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기행문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 

김영만，*** 

1. 툴어가는말 

본 연구는 하이퍼미디어 시대에 따른 한국어 쓰기1) 교육의 새로훈 방 

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얀을 모색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보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하였고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도 새로훈 매체와 방식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시대적 변화에 용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대웅해 나갈 때가 되 

었다. 정보화로 세계가 더욱 좁아지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t場)이 열리 

고 그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훈 

움직임과 양상에 주목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재 

* 이 연구는 한국혁술진홍재단의 am년 선정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하이퍼미디어 시 
대의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 

는연구과제임， 

** 이 연구는 am년 해외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1) 이 연구에서는 ‘쓰기’와 ‘작문’올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도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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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 

른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 기행문 교육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2.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의싹통과 홈페이지 최 교육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인간 삶의 양식과 사고에 전환을 가져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은 전세계를 동시에 연결하며， 그야말로 

세계를 지구촌으로 더욱 가깝게 연결해 주고 있다. 여러 매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션적인 형태를 벗어나 쌍방향적이고 복합 

적인 특성을 띠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플었다. 쓰기의 측면에서도 이러 

한 변화는 예외얼 수 없다. 규격화된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 

고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던 표현 형태는 이제 비순차적이고 복합적인 내 

용과 표현 형태를 띠는 공감각적 무경계적 개방적 방식의 의사소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이퍼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정보가 하이퍼텍스트 

형식을 빌려 전달되면서 인쇄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괴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요즘의 의사소통 양상의 특성에 대해 김양은(때3: 2)은 다음과 같 

은주장을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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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텍스트j하이퍼텍스트훌 흉해 몬 의사소통의 변화 

구분 텍人E 하이퍼텍스트 

공간 1차공간 3차원공간 

내용구성 저자중심 수용자중섬 

수용자역할 똑자 생산지f탐색가 

송름 일련적/선형적 비일련적껴1선행적 

방향 일방향 쌍방향 

상호작용성 지연탐색 거의 동시적 탐색 

코드구성 집합체 텍스트의 덩어리 ) 

위의 표에서 보듯이 히이퍼텍스트는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비선형적으 

로 전달되는 텍스트의 형태인데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는 펼자 중 

심의 저술과 의사소통이 수용자나 독자를 크게 의식한 표현으로 전환되 

도록 해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 

발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독자와 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보 

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넓고 무한한 시아버 세계에서 자 

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법을 개발하고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특별히 인터넷 깅국으로 꼽히는 한국의 사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과 정보 교환 의사소통을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 넘기고， 교육적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전 

개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 ro>/o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없)3: a))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해 나가는 현실 

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새로올 양상을 한국어 교육이 외면 

한다면，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진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둔 한국어 교 

육이 한정된 부분만을 수용하며 의사소통이라는 전체 맥락과 상황을 간 

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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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반드시 펼요한 부분이다. 또한 컴퓨터와 통 

신의 발달이 교육적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에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암기 

와 주입식， 강의식 중심의 수엽이 이제는 개별화， 다양화 및 학생의 능동 

적 침k겨 위주의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대김양은， 2003: 3). 

〈표 2> 킴퓨터 도입으로 인한 교육 의사소통의 변화 

기존교육 -> 미래교육 

도구 
인쇄교과서 전자교과서 

텍스뜨 하이퍼텍스트 

방향 
임 대 다수 힐대멜 

힐방향 쌍방향 

대상 집단적 컴퓨터 도입 개별적 

과정 획일적/일련적 순서 (]) 디지틸 언어 프로젝트성/비일련적 

/내용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 (2) 네트워크 하나의 원인-다양한 결과 

제약 시/공간적 제약 (인터넷) 시!공간적 제약 없음 

수용 수동적 상호작용적 

관계 
위계적 상호협력자 

생산자관객 편집χF탐색가 

공간 현섣공z!i고정된 장소) 가상공간(유동적 공간) 

위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형태도 인쇄물의 형태 

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교육 

내용과 과정에서도 획일성이나 일련적인 성격을 벗어나 탐구적이고 문제 

해결적이며 비일련적인 성격을 지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상황과 의사소통의 변화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새 

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대김OJ-은，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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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교사-학생 역휠 변화 

구분 기존교육 미래교육 

교육 
개인적 협력적 

파정 

판겨1 위계적/비민주적 반위계적/ 민주적 
여 지식 제공자 수여자 지식획득보조자 기여자 

할 탐험가 수여자 탐험안내자 탐험가 

질문해결자 수여자 열린 젤문제공자 해결자 

변 협~해결자 수용자 협상젠조자 집단활동문제해결자 

화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협상자， 보조차， 안내 

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 

엽에 임하여 스스로 실천，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자요 참 

여자요 탐험가요 주체가 된다 띠라서 이러한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교 

육적 측면에서 활용하며 수업 현장에 실제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요 

구된다. 

특별히 개인 홈페이지2)는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현물이다. 홈페이지의 많은 글들이 히어퍼텍스트 상태로 연결되어 있 

으며， 메뉴 구성상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 퉁이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 

운영자의 개성과 이미지가 녹아들어 있으며 시아버 공간의 특성인 새로 

운 관계가 형성되기에 알맞은 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선적이고 고정 

적인 교과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는 내 

용을 교실에 접목시키며，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틀이 자연 

스럽게 학습과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한 한 

국어 쓰기 교육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적용한다면， 학생의 관심과 흥미 

2) ‘개인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홈페이지’라고 줄여서 사용하도록 한다. 



136 국어교육연구 제12집 

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교육해 나가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 홈페이지 썩 교육에서 고려할 사항 

앞에서는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고， 이에 따라 교실 수엽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교실 수 

업은 더욱 다%냉， 적극성， 상호협력성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쓰기 교육이 때퍼텍 

스트 작문 교육에 적힐L하다는 사실을 얄 수 있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작문 교육을 설시할 때 새롭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3-1. 발상으| 전환 

홈페이지 작문에 대해 교육하려면 펜 작문에서 하이퍼텍스트 작문3)으 

로의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홈페이지 작문 

을 할 때 펜 작문과의 어떤 ~t이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승}는지 제대 

로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을 써서 단순히 종이가 아닌 홈페이지에 올리는 매체적 차이만 

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학생이 펜 작문과는 다른 양상의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와 쓰기 

3) 하이퍼텍스트 작문에는 전자 우편이나 대화방에서의 글쓰기， 홈페이지 글쓰기 등이 
모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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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활용한 작푼 활동을 해나갔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교사는 하 

이퍼텍스트 작문과 펜 작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특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주제의 글이라도 펜 

작문과 하이퍼텍스트 작문이라는 쓰기 환경과 매체에 따라 글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히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표현 매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글율 학생 

들이 직접 써보게 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 

성을 찾아내어 발표시키는 방식 둥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서 학생이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이퍼미디어 환경에 

알맞은 글을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3-2. 콘텐츠의 충요성 

홈페이지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 감정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 

구이다. 이러한 홈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기 

존 인쇄 매체와는 다른 달쓰기 형식과 내용 구성을 요한다. 좋은 홈페이 

지는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야 합은 물론이고 자료를 찾기가 쉬워야 하 

며，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4) 이는 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퍼.4%가 홈페이지에서 콘텐 

츠가 매우 많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고 많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경 

우는 44.1%에 해당하였다{국어교육연구소， 때β: 222). 설문 조사 결과 콘 

텐츠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디자인이나 정보 겁색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홈페이지 방문지들이 콘텐츠를 중시 여기고 있다는 것 

을단적으로보여준다. 

4) 써버 공간의 독À}들 중에서 약 75% 정도가 정보 채집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Mc{J()Vi에1 et 머. :m2: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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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홈페이지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울 

러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작문 교육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 

분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3. 읽기 변화에 대응하는 쓰기 교육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컴퓨터 화면으로 글을 읽는 것은 종이로 된 인쇄물을 원 

는 것보다 약 ~% 정도 속도가 느리대Price & Price, aXJ2: 65). 이러한 현 

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5) 

면접자 . 인터넷상에서 글 얽을 때 콘텐츠나 일기를 보는 거 하고 정보 

검색할 때 찾아보는 거하고 종이로 인쇄된 책을 보는 거하고 

느낌은 같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요? 

학생들: 예. 달라요. 

면접자 : 그러면 종이로 인쇄된 책을 볼 때랑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독자 

로서 읽을 때랑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건 편하다. 어떤 건 

불편하다 이런 거 말이에요. 

여학생 2: 책을 볼 때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는데 일단 습판이라서 

5) 하이퍼텍스트 작문이 일반 작문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얄아보기 위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nJ3년 6월에 자기 소개 작성，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하이퍼텍스트 

작문 교육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록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쓰기 능력과 학력， 컴퓨터 활용도와 친숙도를 가진 대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일반적 특성을 우선 도출해 내고 이를 한국어 교육 

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접 내용은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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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혈 수도 있지만 면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갱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학생 1: 그거는 노트북 같은 거로 각도훌 초청활 수 있어요. 

여학생 2: 각도 조절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학생 3: 그련걸 떠나서 저도 불면합율 느꼈거든요. 얼마 천에 얽는 천 

자 책율 이용했는떼 지품으로 보는 거 보다 훨씬 피로했어요. 

결국 다 인쇄혜셔 뽑아셔 왔거든요 그런 거 보연 가시쩍인 효 

과가 너무 강혜셔 훌연해서 때혜어지률 다 인쐐혜서 왔는데 

그런 책 말고 인터넷 론헨츠나 쇼명 톨， 포혈 사이트는 그나마 

보기 좋게 나팎나 팬찮온데 책이나 논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보는 건 너무 피로가 심한 것 갈아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컴퓨터 화변에서의 읽기는 독자에게 심한 피로 

감을 주거나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때로는 컴퓨터 화변으 

로 읽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내용을 출력해서 읽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컴퓨터 화면에서의 읽기는 독자에게 피로감을 쉽게 

일으킨다는 중거가 된다. 또한 강민경(1뺑: 76)의 워드프로세서 작문 과 

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펼자는 자신의 글 전체 구조와 내용 파악에 어려옵 

을 겪기 때문에 초고를 완성하고 출력을 해서 읽어보면서 글을 수정해 나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홈페이지 작문에서는 내용을 

읽기 쉽게 편집하고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해l퍼미디어 환경에서 독자는 모든 글을 읽어 내려가지 않고 필 

요한 것만을 취사선택해서 읽는다{김성해 am: 52-57). 따라서 글이 보기 

좋고， 원기 편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해당 화변에 독자가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짧고 간단한 문장과 문단 위주로 글을 작성 

해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자는 독자들이 X낸의 홈페이지 초기 화 

변에서부터 모든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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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다른 써트에서 정보를 찾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 

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접속을 하든 해당 페이지에 주제와 

정확한 정보 등이 없다면 계속 머무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든 페이지 

에 적절하고 의미있는 내용이 틀어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문을 문단 앞쪽 

에 배치해 각 문단의 내용을 B뱀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컴퓨터 화면은 펜 작문을 읽는 경우처럼 규격화 

되어 열정하게 정해진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 작동에 따라 흘러 

가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화면이 계속 흘러서 보이지 않게 되므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원었는지 기억하기 힘들고 다시 추적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며 독자는 자신의 경로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어를 적절히 배치해 줌으로써 글을 읽어 나가는 독자에게 어느 곳을 

선택해서 읽어야 할지를 도와 주는 것이 펼요하다. 

3-4. 편집의 중요성 

읽기 속도의 둔화와 훌어읽기의 증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글이 흘러 

내려가는 듯한 화변 구성 등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한 글읽기는 많은 제약 

을 지닌다. 다음 응탑 내용을 살펴보자. 

면접자’ 그러면 개인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 

목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강 

아지에 관섬있으면 올리고 그라는데， 정보를 먼저본다는 얘긴데， 

내용이 긴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짧은 게 좋아요? 입는 입장 

에서 그 홈페이지에 틀어가서 메뉴를 선택해서 얽을 때 콘텐츠 

가 긴 게 좋아요， 아니면 토막토막 눈에 틀어오게 짧게 보기 좋 

게 해놓은 게 좋아요? 

여학생: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르지 않나요? 긴 게 유용할 때도 있고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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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리스트 중에 원하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들어 가보고 필요한 거변 꼼꼼히 읽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오고， 

여학생 1: 저는 자채한 건 좋지만 막 두셔없이 글이 늘어져 있으면 머리 

가 아파셔 옷 읽겠어요 자세혜도 보기 좋게 되어 있어야 봐요 

남학생 3: 책 같은 형식으로 되어 었으면? 

여학생 2: 절대 안 봐요. 

여학생 1: 정말 한 줄의 홈도없이 빼빼히 쓰여져 었으면， 얽기 싫어져요. 

남학생 1: 커뮤니티에서 쩨 친구가 띄어 쓰기도 안하고 막 썼었어요. 천 

구률이 답률율 달아셔 충고활 하니까 그쩨셔야 행식에 맞게 

띄워 쓰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모든 글이 빽빽하 

고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연 답답해하고 잘 안 읽게 돼요. 

위의 글은 컴퓨터 모니터로 글을 읽어 내려갈 때의 현상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홈페이지에 글올 올릴 때 간결하고 눈에 들어오 

기 쉽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글 전체와 문단의 길 

이 풍에 있어 펜 작문보다 간결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 놓은 글이 컴퓨 

터 화변에서 읽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작문에 

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글쓰기와 배치 및 편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5. 독자와 훨자요| 상호작용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홈페이지는 자신을 드러내는 좋은 공간이자， 독 

자와 필자가 만나고 대화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펼자의 글을 읽고 독자가 반웅올 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행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보고 나서 독자가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질문이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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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독자와 필자가 서로 견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피드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운영자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박수호(;m3: 3)는 ‘나중에 유용한 도움이나 정보를 보답으로 받게될 것 

이라는 기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단서틀， 개인의 평판， 개인의 

행위가 커뮤니티에 긍정적이고 유용한 영향을 미쳤다는 느낌， 잘 유지되 

는 집단 경계’ 둥이 ̂ )이버 공동체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요소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컴휴터 이용자틀이 가상 공간에서 정보만 채 

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유대갑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나고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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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홈페이지 기헝운 답글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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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풀부하고 신뢰할 수있는 정보외 제공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페이지에서 기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으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는 주된 이유 중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1위를 차지하였다{국어교육연구 

소 ID): 18). 따라서 홈페이지 개설자는 풍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그 내 

용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자신이 접속한 페이지에서 정보 이외의 것도 얻어가고자 한다. 그것은 흥 

미일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 형성이나 지속일 수도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콘텐츠는 재미와 흥미 관심사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얘봐 

한다. 

6) 홈페이지 기행문의 경우， 글올 읽고 난 후 독자 소감이나 의견을 울렬 수 있는 것이 

웬 작문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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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홈며|이지 기앵문 링크 부문7) 

3.7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 의사 전달 

앞서 살며본 대로 컴퓨터 화면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펜 작문보다 간 

결하고 명확한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글을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 

거나 긴 내용운 힐k축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방법과 감각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틀어 긴 문장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모티콘， 사 

진 소리， 동영상 동을 이용하여 오감올 활용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나간다 

결국 홈페이지에서는 간결성， 세분성， 영확성， 감각성， 객관성， 정보성， 

7) 홈패이지 기앵푼융 작성항 때에는 멸자가 방푼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훌 연결 
해서보여출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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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성， 독자 중심성을 위주로 한 글쓰기가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김영만， 

aXBa: 앙00).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서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제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펜작문의 경우보다 텍스트를 짧게 줄인다. 
b.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C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d 우회적인 표혐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e 긍정적인 표현을 시용한다. 

f 긴 문단은 여러 개의 작은 문단으로 나눈다， 

g 해당 제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겸한다 

h 핵심어를 배치한다. 

i 중요한 내용이나 주제문은 문단 앞쪽으로 배치한다 

]. 문단 전개와 배치에 주의를 기울인다‘ 

k 문장 부호나 이모티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l 글 전체를 역피라미드 형태로 구성， 배치한다， 

m 메뉴의 페이지 수가 다섯 장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n 내용-{contentsl이 새롭게 a나1었다는 것을 눈에 띄는 곳에 알린다. 

O. 시각적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p.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q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r.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S. 내려받기가 용이하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L 다른 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초기 화면 0 ，료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구성 

한다. 

U 주된 독지층의 흥미와 요구 중심으로 내용올 구성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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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홈페이지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표현 

원리를 익힌다면， 새롭고도 실제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행문을 활용한 쓰71 교육의 실제 

앞에서는 홈페이지 표현의 특색과 원리를 검토빼 홈페이지 쓰기 교 

육의 기초로 삼았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 쓰기 교육에 실제 

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홈페이지 기행문을 가 

르칠 경우에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 

A 학습목표 

a 작문 환경과 매체에 따라 기행문 작성과 표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 필자의 집필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기행문을 쓸 수 있 

다. 

c. 홈페이지 기행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할수있다. 

d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 홈패이지 기행문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와 문화를 공동체 구 

성원과 공유할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펜 작문과는 다른 발상과 

표현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어떤 표현 양식을 사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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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특성상 다른 사이트와 연결하거나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에 정보의 신뢰성 자료 출처의 명확성 둥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펜 작문에서 다루지 않는 홈페이지 기행푼의 특성올 학습 목표에 

반영해야한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홈페이지 기행문과 일반 기행 

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올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홈페이지 기행문과 일반 기행문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홈페이지를 탐색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서로 토론하여 치이를 알아보도 

록 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탐색하고 알아낸 내용을 수업에 반영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 홈페이지 기행문을 직접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준다. 이 단계가 끝나면 학생들이 홈패이지 기행문 

을 작성해 보고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마치도록 도와준다. 학생 

들이 기행문을 모두 홈페이지에 올린 후에는 홈페이지 기행문에 대한 평 

가를 통해서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기행문 중심의 쓰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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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흩페이지에서 기앵운율 읽어보았키나 실제로 써 온 경엉이 있승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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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민 홈폐이지톨 앙문히여 기행문을 잉어몹시다 일반 기행문과 흩메이지 기엉문 
은 글의 구성이나 내용에서 어떤 정이 다른지 이야기해 몹시다 

3 홈페이지 기앵문 작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앵문올 써서 올려몹시다 

4 완성된 기헝문을 서로 니누어 읽어보고， 좋은 구성과 내용을 가진 기행문을 선정 

해 옵시다 그러고 선정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몹시다 01울러 잘 된 기헝문 

으로 선정된 글을 쓴 친구의 홈페이지를 앙문해서 소감을 남져 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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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본 연구는 하이퍼미디어의 출현으로 생겨난 의사소통 방식과 장(場)의 

변화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룰 수엽에 실제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었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 

가 의사소통 능력의 후k양에 있다면 새로운 의사소통 장(場)의 형성과 변 

화는 한국어 교육에서 결코 도외시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컴퓨터 

와 인터넷 사용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인터넷으 

로 대변되는 하이퍼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인쇄 매체에 의존한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 

여 보다 다양화， 복합화， 개성화되는 시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홈페 

이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글쓰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홈페이지 글쓰 

기에서 유의할 점과 원리에 대해 얄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기행문 중심의 새로운 쓰기 교육 빙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의 흐름도 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생활파 문 

화， 사고 방식에도 개성과 독특함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이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올바르고 적절하 

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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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Methodology of Teaching KFL Writing Focused on the 

Travels in Homepage 

Kim, Young-man 

The study of this JXl~r aims to examine SO~ new directions of t，없C비ngKFL 

(KOI없n as a Foreign 뎌때뻐ge)writing in the era of hnerπ뼈ia and 똥arch for 

the ~thods for m뼈ng use of them Along with the developrr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computer science, so~ changes have 아::en brought into 

the ways of human communication. In line with this tendency, it is ti~ that new 

n빼ia and rr뼈es w，얹-e introducεrl into the educa디on of 따L writing in a jX)sitivc 

way so that it could CO~ with the conteilljX)rarγ changes in a versatile and flexible 

fashion 

Therefore, this re웠rch re띠ews the changes in the ways of communication 없d 

in the t얹cher-student roles, incurr벼 by the advent of h~때ia. Meanwhile, it 
argu얹 that we 없최 a teac비ng ~thod of KFL wri디ng tailored to the recent 

change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form of 

cOilljX)sition with an emphasis on ho~e which is typical of h~rtext 

coilljX)sitions. By doing this, it captures the caveats and principles in ho~e 

writ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nquires into a new ~thod of teac비ng 

cOilljX)sitions ce뼈ing around the travels, a writ따1 work d않αibing joumeys. 

As the ~s c따nge， so does the trend of education vary. We are at the age of 

stressing the ir띠ividuality and uniqueness not only in human life and cultur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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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ay of thi바이ng. Ket뼈ng αlCe with the needs of the 미res， the 뼈.teati，αlof 

KFL writing s뼈1id be done in a direction in which it can help 때 lead stu따lts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l빼ngs in an accurate and [lf'Ol:eI' way, accαding to 

the rr때ia they u똥. 

[Key wo여iJ hype!1n'ÒÌa, teaching 따L writing, ways of 때TlIT1l.뼈cation， hYIatext 

c()IT]jX)Sitions, travels in horr펙:J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