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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다양한 글쓰기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를 정하고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라.
토론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논증을
짜고 글을 써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얻는다.
또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독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대해 대답하고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 독자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측하는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대부분 자신 앞에 놓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왜 이 글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종이만 낭비하는,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과정일
뿐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글쓰기 과제를 내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맥락과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글의 수준도 높아진다.
물론 여기 수록된 글쓰기 프로젝트는 샘플과제라고 여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샘플프로젝트 형식을 활용하여 더욱
시의적절하고 커리큘럼에 맞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사용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Research Project에서는 자신이 써야 할 글에
《논증의 탄생》에서 제시하는 글쓰기프로세스를 직접 적용해서
글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앞으로 글을
작성해야 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 가이드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적용하여 글을 써 나간다면 《논증의 탄생》에서 제시하는
논증모형을 몸으로 익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Gregory G. Col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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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SCENARIO 2

WRITING PROJECT 1

대학에서 온 편지

.

CONTEXT

,
.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토론그룹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했다.

.
.

TASK

.

공식리포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해법을 생각해보고 메모만
해가면 된다. 초청한 측에서 현안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메모해야 할지 아웃라인을 제공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해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비밀로 지켜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선택하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유해도 상관없는 메모를 A4
한두 페이지에 써보라. 메모를 복사하여 하나는 작문수업에
제출하고 하나는 보관하라.

?
?

3.
?
4.
?
5.

SCENARIO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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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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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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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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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SCENARIO 4
이전에 활동했던 모임에서 온 편지

(
,

,

,

)

,
.

.
.

.

1.
2.

?

WRITING PROJECT 3

?
3.
?

TASK

4.
?

챕터1 탐구문제 20개 중에서 자신이 강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선택하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의
아웃라인을 세워보라.

5.
?
6.
7.

?

WRITING PROJECT 4

,
‘

감정보다는 이성에 호소한다고 생각되는 인쇄광고 세 가지를
찾아라. 토론에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광고를 복사하라.
광고가 지적인 타락이라는 비난(또는 광고가 무조건
유용하다는 옹호)에 맞설 수 있는 반론을 메모하라. 비슷한
제품의 광고 중에 원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와 좀더
이성에 호소하는 광고를 찾아서 비교함으로써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고의 상업적 기능, 다시
말해 대중에게 제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말라. 이것은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광고의 도덕적, 윤리적, 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

?

8.
?

TASK

.
.

WRITING PROJECT 2

최근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논증의 아웃라인을 세워보라. 그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WRITING PROJECT 5

CONTEXT
광고를 해롭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불안, 자만, 탐욕, 성욕 등—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고는 포르노그라피 못지않게 우리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광고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한 혐의일까? 모든 광고에 다 적용할 수 있는가?

SCENARIO
수업 중 토론에서 한 친구가 광고는 도덕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대로
광고는 유용하며 아름답다고 옹호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것
역시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수업시간에도 다시 논의한다. 이제 논증을 준비해야 한다.

SCENARIO
수업시간에 학교생활에 관한 다양한 글을 나눠주고 읽으라고
했다. 학생마다 다른 글을 받았다. 나는 캐롤 트로셋의 글을
받았다. 글을 읽고 나서 작문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읽은 글이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에게 자신이 읽은 글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라고 했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못하는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가?
읽기자료 참고
학생들의 열린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 캐롤 트로셋

TASK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논증을 전개할 것인가? 아웃라인을 최대한 꼼꼼하게 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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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RITING PROJECT 6
TASK
프로젝트1에서 메모한 노트를 스토리보드로 만들어보자. 그런
다음, 그 스토리보드를 완전한 논증글로 만들어보자. 논증을
쓰기에 앞서, 프로젝트7에 나오는 Question 박스에 들어있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보자.

WRITING PROJECT 7
SCENARIO
‘고객으로서 학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포럼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학생신문에 게재된 글로 인해
[학생회/교수회/학장/국회의원 (택1)]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로 이에 관한 공청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여기에
패널로 초대받은 것이다.
“고객으로서 학생”에 관한 글은 읽기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교양교육의 쓰임새에 대해 — 마크 에드먼슨
• 학생소비자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까? — 마이클 퍼널
• 학생을 고객으로 보는 비유의 결과와 한계 — 질 맥밀란, 조지 체니
• 고객과 시장 — 그레이그 스웬슨

WRITING PROJECT 8
CONTEXT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행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말은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섹스에 관한 한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데, 뭐 어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떠한 거짓말도 탄핵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 부시대통령 때 거짓말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라크전쟁을 촉발하기 위해서 조작된 근거를 사용한
것이었다. 실제로, 거짓말은 수천년 동안 도덕적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모든 철학학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거짓말에 대해 다뤘다. 읽기자료에서 거짓말에 관한 글들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
•
•
•

참고: 읽기자료에 수록되어있는 “거짓말”에 관한 글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 조나단 라우치
때로는 거짓말이 옳은 행동이다 — 로레인 더스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거짓말의 철학 — 로버트 솔로몬
공적·사적 생활에서의 도덕적 선택 — 시셀라 복

SCENARIO 1
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

TASK

.

“고객으로서 학생”에 관한 글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라. 학생들은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증의 윤곽을 잡아보자. 먼저
아래 질문을 하나씩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라.

QUESTIONS

.

100
.
.
?
.

1.
2.

당신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집단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광고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이 당신으로 고객으로 생각하든 학생으로 생각하든
의뢰인으로 생각하든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당신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이유가 너무 적다. 이유를 최소한 한두 개 더 댈 수 있는가?
5.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사실과 데이터는 무엇인가?
6.
독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상상해야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들이 그런 주장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7.
그러한 이유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왜 그런
이유를 수용하지 않는가?
8.
독자들은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었을까?
9.
당신이 논증을 펼칠 때 독자들은 어떤 반대의견을 내세울까?
10. 당신의 기초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당신의 입장은 더
일반적인 원칙의 구체적인 사례인가?
11. 독자들 내세울, 당신의 원칙과 다른 원칙은 무엇인가?

?

TASK 1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3페이지로 정리해보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7에 나오는 Question
박스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SCENARIO 2
상당한 책임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지원하여 면접을 봤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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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K 4

,
.
.
.

?
.

이러한 학칙개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써보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SCENARIO 5

?

TASK 2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3페이지로 정리해보라.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한다고 생각하라. 고객에 관한 사례를 사용하지
말라. 새로운 사례를 찾아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7에 나오는 Question 박스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SCENARIO 3
한 강좌에서 몇몇 학생들이 기말레포트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수업을 듣는데, 친구는 레포트를 구입하지 않았으나 누가
과제를 구입해서 제출했는지 알고 있다. 교수는 친구에게
레포트를 구입한 학생들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다. 이름을
대지 않으면 친구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대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인지, 누가 과제를 샀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것인지 고민하던 친구가 당신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신은 친구에게 양심에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하고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마침내 레포트를 구입한 학생들이 잡혔고, 친구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탄로났다. 친구는 행정처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고 결국 당신이 양심에 따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제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친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ASK 3A
부정행위감시위원회에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편지를 써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TASK 3B
부정행위감시위원회에 친구의 행위를 옹호하는 편지를 써라.
친구의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의 행위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보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SCENARIO 4
학교가 표절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xcendo.net

직장 내부에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도둑이 있다. 고용주는
도둑뿐만 아니라 도둑이 누군지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까지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러한 사규를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

TASK 5
이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써라. 이 이슈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대답해보거나,
더 나아가 누군가와 토론을 해보라. 그 대답을 활용하여 논증을
구성해보라.

QUESTIONS
1.

문제는 무엇인가? 독자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2.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당신의 주장은
무엇인가?
3.
당신이 그런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5.
독자들은 당신과 다른 입장을 어떻게 진술할까?
6.
독자들이 그런 주장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7.
그러한 이유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가? 그런 이유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
독자들은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상상해볼 수 있는가?
9.
당신이 논증을 펼칠 때 독자들은 어떤 반대의견을 내세울까?
10. 당신의 기초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WRITING PROJECT 9
CONTEXT
어떤 거짓말도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미끄러운 비탈’이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중에 더 큰 거짓말,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p. 659참조

SCENARIO
공직생활의 도덕성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해서 거짓말에 관한
글을 읽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나중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라. 청중은 여러분의
학급동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고 가정하라.

TASK 진술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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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RITING PROJECT 10
CONTEXT
오늘날 정치는,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나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유권자들이 이러저러한 판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SCENARIO
우리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총선 출마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후보자는 정치컨설턴트나
여론조사기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직접 귀 기울이는 새로운
정치인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한다. 후보자가 우리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신문에 실린 사설을 읽고 나를 불렀다.
그 사설에는 정치인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할 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하다는 불평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에게 학교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TASK 1
정치인, 특히 지역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라. 10개
정도 목록을 수집한 뒤 그것을 네다섯 가지 범주로 묶어라.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후보자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라.
학생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불하는 손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를 작문수업 학생들(또는 라이팅그룹 멤버들)과
공유하라.

TASK 2
기숙사에 사는 친구와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를 짝을 지어 2인
1조로 팀을 짜라. 기숙사에 사는 친구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설문조사하고(Task1처럼), 통학하는 친구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이웃주민들을 설문조사한다. 각각 10개 정도씩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집한 뒤, 그것을 네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여 후보자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라. 손실과 비용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를 작문수업 학생들(또는 라이팅그룹 멤버들)과
공유하라.

TASK 3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후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규정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유권자들이 그것에 대해 왜 관심을 가질지,
그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후보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손실과 비용에 초점을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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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PROJECT 11
CONTEXT
졸업한 뒤 취직하고 일하는 것과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있다. 대학은 ‘인문교양교육’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고 지적 지평을 넓혀준다고
추켜세우지만, 이것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인문교육이 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졸업한 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학창시절 들었던 인문교양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할까?
읽기자료 참고
• 학생들의 열린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 캐롤 트로셋
• 교양교육의 쓰임새에 대해 — 마크 에드먼슨

SCENARIO
인문교양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유지할 것인지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것인지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의견을 담은 칼럼을 써달라고
학교신문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TASK 1
졸업한 지 3년 이상 되는 선배들을 인터뷰하라.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선별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강좌들을 더 많이 듣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강좌를 듣느라 괜히 고생만 했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뷰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라. 이 프로젝트는
여럿이 협업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멤버들이 제각각 한두 사람과 인터뷰를 하여 자신이 수집한
근거를 공유하면 훨씬 많은 근거를 모을 수 있다.

WRITING PROJECT 12
CONTEXT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오늘날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예컨대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 아무 곳에서나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이처럼 일상에서 위험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보모국가nanny state’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은 스케이트보드,
암벽등반, 산악자전거와 같은 익스트림스포츠의 인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위험을 즐기는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짜릿한
스릴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기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는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위험을
무릅쓰다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혼자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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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그로 인해 부상당했을 때 남들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119구조대나
응급실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상해보험금도 받아선 안 되고,
장애인으로서 혜택도 누려서는 안 된다.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아닌 것이다. 당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우리가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SCENARIO
국회의원 사무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의회는
암벽등반, 행글라이딩, 산악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스카이다이빙을 비롯하여 극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스포츠활동이 정부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직에서 이러한
스포츠활동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부상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TASK
이 법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논란을 정리한
보고서(position paper)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좌하는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 남이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따라서 포지션페이퍼를 작성할
때, 내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관련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분량은 A4로 3-4
페이지 정도면 충분하다. 포지션페이퍼를 작성해보라
CHAPTER 4

WRITING PROJECT 13

PeTA, CSPI, Vegetarian Society 중 하나의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TASK 1A
상사가 버만의 글이 실린 《워싱턴타임즈》를 책상위에
던져놓으며, 이 글에서 자신의 조직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그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편지를 작성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TASK 1B
상사가 버만의 글이 실린 《워싱턴타임즈》를 책상위에
던져놓으며, 이 글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다만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칼럼을 작성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SCENARIO 2
버만이 설립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TASK 2A
《워싱턴타임즈》로부터 연락이 왔다. 위 세 단체 중 하나에서,
버만이 쓴 칼럼이 자신들 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항의편지에 대해 버만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받고 싶어한다. (논쟁이 붙을수록 신문이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그 단체가 극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TASK 2B
《워싱턴타임즈》를 읽던 중 버만이 자기 단체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반박하는 글이 실린 것을 발견하였다.
버만은 이제 한 단체를 타깃으로 삼아, 이들이 음식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해오라고 주문했다.
CHAPTER 5

WRITING PROJECT 14

CONTEXT
공정한 논증에서는 ‘반대자들’의 의견을 정직하게 진술하고
그것이 자신의 주장과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정직하게
진술한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칼럼들은 대부분
이처럼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반대자들의 입장을
왜곡하는데 몰두한다. 예컨대, 리차드 버만은 “칠면조경찰,
조심하라”에서 동물보호단체 세 곳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뭉뚱그려 진술하는데, 실제로 그 단체들은 버먼의
진술이 자신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고 말할 확률이 높다.
도서관에서 참고자료를 찾아보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그들이 어떤 단체인지,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
•
•

SCENARIO 1

PeTA https://www.peta.org
CSPI https://www.cspinet.org
Vegetarian Society https://vegsoc.org

CONTEXT
논증을 계발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나나 독자들이 확신하는
논증을 응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문학수업에서는 수업에서 다룬
책에 적용한 논증구조와 근거를,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책을
분석할 때 활용한다. 경영컨설팅과 같은 전문직종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 새로운 의뢰인의 사례를 조사/분석할 때,
그들은 대개 이전 의뢰인에게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논증을
그대로 활용한다. 아무런 기초자료도 없이 논증을 처음부터
세웠다고 속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논증을 참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읽기자료 참고: 칠면조경찰, 조심하라 — 리차드 버만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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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학생처장 사무실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었다.학생처장은
학부모들과 지역사회로부터 학생들의 빈지드링킹 행태를
꺾으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압박에 저항해왔다.
학생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카밀 파글리아와 제이콥 설럼의 글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했다. 학생처장은 파글리아의 글을
좋아했으며 그 글의 논지를 자신의 주장에 결합하였다. 나는
설럼의 주장이 더 적절하다고 학생처장에게 말했다.

•
•
•
•
•

CONTEXT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된 ‘사실’ 또는 ‘과학적 진실’ 외에도
다양한 진실이 존재한다.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특히 법이나
역사 같은 분야에서 통용되는 진실들을 유일한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야에서 ‘사실’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억압행위와 같다고 그들은 말한다.

SCENARIO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대학들이 연합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자
6명을 초청하여 인권과 사회정의의 미래에 관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컨퍼런스에 초청된 연사
중에 리고베르타 멘추가 있다. 235쪽에서 설명하듯이 그녀의
책은 진실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 당연히 이 지역
학생정치그룹에서 그녀를 연사로 선택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초청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인 시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당신은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대학의
학생대표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대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꾸려졌고, 당신은 이곳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읽기자료 참고
폭음문화 소탕하기 — 에드 카슨
대학가 폭동 “음주제한연령은 철폐되어야 한다 — 파멜라 화이트
술병속에 진리가 있나니 — 카밀 파글리아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차지한 폭음문화 — 케네스 브루피
공중보건의 횡포와 흡연 — 제이콥 설럼

TASK 1
학생처장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파

TASK 1

.

,
,

소위원회는 당신에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논문이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면 관련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단순한 찬반논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학생처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해보라.

TASK 2
음주에 대한 논증과 흡연에 대한 설럼의 논증을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아 나란히 비교해보라고 요청하였다. 설럼의 주요
이유들을 뽑아서, 구체적인 이유들을 각색하고 대체하고
삭제하여 빈지드링킹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웃라인을
만들어보라.

TASK 3
학생처장은 캠퍼스에서나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킹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좀더 세부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각각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하라. 설럼의 근거를 빌려와도 좋다.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흡연보다는 음주에 초점을 맞춘 근거를 찾아보라.

TASK 4
학생처장은 자신이 학생신문에 기고할 칼럼을 대신 써주기를
바란다. 내가 논증을 구성하고 글을 쓰면, 그녀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고쳐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완벽한 글을
써주기를 원한다.

소위원회는 반대자들이 문제를 부당하게 일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작성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 글은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대학들의 학생신문에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칼럼은 반대운동이 내세우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들을 동등하게 보여주고, 이러한 다양한 주장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TASK 3
소위원회는 멘추로 인해 빚어진 사건의 전개과정을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팩트에 기반한
근거’와 ‘더 큰 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글 모음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신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공정한 논증이 작동하는 글을 써야 한다.
공정하게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
•

CHAPTER 6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TASK 2

xcendo.net

참고: 읽기자료에 수록되어있는 “거짓말”에 관한 글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 조나단 라우치
때로는 거짓말이 옳은 행동이다 — 로레인 더스키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거짓말의 철학 — 로버트 솔로몬
공적·사적 생활에서의 도덕적 선택 — 시셀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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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RITING PROJECT 16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순응하도록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식 사고에 따르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또다른 일본의 속담을 보자.
.

CONTEXT
파멜라 화이트의 글은 몇몇 학생신문에 게재되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녀는 학생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컨대 입법의원들에게 음주연령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처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읽기자료 대학가 폭동 “음주제한연령은 철폐되어야 한다 — 파멜라 화이트

TASK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라.
a.
.
.
b.

이것은 아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면, 자기
손에서 벗어나 낯선 사람 속에서 공동체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는 뜻이다. 이것에 어울리는 속담이 있는가?
그러한 속담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

TASK
이 과업은 다른 사람과 협업해야 한다. 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낼
결실은 논증이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깝다.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있는 속담과 격언에 대해 물어보라.
반대로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우리 속담을 주고 그들에게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지 물어보라. 우리 문화에도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모두 모아서,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라.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들어보자.
여기서는 신중함과 과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영어속담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살펴보라.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

.

.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

.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

c.
.

Look before you leap.

.

.

WRITING PROJECT 17
SCENARIO
레포트팩에서 반론 수용과 반박이 많지 삽입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를 펼쳐보라. 당신의 논증을 만나기 전에 독자들이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믿고 있었다고 시나리오를
바꿔보라. 그러면 반론 수용과 반박이 상당히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반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논증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
Once burned, twice shy.
,

.

Better safe than sorry.
.
He who hesitates is lost.
.
No guts, no glory.
.

CHAPTER 9

WRITING PROJECT 18
CONTEXT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
몇몇 속담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한국속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두 속담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라고 해도 아직 깨닫지 못한 고유한 의미가 숨어있을지
모른다.

속담은 다른 문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에서 본
일본의 속담을 보자.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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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ROJECT 1
CHAPTER 2

CHAPTER 3

SCENARIO

SCENARIO

여기서는 빈지드링킹에 관한 에세이 두 편을 보여준다. 21살
미만 학생들이 술을 마시다가 교직원에게 걸렸을 때 법적
조치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대학에서
새롭게 제정한 교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글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 교칙에 반대했고 교수들도 상당수
반대했다. 논쟁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난해한 표현이나 문법적 실수가 없는 글을 최대한
골랐다. 일단, 이 에세이들이 주장을 ‘어떻게’ 내세우는지는
신경쓰지 말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한다)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 읽어보라.

두 샘플에세이의 첫 문단(서론)을 다시 읽어보자.

TASK 1
각각의 서론에서 다음 요소들을 찾아서 표시해보자.
•
•
•
•

/
/

이러한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을
찾아라. 그런 다음 그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해보라.

TASK 1
두 에세이의 논증요소를 분석해보자. 다양한 형광색펜으로
표시를 해보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어떤 문장, 또는 문장들에서
나오는지 확인해보라.

TASK 2
두 에세이를 모두 읽고, 주요주장을 파악하라.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해법인가? 실현가능한 해법인가?

주장: 글의 핵심을 찾아보자. 그 진술은 어디에 나오는가?

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표시해보라.
이유: 본론 문단마다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서론과 본론은

제외하라.) 이러한 핵심들은 주요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이유인 동시에 그 문단이 뒷받침하는 하위주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정보나 사실이나
통계를 표시해보라.
반론수용: 나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그러한 반론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평가해보고, 반론마다
저자의 반응을 R-N-D 3단계로 분류하여 표시해보자. (R:
respectful, N: neutral, D: disrespectful)
반박: 반론이나 다른 의견에 대해 저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론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평가해보고, 반론마다 저자의
반응을 R-N-D 3단계로 분류하여 표시해보자.
전제: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TASK 3
두 에세이의 문제를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해보라.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다음, 이것들을 하나의 문장 속에 넣어
진술해보라.
•
•
•

/
/

TASK 4
이들 에세이의 서론을 다시 써보자. 새로운 서론에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
•
•

TASK 2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써보자.
,
?
?

?

서론은 독자들에게 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인지적
프레임워크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와 해법의 진술은
글 전체에서 반복될 주요한 테마를 소개해야 한다.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자가 ‘어떻게’ 주장을
펼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라. Task1에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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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탄생
Student Privacy and Drinking
University President, Albert Tanaki, recently proposed
that the university should notify parents whenever a
student is caught drinking before the age of twenty-one.
Tanaki says this will help prevent students from binge
drinking. This is wrong because students have rights to
privacy and the university should respect them. Tanaki
also fails to realize that present-day student life is
surrounded by alcohol.
The first aspect in which I feel that Tanaki’s proposal
is wrong is when he suggests that the university owes it
to parents to tell them that their son or daughter is
drinking in school. This suggestion clearly violates
students’ rights to privacy. Young people who do not go
to college do not have anyone calling their parents when
they get caught drinking before twenty-one. When
students are home for the summer, they do not have
parents following them around and looking over their
shoulder constantly to see whether they are drinking.
Parents realize that their children have privacy rights
and do not interfere with their social lives. Besides most
parents don’t care whether their college-age children
drink. But even if they don’t care themselves about our
drinking, parents will get upset with us if they get a
notice from the university that we were caught drinking.
Another way in which Tanaki’s proposal is wrong is
that students will think of the university as the enemy if
it does not respect their rights to privacy. The university
should not act like a high school and “rat” on students
every time they have a problem. It doesn’t have parentteacher conferences, so why should it notify parents
about drinking?
University students do not even like it when the
university mails grades home to parents. (Other schools
mail grades only to the students because they know that
grades are a student’s private property that she can
decide for herself to share with her parents or not.) If the
university becomes a tattle-tale, students will have a bad
attitude toward it, which would cause them to
participate less in university social activities and look for
social life away from campustown, where there will be
even more drinking. Besides their bad attitude will spill
over and harm thei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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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ings me to my next point that no matter what
the university does about student drinking, students are
still susceptible to drinking in any environment they live
in. It is obvious that Tanaki is looking to eliminate
student drinking and protect students from harm by
violating their rights to privacy, but Tanaki is totally
ignorant of the era in which we live. Life is not as it used
to be in the past and drinking is an obvious part of
everyday college life; therefore, I feel that getting
students in trouble with their parents may not influence
whether they drink as much as Tanaki thinks. We live in
a time in which young people feel it is necessary to
drink in order to fit in with the crowd. Their parents
drink, their friends drink, and even their teachers drink.
President Tanaki may say that it is wrong for students to
drink, but he has lots of alcohol at the faculty parties at
his house on Marrs Hill, right in the middle of the
campus.
Furthermore, you can’t go to any kind of student
party that does not have drinking around you. It is not
just the Greek parties that have liquor everywhere.
Most dorm parties, even in the first year dorms, have
alcohol that anyone can drink. Students bring alcohol
and other drugs as well to concerts at University Hall.
When there is not a concert, students have to go to
campustown bars to hear live music since first-year
students cannot keep a car at their dorms. The city says
it is legal for students under twenty-one but over
eighteen to go into bars for the music, and it is obvious
that they would then be around people drinking. It is a
mistake if anyone thinks that students can live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are surrounded by alcohol
and never have it pass their lips. As Billy Joel says, “We
didn’t start the fire.” It was our parents and people like
President Tanaki who put us in an alcohol environmen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tate that Tanaki’s
proposal is a complete infringement of the privacy
rights of students and won’t work anyway. I also feel
that instead of trying to tattle on students to their
parents, he should do something to make the social life
of first-year students better so that they do not have to
drink because there is nothing better to do at night. It is
obvious that the university needs a better solution to the
problem of binge drinking than invading the privacy of
every student who takes one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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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탄생
Binge Drinking and Parental Notification:

Students’ Rights to Privacy or Parents’ Right to Know?
When University President Albert Tanaki announced
that he wanted to notify parents when students under
twenty-one were caught drinking by university police,
there was an uproar among students and faculty. The
Student Council passed a resolution the next day stating
that “any invasion of student privacy is wrong.” Council
Chair Susan Ford wrote in the Student Daily, “This is
morally wrong, legally wrong, and besides it won’t
work.” It is understandable why students have gotten so
upset over Tanaki’s proposal. But by thinking only
about how the proposal impacts on their rights, students
and the faculty who have come out in support of them
have forgotten about the rights of their parents.
The first thing most people have said against the
proposal is that it treats students like children instead of
adults who have a right to privacy. Well, students do
not live in the world of adults. Adults work to pay for
their food, housing, phones, computers, and
transportation. Students get them free. They even get
free condoms. It is true that some students work part
time, but that barely covers their spending money in
most cases. That is not the world of adults. It is obvious
that if you do not have the responsibilities of adults then
you cannot expect to get the rights of adults.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say they have a
right to privacy are not entirely wrong. Most students
had privacy rights when they still lived at home. Five of
the six people living in my dorm suite had the right to
keep our parents out of our bedrooms. Most high
schools cannot go into a student’s locker unless the
police are looking for drugs or guns. Students should
not have less right to privacy at college than they did
when they were younger.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however, that students get all the privacy of
adults just because they are in college.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whether students
deserve all the rights of adults, we have to consider how
much privacy adults get. Privacy invasions exist on a
continuum.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sneaking
pictures of someone through their bathroom window
and telling parents when you break the law by doing
something that could harm you forever. What if you
overheard your best friend talking about suicide when
he was having a private phone conversation? Would
you protect his privacy? Or would you tell someone
who can help him? Which is the greater evil, to violate
someone’s privacy or to let them harm themselves?
Telling parents about a student’s drinking may be an
invasion of their privacy and treating them like a child,
but it is also doing something to keep them from
harming themselves. There is not a huge difference
between telling someone to stop a student from killing
themselves and telling parents about a student doing
something as stupid and dangerous as getting drunk
enough to get caught by university police.
Crescendo Publishing Hou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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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point that no one has considered, however,
is the rights of parents. They are the ones who finance
our academic joy ride. They pay for our tuition, board,
books, and just about everything else we take for
granted. They don’t pay for these things just so that we
don’t have to work like adults. They pay because we are
their dependents and they are investing in our future by
paying for our education. But when people make
investments, don’t they watch where their money goes?
Silicon Valley investors keep track of what the
companies they invest in do with the money they give
them. As investors in a start-up company (us), our
parents have a right to know what we are doing with
the money they give the university for us. As their
dependents, we should not forget that beggars cannot be
choosers.
Just because the student opposition to the proposal
looks at things from a self-interested perspective and
does not consider the rights of parent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proposal is a good one in every way. I
think the proposal is on the right track and is generally a
good idea if the university only notifies parents when a
student is seriously drunk and not just sneaking one
beer. But both President Tanaki and the opposition act
as though all university students live in dorms and do
their drinking on campus or in campustown so that
university police might catch them. What about students
who have moved out of the dorms and live in
apartments? There are hardly any juniors or seniors in
my dorm. What about students who live at home?
About one-third of university students never live on
campus. According to the figures on the registrar’s Web
page, 36 percent of this year’s first-year students do not
live in dorms. Besides, students who are over twentyone can have drinking problems as much as those under
twenty-one can. The student who died from binge
drinking last year was a senior and so probably over 21.
The registrar does not give figures for this, but my firstyear classes have lots of students who are older and
probably have a family of their own. What about them?
When you consider all of the factors, President
Tanaki’s proposal may not be perfect but it does not
look like an evil invasion of privacy as the opposition
says it is. It is an invasion of students’ privacy, but for a
good cause. It also protects the rights of parents, who as
long as they are paying have the right to know what we
are up to. Most of all, it lets parents do something to
help their troubled children who risk their lives when
they engage in binge drinking. I believe that rather than
selfishly oppose the proposal, students should work
with President Tanaki to create one that can help deal
with the problem without invading students privacy
rights any more tha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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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PROJECT 2
CHAPTER 5

CHAPTER 6

SCENARIO

TASK 1

“미국에서 총기”는 출처에서 수집한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조사하고 쓰는 글이
아니더라도, 이 글보다 더 짧은 글을 쓸 때에도 출처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에세이를 읽어보자.

이 글에서 표시한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골라보라. 217쪽 “근거의 질을 판단하는 네 가지 원칙”을
참조하여 근거의 질을 평가해보라.

TASK 2

TASK 1

‘총은 남북전쟁 이후에도 많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주요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사람들이 총을 사기 시작한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돈과 훨씬 관련이 있다’는 두 번째 주요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비교해보라. 어떤 근거가 훨씬 강력한가? 왜
그런가? 글을 쓴 사람은 근거가 약한 이유를 가볍게 처리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처리해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느낄 경우 저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글에서 이유와 근거를 찾아라. 이 글을 출력해서 다양한 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줄 번호를 메모하라. (이렇게
표시한 것을 버리지 마라. 나중에 이 글과 관련한 과제가 또
나올 것이다.)
?

a.
?
b.
?

TASK 3

c.
• 1

(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서론)을 다시 보자. 여기서 공통바탕,
불안정조건, 손실/결과, 해법/해법의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보자.

,
)
?

• 2

(

,
)

TASK 4

?

• 3

리바이징 단계에서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서론)을 고쳤다.
제목도 “미닛맨 신화”라고 고쳤다.(다음 글) 이렇게 고친
서론에서 공통바탕, 불안정조건, 손실/결과, 해법/해법의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보자.

?

TASK 2

TASK 5

Task 1에서 분석한 것을 활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

a.

?
,

b.
“

원래 서론과 고친 서론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d.
?

.

?

.”

e. “

?

”
.

,

c.

?
?

f.

“
.”

?

?
g.

d.
?

?

?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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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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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listen to the NRA, owning a gun is the ultimate
symbol of American freedom and democracy. So most
people believe them when they say that gun ownership
has been a part of America since the Revolution and that
it is a violation of basic American beliefs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take away the people’s guns. But
this is just propaganda. The claim that for our
forefathers owning guns was a patriotic duty is
erroneous. History shows that guns were not popular in
America until after the Civil War, and that the reasons
people began to buy guns had more to do with money
than with patriotism. People should not be duped into
thinking that supporting gun control laws is unpatriotic
or un-American.
It is true that in colonial days many Americans
owned guns, but they faced many dangers, and there
was no police force to protect you. The rule was, defend
yourself or die. But later, when the country became
more civilized, people stopped owning guns. According
to historian Michael Bellesiles, “It would appear that at
no time prior to 1850 did more than a tenth of the people
own guns” (1966). This conclusion is based on surveys
done by the states to see how many people owned guns
so that they could serve in state militias. The state of
Massachusetts counted all the guns owned by private
citizens, and in every survey until 1840 it found that less
than 11 percent of the people owned guns. “At the start
of the War of 1812, the state had more spears than
firearms in its arsenal” (Economist, 1999). Also, guns
were not the sort of thing people bought for a hobby, as
they do today. The first magazine devoted to guns was
not published until 1843.
One example of heroic gun owners that gun
supporters talk about is the Minutemen of
Massachusetts. These were farmers who, on a minute’s
notice, formed an army to defeat the British at Lexington
and Concord, supposedly shooting the British soldiers
from behind fences and hedges because they were great
marksmen. But they were really a minority. Bellesiles
did a study in which he checked wills and “probate
inventories” (records of personal possesses when people
died) between 1765 and 1790, and he found that less
than 15 percent of all households had guns, a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guns were broken (Bellesiles,
1966). So by the time of the Revolution most Americans
had already stopped owning guns. In 1793, less than
twenty years after the Revolution, Congress passed a
law to buy 7,000 muskets because it was worried that so
few people owned guns that the country would not be
able to defend itself (there was still no army). But the
people didn’t want the guns. From 1808 to 1839, the
government had a program to give a gun to every white
male who belonged to a state militia, but only half the
militias bothered to ask for them (Economist, 1999). This
was not because the militia members already owned
guns, but because they didn’t care about owning guns.
In the 1830s, the general sent down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lead the Florida militia in a war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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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minoles, Winfield Scott, complained that the
militia had almost no guns.
The militias are another example of heroic gun
owners held up by gun supporters. But they were
mostly a joke. Militia members were mostly “town
paupers, idlers, vagrants, foreigners, itinerants,
drunkards and the outcasts of society,” according to the
adjutant general of Massachusetts (Economist, 1999). It
was even more of a joke to think of them as marksmen
like the Minutemen. In Pennsylvania, one militia held a
shooting contest, but no one hit the target and the
winner was the one who came closest. According to the
newspaper, “The size of the target is known accurately,
having been carefully measured. It was precisely the
size and shape of a barn door” (Bellesiles, 1998). Most
militias stopped having shooting practice because it was
embarrassing how badly they shot. In 1839, the
Secretary of War complained that militias were “armed
with walking canes, fowling pieces or unserviceable
muskets” (Economist, 1999).
If you go by the movies, everyone had a gun in the
Wild West. But Robert Dykstra says that it was more
peaceful in cattle towns like Tombstone, Arizona, or
Dodge City, Kansas, than in the cities in the east. It is
true that most cowboys carried rifles on the trail (mostly
for hunting) and some of them carried pistols. But when
they came to a town, they did not hav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dangers of the trail, so they left
their guns behind because most cattle towns had strict
anti-gun laws and the Sheriff would take them away.
“During its most celebrated decade as a tough cattle
town, only 15 persons died violently in Dodge City,
1876–1885, for an average of just 1.5 killings per cowboy
season” (Dykstra, 1968). Living in these towns was more
like The Little House on the Prairie than the Wild Bunch.
Maybe the movies have so many guns in Westerns
because gunfights are exciting and add to the action, or
maybe they are just trying to support the myth that
America is th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because it is the home of the gun.
Why did most Americans not own a gun before the
Civil War? There were two reasons. First, they didn’t
need them. It is a myth that violence has always been a
part of American life. In the early years of the country,
nine Americans out of ten did not feel that they needed
a gun to protect themselves. Second, guns were
expensive. A gun would cost a farmer a whole year’s
income (Economist, 1999).
Why did more Americans own guns after the Civil
War? There was one reason: money. When the war
started, the Union government owned 327,000 muskets
and rifles and the Confederate government owned
150,000. By the end of the war, the Union army had
given out 4 million weapons to its soldiers. Of course it
also trained those soldiers to shoot. The Union army had
1.5 million soldiers and the Confederate army had 1
million. When the war was over and the soldiers went
home, the army let them keep their guns. Now there
were many more Americans with guns they got for free
(Bellesil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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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also made guns less expensive. In the few
years of the war, gun manufacturers made more guns to
supply the war than they had made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country (Economist, 1999). The gun manufacturers
had to learn how to mass produce guns to supply the
army with so many guns so quickly, which meant that
not only did they have many more factories but that the
guns were much cheaper. When the government
stopped buying guns for the war, the manufacturers had
to sell more guns or close down the new factories, but
they were saved because the war had created many new
customers who owned guns and had learned to shoot in
the war.
So you can see that it is a myth that guns have
always been a part of American life and that without
people owning guns Americ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rotect its freedom. Gun supporters say people buy
guns to protect themselves, bu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only people likely to be shot by their guns
are themselves or a member of their family. People say
they buy guns to defend America’s freedom, but who do
they think they will defend it from? Those who believe
in the myth of a nation of Minutemen may be sincere,
but all they guard is the profits of the gun
manufacturers who have blood on thei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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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English colonists sailed to America, they
brought to this continent many ideas that made America
what it is today: religious freedom, dedication to liberty,
and the belief that people should govern themselves.
Did they also bring over the American love of guns?
One of the first laws passed in Jamestown, Virginia,
required every man to own a gun for defending the
settlement. By the Revolution, most of the colonies had
laws requiring citizens to own guns (Davidson, 1998),
and after the Revolution, since the federal government
had no army, local governments were required to have a
militia made up of gun-owning citizens (Economist,
1999). Also, the Bill of Rights included the idea that the
safety of the country depended on people owning guns: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Today the government passes laws, not to require
citizens to own guns, but to restrict them from owning
guns the government thinks are dangerous, such as
assault rifles. Supporters of gun control say we need
laws because of all the crazies and criminals who get
their hands on guns: Lee Harvey Oswald, John Hinkley,
the Columbine killers, drug pushers, and many others.
Opponents of gun control like the NRA try to offset this
by talking about gun-owning American heroes from
history, such as the Minutemen of the Revolution and
Daniel Boone (NRA, 1999). They say that even if bad
people get guns, good people need them too for the
same reason that the colonists and the other historical
heroes needed them––namely,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sides, owning a gun is presented as the
ultimate symbol of American freedom and democracy.
So most people believe them when they say that gun
ownership has been a part of America since the
Revolution and that it is a violation of basic American
beliefs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take away the
people’s guns.
But this is just propaganda. People should not be
duped into thinking that supporting gun control laws is
unpatriotic or un-American. The gun control opponents’
claim about Americans always owning guns because we
believed that owning guns was a patriotic duty is
erroneous. History shows that guns were not popular in
America until after the Civil War, and that the reasons
people began to buy guns had more to do with money
than with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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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라이팅프로세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글에 직접 적용하여 실제 논문/보고서를 단계별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기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급하게 벼락치기로 글을 작성하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것이다. 마감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빠르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 이
프로젝트를 거치는 동안 비판적 사고와 논증을 글쓰기에
적용하는 전체 과정을 몸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다.

STEP 1. THINKING AND TALKING
STEP 2. READING AND RESEARCHING

STEP 6. COLLABORATIVE WORKING

TASK 2
동료 두세 명과 예비 프로포절을 교환하라. 상대방의
프로포절에 대한 느낌, 피드백, 코멘트, 제안을 글로 작성하여
돌려주면서 직접 말로도 설명해주어라. 동료들의 피드백을
읽어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서론과 결론을 대략적으로
작성해보라. 지금 시점에는 당신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해답(결론)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통바탕,
불안정조건, 결과 등은 어느 정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워킹버전을 만들어보라.

STEP 3. PREPARING AND PLANNING

CHAPTER 3

CHAPTER 4

SCENARIO
평소에 늘 공부하고 싶어했던 주제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다.
태평양 섬의 인류학, 스포츠의 사회학, 블루스의 역사,
패션산업의 경제학, 미국대중문화에서 자동차 등 어떤 것이든
좋다. 수업은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가 정해지면
학생들이 각자 한 측면을 골라서 연구하고 그것을 수업에서
발표한다. 학생들은 모두 당신 못지않게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따라서 상상 속 학급동료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읽을 수
없다고 가정하라.

앞에서 동료들에게 당신의 문제가 그럴듯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교수는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심쩍어한다.

TASK 1
격식을 갖춰 연구프로젝트 프로포절을 작성한다.
프로포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

TASK 1
첫 번째 임무는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교수와 동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503쪽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화제탐구”에서 제시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보편적인
주제를 고른 다음 구체적인 문제로 좁혀가라. ‘어떻게’ ‘왜’
질문에 초점을 맞춰라. 단순한 예/아니오 질문은 피하라.
연구할 문제/질문과 그것이 어떻게 수업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1페이지짜리 프로포절을 작성하라. 주제가 당신에게 새롭다면
참고자료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왜 관심을 갖는지 (또는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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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각각 A4 한 장씩 작성할 수 있다. 또 제시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답변을 궁리하면서 성급한 판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라. 프로포절에 잠정적인 서문과 결론을 제대로 작성하여
앞뒤로 붙이고 리바이징까지 완벽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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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DRAFTING

TASK 1

CHAPTER 5

SCENARIO
연구논문을 쓰기 위한 프로포절은 이제 통과되었고, 이제
논문을 쓰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a.

첫 번째 드래프트를 완성하라. 주요섹션의 주제가 되는
주요이유를 뽑고, 그것을 주요주장과 연결해주는 전제를
나열하라. 또한 이유와 근거를 연결해주는 전제도 나열하라.
전제는 ‘X하면 Y한다’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진술하라.
드래프트를 검증할 때 다음 목록을 활용하라.
•

?

?
?

•

.

?

•

b.

?
?

.
CHAPTER 6

TASK 1

SCENARIO

다음 단계를 따라서 글을 쓴다.
1단계:

.

이번 논문에서는 근거의 질을 눈여겨보겠다고 교수가 강조한다.

,
.

TASK 1

(
,

,

217쪽 “근거의 질을 판단하는 네 가지 원칙”을 참조하여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하나씩 평가해보라.

).
.

2단계:

STEP 5. REVISING

/
.

STEP 6. COLLABORATIVE WORKING

/

.
3단계a (

CHAPTER 7

): 1
.
.

,

,
3단계b

SCENARIO

.

글을 제출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글을 서로 교환하여 리뷰를
주고받는다.

.

(

):
,

.
.
.
.(
. : “[

TASK 1

,

]

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한두
사람을 찾아라. (교정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다.)

.”…)

•
•
•
•

CHAPTER 8

?
?
?
?

SCENARIO
너무나 오래 이 프로젝트에 파묻혀있다 보니 독자의 시선으로
내가 쓴 글을 볼 수 없을 지경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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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전제를 명시적으로 진술하라.
근거가 부족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더 추가하고 개선하라.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최대한
수용하고 반박하라. 반대의견이나 한계를 제기한다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반박하라. 이러한 반응을 활용하여 글을 고쳐라.
마지막으로 588쪽 “Writing Step 5 리바이징”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글을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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