호 작용성의 장  활용, 둘째, 스토리텔링의 개인  공동체의 치유  효과 활용, 셋째, 쓰

기와 기독교 교육(신학)의 역 모두의 문성 확보,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와 쓰기 역 모두의 문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쓰기로의 확장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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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riting education paradigm appropriate for the 

ideology and ideal persons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to show the effective application plan. 

For this, this study utilizes the ideas of digital writing in the concept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e paradigm of “the digital writing education using bible storytelling”consists of two activities. 

The first one is ‘bible listening and observation,’ and the second one is ‘media tex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first activity, there are two steps: ‘listening and observation of bible storytelling’ 

and ‘exploration and meditation.’ In the second activity, there are also two steps: ‘application and 

action,’ and ‘sharing in communities.’ After the suggestion, this study proposes the application 

plan for the paradigm. They are ‘the utilization of various media and the merit of interaction,’ 

healing effectiveness in an individual and a community,’ ‘building expertises in both letter writing 

and Christian education(Divinity),’ ‘building expertises in both letter writing and media literacy,’ 

and ‘expanded application toward diverse patterns of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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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각 학마다 쓰기 지도에 한 다각 인 연구와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단 교양과목이나 교과과목뿐 

아니라 각종 비교과 분야에서도 차 하향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쓰기 능력 수 을 제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학 자체 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 모든 

학이 공통 으로 지향하는 인재상의 주요 역량인 ‘의사

소통 역량,’ 특히 쓰기 역량은 그 이  고등 교육 단

계에 비하여 매우 문 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각 학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천편일률 인 쓰기 교육 방향과 그 방법을 논

의할 수는 없다. 이는 다양한 교단 배경의 기독교 학

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신학 학교의 

교육목 과 인재상을 살펴 으로 기독교 학의 쓰기 

교육의 하나의 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  서울신 의 교육이념은 ‘진리와 성결’이다. 이러

한 이념을 실 하기 한 교육목 은 ‘지성, 덕성, 성

이 조화된 로벌 인재 양성’이다. 이에 따른 세부  인

재상은 ‘성결한 기독인, 실천  사인, 융합  문인, 

창조  세계인’이다[1]. 이를 살펴볼 때, ‘성결한 기독

인’, 즉 ‘기독교 성 추구’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의 

교육목표나 인재상과 크게 다른 은 없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기독교 학의 정체성은 각 교과목과 기독

교 성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2].  

재 서울신 는 교양과목의 쓰기 과목 이외에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쓰기 코칭과 지도 과정을 비

교과로서 운 하고 있다. 이 , ‘교양 독서와 쓰기’라

는 교양 과목이 본 연구 결과의 가장 혜택을 받을 과목

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융합형 문인을 인재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 은 창의 인 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고, 쓰기 임상 실습을 통해 책읽기 방법과 

쓰기 방법을 연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데에 있다[3]. 즉, ‘읽기’를 

통한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그 목 이며 실 

문제해결력을 고취시키는 일에 그 목 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서울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 되는 비교

과 쓰기 지도 과정 역시 교양과목과 연계되어 있으

며,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지만 지난 학기(2018, 1학

기)의 경우, 보고서 쓰기, 성경 인물 읽기를 통한 스토

리텔링 쓰기, 자아 성찰  미디어 텍스트 쓰기 등의 

로그램 등을 부가 으로 가졌다. 

서울신 의 인재상  교육 목표, 쓰기 련 과목

이나 로그램들의 성격을 살펴볼 때, 기독교 학의 

쓰기 과목은 인의 표  필수 역량인 융합  

쓰기 능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기독인의 문제해결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 이 그 교육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경 스토리텔링의 활

용 방안은 쓰기 교양과목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쓰

기 로그램 모두에서 활용되기에 합하게 구안되어

야 함을 보여 다. 

기독교 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쓰기 

교육은 이 목표와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

러기 해서는 기독교 이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교육  활용을 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기독

교 학의 많은 교과목이 기독교 세계 을 품고 있지만 

유독 쓰기 분야는 이를 의사소통의 단순한 기능으로

만 여겨 기독교 세계 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이를 해

결할 방법은 로 쓰여진 성경을 쓰기 교육의 인

스토  자료로 극 끌어안는 것이다.

성경은 75% 이상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을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달되어 왔다[4]. 조

직신학은 이 성경 속 이야기의 함축들을 통일성 있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구성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최근 스

토리텔링을 통한 성경 공부에 한 심이 고무되고 있

는 실은 매우 시사 이라 하겠다[5].    

기독교 학의 쓰기 교육이 성경(bible)을 극 활

용할 수 있다는 이 명백한 명제는 간혹 성경이라는 경

(cannon)이 함축하는 지루한 이미지에 한 염려로 

방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쓰기에 한 새로운 

정의와 흥미 있는 교육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경을 활용하여 기독교 학의 이념에 합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되, 문화 텍스트 혹은 디지

털 미디어 활용을 목해 흥미와 효과가 증 된, 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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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

에 살고 있는 인들을 한 학들은 기존 쓰기 

방식에 덧붙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쓰기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교양 교육  쓰기 교

육을 통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20]. 이는 서울신

의 인재상인 ‘성결한 기독인,’ ‘실천  사인’뿐 아니라 

‘융합  문인,’ ‘창조  세계인’실 에도 보다 합한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독교 학 이념에 합

하고 효과 인 쓰기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II. 성경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스토리텔링은 논리  쓰기, 성찰  쓰기, 문학  

쓰기, 실용  쓰기 등을 폭넓게 포 하는 학 

쓰기 교육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읽기와 쓰기는 다른 쓰기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치료 , 교육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장 이 

있다. 

스토리텔링 행 와 그 결과 산출되는 이야기(서사, 

narrative)는 인간의 기본 담화의 한 양식이다[6]. 스토

리텔링이 내 이션과 다른 은 다음과 같다. 내 이션

이 소설 등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행 라면 스토리

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장(시공간 제약)이 제되고 

미디어가 요한 핵심이 된다[7]. 어떤 미디어, 즉 어떤 

매체에 담아 달해야 좀 더 흥미 있고 효과 인 달

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요하다. 따라서 스토리텔

링은 다매체 서사이다[7].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이 가장 구별되는 은 정태성/

상호성의 립이다[8]. 고정 이고 정태 인 스토리가 

담화 형태로 변하면서 스토리를 쓰거나 말하는 방식, 

즉 스토리텔링의 연행되는 과정에 연구가 집 된다. 따

라서 청자 혹은 독자의 반응과 스토리텔러(storyteller)

와의 상호작용은 개방 이고 역동 인 과정이 된다. 같

은 이야기도 스토리텔러와 장 분 기, 매체에 따라 

 다른 효과와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행되는 상의 시는 형상성과 그 매체, 

형식의 다양성을 그 결과로 취하는데 형상화는 변용

(deformation)을 동반한다. 같은 스토리가 스토리텔러

에 따라 다르게 연행되며 변용되는데, 각각의 스토리텔

러는 매체와 습을 개성 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기법

을 활용하여 사물을 낯설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8]. 

그 효과를 살펴보면, 스토리텔링(말하기, 쓰기)은 교

훈과 재미를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감동, 공감, 

소통의 터 이 된다[9]. 스토리텔링 쓰기는 스토리텔

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치료 효과를 거두게 한

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특별한 자기 

정체성과 인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10].  

이처럼 탁월한 치료 ,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성경교육

으로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

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주제, theme), 공동

체의 스토리텔링(맥락, context), 그리고 청자의 스토리

텔링(구 , Embodiment)이다[11].   

하나님이 인간과 계를 형성하실 때 이야기로 소통

하셨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정도이다[12]. 하나님은 스토리텔러

이시며 한 스토리의 주제이시다[11]. 성경의 스토리

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에 집 되며, 하나님의 스

토리텔링은 그분께서 말 하시고 우리는 이를 듣는 존

재라는 계양식, 즉 스토리텔러(storyteller)와 스토리

리스 (story-listener)의 계를 강조하며 개된다

[11]. 

두 번째로 공동체의 스토리텔링은 맥락을 의미한다. 

성경의 스토리는 세세한 사건보다는 경험의 진실성에 

심을 두며[12] 수님의 스토리텔링도 비유를 통해 

청자가 자신들을 벗어나 이야기의 극  참여자가 되

도록 한다[13]. 수 부활 이후로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 이야기로 개되어 오늘에 이른다[11]. 

마지막으로 청자의 스토리텔링은 구 을 의미한다. 

개인은 신구약성경의 약속/불신/구원의 순환  이야기

에 자신의 경험을 투 하고 스스로 스토리텔링에 참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에서 성경 스토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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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가 자신과 주변을 찰하는 거울이며 창문이

다[14]. 따라서 연속  행 가 담보된 청자의 스토리텔

링이야말로 스토리를 직  살게 하는 모형이며 성경 교

육의 근거가 된다[11].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의 성경교육의 과

정을 탐구한 김 래는 청취(Story-Listening), 탐구

(Exploration, Story-Embracing), 실천(Practice, Story- 

Living)의 세 가지 교육 단계를 제안하 다[11]. 

‘청취’는 쉐마(Schema), 즉 복종하려고 주목하여 듣

는 것을 의미하며, ‘탐구’는 이야기의 내면과 외면을 살

피는 과정이고, ‘실천’은 이야기를 실제로 자신의 삶으

로 사는 것이다. 이는 일반 으로 QT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묵상의 과정과 상당히 일치하는데, 일반 으로 성

경 묵상은 찰, 해석, 묵상, 용의 4단계로 구성된다

[15]. 그리고 추가 으로 기도와 나눔을 그 마지막 단계

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성경 해석학자인 Vanhoozer는 자, 독자 부정

(denial)과 의미 해체(meaning deconstruction)에 한 

 포스트모던 세계 의 해석학  조류[16]를 비 으

로 지 하고 자와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순례자  해석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 다[17]. 성

경의 자는 성령 하나님이요, 본래  의미 구성의 주체

이다. 이때 성경 읽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사소통  의

도로 이해하고 이를 기꺼이 따르려는 제자도를 의미하

게 된다[18]. 따라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는 것은 성경 

자이신 하나님(성령)의 의도가 집약된 성경 말 , 즉 

쉐마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용하는 것을 뜻한다.

Vanhoozer는 나아가 성경의 1차 , 문자 , 작가 의

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을, 2차  ‘ 용’보

다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책임 있는 독자는 발화

자의 의도와 상 없이 그 의미 에 군림하여 해석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의사소통 행 로서의 텍스트 

목 을 존 한다[17]. Vanhoozer는 인간의 해석 능력의 

미완성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최선의 해석을 찾아가기 

한 방법  다양성을 추구하여 텍스트의 본래  ‘의미

(meaning)’를 추구하는 일의 요성을 가장 첫째에 놓

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이해에 따라오는 ‘ 용과 실

천’은 1차  텍스트 의미에서 비롯된 ‘확 된’ 의미, 즉 

‘의의(significance)’ 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19]. 여기서 ‘의의’ 찾기와 실천은 기독교 인 문화 

작용으로 복음의 수행, 문화  실천을 의미할 수 있다

고 하 다.   

이에 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이를 쓰기 

과정에 용해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쓰기의 4단계

를 구상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의 단계

단계 성격 활동

청취 및 관찰

의미 
찾기

∙성경을 듣거나 읽고 순종을 위해 사실적 
정보를 읽는다. 

탐구 및 묵상

∙성경의 1차적 의미를 저자, 당시 상황, 
장르 정보를 이용해 찾아간다. 

∙성경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추출
한다.

적용 및 실천

의의
찾기

∙그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에 적용한다.
∙그 스토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된 이야기
로 바꾸어 텔링한다.

공동체 나눔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 일원들과 나누
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달음
대로 실천한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고 다시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써보는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먼 , 청취와 

찰은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거나 들으면서 사실  정

보를 표면 으로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탐구와 

묵상은 성경의 인간 자와 성령이 본래 의도했던 1차

 의미를 최선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자 정보, 

당시 역사  맥락, 습, 문화, 성경의 장르 정보 등을 이

용해 최 한 정확한 의미를 악해야 한다. 의 두 단

계는 Vanhoozer가 시했던 텍스트의 본래  ‘의미

(meaning)’를 찾아가는 단계로 일반  쓰기에서는 독

서, 즉 선행 자료를 통한 ‘사고 넓히기’에 해당된다.

의미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Vanhoozer의 용어로 ‘의

의(significance)’, 즉 용과 실천의 단계로 들어서며 

이때부터가 본격 인 쓰기 단계이다. 우선 성경 스토

리에서 발견된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context)에 

용하는 것이다. 일반 인 성경 묵상에서라면 성경 말

의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지식 으로 용하고  이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지만, 쓰기의 맥락 안에

서는 이를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쓰기를 의미한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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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때, 쓰기, 혹은 창작의 형태와 유형은 다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나눔이란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혹은 쓰기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 창작한 스토리

텔링을 상호작용하며 나 고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과

정이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자신을 

반성하며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III.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 쓰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쓰기가 지루한 작업으로 생각되는 시 는 

지나갔으며 인들의 감성과 시  문화에 합하

고 흥미를 유발하는 쓰기가 가능해진 문화 속에 우리

는 살고 있다. 

 시 는 디지털 미디어 시 이다.  세계 사람들

이 손쉽게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고 블로그, 웹사이

트, 비디오, 그림, 사용자 제작의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 할 수 있다. 이 모든 자기표  

양식이 스토리텔링 가능 매체가 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양방향 화와 참여가 가능한 상호

작용과 련이 있으며[20] 다수  다수라는 웹 커뮤니

이션 모델로 환되고 있다. 구나 온라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주제에 한 이미지, 텍스

트, 소리 등을 조합할 수 있다. 이 디지털 미디어는 

 교육에도 지 한 향을 미쳐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디

지털화 된 문화 환경에서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해력(literacy)을 의미하며 효과 으로 소통하기 해 

상이한 방식과 형식으로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는 능력

을 뜻한다[21]. 이는 이질  맥락에서 지식을 소통, 표

할 수 있는 능력, 련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비

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 한다. 

학생을 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블로그 등

에 새 콘텐츠를 스스로 혹은 력하여 만드는 능력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웹 사용자들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 디지털 환경의 텍스트에 한 읽기와 쓰

기를 수행할 능력, 그리고 연구를 한 특별한 략을 

사용할 능력 등을 포 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22]. 

따라서 이미지, 텍스트, 상, 소리 등을 일종의 언어로 

인식하여 해독하고, 이를 한 략 으로 표 하고 매

체 기술 으로 공유하며 웹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해 콘

텐츠를 개선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에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포 하는 개념이다. 

즉, 단순히 미디어 텍스트, 디지털 콘텐츠를 해독, 생산

해 내는 과정을 뛰어넘어 이를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과 

공유하고 의견 교환  력과정을 통해 새로운 안까

지 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폭넓게 의미한다. 2007년 제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매체 언어교육을 정식 도입함으

로써 이제 매체 언어는 학에서도 매우 요한 교육과

정으로 자리하고 있다[23]. 

한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강 이 용이한 상호소통

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랫폼이기 때문에, 수업 장

면에서 부가 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문자 쓰기의 효

과 인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에서 보다 강

화되어야 할 문자 쓰기 교육도 역시 가능하게 된다. 

이를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쓰기 교육과 련시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의 단계

단계 활동 활동
청취 및 
관찰

성경 
청취와 
묵상

∙성경을 듣거나 읽고 순종을 위해 사실적 
정보를 읽는다. 

탐구 및 
묵상

∙성경의 1차적 의미를 저자, 당시 상황, 
장르 정보를 이용해 찾아간다. 

∙성경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추출
한다.

적용 및 
실천

미디어 
텍스트 
창작과 
공유

∙발견한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에 적용
한다.

∙한 가지 미디어를 선택해 사용법과 창작
법 등을 숙지한다.

∙자신의 삶에 적용한 스토리를, 선택한 
미디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스토리텔
링한다.

∙영상, 이미지, 소리 등과 더불어 문자 텍
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게시한다.

공동체 
나눔

∙자신이 창작한 미디어 텍스트를 공동체 
일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한 후, 형식, 내
용 면 모두에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동료와 교수 첨삭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각자의 생각
을 감상문 형식으로 게시하거나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를 사후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달음
대로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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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은 [표 1]에서 제시한 첫 두 활동에서 ‘성경 

스토리텔링 청취와 묵상’을 그 로 수행한 후, 본격 인 

스토리텔링 쓰기 과정을 ‘ 용  나눔’ 단계에서 세

부  활동으로 변형시켜 본 것이다.

쓰기를 ‘미디어 텍스트 창작과 공유’의 과정으로 보

고, 먼  ‘ 용  실천’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구성을 

한 효과 인 미디어를 각자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소리, 상,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장려하고 우선 선택한 매체 활용법부터 숙지하게 

한다. 매체 근과 활용법 숙지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

의 요한 활동 단계이다[24]. 이  단계에서 읽고 묵상

했던 성경의 스토리를 자신의 삶에 용하여 새롭게 스

토리텔링 한다. 어떤 미디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문자를 

최 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나눔’ 단계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미디어 텍스트를 공동체 일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한 

후, 형식, 내용 면 모두에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이때 

동료와 교수 첨삭이 이루어진다. 이 첨삭은 내용 면이

든, 형식면이든 모두가 가능하다. 이때 타인의 스토리텔

링에 한 각자의 생각을 감상문 형식으로 게시하거나 

논리 , 비  쓰기 등 다양한 쓰기를 사후 활동

으로 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에서 강조되는 어떤 

문자 쓰기의 교육도 가능한 사후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단계, 깨달음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들을 Vanhoozer의 이해에 용해 보면 성경 

스토리텔링은 문자  해석, 즉 ‘의미(meaning)’ 찾기를 

하 지만, 후반의 ‘의의(significance)’ 역은 미디어 텍

스트 쓰기를 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쓰기 

작업을 가능하게 하 다. 이는 기독교 학 학생들에

게 쓰기에 한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미디어의 

유능한 활용과 표 이라고 하는 시  요구도 만족시

키는 근법이라 할 수 있다.  

IV. 성경 스토리텔링 글쓰기 교육 활용 방안

[표 2]에서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미

디어 쓰기 교육 방법은 자신의 스토리텔링의 쓰기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쓰기, 다양한 유형의 작문 과

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을 기독교 학들이 효과

으로 활용하게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

하고자 한다. 

4.1 다양한 매체의 흥미성과 상호작용 증진

미디어 활용 쓰기는 각종 미디어 텍스트에 한 

근과 각 매체 사용법에 한 이해가 첫 단계이다. 이때 

미디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요하다. 화, UCC, 

고, 사진, 노래 가사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

데 이때  텍스트는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일부로 

포섭되어 표 된다. 매체 자체가 주는 흥미성 뿐만 아

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매체에 한 작동법을 자

기 주도 으로 익히면서 흥미는 배가될 수 있다. 

한 디지털 쓰기의 가장 큰 교육  효과는 생산물

의 상호 공유와 상호 작용성에 있다. 이는 학생들의 

온라인 참여  흥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첨삭에

도 깊이 여한다. 흔히 첨삭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라고 생각하기 쉽고 피하고 싶은 숙제처럼 생각되지만 

동료 첨삭이든 교수 첨삭이든 온라인상에서는 매우 

극성 있고 활발한 상호 교류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인

터넷이라는 가상 커뮤니티가 허용하는 각자의 페르소

나가 주는 용기와 즐거움 때문이라고도 표 하기도 한

다[25]. 이 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텍스트 형태의 피드백이 될 경우 쓰기 훈련으로도 직

으로 연결된다. 

주요 미디어 텍스트의 디지털 미디어 쓰기 활용방

법 시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시에서 만화 미디어를 생각해보자. 를 

들어 노아의 방주 부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자의 의

미와 의의를 찾아보기 해 주석서나 인터넷 등을 참고

하고, 정리가 되면 요약  쓰기를 해본다. 는 이를 

식 이야기로 각색하여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

들고 이를 만화로 표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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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디어텍스트의 디지털 미디어 글쓰기 활용

미디어 
텍스트

활용 방법의 

만화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 담긴 의
미와 의의를 생각해본다. 이 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현대식 이야기로 각색해 말해본다.
∙만화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이해한다.
∙자신이 각색한 이야기를 만화 양식으로 표현한다.
∙교과목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교수자와 동
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다. 

∙완성된 작품을 최종적으로 게시하면 교수자와 동료들
이 감상문(요약, 평론 등)을 답글로 게시한다.

∙평가한다.

UCC 

∙성경에서 레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읽으면서 사실
을 관찰한다.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다.

∙레아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적어보고 교과목 블로그에 
올려서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피드백 받아 
수정한다.

∙UCC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이해한다.
∙UCC에서 ‘레아 이야기’라는 작품을 찾아 관찰하고 평
가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평론글 작성 가능)

∙교과목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교수자와 동
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다. 

∙완성된 작품을 최종적으로 게시하면 교수자와 동료들
이 평론을 답글로 게시한다.

∙평가한다.

만화로 표 하기 해서는 먼  만화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학습하는 선행 과제가 필요하다. 만화 미디

어에 심 있는 학습자들끼리 한 그룹을 형성해 만화 

제작에 한 노하우와 정보 등을 나 고 그 효과성에 

해 토의하게 한다. 

각자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화로 제작하면 이를 블

로그 등에 게시하고 타 학습자들의 평가나 피드백을 받

아 개선하여 최종 마무리한다. 

 

4.2 개인 및 공동체의 치유 효과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쓰기는 1차 으로 개인  성

경 묵상에서 시작하여 그 묵상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용한 후, 이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이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

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난다. 즉, 자서  

스토리텔링 쓰기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인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치료 효과를 다[10]. 

스토리를 텔링하는 자신도 이와 같이 치유 효과를 경

험하지만, 자신이 들은 객 이고 일반  사실이 바로 

 한 개인의 삶의 투 이라고 느끼게 되면 독자는 주

인공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화 작용을 경험한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효과로서 독자나 청자는 텔러와의 

동일화를 통해 주인공의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치유를 경험한다. 스토리는 거부감 없

이 수용되어 감성을 자극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26] 나아가 스토리텔링은 일반 언어 구성체와는 다르

게 독자나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텔러-리스  사

이의 상호 작용 속에 상호 창조도 가능하게 한다[27]. 

이 들은 상호 작용이 감성  치유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특징인 상호 작용성은 온

라인 웹상에서 더 확장되고 최 화된다는 장 도 있다. 

따라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기 교육은 동

일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치유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한다. 

표 4. 스토리텔링 수업의 3단계 치유 과정

1단계

성경 인물의 스토리 

청취(독서)에서의 치유효과

2단계

각자의 스토리텔링과      
공동체의 리스닝 과정에서

의 치유효과

3단계

온라인 작품 첨삭과 상호작
용에서의 치유효과

4.3 글쓰기와 기독교 교육의 융합적 전문성

본 연구가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

기 교육이 성공하기 해서는 쓰기 교육 역, 기독

교 교육 역, 두 가지 역 모두에서 문성 있는 교수

자와 양질의 수업 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독교 학의 경우, 재 쓰기 교육을 비롯한 교

양 과목들은 수업 내용이나 교수자 역량에 있어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  문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 

학의 교양 과목과 유사한 내용이 커리큘럼으로 제시

되는 것이 일반 이나 이는 기독교 학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다. 성과 기독교 세계 이 반 된 수업을 

구성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면 교수자와 수업 내용이 각 교과목과 기독교  내용을 

통합 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융합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개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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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단계는 크게 보아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단

계와 을 쓰는 단계, 즉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두 가지 문  역 모두를 탁월하게 교육할 수 있

는 융합  문성은 시 하다 하겠다. [표 5]는 두 단계

에서 요구되는 문  역량의 시를 보여 다.    

 

표 5.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1

단계 교수자의 문  역량의 시

기독교 
교육

∙성경의 스토리 이해를 위한 다양한 주석, 정보 등을 
활용하는 역량

∙성경적 세계관을 투영해 그 의미를 끌어내는 역량
∙성경의 스토리의 현대적 의의와 함축을 적절하게 끌
어내어 개인적 삶에 적용하는 역량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성경적 세계관을 투영할 수 있
도록 학습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역량

글쓰기 
교육

∙각 미디어텍스트의 접근과 사용 역량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징, 장르 빛 기술방법 등에 
대한 지식 역량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글쓰기를 독려하고 평가, 첨삭할 수 있는 역량

4.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자 글쓰기 교육

의 융합적 전문성

본 연구가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

기 교육은 한 언어  쓰기와 디지털 쓰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학의 경우 “교양 독서와 

쓰기” 류의 과목들은 미디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

으며, 반 로 “미디어 읽기, 쓰기” 련 과목들은 언어

 쓰기에 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쓰기 지도를 

한다는 본 연구의 개념 아래에서는 교수자나 수업의 내

용이 언어  쓰기 역량의 신장과 아울러 각종 매체 

활용의 환경과 생산, 평가와 피드백 등의 역에서도 

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1C 디지털 시

를 살아가면서 시  변화에 하는 신개념의 포  

쓰기에 한 이해와 정보를 폭넓게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융합  수업이야 말로 서울신 와 같은 기독

교 학들, 혹은 많은 일반 학들이 인재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융합형 문인,’ ‘창조  세계인’ 같은 인재상

에도 합한 수업 형태를 구안하고 운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수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나 생산과 수요에 

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학 수  이상의 쓰기 지

도 역량을 갖추고 이를 수업에 극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표 6]은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문자  쓰기 역량의 구체  시를 

보여 다.

표 6.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2

단계 교수자의 문  역량의 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각 미디어 텍스트에 접근하여 사용, 및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각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피드백 받으며 
수정할 수 있는 일련의 역량

∙게시할 블로그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학습자가 게시한 미디어텍스트를 평가하고 피드백하
며 상호 첨삭을 독려할 수 있는 역량.

문자적 
글쓰기 
역량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징, 장르 빛 기술방법 등에 
대한 지식 역량

∙다양한 글쓰기, 즉, 요약, 문학적 글쓰기, 논리적 글
쓰기, 성찰적 글쓰기 등의 지식과 실제 지도 방법적 
역량

∙글쓰기를 독려하고 평가, 첨삭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미디어 속의 문자적 융합에 관한 지식과 실제 
방법적 역량

4.5 다층적이고 다양한 글쓰기 활용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기 교육은 기본

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쓰는 것에 목

이 있다. 자서  내용이 가미된 창의  쓰기, 주로 

픽션(Fiction), 즉 허구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에 1차

 목 이 있다. 

그러나 학 쓰기는 창의  쓰기만을 목표로 하

지 않는다. 논리  쓰기, 설명  쓰기, 요약하기 등

의 학술  쓰기, 독서 감상문이나 문화 비평과 같은 

성찰  쓰기, 자기 소개서 등의 실용  쓰기 등까

지도 포 해야 한다.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기 교육은 1차  

쓰기 과정을 마친 후, 이를 웹상에서 공유하며 피드

백 받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쓰기로 내용을 

개시킬 수 있다.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웹상에서 

극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자신

의 생산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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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부가  쓰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타인이 게시한 디지털 쓰기에 한 감

상문 쓰기, 비평하기, 요약하기 등의 과제를 주어 2차  

쓰기로 확장시키기가 용이하다. 어떤 유형과 장르의 

로도 변형이 가능하기에 디지털 쓰기와 더불어 문

자언어 쓰기가 충분히 가능한, 첨삭까지도 용이한 교

육 형태로 개될 수 있는 것이다. 

[표 7]이 보여주듯이 ‘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쓰기는 다양하다. 를 들어, 학생은 도입에서 읽은 성

경 스토리텔링을 자신의 이야기로 각색하여 새로운 스

토리를 써볼 수 있다. 한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요약

하는 쓰기를 해볼 수도 있다. 사  단계이므로 지나

치게 긴 을 쓰게 하거나 어려운 평가를 부과하지 않

는다.

본격 인 쓰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

에 쓰기 작업을 해 본다. 를 들어 UCC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노랫말을 개사하거나 작사하여 자신의 스

토리텔링을 자막으로 표 해 보도록 할 수 있고, 화 

한 장면의 사를 다른 표 으로 바꾸어 녹음해 보거나 

말풍선을 사용해 새 이야기로 패러디해 보는 활동도 가

능하다. 는, 아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해 간단한 

상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작업한 

콘텐츠를 소개해 보는 실용  쓰기도 가능하다.

사후단계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타 학습자들과 공유하여 읽도록 하고, 타 학

습자들은 이 게시물의 거리를 요약하여 비 로 답

을 달게 할 수 있다. 는 감상문을 쓰게 하거나 평론

을 쓰게 해 볼 수도 있다.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 어떻

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해 보게도 할 수 있다. 이 때 

교수자도 타 학습자와 동등하게 자신의 답 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원 게시자는 이 모든 피드백을 통합해 개선한 

후, 일정 시간 이후 다시 게시하게 한다. 이 최종 결과

물이 평가 자료가 되며, 타 학습자들의 피드백의 성실

도도 평가 자료가 된다.

표 7. 단계별 다양한 문자 글쓰기

단계 활용 가능한 쓰기 장르

사전 및 
글쓰기 
단계

∙스토리텔링 등의 창의적 글쓰기
∙요약적 글쓰기
∙미디어 융합적 글쓰기
∙소개하기 등의 실용적 글쓰기 등

사후단계
∙블로그 게시 – 요약 등의 설명적 글쓰기, 
∙타 게시물에 대한 평론 등의 논리적 글쓰기, 감상 등
의 성찰적 글쓰기 등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학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 인재

상에 합한 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하고 그 활용 방

안을 제시하 다. 기독교 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스토리텔링을 자료로 하여 창의  쓰기를 

비롯한 다양한 쓰기로 유도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한 

것인데, 특히  시 의 교육 화두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목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이 교육 형태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구

체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 다. 첫째,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혹은 온라인 웹상의 상호 작용

성이 가진 장 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스토

리텔링이 가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  효과를 수업

에서 극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쓰기와 기독교 교

육(신학)의 역 모두에서 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확

보하고 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넷째, 미디

어 리터러시와 쓰기 역 모두의 문성 역시 확보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의  쓰기뿐만 아니라 다양

한 쓰기로 확장시켜 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처럼 다양한 역량을 갖춘 교수 확충 문제는 

여 히 남아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재 국문학의 역으로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학 학의 많은 교원들이 신학 학 출신들이기 때문

에 교원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요

한 것은 교원 자신이 ‘ 쓰기 교육’에 심을 잡으면서

도 융합  역을 문성 있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다. 문자 쓰기에 한 진지한 태도와 성찰  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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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해야 할 몫은 교원에게 고스란히 맡겨지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목 상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쓰기 

형태의 를 개념 으로 제시하 으나 지면상 이를 

용한 수업의 효과성은 포 하지 못 하 으므로 추후 연

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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