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혜야치 종섭확 국어 작환 교육 방안 혈구* 

김영E다* 

1. 률어가는말 

본 연구는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국어 작문 교육어 새로운 시대적 변화 

와 학생의 요구에 부용한 교육으로 한 걸옴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방 

법올 모색하는 것에 목적올 둔다. 시대적 흐름얘 따라 작문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겨 이채 작문은 표현 매체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개 

념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와 있다. 륙별히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펼자와 

독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줄기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 

에， 새로운 작문 행태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내용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별히 청소년틀의 욕성파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홈펙이지1)는 필자와 

* 이 연구는 한국학슐진흥째단의 없m년 션갱 충캠 연구소 지월 사업 ‘하이퍼미디어 시 
대의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셔율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 

는 연구 파재임(과채번호; KRF-었12제팝ImU4) . 
•• 셔율tlJ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홈폐이지는 훈영자 주채， 개셜 목척， 사이트의 크기， 접근 방식 둥얘 띠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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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상호 작용파 청소년들의 흉화와 가치판 둥이 잘 빼어나는 히이퍼 

텍스트 작문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국어 

작문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 흥미를 채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어 작문 교육 방앤f을 모색 

해 나가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 작문 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작문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국어 작문 

교육에 도입하는 뱅안으로 홈페이지 기행문 작성과 관련된 연구 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 수업과 함께 설문 조사 학생 및 교사 심충 면접 둥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웅하는 국어 작문 교육 

방향을제시한다. 

2. 홈페이지 작문 교육의 필요성 

시대가 변하면서 작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또한 글을 작성하는 

과정과 요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히이퍼미디어 

라는 환경이 종이와 펜으로 글을 작성하던 시대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현상을 낳게 하고 있다.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이 생각하며 한 줄씩 글을 써 

내려가는 모습으로 대변되던 작문 활동이 이제는 모니터를 앞에 대하고 

독자와 의견을 나누고 글을 써나가는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인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어와 문어를 혼합해서 사용하교 감정기호(이모티콘)나 

아바타가 낯설지 않은 셰대에게 이제 작문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환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이정복， 없n: 100-'때)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가치 

체계， 언어적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 청소년 개인 홈패이지를 주로 다루었옴올 밝혀 

툰다. 또한 ‘개인 홈때이지’를 면의상 ‘홈페이지’로 생략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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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흉뺨X에 째웰 끼훌함했환 앓짧홉효 행§확화;j}. 짧q.; Q혐빼훌룡 훌훌φþ찌 작끓 

은 다옴과 같은 점에서 웰 작푼파는 다른 양생활 지니는 첫으로 보인다. 

첫째， 홈페이지 작문온 작품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헨 작문과는 많온 차 

이를 지닌다 앞에서도 지척하였듯어 웬 작문 시대에는 필자가 조용히 자 

신이 쓸 글감과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글올 써 내려가는 방식이 일반적이 

었다. 물론 여기에는 구상을 하고 초고률 완성하고 다시 다듬는 여러 단 

계가 포함되지만 작문은 주로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표현히는 

도구였으며， 언어의 네 가지 기술(말하기， 돋기， 읽기， 쓰기) 중에서 수용 

적(Rf표뼈ve)언 성격이 강한 기술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작문은 

필자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가 함쩨 참여하고 상호작용 

을 하는 도구이자 의사소통의 매개물이 되었다. 필자가 완성한 글은 필자 

혼자 감%봐고 즐기고 만쭉해하는 단계풀 넘어서서 함께 나누고1 느끼고 

즐기는 공동의 산물{Pr뼈ICt)이 된 것이다. 따라서 홈패이지 작문은 한 개 

인의 훨동이 아니라 집단적， 협동적， 상호작용척， 순환적， 가변적 활동으 

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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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홈며|이지 기앵문 답글 부운 

둘째， 청소년들은 홈페이지 작문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낸 

다 

개인 홈페이지가 보는 사랑들에게 어떤 경험올 제공하든， 이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이다 복히 청소년들의 경우1 자신 

이 얀든 홈헤이지를 통해 인터넷의 중심이 된다는 과장된 자기 의식올 경 

험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다%범 모습올 표현하는 과정에서 *1-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경험과 동시에 많은 사캄들이 자신올 흥미롭 

게 지켜보고 있다는 과장왼 자기 의식도 경험한다 이런 뚜렷한 자기 인식 

과 과장된 자기 의식은 사이버 공간의 륙성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툴이 일 

상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의 일부이다(횡상민. am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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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씬율 보다 특훨히， 보다 재생였게 냐타내고 표현합 수 있는 공간인 

홈페이지는 지·신율 소개하고 드러내는 무대이자 많용 폭자플율 만날 수 

있는 꽁간이 된다. 이룰파 함쩨 공유하는 모든 내용률이 그들반의 또래 

문화와 가치관올 형성하게 혜준다. 그렇다면 학생률의 이러한 요구와 흥 

미폴 이해하고 반영한 작푼 교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훨요가 있 

다. 

셋째， 작푼 활홍의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은 개인의 전유풀이 아니라 공 

동채가 공유하는 공동의 결파물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하나의 글 

에 대해 여러 명의 펼자가 함께 참여효}는 것이 가농환 것이 홈돼이지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웬 작푼의 경우는 고정되고 일정한 필자만이 집펼에 

참여할 수 었었옴애 비해서 홈쩨이지 작문온 필자가 독자가 되거나 반대 

로 독자가 필자가 되는 양방향적 순환적 작문 형태률 띠는 겸우가 많다. 

따라서 작푼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한훤의 글은 필자와 독자가 함께 엮어 

나가고 만틀어 가는 공유물로서의 성척이 챙}다. 

넷째， 홈페이자 작문은 다수의 독자률 의식하고 배려한 작푼 활동이 

다'，2) 청소년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애 굴을 올리는 것올 흥미로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율린 글에 얼마나 많은 사림흩어 방분올 해주었는지에 대 

해서 커다란 관심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랍들이 자신의 

굴올 읽었는지롤 알 수 있는 조회수에 지극히 민감하다. 많은 사람를이 

방문했다는 것은 곧 자산이나 자신이 율련 글에 대한 독자률의 판심의 표 

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답글을 달아주는 독자들 

에 대해 내심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며， 이런 과정에서 독자는 펼자 

의 글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올 다시 올리고 글을 함께 구'1f하고 고쳐나가 

는 과정올 거치기도 한다. 작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태도는 웬 작 

2) 예훌 률어 전자 우현온 다수의 독자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율 수 있으나， 개인 

대 개인의 의사 소통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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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주로 이루어지던 새대얘서는 결코 찾아보기 힘둔 새로운 현상이다. 

아올러 홈혜이지를 방문한 독자틀은 적극적， 버환적， 유동적 성홍t올 지니 

기 때문에， 독자의 홍미와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작문 활동에 효과적으 

로 대웅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요즘의 청소년틀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작문 형태는 자신들만의 또래 집단을 형성하거나 문화를 형성하 

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 

지고 있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개인적인 내용이나 동호회 중심의 홈페이 

지률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국어교육연구소 댔B:zm 남들과 다른 그들 

만의 문화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를 경험하며 자 

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청소년들에게 홈페이지 작문에 대한 교육은 반 

드시 필요한부분이다. 

작문 과정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펜 작문보다 하이퍼헥스트 직문에 

더 익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작문 교육은 이러한 변화와 새 

로운 의사소통 양식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펜 작문 관련 교육 

이 불펼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어 작문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은 점점 중가하고 있다. 허·이퍼미디어 환경 

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툴 

파 장(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왜곡되고 불균형적인 

작문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다양성과 속도성이 

3) 7차 교육 과정에서 채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얘 다융과 갈은 부분이 들어있다~ (교 
육부. 1됐: 1히 

언어 활동파 언어와 문학의 본질율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 

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룰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발n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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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고 당위척인 것으로 받。뚫여지는 시대척 밴화례 발맞추어 작문 

교육의 모양파 방법도 새로운 요소와 양식율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향으 

로나가야한다. 

3. 홈패l이지 직푼 교육의 구안 

앞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작문의 양상파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에 주목하여， 하이퍼텍스트의 대표적인 형식인 홈페이지 작문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참고로 히·여 수업에 

서 적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작문 교육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먼저 홈페이지 작문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고찰하며， 이률 중심 

으로 한 연구 수엽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3-1. 홈쩍|이지 착문 교육의 혹표 및 내용 

홈페이지 작분 교육에서는 홈페이지애 대한 일반적인 지식， 홈페이지 

%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원리， 홈페이지 사용 

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1 홈페이지 속에 담긴 언어 문화에 대한 부분올 

다루게 된다 .. 4) 

가 언어 활동파 언어와 푼빵R 대한 기본척인 지식율 익혀， 이훌 다약하 국어 사 

표쏘활에서 활용하는 능력훌 기른다. 

위에서 언급한 국어 시용 상황용 이째 단순한 오프라인 상황만이 아닌 옹라인 

상황도포함해야한다. 
4) 현행 국어파 쓰기 교육 내용 체계는 쓰기의 본질， 훤리， 태도 실채의 네 가지 영역으 

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애서는 홈쩨이지 작푼의 폭성상 청소년들이 새롭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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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부본에서는 홈페이지의 개념 및 톡생 

틀올 이해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원리 부분에서는 홈패이지 상에서의 작 

문이나 표현이 일반 펜 작문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성과 표현 

완리 둥을 이해시키고 이를 지도한다. 태도와 언어 문화 부분에서는 홈페 

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 등을 표현할 때에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홈패이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조 참여 둥올 다룬다.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작문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같다. 

A 홈페이지 작문 교육 목표 

a 홈페이지 작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표혐의 특성과 

원리를 알아 올바르고 효과적인 홈페이지 내용 구성과 글쓰기를 할 

수있다 

b. 홈페이지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띠라 적절하고 효과적으 

어나가고 있는 또래 문화와 유대감 동율 고려하여 언어 문화 부분옳 새홈게 설정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개념(PersI:trlives) , 개인(버없15)， 실행 

(Prætices), 산물(Pt떠ucts)， 공동체(Omnunities)라는 문화의 다섯 가지 특성(Mran， 
aXl1: 24)율 잘 반영한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1> 문화의 디섯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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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용활수있다. 

c 홈때이지훌 뽕해 만냐는 독자훌 빼려하고 혼충하는 태도롤 지닐 수 

있다. 

d 홈왜이져의 푼화적 륙성율 이해하고 흉때이지 훈화훌 공동체 구성원 

과 합째 공휴， 경험하며 농통적으로 참여활 수 있다. 

B. 홈패이지 작문 교육 내용 채계 

교육내용법주 교육내용 

·홈때이지의 목척 
홈떼이지의 본질 ·홈떼이지의 기능 

·홈왜이지의 특성 

·간결성 
·쩨분성 
·명확성 

홈페이자의 표현 원리 
·감각성 
·객판성 
·정보성 
·흥미성 
·독자중심성 

홈페이지에 대한태도 
· 긍정적이고 독자 중심척인 태도 
• 티언올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 홈폐이지에 니학난 언어 윤리 
•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보 윤리 

홈쩨이지 언어문화 • 홈페이지 언어 푼화의 경험 및 참여 
• 홈떼이지를 통한 독자 및 공동체 구성원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및유지 

이러한 홈페이지 교육 내용과 범주률 중심으로 기행문파 관련된 학습 

목표활 살펴 보면 다음파 같다. 

c. 혁습목표 
a 표현 환경 및 표현 매체에 따른 기행문 작성 방식의 차이점과 특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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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다. 

h 필자가 선택한 표현 매체 및 글의 목적에 적합한 기행문올 쓸 수 었 

다. 

c.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올 통해 제공할 수 있다. 

d 홈페이지에서의 언어 표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 

려한 언어 사용 태도를 지니며 적절히 표현할 수 었다. 

위의 교육 내용과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성남정보고둥학교 2학년 11반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axx3년 11월에 약 2주에 걸쳐 홈페이지 기행문 작 

성에 대한 연구 수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1차시에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 

기행문의 전반적인 특성과 작성법에 대해 익히고 종이에 작성하는 일반 

적인 기행문을 써보도록 유도하였다 .. 2차시에는 홈패이지 기행문을 실제 

로 검색하여 펜 작문과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홈페이지 기행 

문 작성에 대해 준비시켰다:3차시에는 컴퓨터실에서 직접 홈페이지 기행 

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4차시에는 작성한 기행문을 비교 검토하여 좋은 

기행문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보통 

신 예절에 대해 토론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예절과 바른 자세 

를교육하였다. 

이번 연구 수업 담당 교사는 조향 선생으로， 만 34세이며 교직 경력 12 
년에 국어 교육 관련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첨 

단 매체를 활용한 교육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수업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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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구 수업 전후에 학생률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홈 

페이지 작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연구 수업 실시 이 

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2. 시전 설문조사 

연구 수업올 시책}기 전에 학생툴올 대상으로 사전 젤문 조"1-를 실시 

하였다 주로 학생들의 미디어와 인터넷 이용 실태 몇 홈페이지 이용 경 

험과 판련된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독서， 옴악 

감상， 인터넷 이용， 영화 감상， 텔레비전 시청 둥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넷 

이용과 텔레비전 시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인터넷 ̂r-용에 대한 

웅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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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넷 이용 빈도 

빈도 % 유효% 누척% 

매일 21 õl.7 매1.0 70.0 

엘주일에 3-4회 7 22.6 23.3 ffi.3 

응답 
일주일에 1-2회 3.2 3.3 00.7 

한 달에 3-4회 3.2 3.3 100.0 

한달에 1-2회 0 0 0 100.0 

합계 3) 00.8 100.0 
무웅답 3.2 

합계 31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의 õ7.7%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22.ßO/o를 차지하 

여 인터넷이 학생들에게 매운 친숙한 의사소통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는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학생틀의 웅답 결과이다. 

〈표 2> 댈례비전 시청 빈도 

빈도 % 유효% 누적% 

매일 aJ 64.5 64.5 64.5 
일주일얘 3-4회 6 19.4 19.4 83.9 

웅답 
일주엘에 1-2회 3 9.7 9.7 ffi.5 

한 달에 3-4회 2 6.5 6.5 100.0 
한 달에 1-2회 0 0 0 100.0 

합계 31 
」←←←→

100.0 100.0 

학생들의 64.5%가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라디요 영 

화， 신문 둥 다른 매체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홈페이지 

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웅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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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홈뼈이찌 째작 경험 

’ 빈도 

없
 -
없
 
-
鋼

홈패이지 제작 경험에 대혜서는 웅답자의 51.ßOAí가 만들어본 경험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홈패이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 홉뼈이지의 종휴 

빈도 % 유효% 누적% 

개인 홈페이지나 가족 홈페이지 6 19.4 J7.5 J75 
친구틀간의 동호회 8 25.8 00.0 875 

취미(게임， 여행， 운동， 오락， 
2 6.5 12.5 100.0 

애니메이션 둥) 
웅답 

학습 0 0 0 100.0 

문화 • 얘술(용악， 영화， 그림 둥) 0 0 0 100.0 

연예 0 0 0 100.0 

합계 16 51.6 100.0 

무웅답 15 48.4 

합계 31 100.0 

학생틀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의 종류는 친구률 간의 동호회툴 중심 

으로 한 것이 5)OAí로 가장 높았고 개인이나 가족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 

는 것이 'S1.5%를 차지하였다:(무용답 15명) 따라서 학생들이 제작한 홈페 

이지는 대부분 개인적인 내용이나 사변적인 내용율 위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옴으로는 홈혜이지 이용 동기 중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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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핸지 질문하였다 

〈표 5> 홈떼이지 이용 동기(정보나 지식올 얻으려는 동기)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그렇지 않다 3.2 3.3 3.3 

용답 
보통이다 8 25.8 'Æ.7 3lO 

그렇다 12 ll.7 40.0 70.0 

매우그렇다 9 lJ.O 3).0 100.0 

합계 3) 9ì.8 100.0 

무웅답 3.2 

합계 31 100.0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경우는 33.70/0가 ‘그렇다’ 

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잃%에 달했다. 다음은 홈페이지 

이용 시 재미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웅답이다. 

〈표 6) 홈뼈이지 이용 동기(재미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동기) 

빈도 % 유효% 누적% 

천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그렇지 않다 0 0 0 0 

웅답 
보통이다 3 9.7 10.3 10.3 

그렇다 16 51.6 Eδ.2 ffi.5 

매우그렇다 10 32.3 34.5 100.0 I 
합계 lJ !l3.5 100.0 

무웅답 2 6‘5 
합계 31 100.0 

홈페이지 이용 동기 중에서 재미나 즐거움을 얻고자하는 경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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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51.破 ‘매우 그렇다’가 32.3OA>로 나타나， 홈패이지 글이 유익함 

파 동사에 흥머률 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융은 홈페이지 이용시 

친교적 목척에 대한 웅답이다. 

〈표 7> 홈폐이지 이용 동기(친교적 목쩍의 이용)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3.2 3.4 3.4 

그렇지않다 4 12.9 13.8 17.2 

용답 
보통이다 9 23.0 31.0 48.3 
그렇다 8 25.8 27.6 75.9 

매우그렇다 7 22.6 24.1 100.0 
합계 g 93.5 100.0 

무용답 2 6.5 

합계 31 100.0 

홈혜이지 이용 동기 중에서 친교나 사교적인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다가 장% ‘매우 그렇다’가 22.6%률 차지해서 홈페이지 이용시 친 

교적 목적이나 동기가 강한 것올 알 수 있다. 

〈표 8> 홉뼈|이지 이용 톨기(의견이나 잉장 쩨시톨 위한 이용)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3.2 3.4 3.4 

그렇지않다 8 25.8 27.6 31.0 

웅답 
보통이다 18 끊1 æ.l 93.‘1 
그렇다 2 6.5 6.9 100.0 

매우그렇다 0 0 0 100.0 
합계 g 93.5 100.0 

무웅답 2 6.5 

합계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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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 동기 중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율 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이다’가 ffi.l%, ‘그렇지 않다’가 Z:i.SO;6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웅답 

은아래와같다. 

〈표 9> 홉폐이지 이용 동기(록벌한 목적이 없는 경우)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10 32.3 34.5 34.5 

그렇지 않다 8 2i8 'l1.6 62.1 

응답 
보통이다 8 2i8 'l1.6 ffi.7 

그렇다 3 9.7 10.3 100.0 

매우그렇다 0 0 0 100.0 

합계 g 93.5 100.0 

무응답 2 6.5 

합계 31 100.0 

홈페이지률 이용할 때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 

다가 32.3%, ‘그렇지 않다’가 Z:i.8%로 나타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에 방 

문지들은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 

에서 살핀 홈폐이지 이용 동기 중에서 학생들은 재미나 즐거움을 얻기 위 

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홈페 

이지에 올리는 글과 내용은 독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한 내용 

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컴퓨터 화면의 읽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얀쇄물을 읽을 때와 컴퓨터 화면으로 읽을 때 차이를 느끼는지에 대 

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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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으로 내용올 보는 것파 인쇄물율 얽올 때 똑갈운 방식으로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혜서 아니라고 답한 경우가 64.5%애 달했다. 이 

러한 웅답은 컴휴터 화면과 인쇄물 읽기에 많은 차이가 있옴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다옴으로는 컴퓨터 화면융 얽올 때외 방식에 대해 질문하 

였다. 

〈표 11> 컴퓨터 화연 읽기 방식 

빈도 % 유효% 누적% 

채목이나 밀줄이 쳐 있는 핵심 
6 19.4 3lO 3).0 

어 중심으로읽는다 

첫 문단올 중심으로 읽는다 3.2 5.0 liO 
동화상어나 그림 동， 눈에 띄 

6 19.4 310 ffi.0 
용답 

는 것올 중심으로 읽거나 본다 

내용 전체를 정독하지 않고 
컴퓨터 화변 전체를 그냥 죽 6 19.4 3).0 없O 

훌어 내려가면서 엄는다 

기타 3.2 5.0 100.0 
합계 3l 64.5 100.0 

무웅답 11 li.5 

합계 31 100.0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읽올 때 어떠한 방식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목이나 밑줄이 쳐 있는 핵심어 중심’의 읽기가 3)0/6, ‘동화싼l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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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눈에 띄는 것 중심’의 읽겨가 lf/o, ‘컴휴터 화면올 훌어 읽는 방식’이 

었%를 차지하였다'，(무웅답 11명) 다음으로는 링크된 부분에 대한 읽기 방 

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2> 링크된 내용을 읽는 방식 

빈도 % 유효% 누적% 

랭크가 나오면 보지 않고 그냥 지 
3 9.7 9.7 9.7 

나간다 

첫 번째 링크된 내용을 보고 다시 
16 51.6 51.6 61.3 

‘뒤로’돌아간다 

링크롤 따라 몇 번 가다개 처옴 

응답 화면이나 다른 화면 혹은 새 메뉴 10 32.3 32.3 93.5 
로이동한다 

렁크를 따라 계속 정보 검색을 해 
3.2 3.2 ~.8 

나간다 

기타 3.2 3.2 100.0 

합계 31 100.0 100.0 

링크된 내용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첫 번째 랭크된 내용을 보고 다 

시 ‘뒤로’ 톨아가는 경우가 51.6%였고1 링크를 몇 번 따라가다가 처음 화 

면이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32，;30/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너무 

여러 차례에 걸친 링크는 독자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컴퓨터 화면 내용을 볼 때에 어떠한 표현 요 

소로 된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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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컴퓨터 화연 구성 요소 선호도 

빈도 % 유효% 누적% 

문장으로 구성된 것(문장 위 
32 32 3.2 

주로구성된 것) 

문장과 그립이나 사진으로 
13 41.9 4l.9 45.2 

구성된것 

웅답 문장과 음악t소리)로 구성된 것 3 9.7 9.7 54.8 
문장파 동회상으로 구성된 것 2 6.5 6.5 61.3 

푼장， 그렴， 옴악， 동화상， 사진 
12 33.7 33.7 100.0 

둥어 모두 합쳐져서 구성된 것 

합계 31 100.0 100.0 

위의 표에서 보논 바와 같이 문장， 그림， 사진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션 

호도가 41.go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장， 그렴， 옴악， 동화상， 사진 

둥이 모두 합쳐진 표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선호도률 보였다. 따라서 

컴퓨터 화면을 통한 표현은 단순한 문장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표현 방식과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어떠환 

문단 구성이 읽기에 편리하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표 14> 컴퓨터 화면 문단 구성 선호도 

빈도 % 유효% 누적% 

문단의 구분없이 글전체롤쭉이 
0 0 0 0 

어쓴글 

문단의 구분 없이 쓰되 한문장쓸 
13 41.9 41.9 41.9 때마다행울 at꾼글 

문단이바쩔때만한행씩띄어쓴글 7 22.6 22.6 없5 

웅답 문당의구분없이한행을쓰고나 
4 12.9 12.9 ηA 

서 한행씩 띄어 쓴글 

한행올쓰고나서 한뺑씩 띄어 쓰 
고 문단이 바뀔 때마다두 행 이상 7 22.6 22.6 100.0 
띄어쓴글 

합계 31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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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 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한 운징k올 쓸 때마다 행올 바꾸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41.go/o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문단아 바뀔 때 한 행 

씩 띄어 쓰는 경우와 한 행을 쓰고 나서 한 행씩 띄어 쓰고 문단이 바뀔 

때마다 두 행 이상 띄는 경우가 각각 22.6%률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화면을 통한 읽기가 인쇄물을 원는 것보다 독자얘게 부담을 준다 

는 것을 의미하며， 홈폐이지 작문에서 문단 나누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 

일 펼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가 

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5) 홉폐이지툴 통한 정보 전달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빈도 % 유효% 누적% 

정보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전 
8 25.8 25.8 25.8 

달하는것 

편집이나 디자인이 임기 쉽게 
14 45.2 452 71.0 

되어있는것 
응답 

문자 및 다양한 방식(옴악， 동 
영상， 그림， 사진 둥)을 혼합하 9 æ.o 2딩1.0 100.0 
여 전달하는것 

합계 31 100.0 100.0 

웅답한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전달에서 편집이나 디자인이 

읽기에 면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45.ZO/O) 그 

리고 음악， 동화상， 그림 둥과 같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표현 방식의 전 

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O로 2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홈페 

이지 표현에서는 독자가 읽기 편리하도록 문단을 배치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인터넷에 올리 

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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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잉터옛애 툴리는 자료 훌처의 명확성애 대환 의검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뭘요없다 0 0 0 0 

거의 펼요없다 3.2 3.2 3.2 

웅답 
보흉이다 10 앓3 32.3 l5.5 

많이 훨요하다 13 41.9 41.9 η.4 

메우많이 필요하다 7 Z2.6 Z2.6 100.0 
합계 31 100.0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의 출처롤 명확히 밝히는 것 

에 대해서 ‘많이 펼요하다’는 의견이 41.90/0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경우 

가 22.&>/0률 *t지하였다. 다옴으로는 홈폐이지 작푼이 웬 작문파 어떤 차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5) 

〈표 17> 훌뼈이지 작문과 펜 작문의 차이젊에 대한 의견 

컴퓨터는 글자를 치기 더 쉬우니까 아무래도 직접 쓰는 거보다 여휴로워서 생각도 많 
이 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툴리다고 생각한다. 

홈쩨이지의 글쓰기는 우션 종이에 작성히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또 간훤하며 수정 
삭제가 간편하며 출력도 깔끔히 니온다. 하지만 정작 홈패이지얘 글올 쓰려면 글올 쓸 
때 어떻게 써야할지 생각했던 기억이 나지 않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컴 
퓨터의 오작동 둥으로 글율 쓴 게 모두 날아가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 항상 주의하면 1 

서 쓰기 때문얘 잡생각이 많이 난다. 종이 작성 글쓰기는 눈의 피로가 적으며 집중이 j 

잘 되는데 홈페이지 글쓰기는 그런 변에서 너무 미비한 듯하다. 

홈페이지륨 이용하면 동영%에나 디쩨 퉁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종이에다가 쓰면 무엇인가 불규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없게 되고 또 받을 수도 
없게된다. 

컴퓨터로 쓸 때는 짧고 흉신언어로 사용하게 되지만 작문으로 쓸 때는 걸고 맞춤법과 
표준어를 사용하여 쓰게 된다. 

5) 학생률이 자신의 의견울 진슐하는 방식올 취한 푼항온 지면 판계상 일부만 쩨시하 

고， 전체적인 웅답의 주요 사형훌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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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홈패이지 작문이 컴퓨터롤 아용하기 때문에 

손쉽고 편리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수정이 

나 삭제， 편집이 편리함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펜 작문 

은 홈페이지 작문에 비해 수정이나 편집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나 깊이 생 

각하고 긴 글을 쓰는 데에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웅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펜 작문에 비해서 홈페이지 작문의 장 

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 

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수업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에 대 

한웅답은아래와같다. 

〈표 18) 인터넷율 홍한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 핀련 수업 경험 여부 

빈도 % 유효% 누적% 

었다 æ 83.9 'ifi7 ffi7 

웅답 없다 4 12.9 13.3 100.0 
합계 II 00.8 100.0 

무용답 3.2 
합계 31 100.0 

위의 표에서 보돗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과 관 

련해서는 æ.go/o의 학생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렇다면 이러한 수업을 다룬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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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인터멧옳 륭한 의사소룡 방식이나 표현 방식애 대한 수업이 이루어진 과묵 

빈도 % 유효% 누적% 

국어 21 õl.7 ffi.8 ffi.8 
용려 3.2 3.8 84.6 

용답 사회 0 0 0 84.6 
기타 4 12.9 15.4 100.0 
합계 æ 83.9 100.0 

무웅답 5 16.1 

합계 31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인터넷 관련 표현 방식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수업 

이 이루어진 과목은 국어 괴목이 õ7.71/Ó로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엽이 실제적인 도움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20) 민터넷 판련 수업 경험의 효과에 대한 의견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 3.7 3.7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19.4 22.2 25.9 

웅답 
보통이다 16 51.6 ffi.3 ffi.2 

많이 도용이 훤다 4 12.9 14.8 100.0 

매우많이 도용이 흰다 0 0 0 100.0 

합계 'll 87.1 100.0 

무웅답 4 12.9 

합계 31 100.0 

인터넷 관련 의사소통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수업이 설채적으로 효과 

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웅답자의 51.ßO;6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19.4%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 관련 

수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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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문 결과， 학생들은 생활에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올 많이 접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시 흥미와 정보성 동올 중 

시하는 경횡에 두드러지므로 홈페이지 내용 구성에서 이러한 점들올 고 

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화면 읽기에 있어서도 글을 정독하기보 

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읽거나 눈에 띄는 부분을 골라 원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독자 중심의 글 배치와 문단 구성을 안배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생각된다. 

3-3, 연구 수업의 싫제 

3-3-1. 1 차시 수업 

홈페이지 작문 교육을 위한 1차시 수엽은 없B년 11월 14일에 실시되었 

다" 1차시 수업을 위한 학습 지도안은 아래와 같다. 

교수학습활동 l 
、-짧M쩌&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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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1) 몇 개의 질문울 통해 풍기 후여활 환다. 

@ 가행운울 얽어 보거나 작챙혜 본 적이 있는가? 

@ 다른 종류의 글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2) 학습목표제시 

@ 기행문 작성 방법과 절차롤 알 수 었다. 

@ 각자 조샤 정려한 내용윷 바탕으로 기행푼올 작성환다. 

2 전개 

기행문의 특성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공부한 뒤 각자 조사 • 정리혜 온 

내용올 바탕으로 기행문을 작성하게 한다. 

[학습활동 11 기행문의 정의 킬래 작성 요령 률째 대해서 확습효~ct 

〈교수확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뺑문에 대한 지식올 휴도 질문융 통해 끌어내도록 
하고 교사가 유씬물율 흉하여 정리하여 주도록 한다. 

1. 기행문이란? 

낯선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시간적 순서와 

여정에 따라 기록한 끌이다 수학 여행이라든가 대마 여행을 다녀와서 기 

록하는글둥올말한다. 

2. 기행문의 톡정 

(1) 글쓴이애게는 그 지방율 다녀온 기념이 되는 글이면서， 독지에게는 

미지의 재계에 대한 안내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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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동기나 목적과 함께 여행 코스가 드러난다. 

(3) 지방색과 객창캠객지에서의 쓸쓸하고 호젓한 감정)이 드러난다. 

여) ‘추보식 구성’(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는 구성)의 글이다. 

(5)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기 위해 대체로 현재형 문장을 쓴다. 

3. 기행문의 갈래 

(1) 형식상 갈래 

1) 수펼체 기행문 : 산문의 문장으로 수필처럽 쓴 기행문 

2) 일기체 기행문 : 긴 여행을 하는 경우， 일기처럼 하루를 단위로 

날짜를밝혀 쓴기행문 

3) 서간체 기행문 : 편지처럼 누군기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쓴 기행문 

4) 보고문체 기행문 : 견학 여행을 할 경우， 보고문 형식으로 쓴 기 

행문 

(2) 내용상 갈래 

1) 견문 중심의 기행문 

2) 감상중심의 기행문 

3) 연구 중심의 기행문 

4. 기행문에 써야 할 내용 

(1)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와 목적 

(2) 여행의 방법과 그 일정 

(3)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점 

(4) 여행의 느낌(객창감) 
(5)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 

(6) 그 지방만의 독특한 지방색 

(7) 전체적인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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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쩍 각자 조사 • 정리해 온 내훌훌 바황으로 기행문옳 작성효빠 

〈교수학슐〉 전시에 미리 여행한 곳을 기억해 보고 어디활 여행한 것을 쓸 것인지 정 
해오게 하고 그에 대한 기억들 자료들을 조사 • 정리해 오게 한다. 
기행문에 대한 내용률을 숙지하게 하고 각자 조사 · 정리해 옹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행문을 작성하게 한다. 

양 기행문작성 절차 

a 정2.1 

1. 어디를 다녀온 내용올 쓸 것인지 정한다. 

2. 기행문의 갈래를 정한다'.(형식상， 내용장) 

a 유인물을 창조하여 ‘기행문에 써야 할 내용’율 간략히 서술하여 글 
의 윤곽올잡는다. 

4. 3얘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표률 작성한다:(처옴 - 중간 -

끝) 

5 개요표에 따라 기행문옳 작성한다. 

6. 글올 다 쓴 후 글다듬기롤 한다'.(검토 • 수정) 

1) 학습 내용올 정리한다'. (간단한 질의 웅답으로 정리) 

@ 기행분에 써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기행문올 쓰는 절차는 어떠한개 

2) 차시 학습 예고 

• 홈펙이지 기행문의 특정파 쓰는 요령 

1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핸 작문과 홈혜이지 작문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웬 작문을 실시하였다. 교사가 학습 지도안에 

따라 기뺑문 쓰는 요형파 기뺑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올 해주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교사는 기행문의 특성과 작성 요령올 보충 자료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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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설명올 병행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보충 자료는 

다음과같다. 

보충자료 1 기행문에 대해서 I( )반 ( )번 ( 

1. 기행문이란? 
낯선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시간적 순서와 여정에 띠라 
기록한 글이다 수학 여행이라든가 테마 여행을 다녀와서 기록히는 글 둥을 말한다. 

2. 기행문의 특정 
(l) 글쓴이에게는 그 지방을 다녀온 기념이 되는 글이면서， 독지에게는 미지의 세계 
에 대한안내서가된다 

(2) 여행 통기나 목적과 함께 여행 코스가 드러난다. 
(3) 지방색과 객창감(객지에서의 쓸쓸하고 호젓한 감정)이 드러난다. 
(4) ‘추보식 구성’(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는 구성)의 글이다. 
(5)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기 위해 대체로 현재형 문장을 쓴다. 

3. 기행문의 갈래 

(l) 형식상 갈래 
1) 수펼체 기행문 : 산문의 문장으로 수필처럽 쓴 기행문 
2) 열기체 기행문 : 긴 여행을 하는 경우 일기처럼 하루를 단위로 날찌를 밝척 
쓴기행문 

외 서간체 기행문 : 편지처럼 누군기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쓴 기행문 
4) 보고문체 기행문 : 견학 여행을 할 경우， 보고문 형식으로 쓴 기행문 

(2) 내용상 갈래 
1) 견문중심의 기행문 
2) 감상중심의 기행문 
3) 연구중심의 기행문 

4 기행문에 써야할내용 
(l)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와 목적 
(2) 여행의 방법과 그 일정 

(3)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점 

(4) 여행의 느낌(객창감) 
(5)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 
(6) 그 지방만의 독톡한 지방책 

(7) 전체적인 감상 

1< 1< 개요표를 만들어 봅시다 1< 1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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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행문 작성 요령과 특성 둥에 대해 설명해 주 

고 난 다옴에 실제로 기행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연구 수 

업에 참여한 학생의 기행문이다. 

친구랑 남한스냉율 다녀와서 

조용업 

나는 8휠5얼， 팡홉철， 학교 방학과계훌 하，71 위뼈셔 종확'ji 친구와 함쩨 버스훌 타 
고 촬발하였다. 출발할 때부터 훈벼가 잘 갖빽지지 않아서 뺀지 불안했다. 슬리퍼훌 
신었고 사진기만 가지고 떠었기얘'" 
남한*성율 도확캉}였다. 초풍학교 이후로 와보질 않아서 그런지 새삼스래 느껴졌다. 

많온 것이 바뀌어 있었다. 오늘의 목표활 수어장대흘 보러 올라가는 것이다. 처옴뿌터 
올라7찌 힘들 줄온 알았지만 많이 힘들었다. 그때가 여용이어서 많은 거촉들이 연휴 
물놀이를 왔다. 계곡에 흐르는 물이 맑엉}보였다. 시원뼈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속으로는 
나도 기족률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기적어기적 올라오다 보니， 남문에 도착하였다. 여긴 별로 바뀌지 않아서 옛 기억 

이 머릿속올 스쳐지나갔다. 남문얘서 친구와 같이 잡답올 하며 땀을 식혔다. 땀이 흘려 
있던 터라 조금의 바람도 매우 시원하게 느껴졌다 
다시 친구와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에 사진도 찍으면셔…'" 산 속에 들 

어오니 산새의 소리와 매미 울음소리， 니무냄새， 향긋한 풀냄새가 가득 차 내 코를 찔 
렀다. 그 덕에 기분은 상쾌하듯 좋아졌다. 
드디어 수어장대에 도착하였다. 본격적으로 사진을 박 찍기 시칙종}였다. 친구는 안 

찍는다고 빼고 나만 좀 찍고 수어장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많이 찍었다. 햇빛이 ’영챙 
내리찍는 한낮이라서 열굴도 따갑고 무지하게 더웠다. 잠시나마 그늘에 앉아 쉬는 게 
얼마나 좋던지… 말로 표현을 못한다. 
슬슬 다시 내려왔다. 내려오는 것이 왜 더 힘툴게 느껴지던지… 경사가 높아서 내려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 혼날 뻔 했다. 내려오면서 약수 한잔 먹으니 옴속에 더운 
기운이 쏘육‘ 빠지는 듯한 묘한 기본이 률었다. 냉장고애 넣어둔 물보다 말로 표현 못 
하는 만큼 더욱 ~t가워 시원했다. 거의 다 내려올 때 쯤" 계곡에서 물놀이률 즐기던 가 
족률도 하나둘씩 집으로 톨아가는 준비률 하는 것이 보였다. 나도 친구와 서둘러 집으 
로 향하였다. 오랜만에 남한산성올 갔다오니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너무 재미가 있어 
서 오늘 하루는 보랍되게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다옴에 기회가 된다연 또 한번 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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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차시 수업 

홈페이지 작문을 위한 2차시 수엽은 ID'3년 11월 18일에 실시되었다'.2 

차시에서 사용한 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냐혈蠻j 

1. 도입 

1) 몇 개의 질문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행 

문을 제시함으로써 홍미를 유발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를 해 본 적이 있는가? 

@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해 보았는가? 

2) 학습목표제시 

@ 히이퍼텍스트 작문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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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홈혜이지 기행푼 작성의 절차와 요령옳 알 수 있다. 

2 전개 

홈혜이지에 율려져 있는 기행푼옳 각자 찾아보고 효과적인 하이퍼택스 

트 글의 특정을 알아보고，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을 쓰는 절차와 방법울 알 

아본다. 

[학습활동 11 홉폐이지애 올려져 있는 기행톰율 5개 쟁도 찾아 살펴보고 하 

이쩍택스트 굴쓰기의 기행문의 훌징옳 알아보도륙 흔tc~. 

〈교수확슐〉 
1. 각자 인터넷을 접속하여 홈페이지 기행문을 4-5깨 정도 찾아보케 한다. 
2. 학생들은 인터넷올 통해 본 기행문올 찾아본 후 펜 작문과 비교해서 좋은 점， 불편한 

점， 차야정 동융 발표한다. 
a 하이퍼텍스트 글쓰기를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생각혜보고 정리한다. 

〈컴퓨터 글쓰기의 특정〉 

1. 간결성 :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문단의 길이， 텍스트 전체의 양적인 

측면에서 간결함과 단순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세분성 : 한 문땐 한 가지 주제나 내용올 담。봐 한다. 긴 하나의 문 

단은 여러 개의 작은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3. 명획성 : 제목이나 소채목이 큰 역할을 답당하므로 제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회적인 표현보다 직접적인 표혐올 ̂l-용 

하며， 피동보다는 눔동 표현이 효과적이다. 글의 출처률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4. 감각성 : 글의 구성이 이루어졌율 때 독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배치 

해야 한다. 핵심어구만 남겨두고 쉽표， 빗금， 괄후 이옴표 둥올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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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째배치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를 도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둥을 사용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5, 객관성 : 개인적인 내용의 글-01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전행}는 경우에 

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허여 독자가 핵심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6, 정보성 및 흥미성 : 웹 독자들은 정보를 채집하듯이 모으려고 하는 특 

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된 역샤 기업， 문화， 연구 보 

고서 동의 ̂1이트와 연결하는 게 좋다. 또한 수시로 수정 • 보완을 해 

주어야한다. 

[학습활동 낀 홈페이지 기행문 작성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운답올 통해 알아 

보고 정리한다. 

〈교수학습> [학습활동 11에서 정리한 홈페이지 글쓰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기행문의 작성 절차와 방법을 얄아보도록 한다. 

1. 홈페이지 기행문 쓰는 절차 

1) 어디를 다녀온 내용을 쓸 것인지 정한다. 

2) 짜임새 정하기 - 일반 기행문은 시간적 순서애 따르는 것이 일반적 

이나 컴퓨터 글쓰기에서논 굳01 이에 구얘훨 펼요가 없다 본인의 

주관적 판뺀1 따라서 새롭게 구성해도 된다'，(예-장소에 따라) 

3) 문단올 작게 나누어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내용이 틀어가도록 글을 

쓴다 

4) 소제목을 적절히 달아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5) 글을 쓰면서 다른 사이트와 링크할 부분을 생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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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쓸 끓S옳 없OiJ흥혔λ셰 훨요한 부분운 수정 , 삭채 째빼치하도륙 한다. 
7) 핵헤빼행끊홉 확고짜 훌HE 환환@쩨 확。11펙랭크훌 셜쩡환다. 

8) 홉g빼여Jltl혜 훌훌 옳멸다. 

2. 홉뼈어지 7ft행푼 훌훌 때외 휴의점 

1) 수삭싹훌 많이 넣지 않논다. 

짜 활정펙 ~~휴 짧t에~χ} 앓풍융훌 유희한다. 

많 웰한 가繼.Jit따 촬활확 크기훌 작거l 니높다. 

찌 핵심 어구흩 71핵뼈 폼헬. 

딩 환뿔 총얘서 때훌 λ}ψlJ!황 랭크활 뿌뿔옳 생깎해 푼다. 

m 소제목올 척철히 달싹서 내용훌 한눈에 聲리 앓Q}활 수 았게 한다. 

끼 쉽표、 빗금， 팔후 이용표 동융 척철홉1 사용해 채llW치해도 좋다. 

3. 정리 

1) 학습 내용융 정리한다'. (간단한 질의 웅답으로 정리) 

@ 홈페이지 기행문의 특성은 무엇인가? 

@ 홈페이지 기행문 작성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차시 학습 예고 

· 홈페이지 기행문 설채 쓰기 

• 어디를 여행한 이야기률 쏠 것인가 정해 율 것 

학습 지도안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어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홈패이지 기행문올 검색하여 어떤 륙성이 있는지 찾아보도룩 한다. 그리 

고 웬 작문파 다른 점이 푸엇인지 토론하는 내용으로 수업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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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학생들이 홈퍼|이지 기행문울 검색하는 장연 

다음은 홈페이지 기행문 작성 요령과 관련된 보충자료이다. 

보충자료 2 

1 컴퓨터 글쓰기의 일반적 유의사항 
1) 간결성 :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문단의 길이， 텍스트 전체의 양적인 측면에서 
간결함과 단순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세분성 : 한 문단에 한 가지 주제나 내용을 담。}야 한다. 긴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의 작은문단으로나누는것이 좋다. 

3) 명확성 : 제목이나 소제목이 큰 역할율 담당하므로 제옥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도 
록 주의해야 한다. 우회적인 표현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피동보다는 능 

동 표현이 효과적이다. 글의 출처를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4) 감각성 : 글의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독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핵심 어구만 남겨두고 쉽표 빗금， 괄후 이음표 둥을 적절히 사용해 재배치하면 
한 눈에 얄이불 수 있고、 이혜를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등을 사용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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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객관성 : 개인적인 내용의 글。l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점달흩}는 경우에는 객관적 
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핵심울 빨리 알아볼 수 였포혹 해 준다. 

6) 정보성 및 흉미성 : 웹 독자들은 정보롤 채집하듯이 모으려고 흩}는 톰정올 나타낸 
다， 따라서 풍부환 자효훌 얻율 수 있다는 이미지훌 씹어 주어야 한다. 지신의 홈 
페이지 내용과 판련된 역샤 기업， 문화， 연구 보고서 풍의 써트와 연결하는 게 
좋다. 또한 수시로 수청 • 보완올 해 주어야 한다. 

2, 홈페이지 기행훈 작성 절차 
1) 어디를 다녀온 내용을 쓸 것인지 정한다. 
2) 짜임새 정하기 
일반 기행문은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컴퓨터 글쓰기에서는 굳 
이 이에 구애될 훨요가 없다. 본인의 주관적 판뺀1 따라서 새롭게 구성해도 된 
다'，(혜-장소에 따라) 

3) 문단을 작게 나누어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글올 쓴다. 
4) 소져l목올 적절히 달아서 내용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5) 글을 쓰면서 다른 사이트와 링크할 부분율 생각해 둔다. 
6) 쓴 글올 읽어보면서 펼요한 부분은 수정， 삭제， 재배치하도록 한다i 
7) 해l퍼링크를 하그찌 하는 부분에 해l퍼링크를 설정환다. 
8)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 

3, 홈페이지 기행문 쓸 때의 유의점 
1) 수식어를 많이 넣지 않는다. 
2) 문1J이 너무 걸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엘반 기행문보다 문단의 크기롤 작게 나눈다. 
4) 핵심 어구툴 기억해 둔다. 
5) 본문 중에서 다른 사이트와 링크할 부분을 생각혜 둔다. 
6) 소제목을 적절히 달아서 내용을 한눈에 빨리 알아볼 수 있채 한다. 
7) 쉽표， 빗금， 팔후 이음표 둥을 적절히 사용해 재배쳐해도 좋다. 

3-3-3， 3차시 수업 

홈페이지 작문 3차시는 컴퓨터률 이용하여 기행문올 작성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3차시에 사용된 학습 지도얀은 다옴과 같다. 



1뼈 국어교육연구 재13집 

녁투훌f蠻j 

1. 도입 

1) 홈페이지에서 기행문을 작성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히여 흥미와 관심 

을유발한다. 

2) 학습목표제시 

@ 히이퍼텍스트 기행문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 기행문을 작성한 후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2 전개 

전시에서 학습한 기행문의 작성 원리와 표현 방법울 중심으로 기행문 

을 작성해 본 후 느낀 점과 배운 점에 대해서 토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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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숍활흩 llzt자 치훌훌훌훌 작성짧쩌 홉째OIÃI째 훌훌월ε& 

ζ홉후빠휴〉 서 

1. 빼c.1]왜빼쇼엎; 끓었7~획 홉청i후7뺑짧 윷옳 냉4훨얘 대a뺨'1<). 훌합 합활훌 뺨C흉， 
2. 3훌λ짧 몇 r째S웰 흉빼이지 71행푼율 확연애 띄쐐 놓논다， 
a 학쟁훌앤 챙혔협훌 이용하여 기행훌융 장생한다. 
4 ~사블 학흉옮빽 11뺑문율 2악생흩운 용안 7.별 순회 지도훌 懶;

[확합홉훌 끽 싫쩌l 협휴흩{훌 이용빼 기행룸옳 작성혀| 뿔 .'쉴웹 함， 배훌 점 

툴여| 때빼 토의해 보고 류원뚫애| 정리효빠. 

〈훨강L빼홈〉 
1. 기행푼훌 짝생빼 환 쩍 3':밸로 느짧 첩， 빼짧 협 풍에 대해 훌와환갑. 
2. 나누어 준 유엔불혜 7ll훨척으로 쩡펙한다L 

3 정리 

1) 홈떼이지에 올렸 풀윷 첨검爛뿔월* 하썩$책빽짧훌츠 :11행푼의 욕칭옳 다 

시 한번 확언뺨따i 

2) 차시 학습 빼고 

.71행훈 좌생 후 소감 발표하기 

• 화생훌아 확쩡한 기행분 충 우추작 첼쩡해보기 

• 정보 옳려얘 때용뼈 토론하기. 

헌셔 교사논 학생뚫에커l 홈햄에지 작문 뼈시롤 교실 앞 화변에 제시하 

고 지난 시간에 배운 홈패이지 작운 요령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홈페이지 

에 기행문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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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교사가 제시한 홈1lI1이지 기행문 

〈자료 4> 학생이 홈떼이지 기행문을 작성하는 장면 

홈페이지 기행문을 완성한 후에는 각 조별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자 

신의 글을 올리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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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학생률이 모둠별로 기행문옳 홈뼈이지애 훌리는 장연 

학생들이 완성한 홈패이지 기행문의 예시률 살펴보면 디옴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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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흑뺑이 작성한 훌뼈01지 기뺑분 

〈자료 7> 홈페이지 기행문에 링크된 여행지 곤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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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홈페이지 작문율 해본 뒤에 느낀 점올 보총 자료훌 통혜 알아 

보았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예시는 다홈확 갈다. 

보충자료 3 
재 ( 1 1조 s21113.com.ne.kr 

조원이륨 ( 이여운 l , ( 김정은 ), ( 전진섭 ) 

# 기행폴율 확생뼈 환 뒤 느낀 챔 때훌 챔 풍애 대해서 쩍어보쩨요 

3-3-4.4차시 수업 

홈폐이지 작문율 위한 4차시 수엽은 없B년 11월 'll일에 실시되었다. 

수업에 관련된 학습 지도얀은 다옴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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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혔쫓j 

1. 도입 

1) 전시 학습확인 

2) 학습목표제시 

@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올 작성해 본 후 느낀 점을 발표할 수 있다. 

@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의 요건에 합당한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 이유 

를말할수있다. 

@ 정보 윤리에 대빼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2 전개 

전시에서 기행문을 작성해 본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보고1 하이 

퍼텍스트 기행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다. 정보 제공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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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파 출처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울 생각하고 정보 윤리에 

대해 토론한다. 

[학습활동 1]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올 작성해 본 소감올 발표효“:~. 

〈교수학슐〉 
1. 전시에 실제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율 써 본 소감을 발표한다. 
2 교사는 발표를 들으면서 하이퍼핵스트 글의 특정에 대해 언급하고 정리해준다. 

[학습활동 낀 전시에 각자 작성하여 홉페이지에 올린 기행문옳 인터넷울 톰 

해 겁색해보고，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작 

품울선정한다 

〈교수혐〉 
1. 각자의 컴퓨터를 통해 친구들이 쓴 기행문올 검색한다. 
2 각 조별로 어떤 작폼이 우수한지 토의하여 결정한다'.(개인별， 조별) 
3. 우수작올 선정하고 왜 선정하였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한다， 
4 교사는 하이퍼택스트 글쓰기의 톡징과 효과적인 글쓰기의 항볍파 표현에 대혜서 다 
시 한번 정리해준다. 

[학습활동 페 정보 제공 시에 저작권과 훌처때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 

율 생각하고， 정보 흘리에 대해 토론한다 

〈교수학습〉 
1. 히이퍼핵스트 기뺑문올 쓰면서 다론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올 
했는지 질훈하고 정보 용리에 대한 펼요성옳 채기한다. 

2. 교.^!i눈 인터넷 이용파 관련하여， 정보 제공 시 저작권과 출처에 대한 명확성， 과장 
및 허위 자료 유포 풍에 판히여 언급하꾀 토론을 유도한다. 

3 각 조별로 정보 윤리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토론한다'.(각 항목은 유인물로 나누어 주 
고 토론하여 정리하게 함) 

4. 학생온 조별로 토론한 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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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1)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의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 

2) 정보 윤리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고 실천하도록 한다. 

위의 학습 지도안에서 제시하였듯이 4차시에서는 3차시에 작성한 홈페 

이지 기행문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고 좋은 내용과 구성을 가진 

기행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보 윤리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 

도록 하였다.4차시에서 사용된 수업 보충 자료는 디음과 같다. 

혈첼3 ~반 ( 2 )번 이름 : 김선철 

t 우수작션쟁하기 

〈선정기준 : 간철성， 세분성， 명획·생， 감각생， 잭판생， 정보생， 흥미생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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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갱보흉신 훌리애 대한 생각 

〈자료 8> 흑뺑률이 보조 자료에 응답하는 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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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후셜문조사 

홈페이지 작문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는 수엽의 효과와 개선점 둥에 

대해 알아]효기 위해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셜문 조사는 홈패이지 

작문 관련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다. 먼저 홈페이지 작문 수업이 흥 

미로웠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웅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홈페이지 작문 수업의 흥미도 

빈도 % 유효% 누적% 

너무재미없었다 0 0 0 0 

별로재미없었다 1 3.2 3.2 3.2 

용답 
보통이다 3 9.7 9.7 12.9 

조금재미있었다 a 71.0 71.0 &3.9 

매우재미있었다 5 16.1 16.1 100.0 

합계 31 100.0 
“ ‘…---'-----

100.0 

홈쩨이지 작운 수엽이 재미있었냐는 질품에 대혜 쪼금 ‘째미있었다가 

71%, ‘매우 채미있었다’가 16.1%률 차찌해서 연구 수업에 대빼 긍정척인 

반용옳 보인 것요로 니타났다. 다융으료한 수엽이 흉미로웠던 이유에 대 

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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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훌폐어지 작문 수업이 흥01로웠던 01유 

내가 홈때이지률 찍접 만풀어 보고 그 홈빼이지에 내가 직접 쏟 글률파 아이롤이 쓴 
글틀어 율라갔을 때 보람에 있었다 

평소에는 어디에 다녀와도 기행푼용 철 쓰지 않는데 이번 기회훌 용핵서 쓰놈 방법과 
다시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늘 하던 이혼 수업과는 활리 컴휴터활 이용히여 수업율 혀여서 재며있었다 

항상 교실수업만 하다가 무엇떤가 특별한 수업올 하니 더욱 흥미로웠으며 천구폴의 참 
여도많았다 

우리가 홈페이지폴 채칙하고 그곳에다 여러 명이 글율 올리고 여러 명이셔 겉이 보니 
재미있었마 

위의 웅답에서 보듯이 컴퓨터롤 사용핸 수업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큰 흥미를 느끼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글올 올리 

는 작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웅올 보였다. 아울러 여러 명이 함께 하 

는 협동 수업에 대해서도 좋은 반용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작 

문 수업이 유익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3> 홈뼈이지 수업의 유익힘애 대한 용답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도옴이 되지 않았다 0 0 0 0 
별로도용이 되지 않았다 2 6.5 6.5 6.5 

웅답 
보통이다 11 35.5 35.5 41.9 

많이 도융이 되었다 15 48.4 48.4 00.3 
매우많이 도움이 되었다 3 9.7 9.7 100.0 

합계 31 100.0 100.0 

홈페이지 수엽이 도환l 되었는지에 대한 웅답은 ‘많이 도움。l 되었다’ 

가 48.4%,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다’가 9.7<>Aí.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작문 

수업이 도용어 되었다고 느낀 이유에 대혜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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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훌빽이지 작문 수업이 도률이 된 이유 

멘 작문과 컴퓨터 작문의 장단점올 알 수 있었고 글쓰기애 채미률 붙이게 되었다 

종이에다가 글을 써봤지 컴퓨터 작문을 하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척접 글홉 올려보고 어 
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다른 많은 방법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웅이 많이 되었다. 홈페이지 글쓰기에서는 다른 독지에게 내 글 
을 얄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 글을 얄리기 위해서인데 그렇지 않다면 글올 올렬 필요가 
없다. 이 수업에서는 글의 재미와 어떡해야 독자들이 쉽고 채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 알 

수있었다 

문단형식 띄어쓰기 기행문 둥 글을 쓰는 요령올 알 수 있었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을 
때 출처를 남기고 글을 가져간다는 온라인상의 예의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글을 올려야 할지， 어떤 글이 잘 쓰는 건지를 얄 수 있었고 친구들과 상의하면 
서 홈페이지를 작성해 모두가 그 글을 읽는 점이 너무 좋고 도움이 됐었다 

홈페이지 작문 수엽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홈페이지 적L문과 펜 작문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는 답변이 많았고 독 

지를 고려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수 

업을 통해 홈페이지 작문과 펜 작문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 

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 연구 수업을 통해서 홈페이지 작문과 펜 작문의 차이톨 질 이해힐 수 있었는지에 
대한여부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3..2 3.2 3.2 I 
별로 이해할 수 없었다 o 0 0 3 .. 2 

보통이다 429 I29 16.1 
7。Tr김i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22 71.0 I 71.0 í:í7 .• l 

매우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4 129 2.9 1Cno 

합계 31 I 10Q~ l~oo.OJ 

위의 표에서 보듯。1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대답어 71%로 1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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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으며， ‘떼우 많이 이핵할 수 있었다’와 ‘보풍이다’가 각각 12.goAí로 나 

타났다. 이번에는 홈쩨이지 작푼 수업올 받온 후 홈페이지애 물올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끽하게 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푼하였다. 

〈표 6> 흩빼이지 작뭔|서 가장 중요한 요소 

빈도 % 유효% 누척% 

글 전채의 길이 3.2 3.2 3.2 

문장의질이 2 6.5 6.5 9.7 

보기에 적절한 글의 편집 상태 19 61.3 61.3 71β 

문장파 동화상， 사진， 그렴， 음악 
d 19.4 19.4 00.3 

둥의 적절한배합및 구성 

용답 홈페이지 작문에서 사용하는 어 
0 0 0 00.3 

휘(단어)의 적절성 

통신 언어나 비속어 사용의 자채 3.2 3.2 00.5 

정보의 신뢰성 3.2 3.2 æ.8 
기타 3.2 3.2 100.0 

합계 31 I 100.0 100.0 
」 • 

학생들이 홈쩨이지 작탬l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은 것은 ‘보기에 

적절한 글의 편집 상태’였다'.(61.3%) 그 외에 ‘문장， 동화상， 사진， 그림， 음 

악 둥의 척절한 배합 및 구성’에 대한 것이 19.4%를 차지하였다. 연구 수 

업올 받은 후에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하거나 읽올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 

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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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홈패이지 작문 수업 후 흩퍼|이지에 글율 작성하거나 읽율 때의 변화 

원래 읽기 쉽든 어렵든 구조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이번 수업을 받고 나 후에는 이제 
글을 쓸 때 문단 전체의 구조를 읽기 쉽게 하고 정보도 많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유의해 가면서 얽으면 효율적인지 알게 되었고 눈에 띄논 제목의 글을 본다. 글 
을 작성할 때에는 독자가 바라보는 시점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우선 나를 중심에 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랍이 편하고 빨리 원하는 내용을 찾 
을 수 있게 문단도 확설히 나누고 문장의 길이가 짧아 졌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글을 올리는 것보다 독자에게 얽기 펀한， 흥미를 더 줄 수 있게 
작업을하게 된다 

글을 읽을 때 링크 걸어 놓은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된다 필자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판단히여 링크를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제목 위주로 천천히 보게 되었고 마 
지막으로 출처를 꼭 획언하게 되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홈페이지 작문에서 중요시되는 문단 배치 및 나누 

기， 독자의 읽기를 위한 글의 작성 및 배치， 제시하는 정보의 명확성， 문 

징L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 숙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홈 

페이지 작문 수업 목표와 부합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표현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수엽 

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B>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방식 표뻔 수업의 필요성 

빈도 % 유효% 누척% 

있다 3l 93.8 93.8 9i8 

없다 1 3.2 3.2 100.0 
응답 

모르겠다 0 0 100.0 0 

합계 31 100.0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관련 수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고 대답한 경우가 ~.SO/O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 관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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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의 필요성올 인정하고 있논 갯으로 드려났다. 

사후 셜문울 종합해 볼 때애 홈때이지 작푼 수업에 대해 상당수의 학 

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롤 내렸으며， 홈쩨이지 착푼파 햄 작문의 차이점울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수 

엽 교재나 방법이 보다 심도있게 개발될 펼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학생 심충 면접 

연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6명을 선정하여 없B년 11월 28일에 심충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의 웅답 내용 중 중요 사홍낼 

정리하면다옴과같다. 

i 연구수업에 대한소감 
면접에 웅한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롤 물 

었다. 

면접자 그렇군요 기행문 쓰는 캡퓨터 수업 재미있었어요? 

학생들:네. 

면접자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요? 아무나 먼저 애기하세요 

여학생 a 캠퓨터풍 굴 쓰고， 훤구톨 것도 힘훌 수 있어셔 계미있었어요 
변접자: 아 그랬어요? 또 그 옆에 여학생은요? 

여학생 2 다활이 참여환다논 거에 체미있었구요 인터넷으로 뭘 훌핵고 

하는 것도 찌미있었어요. 

여학생 1: 얘톨이랑 다활이 모여셔 뼈셔 찌미었구요 원으로 쓰면 일엘이 

찾아가셔 봐야 되는떼 인터뱃으로 써셔 그 자리애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셔 흩었헨 거 갈아요 

면접자: 학생은 어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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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3: 협재 참여활 수 었어셔 훌았어요 

남학생 2 천구률이랑 활 수 있어셔 훌었구요， 자기가 하고 싶온 물흩 업 

게 자유홉게 쓸 수 있어써 졸없}요 

남학생 1: 쓰고 싶온 것율 그 때 바로 생각혜내셔 바로 쓸 수 었어셔 좋 

았구요， 대충그랬어요 

학생들의 웅답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헨 작문과 달리 컴퓨터라 

는 매체를 활용한 것에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별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나누 

는 활동 둥을 하면서 교실 수업에 비해 역동적이고 활발한 수업 진행이 

되었던 것에 대해 만족해하였다. 또한 쓰고 싶은 내용을 즉각적으로 올리 

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흥미로워 했는데， 이러한 점은 홈 

페이지 작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것을보여준다. 

’ 펜 작문과 하이퍼텍스트 작문 사용 빈도에 대한 웅답 
실생활에서 펜 작문 사용과 홈페이지 작문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접자: 그리고 아까 학생이 얘기할 때 보통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면서 

사는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펜 작문 내용으로 돌 

아가서， 펜으로 쓰는 작문을 많이 해요? 

남학생 2 요즘은 거의 안 써요1 일기도 다 컴퓨터로 쓰고 ... 

여학생 2 읽기를 어떻게 써? 

남학생 2: 일기… 

여학생 1: ot, 일기… 
면접자 그럼 일기를 쓸 때도， 그냥 컴퓨터률 켜자마자 쳐요 아니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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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다옴얘 캠퓨터효 옳껴요， 어때요? 

남학생 2 일단 컴퓨터훌 쩍고 나서 쓸 프로그햄율 켜놓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뺀 훌어봐요 그러고 나서 쓰기 사칙하는데요 

면접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훌어본다고요? 

남학생 2 그러니까 기억이나 쟁작훌 혜확요 

면접자: 생각올 혜본다고요 다를 학생률용 어때요? 캠휴터에다 뭐 칠 

때， 첨퓨터 앞에 앉자마자 치는 현이에요 아니면 생각한 다옴에 

글올쓰는편이에요? 

여학생 1: 그냥 치면서 생각하는 현이에요 

여학생 1: 그냥 치고 나서， 아$봐다 싶으면 지우고 다시 쓰고， 일단은 별 

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수정이 편리하니까 그 

냥쓰는것같아요 

변컵자 치연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학생 2 네. 

남학생 2: 톰 짝폼용 거의 안 확논빼， 확쿄빼셔 훌기활 예 찌고논 없홉아 

요 

위의 웅빼서 보듯이 학생들이 웬 작폼울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 

고 하이퍼택스트 작훈올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었다. 

따리써 하이퍼택스트 착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활 것 

으로보얀다. 

’ 국어 수엽 진행 맺 jit육 방법에 대활 $1견 
이번에는 확생률에게 국어 수엽 방식에 대환 의견옳 물었다. 

면접자C 또 다륜 의견 없어요? 

여학생 2 팍 국어라고 빠셔요 션생님 앓활융 환는 것이 φ써라요 학생 

톨이 다질이 창여활 수 있논 갯이요 옛닮부터 선생님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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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악 아거구나확는쩨요， 이제논 학쌍률이 다같이 참여혜 

셔 뭘가 할 수 있었으면 훌썼어요 

면접자 예를 들면 어떤 것， 학생틀이 갈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해보고싶어요? 

여학생 2: 저희가 여태까지 홉빼어지 좌푼 이렇째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여도가 놓옴 수업율 했으면 훌겠어요 

변접자: 아 네… 또， 의견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혜주세요， 여러분이 하 

고 싶은 말. 국어 수엽， 국어 교육，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이 

국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 

아보니까 이런 건 참 좋았고 이런 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을거예요 

남학생 2 이번에 빼웠먼 홈쩨이지 갈온 것이 조금 더 뺨}쳤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그건 솔칙히 필요한 과륙이거톤요 솔칙히 ￥ 

인할 수 없는 푸환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돗이， 국어보다 

는 이째논 거의 다 인터뱃융 사용하니까요 인터넷에 대빼셔 

뼈l률이 지금 계속 좋은 쭉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런 것율 알려줄 미·땅한 과목어 없어요 이·빼 과목이 없짧아요 

그러니까 국어파 홈혜셔 조금온 율바혼 방법율 써서 。Jól톨이 

이게 율다는 것율 세뇌시쳤으면 좋졌어요 그러면 아이률·이 

거기애 있어셔는 조금 더 활댐 수 었율 갯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여학생 3: 다 흉합혜 보면 스스로 얘률에 쌀출하논 갯융 훌야빼요 그련 

혜 국어 시깐얘는 그련 게 없으니까 빵쌍 생생님이 켈명율 혜 

야 되고， 저회는 그걸 이혜훌 혜야 되고 그련 것 갈옴떼. 흉훌 

어서 얘기훌 하면 실습이 있었으면 훌쨌어요 

남학생 2 국어라고 하면 딱 들으면 국사랑 사회랑 비숫하게 딱딱한 기 

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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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용햄버 보듯이 학생훌윤 국어 쑤업에샤도 학생흩 스스로 적극 

척으로 참여하고 함구해 가논 파정용 한쩡한 수업율 션효효}는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컴휴터 판련 수엽이 국어 파폭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6. 교사싱충면젊 

이번 연구 수업을 맡아 진행한 국어과 교사인 조향 선생님과 연구 수 

업에 대환 심충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었B년 11월 'l1일에 성남정보 

고풍학교에서 약 1시간 정도 어후어졌다. 면접씌 주요 내용은 다옴과 같 

다. 

’ 컴퓨터률 활용한 수업 경험 휴무에 대한 웅답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에 교사의 매체애 대한 친 

숙도나 이해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수 

업을 진행하는 교A까 이전에 이러한 종류의 수업올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자 션생님께서 컴퓨터 작문 관련 수업하셨는데요、 션생님께서 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웬지 여쩍보고 싶어요 정보검색， 

이메일 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로 선생님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 

교사: 제가하는거요? 

연끽업자 네， 션생님째서 개인혀으로 쓰시는 거요 

p)-: 저는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줍져하지는 않아요 주로 하는 거놈 검 

씩 많이 혜요， 홈빼이지. 주로 국어 교과 홈빼이지 많이 보구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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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애 얘l톨 수업활 빼 훨요환 짜효 찾는 거 그째 기·창 많구요1 

그 다용애는 빼일. 그밖애는 언터넷 이용한 거는 거외 없고， 다용 

거는 환률 작업이나 이런 것률이에요 주로 얘톨 교과 학습 자륙 

그 다옴에 진로 지도 자료 주로 그거 이용혜요 

변접자: 그럽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쓰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사: 시간은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면접자: 2시간요 네… 이번에 선생님， 컴퓨터 작문 수엽을 하셨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을 전에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여 

춰보고싶어요 

교싸 질째로 수업시간애 캠퓨터 자4를 이용한 거는 벌로 없었먼 젓 갈 

고， 컴퓨터 교육 착체가 .il파셔 내얘 니웠율 예 이혼상으로 수업율 

쨌었어요. 그리고 과거애 컴퓨터가 쳐옴 나오고 그했율 때， 시라든 

가 빼포인트 자료가 율라·왔율 때 자료로 간단 간단훌1 5분 갱도 

보여주는 식의 수업용 혜뤘었어요 

연구 수업 담당 교사는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수업 준비를 위한 학습 

자료나 진로 지도 자료를 검색하는 것에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는 전자 우편을 사용하는 정도였고、 사용 시간은 하루 

에 약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엽 

의 경험은 단순히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는 수업의 보조 자료나 기기로 컴 

퓨터률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정도였으며， 컴퓨터를 주요 매체로 하는 수업 

의 경험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수업 진행에 대한 소감 
홈페이지 작문과 관련된 연구 수업올 진행하고 느낀 점에 때해서 질문 

하였으며 그에 대한 용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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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자 그러시군요 선생님 이번에 컴퓨터 작푼수업 진행옳 쭉 하셨는 

데요1 해보시면서 선생님쩨서 느낀 점이나 생각하신 점 었으면 

말씁좁해주써요 

교λk 질문이 좁 커서 ..... . 

연접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 

교샤 일단은 제가 이 수업을 맨 처옴에 채얀올 받았올 때， 일단 저한터l 

새로운 경험이고 앞으로 컴퓨터가 접목된 수엽이 방향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앞서서 좀 경험해보고 싶어셔， 새로운 경험이어서 바 

쁘고 일이 많은데 그냥 해왔어요 하기로 동의를 했었고 또 싫채 

뼈보니까 쳐용애 생각했떤 것쳐램 새로훈 경험이 되어서 일단 깨 

인객으로 흩었교 그다융 진뺑하현셔 야.01톨이 소김푼 써서 댄 거 

랑 가끔 률어보니까 상당히 흥미있어하고 찰 따라 오더라구요 그 

혜셔 훌었슐니다. 

연접자 혹시 수업 진행하서변셔 교사로서 학생 입장이나 교사 측면에 

서 수업 진행사 어려웠던 점이나 그냥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지 

고 하는 수업보다 선쟁님째서 좋았다고 느끼셨던 점 그련 것들 

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싸 글빼요、 어려훈 점은 폭별히는 없었어요 다만 이게 저의 다른 일 

정툴하고 같이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는 데 바쨌던 점. 

근데 그결 꼭 어렵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변 하나의 일율 더하 

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웠던 일은 없었고 그 다옴에 。}이롤에채 

.ii:질옳 떠나서 다톰 풋에셔， 살숍싫빼셔 혐퓨터하고 갈이 수업하 

는 채 o}이톨빼째도 훌였'3I， 저도 놀 잡용 .â:싫얘셔 월혼 교콰셔 

톨 가져고 하는 거보다논 더 씨홉고 흥펴로웠댄 것 갈아요 

교실야라는 환경올 벗어나 컴퓨터실에서 인쇄된 jl파서가 아년 인터넷 

자료 중심의 수업올 진행해 본 것에 대해 교사 스스로도 홍미로워 했으 

며， 학생들이 지도에 잘 웅혜주고 홍미로워 한 점 둥에 대해 만족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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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으로드러났다. 

’ 국어 작문 교육에서 컴퓨터 관련 수엽 도입에 대한 의견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국어 작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자: 만약애 이런 유형의 수업을 가르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국어과 수 

업에 좀 더 많이 도입되고 반영되는 게 나을지， 선생님의 개인적 

인 의견을말씀해 주세요 

교샤 수업율 마치고 나니까 이련 수엽이 도엽이 종 많이 되어야꼈다는 

생각이 률었어요 왜냐면 일단 아이률이 i휴답없고 흥미로위 혜요1 

그리고 째미있어 하고 지루하지 않고 자기률하고 핑장히 밀첩하 

고 그런 거기 때푼에 좋아하더라구요 륙히나 그런 얘기 저도 많 

이 하는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는 뽑1 ^뮤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정보 교육운 거의 암 해왔거둔요 그래셔 이 

￥환용 학교에서 어려셔부터 담당을 혜 춰야 하교 또 실채로 같 

이 다뤄보면셔 혜야 되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의 웅답에서 나타났듯이 컴퓨터 관련 국어 작문 교육이 보다 확장되 

고 심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답한 교사의 지적대로 

컴퓨터로 단순한 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율 하기 때문에 새로 

운 의사소통 양식과 표현 방식에 대해 국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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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구 수댐 컬과 뭘 쩨언 

히이펴미디어 시대롤 맞아 국어 작문 교육의 새로운 방향올 모색하고 

구체척인 수업 방법의 수립에 목적올 둔 이번 연구는 4차에 걸친 수업 진 

행과 사전 • 사후 설문 조사 학생 심총 연접， 교사 섬충 면접 동으로 이루 

어졌으며， 연구 진행을 통해서 다옴과 같은 결론올 얻올 수 있었다. 

첫째， 학생 사전 젤문 조사에서 단순히 컴퓨터로 글올 쓰는 것에 대한 

이해 위주의 답변이 많았던 것이 사후 설문 조사에서는 정보 윤리， 독자 

위주의 글쓰기， 컴퓨터 화면울 통한 읽기 륙성올 배려환 작문 방식얘 대 

한 답변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 수업올 통해서 학생들이 매 

체에 띠른 효파적인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 

올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학생틀이 필^l<생산자)의 입~에서 독 

재수용자)의 요구， 흥미， 펼요 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 

옴올나타내푼다. 

둘째， 표현 매체에 띠폰 표현상의 치어와 복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 

는 표현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멕락올 반영하는 교육에 중점울 두어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셋째， 학생 심충 면첩 용답올 살펴불 때얘 확쟁의 관심， 홍미， 싫어 반 

영된 작문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수업 환경의 대짧 및 다변화률 꾀해야 한다. 즉 교실뽑 아니라 

컴퓨터실이나 여러 매체롤 활용한 교육어 되도록 노력학야 한다. 

다섯째， 교사의 사고 전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 

는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 학생올 생산자이면서 수용자로 인식하고 이들 

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l퍼미디어 환경올 이해하고 대웅 

하고 경험하며， 창조하는 인격체로서 발전활 수 있도혹 학생들울 지도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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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교사의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률 놓아는 뱅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연구 수엽의 경우는 l)대 중반의 비교적 젊고 하 

이퍼미디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교A까 담당했지만， 모든 교A까 하이 

퍼미디어에 대해 높은 친숙도나 활용도를 보인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 

에 국어 교사들의 히이퍼미디어에 대한 활용도와 친숙도를 높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교사 재교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하·이퍼미디어 관련 교재 및 교구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사와의 심충 면접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실채 교육 현%빼셔 

사용하기에 적절한 교구나 교재의 개발이 하이퍼미디어 관련 작문 교육 

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넓째， 국어 교재 편찬 시 하어퍼미디어 관련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재들에서도 이미 하 

이퍼미디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히이퍼미디어 관련 내용 

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이퍼미디어 관련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어야 하며， 효과적이고 척절한 표현 방식 

이나 방법에 대한 지도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설문 조사와 심충 면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일상 생활이지 먼 곳에 옐어져 있는 낯선 도구나 기기가 

아니다. 펜 작문보다 하이퍼텍스트 작문에 더 익숙한 세대에게 종이로 된 

교재만올 통해 작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적 특성과 학생의 요구 

및 삶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를 매일 접하며 의사소통 도구이자 정보와 재미률 낚는 도구로 여기는 청 

소년 세대에 맞해 국어 작문 교육이 다햄， 복합화， 개성화， 다충화되 

어야한다. 

또한 연구 수엽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애 어려융이 있어 4 

차시로 수업을 진행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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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올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특밸히 않써 

위주의 교육으로 인혜 인문계 고둥학교를 통한 연구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설온 국어 작푼 교육이 왜곡되어 진행훨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 

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하루 빨리 개션되어 학생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플을 교채와 수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4. 맺는말 

본 연구는 국어 작문 교육에서도 시대척 변화룰 수용혀여 표현 매체와 

상빵il 따른 작문 교육올 시행할 필요가 있옴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작문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해l퍼택스트의 특성이 잘 

드러나 았는 홈페이지롤 중심으로、 고풍학생들올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 

지 기행문 연구 수업올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수업파 딴계하여 사전 . 

사후 설문 조사와 학생 및 교사 심충 연접옳 실시하였고1 이를 토대로 작 

문 교육의 새로운 방향옳 제시하였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빼l 투자하는 모든 자원과 물질용 결코 손실 

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애게 다시 푸영되어 톨아오 

게 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국어 작문 교육。l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 

력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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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밟tract 

A Research on the Homepage-oriented Teaching of Korean 

Conψosition 

Kim, Young-Man 

ThepuIπJSe of this PajX!f is to 앓II"Ch for sorre 벼rection and ræthOO in which 

the teaching of Korean 때JlX}Sition， in the 얹a of 바rpm빼a， c따1 rreet the fUJ납ler 

때nar띠s of 뼈 마m맹19 마res 뼈 stl.빼lts. With 따1 eye on the fact that 

i띠i띠빼 따n:뼈g않， in jlllÛcuJar, 뎌nbe 없tomi7i성 as a hYJ:Ø없t that 하lOWS 

juveni1es’ V외많s and 따%때ity， 1 뼈ve into tre neces잉ty 하Jd rr빼xxiol앵y of 

따1없ge-orient어 않lC비ng of Kor없1 따I￥XlSition. 

As tre tirres c뼈nge， 50 àJeS the notion of ‘COtqXlSÏtiα1’. Thus corrp:잉ng is 

때lsforming into an acti띠ty where writers ar띠 re;:짧s join 뼈 rejoiæ 때빼leI'， 

irr뼈ying that we need an 00때dα1 of Kor않1 COIIlXlSÎtion 때뼈 S띠.ts the fea뼈'eS 

of the new form of cαlJIXlSition. Ar뼈R 띠와æteris디C of the 따1월~e writing is 

that it α'eS1.따X>SeS myriads of re;:빼'S whom it is a때'e of ar엄 is 때뼈1때 

삶XlUt. In addition, the 따n:뼈ge cornp:lsition is a writing acti끼ty that has to take 

into account 1뺑ble con뼈lation or various 앉pressiα1aI ways as well as αm뼈lts， 

cαlSÎ따ing that it uses cαI뼈l따'S asarr빼um In this Iight, we r뼈 tolff뼈 

stl.뼈1ts to writir핑 벼$최 ontheur빼'Star뼈ng of these f;없s. 

In order to provide a 않￡뼈19 ræthOO 때lαro to the characteristics of 

hom뼈ge CClIJIX)SÎtion, there were, for hi따1 schc때ers， 않(HÎrml때 c1asses, 
questi따뻐res ar피 in-dc:뼈1m떠views with stl.빼1ts 뼈 IDlC밟'S. The es었1디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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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of the 얹~ classes is rm:Ie up of 없l-and-~뼈뼈 trav앤 

sketches 빼 ~맹:e-밟뼈 ones. W빠 때qÐring IBl-l꼈뼈 α>>n:x>sj없lwith 

뼈n:뼈ge-뼈앙회 αle， s따:k=nts are 밍뼈 in 聊합g뼈I땅 때 utili강I땅 the 

differeocesari앙훌 fromdiss빼ar 앉JI'eS힐ooalrr빼aat넙 d뼈r 없its. 

aα.1I1dOO in the 앉~ classes, questioon뻐-es and in-dfπh in뼈views 

with s따:lents 뼈 e놨leI'S， 1 αquse 뼈 f때뼈ng for 뼈 S허re of a rrore 

삶varn최 e놨따19 of 없얹1 띠llX>SÍtiαL In the fu응t 머없， the 뼈ICation of 

없얹1 COIIl(X>SÍtion 양뼈l삐 consider 없뼈lts’ r빼 lives, 띠않$ 뼈 in떠-ests. 

&rondly, we 양빼d 때‘e notice of tl똥 앉pressiα때 distinctions and α'qlerties 

mα19 버ffi뾰lt expressirn외 media 뼈 s따뼈 1해trl them on the site of 

S따x>lir핑. Thirdly, we 하lOlÙd be α>sitive in usirlg divl앙sen빼a 없띠 없ta. F，뼈해， 

e뻐뼈'S need to fI싫1 oot the teaching of COIIl(X>SÍtiαI with higha' 빼-æs of 

familiarity 밍'd 따뼈ica빼lity to hypertext Ftfth, 때th contim뼈lS dev머야J.1'l!I1tS of 

hyp;m빼a-뼈따ed teaching m었:erials 머'd aids, we 양lOOld exert ours허ves to n빼‘e 

않 않빼ngof 따llX>SÍtion rrore 여때niζ V여un때yand σeative. New age asks 

for new rr빼뼈s. Acting up to the 11E뼈S of 뼈 char팽뼈 미nes， it is time 뼈t 뾰， 

않쉽leI'S at펴 res없℃밟'S， cor뼈1없뼈 our ener렐es on satis행ng stt뼈lts’ 

뼈때찌S 뼈 $뼈 I떠따'ffileIlts by rr빼I필 the teaching of 1앓없ncor聊sition 

rrore fi않leflf었 m엄 variega때 

[Key WI뼈s] hyp;m빼a， hytðtext, 1)짧lÌng of Kcrean Û>n1\:X)sition, 없1-때

~밟뼈 traVI혀 앙etches， ~뿜e-벼뼈 travel sketc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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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얼문조시지 1 

* 다양한 미디어(매체)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은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깨 (주의 : 1-2에서 

1-9의 활동들은 실생활에서 즉 오프 라언에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음악 감상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옴악을 듣는 것은 해 

당되지 않습니다. 답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때는 기타란에 직접 

써 주십시오.) 

매일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뱀 한햄1 
3-4회 1-2회 3-4회 1-2회 

기타 

H. 인터넷 이용 (1) (2) (3) (4) (5) 

1-2. 텔레비전 시청 (1) (2) (3) (4) (5) 

1-3. 신문 읽기 (1) (2) (3) (4) (5) 

1-4. 라디오 청취 (1) (2) (3) (4) (5) 

1-5. 독서 (1) (2) (3) (4) (5) 

H3. 음악 감상 (1) (2) (3) (4) (5) 

1-7. DVD나 비디오 감상 (1) (2) (3) (4) (5) 

1-8. 영화 감생극장) (1) (2) (3) (4) (5) 

1-9. 잡지 읽기 (1) (2) (3) (4) (5) 

2.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십니까? 각 활동들의 특성에 따라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를 선택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들은 참풀훨꿇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2-1. 인터넷 이용 

2-2. 텔레비전 시청 

2-3. 신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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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다음의 활동률은 일주얼 뿜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2-4. 라디오 챙쐐 

2-5. 독서 

2-6. 옴악 감상 

2-7. DVD나 비디오 감상 

시간 분 

시간 분 

시깐 분 

시간 분 

다옴의 활동률은 활훌훌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2-8. DVD나 비디오 감상 

2-9. 영화 감생극장) 

2-10. 잡지 읽기 

시간 환 

시간 분 

시간 환 

3 다옴의 인터옛의 여펙 서lJT깐플율 빨월률 얼마 정도 이용하십니깨 

3-1. 정보검색 및 홉폐이지 냉푼 
3-2. 전자우편 

3-3. 전자게시판 

3-4. 채팅이나 메신저 

3-5. 게임 

3-6.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3-7. 영화 및 동영상， 옴악 감상 

3-8. 사이벼 문학감상 

3-9. 인터넷 신문 및 잡지 

3-10. 온라인 학습{강의 수강)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본 

시깐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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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의 인터넷 이용애 대해 가정에서의 반웅은 어떠합니끼? 죽， 부모 

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5 인터넷이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생을 비율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가 자신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ff:f/o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예> 50% 

〈여러분의 청우〉 

l0"/0 ~/O 3)% 40% f{J'/O 00% 70"/0 !U'/o !lr/o 100% 

lI 

6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웅을 보 

일까요?(주의 : 하나만 선택히여 주십시오J 

口 1)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口 2)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口 3) 짜증이 나며 가끔 회를 내기도 한다. 

口 4) 마음이 불안하여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 

口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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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융훌 홈짜야지 o}용 청행에 활환 훨톨업니다. 

7 홈패이지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디 1) 있다. 

디 2) 없다~(9번으로 가십시오) 

a 홈왜이지는 어떤 내용옳 충심으로 구성되어 었슐니~l'? 하나딴 선핵하 
십시오 

口 1) 개인 홈쩨이지나 가족 홈폐이지 

디 2) 친구률간의 동호회 

디 3) 취미(게임， 여행， 운동， 오락， 얘니째이션 풍) 

디 4) 학습 

口 5) 문화 • 빼술(옴악， 영화i 그렴 둥) 

口 6) 연예 

디 7) 기타 

9. 홈왜이지 이용 용기와 관현하여 여러·불과 가장 밀컵한 것율 션택하여 
주십시오 

견혀그 
그렇지 보홍이 매 우 

렇지 않 그렇다 
다 않다 다 그렇다 

9-1. 짱보나 지식융 얻으려고 이용한다 (}) 

9-2. 채미나 즐거용을 얻으려고 이용한다 (1) 

9-3. 친교적(사교척) 목적으로 이용한다 (1) 

9-4. 의견(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이용한다 (1) 

9요 폭별한 목적 없이 이용한다 (1) 

다
이
 다
이
 m
ω
 다
씨
 
3 

( 

( 

( 

( 

( 

씨
에
 때
 
때
 
때
 
때
 

m
ψ
 인
ω
 
m
ω
 민
ψ
 m
ω
 

( 

( 

( 

( 

( 

m 
…… 
”ω
 ψ
 
”ι
 



174 국어교육연구 재13접 

10. 종이 책옳 얽옳 때와 컴퓨터 화면의 내용율 읽올 때 같온 방법으로 읽 

어나갑니7ll'? 

口 1) 예(12번으로 카심사오) 

口 2) 아니오 

11. 10번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답해주십시오 컴퓨터 화면의 내용 

을 얽올 때 종이 책율 읽율 때와 다르게 얽는다면， 컴퓨터 화변의 내 

용올 읽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읽습니께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하 

나만선택해 주십시요) 

口 1) 제목이나 밑줄이 쳐 있는 핵심어 중심으로 읽는다. 

디 2) 첫 문단울 중심으로 읽는다. 

口 3) 동화싱어나 그림 륨， 눈에 띄는 것을 중심으로 읽거나 본다. 

口 4 내용 전체를 정독하지 않고 렴퓨터 화면 전체를 그냥 죽 훌어 
내려가면서 얽논다. 

口 5) 기타-

12. 컴퓨터 화변에서 링크된 내용훌 따라 이동할 때 어떤 방씩올 선호합 

니까? 

口 1) 링크가 나오면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口 2) 첫 번째 링크된 내용을 보고 다시 ‘뒤로’ 돌아간다. 

口 3) 링크를 따라 몇 번 가다자 처음 화면이나 다른 화연 혹은 새 

메뉴로이동한다. 

口 4 링크를 따라 계속 정보 검씩올 해나간다. 
口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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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첨휴터 화연에셔 내용율 얽옳 때， 어떤 요소로 구생된 것이 가장 좋숍 

니까? 

口 1) 문장으로 구성된 것(문장 위주로 구생된 것) 

口 2) 문장파 그립이나 사진으로 구성된 것 

口 3) 문장파 옴익t소리)로 구성된 것 

口 4) 문장과 동화상으로 구성된 것 

口 5) 문장， 그립， 음악， 동화상， 사진 둥이 모두 합쳐져서 구성된 것 

14.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글올 얽올 때 가장 읽기가 편안 경우를 고르십 

시오 

더1) 품단의 구뿔 없이 글 전체톨쭉이어 쓴글 

口 2) 문단의 구분 없이 쓰되 한문장쓸 때마다 행올 바꾼 글 

口 3) 문단이 바뀔 때만 한 행씩 띄어쓴 글 

口 4) 문단의 구분없이 한행옳쓰고나서 한행씩 땀어쓴글 

口 5) 한 행을 쓰고 나서 한 행씩 띄어 쓰고 문단이 바·뀔 때마다 두 

행이상띄어쓴글 

口 6) 기타 

15. 홈혜이지 글올 통해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용， 무엇입니까? 

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口 1) 정보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 

口 2) 편집이나 디자인이 읽기 쉽게 되어있는 것 
口 3) 문자 및 디향한 방식(옴악， 동화상， 그렴， 사진 둥}올 혼합하여 

전달하는것 

口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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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터넷 상에서 다론 사랍의 글이나 사진 동의 출처롤 정확히 밝혀 실 

어야 동}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깨 

인
ω
 
ll‘ 

( 

많이 
필요하다 

(4) 

매우많이 
필요하다 

(5) 

전혀 
필요없다 
(l) 

거의 

펼요없다 
(2) 

보통이다 

* 다옴온 셔술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업니다. 생의 있게 답변혜 주섭시오. 

17. 홈페이지 글쓰기가 종이에 작성하는 작분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합니까? 글의 내용이나 글의 길이 글을 작성하는 파정 둥에서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다융온 인터뱃과 판련한 교육에 대환 정험업니다. 

18. 학교에서 인터넷의 의사 소통 방식 혹은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깨 즉，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글쓰기나 전자 

우편 쓰기， 전자게시판 글쓰기， 대화뺑l서의 적절히 대화하는 법 둥 

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口1)있다 口 2) 없다ü9번으로 가시오) 

18-1. 었다면 어떤 과목에서 배웠는가? 

口1) 국어 口 2) 윤리 口 3) 사회 口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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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그것이 인터넷에셔의 언어 A냉 방식에 얼빡 도용어 되었습니깨 
전혀 도융이 되지 거의 도용에 되지 많이 도융이 매우 많이 

보홍이다 
않누다 않늑다 l 꽉다 도핵 된다 

(1) (2) (3) (4) (5) 

19. 인터넷에서의 의사 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울 의빵l 있 

습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많이 있다 매우 많이 있다 

” 
u 

( 
(2) (3) (4) (5) 

19-1. 인터넷에서의 효과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베운다면 다용 영역 

중 어느 영역올 배우고 싶습니까1(주의 : 19번에서 전혀 없다를 

선태한 학생은 답하지 마십시오 가장 배우고 싶은 것 환난만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口 1) 홈페이지 글쓰기 

口 2) 전자편지쓰기 

디 3) 게시판글쓰기 

口 4 채탱이나 메신저에서의 대화 
口 5) 사이버 문학쓰기 

口 6) 기타 

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불의 생외 있는 대답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으로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설문 조사 결과의 혜석에만 사용할 것올 약속드립니다. 



178 국어교육연구 재13집 

학교 口1) 중학교 

학년 디 1) 1학년 

성별 口 1) 남자 

이메얼주소 

설문조사지 2 

口 2) 고풍학교 

口 2) 2학년 口 3) 3학년 

口 2) 여자 

* 여램이 받은 홉쩨이지 글쓰기 수업에 판련훤 질묻업니다. 

1. 홈페이지 글쓰기 수엽은 재미있었습니까? 

너무 
재미없었다 

(1) 

별로 

재미없었다 

(2) 

보통이다 

(3) 

조금 매우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4) (5) 

1-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2. 홈페이지 글쓰기 수엽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깨 

전혀 도움이 별로도용이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1) (2) 

보통이다 

(3) 

많이도울이 
되었다 

(4) 

매우많이 
도웅이 되었다 

(5) 

2-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3. 홈폐이지 글쓰기 수엽의 교육 방법에 대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효과적 

이지 않았다 

(1) 

별로효과적 
이지 않았다 

(2) 

보통이다 

(3) 

매우 매우많이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이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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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4. 수업의 내용야나 방법 진행 방식 풍파 관련해 가장 좋았번 점에 대해 

써주십샤오 

4-1. 수엽의 내용이나 방법， 진행 방식 둥과 관련해 가장 나쨌던 점에 

대혜 써 주십시오. 

5 수업올 통해서 웬 작문과 홈페이지 작문의 차이점얘 대해 잘 이해활 

수 있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없었다 

(1) 

별로이해할 

수없었다 

(2) 

보롱이다 

(3) 

많이 이해할 매우 많이 이해 

수거었다 할수l있었다 

(4) (5) 

6 웬작문과 홈페이지 작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1(주의 : 

5번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훌 선택한 학생온 업하지 o}집시오) 

7. 수엽올 받고 난 후， 여러분은 홈폐이지에 글을 쓸 때 무엇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주의: 하나만 선택하세요) 

口 1) 글 전체의 길이 

口 2) 문장의 길이 

口 3) 보기에 척절한 글의 현집 상태 

口 4) 문장파 동화상， 사잔 그렴， 옴악 풍의 척절한 때합 및 구생 

口 5) 홈페이지 작문에서 사용하는 어휘(단어)의 적절성 

口 6) 통신 언어나 비속어 사용의 자제 

口 7) 정보의 신뢰성 



180 국어교육연구 채13집 

口 8) 기타 

8. 수업을 받은 후 홈페이지와 판련해서 여러분의 행동얘 어떤 변화가 있 

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즉 여러분이 홈페이지의 글을 

읽거나 작성할 때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디옴은 인터넷(뉴미디어)과 관련된 교육얘 대한 찰문입니다. 

9. 여러분의 학엽이나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이러한 수업 즉 

인터넷의 다양한 의사 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빼울 필요성이 었다 

고 생각합니까? 

口 1) 았다 

口 2) 없다 

口 3) 모르겠다 

10. 앞으로 이러한 수업， 즉 인터넷의 의사 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 

해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까? 

전혀 배우고 별로배우고 

싶지 않다 싶지 않다 

(1) (2) 

보통이다 

(3) 

많이배우고 

싶다 

(4) 

매우많이 

배우고싶다 

(5) 

11. 인터넷에의 효과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다면 

다옴 중 어떤 내용옳 가장 배우고 싶습니깨(주의 : 10번에서 전혀 배 

우고 싶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은 답하지 마십시오 가장 배우고 싶은 

것 활난만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口 1) 홈페이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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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2) 전자펀져쓰기 

口 3) 채탱어나 때신저에서의 대화 

디 4) 사이버 문학쓰기 

口 5) 기타 

했 사이버 문학이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공간윷 통해 창작되고 얽혀 

지고 있는 문핵흘 뜻합니다. ‘드래곤 라자， ‘그 놈은 멋있었다’ 둥의 소 

설과 ‘엽기적인 그녀’， ‘동갑내기 과외하기’ 둥과 같은 경험담이나 다양 

한 유머(유머 게시판) 둥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이러한 내용과 방식의 수업이 잘 되려면 아래에 제시한 각각의 영역 

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요? 

12-1. 학생 

12-2. 교사 

12-3. 수엽 내용 

12-4. 수업 방식 

12-5. 수업 환경 

12-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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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터넷의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뽑만 아니라 텔레비 

전， 라디오 둥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수업온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口 1) 누구나 다 배우는 필수 과목의 일부로서 배우면 된다{예: 국어). 

口 2) 기존의 선택 과목의 일부로서 배우면 된대예: 국어생활， 작문 둥). 

口 3) 미디어 교육만을 위한 새로운 필수 과목이 생겨야 한다. 

口 4) 미디어 교육만을 위한 새로운 선택 과목이 생겨야 한다. 

口 5) 특별활동에서 배우면 된다. 

口 6) 재량활동에서 배우면 된다. 

口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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