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터벗 유머 이해의 국어교육쩍 수용싹l 환환 혈구: 

- 중학교 국어 쩨량활짧 싫시한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정현선**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은 am년 10월-11월 사이에 서울 강남의 한 중학 

교 국어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한 인터넷 유머 이해 il:육의 현장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이 현장 연구는 질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 

실적 여건으로 인해 도입 단계와 4차시 수업올 포함혜 총 5차시로 단기간 

에 수행되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의 연구툴 롱해 인터넷 유머의 다양한 

문화척 측면에 대해 다루기란 애초뿌터 불기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히이 

퍼텍스트 이해의 국어교육척 수용이라는 보다 큰 목표 하셰 그 교육과정 

의 실행 가능성올 타진하려는 연구 자체의 성격， 이를 통해 멀티 리터러 

시의 교육파 인터넷 매체에 대한 학슐의 내용에 관련된 이론적 이슈 및 

교재 구성， 교육 방법， 교사 교육 풍의 실천 방앤f어l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 

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족하나마 본 사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 

다. 

* 본 연구는 짜E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액 의하여 연구되었옴(파쩨변호; KRF-:r02-
αl)-ImU3).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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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뱃 유머 이해 교육외 현장 연구: 연구 운쩨의 쩔쟁 

본 현장연구는 하이퍼텍스트 이해교육의 내용 구안을 위한 ‘실험적’ 성 

격의 질적 연구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 학기 정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수업 기획 빛 이에 대한 지속적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교육의 이론적 

이슈를 탐구하는 본격적인 현장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수업을 통해 해1퍼텍스트 이 

해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벌어 다음과 같은 

이론적 질문들을 탐구하고자 했다. 

첫째， 인터넷 유머라는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마치 문학교왜서 

와 같이) 일종의 ‘정전’과 같은 기념비적 텍스트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 

는개 예를 들어， <u}시마로>， <졸라맨>， <지하철도 뾰>와 같이 인 

터넷 ‘엽기’ 유머에 관한 한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들올 통해 

인터넷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일인깨 만 

약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생들의 비판 

적 미디어 문화 이해를 위해 좋은 방법인가? 

둘째， ‘엽기’라는 말이 인터넷 유머를 광범위하게 통칭동}는 범주적 용어 

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애초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한 것은 아닌가? 

학생들은 ‘엽기’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 엽기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학생들은 구별할 수 있는가? 이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구분인가? 인터넷 유머의 이해에 있어 ‘엽기’리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셋째， 유머의 원리와 같은 의미작용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혹시 이는 학생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 

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유머 택스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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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원리가 자칫 고루한 지식 .:ii!:육으로 전확하저 않도륙 하는， 즉 학생 

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척’ 지식 활동에 대한 참여하체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올 다루어야 하는가? 

넷째， 유머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징L르이다. 인터넷 유머 현생꺼 대 

한 문화쩍 이해를 위해 교사가 마련한 교육 안은 학생들이 최근에 경험하 

고 있는 유머 현상과의 연계롤 이끌어 내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조직되었 

는가? 학생들의 보다 능동적인 해석과 참여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업 

올 위해 고려해야 할 수업 자료로서의 텍스트 선정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 

기1 

다섯째， 인터넷 유머는 하이퍼헥스트의 여러 가지 혹성올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비중 있는， 혹은 적합한 장르인가? 이 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반웅하는7뷰 

여섯째， 인터넷 문화와 소통 현%에 대해 다루는 국어 수엽의 의미를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틀이는까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수엽의 의미를 어 

떻게 받아률이는깨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웅파 인식은 국어교육에 

어떤 시사점을주는가? 

일팝째， 히이퍼핵스트 이해에 관한 언어 사용애 판환 기존의 국어교육 

의 접근법 및 TV, 영화， 비디오 동의 ‘융드 머디어(dd rr빼a)’률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 접군법에 대해 어떠한 도전울 던지는711 

2. 연구의 성격 및 방법 

본 연구는 혹L술진홍째단 중점연구소 2단계 지원 연구 사업인 하어퍼텍 

스트 이해 교육의 2차년도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1차년도에는 하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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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특성올 국어교육의 내용적 영역인 친교적 영역， 정보적 영역， 

문학척 영역 둥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1차년도 연구에 바탕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의 하이퍼텍스 

트 교육안을 설계히여 적용하고 평가하는 ‘실험적’ 성격의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의 과}와 학생들옳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친숙도와 교육적 기대를 탐색하는 연구 

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교사들은 주로 

정보 검색 둥 ‘이성적’ 영역과 관련한 하이퍼텍스트의 이해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았던 반면， 학생들은 게임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아 ‘감성적’ 영역 

에 속하는 해l퍼혜스트 교육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기대를 고려하면서 2 

차년도에 진행된 하이퍼텍스트의 이해교육 현장 연구는 A 인터넷 신문 

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B. 인터넷 유머와 플래 

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화적 이해，c. 다중 서사와 비주얼 효괴를 기반 

으로 한 디지렬 서사 체험에 대한 교육을 구안하고 실험하는 방향으로 기 

획되었다. 이처럼 2차년도 연구는 전체적으로는 공동 연구이되， 각 연구 

원 1인이 특정한 장르(인터넷 신문/정보 인터넷 유머/플래시 애니메이션， 

디지털 서사 체험) 하나씩율 맡아 중학교 및 고둥학교에서 개별 연구를 

진행했다. 각각의 연구원은 실험적 수엽의 개략적 내용과 방향올 셜계하 

여 연구의 협력자이자 파트너인 국어교사와 의논한 후， 담당교사가 총 4 

씨 정도의 학습지도얀을 구안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분 

석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 수업에 대한 계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론적 질 

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자가 수립했고，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한 지도 

안은 수업율 진행할 교사와의 협의률 거쳐 교사가 작성했다 현장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동안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올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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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교A까 담당했고1 연구자논 수업에 대한 청여판찰과 학생 및 지도 

교사와의 인터뷰， 수업 자료 및 철과물에 대한 텍스트 폼석 퉁올 JJ...합환 

연구률 담당했다. 인터넷 휴머애 대한 본고의 사례연구는 서울 강남 지역 

의 중학교 2학년 국어 재량 활동 시간(주 1회)울 활용하여 10훨 Ji일-11월 

z3일 "}Ol얘 진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현장교사와 연 

구자의 협력을 풍환 현장연구 모헬에 따라 ‘계획을 위한 회의’， ‘수업 관 

찰’， ‘피드백과 토론’의 순환 구조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현끼&써l서 제 

기되는 이슈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의 융합을 특성으로 하이왜미디어 시대의 언 

어문화교육어 그 내용척 대상올 해l퍼텍스트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전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하이퍼미디어 기반의 미디어텍스트롤 언어교육 

의 내용으로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적 연구로서， 넓온 의며에서 보아 

현장에서의 교육질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혐장연구(octiα1 r않짧rlÜ’에 속 

한다할수있다，2) 

한편 이러환 현장에 대한 이론적 개업은 단지 언어교육의 내용적 측면 

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 나타난 언어 텍스트룰 수용하려는 소극적 

인 의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실험’이 되어야 환다고 본다. 핵스트 

의 의미적 자질에 초첨올 맞훈 기존의 언어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디 

어와 커뮤니케이션의 판점에서 택스트훌 바라보고， 미디어 텍스트가 사 

회적 맥락 속에서 수용자와 어떤 관계 속에 놓이면서 의며률 생성하는가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언어교육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1) 현장 연구의 이러한 모텔애 대해서는 f빼빼sn웠)훌 참조할 것‘ 
2) EIli<t(l!Ðl), H:힐tins(1앉13) 

3) 데이비드 버킹엄은 궁극척으로 미디어 교육의 시각애서 언어와 문학 교육의 확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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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해1퍼랭크를 통해 공유되는 인터넷 유머의 

텍스트적 속성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생성하는 의미는 어떻게 공유되는 

7에 대한 이혜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문화교육 뾰L을 설계하고자 했다:4) 

한편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는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 맥락 및 사회 

적 맥락화를 중시하고 학습의 방법 측면에 있어서는 협동 학습 및 프로 

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사회구성주의적 교육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습 파정올 설계 

하과했다:5)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본격화 되어야 할 매체언어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설계와 교재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이론적， 현 

실적 이슈틀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일종의 소규모 파일렷 연구(때lot s11떠y) 

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문해11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호학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공부 퉁 

매체언어교육올 위한 자기 학습을 해 온 한 중학교 교사와 함께 ‘사례 연 

구(떠se study)’의 성격으로 진행했다.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입중 

하기 위해 실험올 하거나 대규모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떤 성향이나 태도의 

대체적인 경향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연구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맥확을 ‘두껍게 기쉴thick 

description)’하는 사례 연구이자 질척 연구에 해당한대Geertz， 1973), 본래 

사례 연구는 어떤 특정한 사례， 예를 들어 특정한 어린야， 병원， 수엽， 학 

교， 지역사회 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고자 

방법을 매체적 소통의 맥락 속에 위치 지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B따d때lllII1(없껴: 1ffi제)올 참조할 것. 
4) 문화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의 이론적 맥락에 대해서는 정현선(:I뻐)올 참조할 것. 

5) αdfather et 외 (1앉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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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1 실제 상뺨11 있는 실채 사렴률의 톡특한 사례훌 통해 보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훤리률 보다 선명히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다(않leI1 et 외， 댔X)). 비록 소규요 단기간의 현장 연구였지만 하이퍼헥스 

트 이해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론올 적용혜 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 연구 또한 사혜 연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는 1차년도에 행해진 교사와 학생들의 인터 

넷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롤 본 연구의 대11'<긴 교사와 학생틀에 적 

용해 보는 보완적 성격의 소규모 설문 조샤 수업에 관한 참여판찰， 수업 

전후 교사 및 학생들과의 인터해개별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핸드아웃 

풍 수업 자료(인터넷 유머 텍스트 포함) 및 학생들의 확습 결과물 동 각 

종 문서 취합 동 트라이앵률래이션(tri없웹.ùation)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올 동원했다{않met 해， :ID)). 이처렴 수업 서간에 쓰언 언어와 이미 

지 텍스트 및 교사와 학생률의 인터뷰 자료에 대해서는 담론의 중충성에 

초점울 맞추어 해석하는 담론 분석의 방법율 적용하였다{Wi뼈 얹 혀， 

:ID)). 

3. 연구의 개요 

현장 연구 기간은 :ro3년 10월 æ일-11월 z3일룩 수업은 목요일 제 2 

교시(주 1회， 1회당 ￡분)에 이루어졌으며， 전체 도입올 제외한 총 4차시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학생 전체에게 미디어 사 

용 현황 및 수업 형7}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섬충 언터뷰를 위해 

학생툴올 선택하는 데애는 수업 내용을 촬영한 통영상 기록 및 학생틀이 

수엽 시간애 작성해 재출한 학습지 대답 내용 교사의 추천 둥율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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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되，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 관심은 있는 

것 같으나 적극적인 태도률 보이지 않은 학생들， 교사에게 수업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를 보인 학생툴， 남학생파 여학생의 비율 둥의 요 

인을 추가로 고려했다. 이렇게 해서 션택된 학생 5인과 함쩨 심충 인터뷰 

를 밍분가량 진행했다. 교사와의 인터뷰도 학생들과의 심충 인터뷰가 끝 

난 후에 공간 시간올 활용해 약 밍분가량 진행했다. 

수엽은 서울 언주중학표 2학년 국어 재량활동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참 

여한 학생 수는 1개 반; 총 3)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자와 

논의한 수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월요얼에 같은 학년 다른 반 재량활동 시 

간에서 미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 이를 보완해서 목요일 수업에 적용 

하눈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수업에 참여한 2학년 학 

생들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주 1회반 교과 재량 수업올 함께 하고 

있어 주 4시간을 가르치는 3학년 국어 과목 참여 학생틀에 비해 친밀도가 

다소 부족한 상태였다. 다행히 미디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 간의 

문화적 유대 관계가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연구가 이루어져 학습 내용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재량활동의 특성상 

수행평가와 연결되지 않아 차시가 진행될수록 점차 기말고사 기간이 가 

까워오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 

다. 

연구에 참여한 K교사는 22년 경력의 국어교사룩 전국 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자기 발전을 모색해 온 동시에 미디 

어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옹 교사였다. 매체연구뿌 활동 

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스71야 써코 때U， <대중운화의 이해>(김 

창남， 때l3) 둥의 미디어교육 관련 서적을 강독했고1 각종 심포지움， 워크 

숍， 전시회 둥에 참여했으며， 미디어 관련 연수로는 ‘미디어와 청소년 문 



언터넷 유머 이해의 국어교육척 수용얘 관환 연구 217 

화’(매비우스 주최， 16강좌， 총 32시간)， ICf 활용교육， 영성7폴래시/홈페이 

지 제작 연수를 받았고 그 외에 학생 중심 수업율 위해 ‘토론하는 국어 

교사되기’ 및 ‘동화 문학 연수 풍올 받았다. 

K교사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량이라는 생 

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률 이 

해하고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관심에셔 미디어교육율 시책}게 되었 

다고 밝혔다. 연구자와는 :m3년 9월 초에 연구자가 고문으로 활통하고 

있는 매체연구부 연구 모임올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참여를 흉해 미디어교뼈 대한 실험을 본격화하고자 하고 

싶어 했던 K교사의 관심파 미디어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의 얀목 

이 있는 국어교사와 함께 실험을 하고 싶었던 연구자의 소lJJ이 조화률 이 

루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시책}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 수집된 자료로는 다음파 같은 것이 있다. 

A 학생 설문자료 미디어 이용실태 및 수업에 대한평가 

B. 학생 수업 결파물: 학습지， 수업 소감 

c. 수업 (도입 및 1-4차시) 녹화 동영상 자료: CD-ROM으로 변환. 
n 교사의 학습 지도안 및 학습 자료 
E 교사 인터뷰 녹화자료: α}-ROM으로 변환. 

F 학생 5인 FGI(focus group interview) 녹화 동영상 자료: α}-ROM으로 

변환. 

G 교사와 연구자 간 연구협의를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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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지도얀율 통해 본 현장 연구의 내용 

다음은 도입 단계를 제외한 총 4차시로 진행된 인터넷 유머 이해 수엽 

의 지도안이다. 

1) 도입 및 4차시 수업 계획 

차시 제재 주요학습내용및 활동 준비물 비고 

0 
인터넷 유머의 

유머의 즐거움 맛보기， 설문조사 설문지，스티커 
도입 

유머의 원리 1 부조화이론 유머자료 학습지 

2 유머의 원리 2 패러디의 원리 유머자륙 학습지 
모둠 

활동 

3 유머의 원리 3 우열의 원리， 히이퍼텍人E 
유며자료 전지， 모둠 
사인펜 활동 

4 하이퍼텍^E 하이퍼텍스트 이해 (종합 정리) 설문지 
」n-ldgL 

활동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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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지도안6) 

〈도입〉 

1. 유(1머) 유에머 대의한 즐 인거식융율 및 맛 인본터다넷.상의 유머 α4차시 
학습 
목표 (2) 자신이 유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코믹송을 들으며 설 2-4 

문에웅한다. 
준비물 설문 적힌 천지/빨강색 파랑색 스티커/우쉬송 숫자송 당근송 둥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홍미 유발 및 학습 동기 고취〉 

도입 
* 한 바탕 배꼽 잡고 웃어본 일이 있는가? 
*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가 

(교.At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아이틀의 인터넷 ‘유머’ 언식도 조사t 셀문지는 전지형태로 교실 

상벽황 곳도곳에 살펴 게보시게하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되 친구들의 의견이나 

-설문에 웅하며 앉거나 션 。에들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머 플 
래시 애니메이션인 각종 코믹송을 듣는다. 

-이때 아이툴의 반용을 살피고 자유륨게 의견올 개진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셜문내용: (아이들의 현주소를 알고자 조사함) 
1. 여러분이 아는 유머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 
2. 인터넷에서 유머나 엽기 사이트에 틀어가는 횟수는? 
3. 들어가 본 시이트를 표시해 보면? 
4 엽기(유머)에서 무엇이 재미있냐? 
5. 엽기(유머) 사이트에 대한 반웅은? 
a 기억나는 유머훌 직접 써 주째요 
7 유머(엽기) 사이트에서 얻는 효과는? 

<활동의 의미 찾기> 
-우리가 어떤 유머에 대해 웃옴으로 반용하고 또 어떤 유머에 대 

정리 
해 불혜갑율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률 앞으로 4주간 갖 
게 될 것입올 예고한다. 

-오늘 본 인터넷상의 코믹송들이 왜 재미있으며 어떤 부훈이 집중 
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본다. 

6) 전체적인 수업 내용융 기획한 것은 연구자이지만 지도안 자채는 K교사에 의해 작성 
된 것이다:K교사는 연구자가 세운 애초의 기획파 이활 바땅으로 준비흰 각종 혁습 
자료훌 중학교 2학년 학생툴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차시별 배치 및 진도률 고려 
하여 지도안울 작성했다. 이 파쟁에서 연구자와 K교사는 수업옳 기획하고 마무리 

짓는 전체 8주에 걸친 기간동안 주 2회 이상의 전화 홍화， 이메일， 주 1회 회의 둥올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수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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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학습 
1 유머의 원리를 찾는다. 1/4차시 

(1) 웃음이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 요소의 부조화로 인해 생겨난 
목표 

다는것을안다. 2-4 

준비물 개인용 설문지，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유머 자료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홍미 유발 및 학습 동기 고취〉 
* 도입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제시한다. 

도입 * 항목별로 추가 질문을 통해 유머에 관심을 갖게 한다 
*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유심히 보게 된 
다. 유머의 원리를 알면， 유머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웃음을 유발하논 원인을 알도록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1) 문자 언 
어로만 된 유머: 선생님을 황당하게 히는 시험 답안 (2) 문자와 이미 
지가 함께 있는 유머: 초둥학생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엽기’ 시험 답안 

<7'(1)과 (2)는 양면으로 인쇄히여 나눠주고1 

(2)는 화면을 통해 시험답안지를 직접 보여준다， 
(히 ‘엽기’ 플래시 애니메이션: 영상， 택스트， 사운드가 함께 있는 

전개 
유머 (마시마루 졸라맨) 

7 마시마후 졸라맨 에피소드 

줄거리 및 재미있는 (없는) 부분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학습 
지에 써 넣게 한다. 

나) 부조화의 원리 이해: 유머를 만드는 요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부조회{영상과 사운드의 부조화 등)와 수용자의 기대와 유머가 

전해주는 내용 사이에서 비롯된 부조화 때문에 웃게 되는 원리 

를말한다. 

〈활동의 의미 찾기> 

-왜 ‘마시마로’나 ‘졸라맨’ 또는 ‘엽기’ 시험 답안과 같은 유머 자료 

들을 공부하는7꺼 단순히 웃옴올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정리 
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차시 예고; 다옴 시간엔 패러디를 통해 웃옴을 유벌하는 엽기 자 
료를볼것을예고한다. 

-개인적으로 더하고 싶은 얘기는 ‘언주중학교 유머공부방'(www. 
따ft:.뼈l.coml에 틀어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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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미 유웰 및 학습 동기 고취〉 

* 일상 생활 속의 패러디톨 찾아본다. 
* ‘언주중학교 유머공부방’울 사이트에서 걷 
* 패러디란? 명작이나 잘 알려진 작폼에서 -
기되 변형융 혀여 재미롤 준 예술 작폼 

* 패러디의 원리 이해률 이해하기 위해 ‘엽기적인 그녀’와 ‘지하철도 
짧를비교흩}여 본다. 

-개인별 질문지를 내준다. 
(1) 이 유머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나요? 그 이유는요? 
(2) 이와 같은 유머률 전에 본 적이 있었나요? 

* 훌맨 광고툴， ‘매트릭스’ 관련 장연올 보여주고 ‘때트혀스 오브 흩 
맨， 1 &2흘 비교하게 한다. 

-내용과 원리 이해 정도를 묻기 위해 다융 질문지촬 준다. 전개 | 
1. ‘매트릭스 오브 훌땐에서 - 0, X 문채 

A 얼굴 없는 둥근 캐릭터 이름은 훌맨이다. 
R 훌맨파 블랙훌은 네오롤 끝까지 구출했다. 
C 훌맨이 ‘우리 것은 잘 터지는데 네오 것은 왜 그래?라논 대 
사를한다. 

n 화면 중， 꽃을 든 남자 옆엔 ‘고객의 상식에서 배우겠습니 
다’라는 문구가 척혀 었다. 

2 위 플래시에서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모품활동올 통해 자기와 친구들의 반웅율 알아치리고 관심 있게 

주변의 인터넷 문화의 특성올 살펴도록 한다. 
〈활동의 의미 찾기>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재미있어 해서가 아니라 이런 엽기 플래시들 
이 계속 생겨나고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화현싱에기 
때문애 주목홉1쓴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짚어준다. 
흑￥히 ‘매트릭스 오브 훌맨’이 때러디하고 있는 것이 019 LG 텔레콤 
의 광고라는 것， 그래서 에피소드 1에서 하훨이면 네오가 ‘고객의 
상식에서 배우겠습니다j라는 포스터가 훌어있는 벽을 홍과하지 못 
하논 것이 재미를 더해주논 것이고 이논 LG 텔해콤의 ‘여전히 형편 
없는 서비스’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에피소드 2에서는 그 벽올 홍과하지 못하논 사랍틀。l ‘악냥 
들이고 훌맨파 네오 둥은 홍파하기 때문에 이 경쭈의 패러디는 LG 
텔레콤에 대한 비판이라 아니라 칸접광고로 엄힐 수 있다는 점， 이 
련 모호함이 었다는 점에 대해 정리해 준다. 
<차시 t예고〉 
-다용 시간에는 본격척으로 ‘비판 정신을 가진 패러디’[오인용]율 감 

짧
 
꿇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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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학습 
1. 유머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314차시 

(1) 웃음이 발생하는 원리 가운데 우열의 원리가 있음율 찾올 
목표 

수있다. 
2-4 

준비물 
‘오인용’， 전지， 사인펜， 지식in의 ‘안티 문희준’ 질문 답변 〈주간 동아-> (:m3. 
8. aìl 문희준 관련 기사 일부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흥미 유발 및 학습 동기 고취〉 
* 나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한 유머 
일수도있다. 

도입 * 공통된 문화와 인식이 있을 때 유머를 나눌 수 있지만， 사람의 
지역이나 성별， 니어 둥에 따라 재미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있다. 

* 비판 의식이 상당히 강한 엽기 유머도 있다. 
* 엽기 유머의 정의를 내려보자 
(학생들로 하여금 말해 보게 한다J 

* 유머의 원리를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 
하고 모둠별로 이해한 바를 전지에 기록하게 한다. 
(예시를보여준다J 

-졸라맨의 목소리와 캐릭터의 모습에서 오는 불일치. 
-출제한 교사가 기대한 답과 학생들의 맹랑하고 엽기적인 답안의 
치이 모둠별 

전개 
-문자 ‘로딩중’을 ‘노딩중’이라 표현한 것 모둠별 
-오인용의 무뇌충과 ‘문희준’의 얼굴 모습이 닮은 점 토론 
-네오가 벽을 넘지 못한 점 활동 
* ‘오인용’ 중 ‘연예인 지옥’을 함께 감상한다. 
* 모둠별로 전지와 사언팬을 내주고 다음 활동을 하게 한다. 

(1) 엽기 정의를 내려보자. 
(2) 유머원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3) 문희준이 안티까페 맴버 75영과 제작팀 ‘오인용’을 고소한 
자료와 얀티 문희준에 대한 지식m의 질문과 답변 자료를 
임고 각자 답글을 적어 보자 

〈활동의 의미 찾기> 
-본격적으로 ‘비판 정신올 가진 패러디’I오인용]가 우리 Al회에 퍼 
지는 이유는， 하이퍼텍λE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눈덩이처럼 

정리 
불어나는 자료는 웬고지나 신문이 가질 수 없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터넷 언어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배워 보 
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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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μ1> 

학습 1. 유머와 엽기의 개념올 말할 수 있다 414차시 

목표 2. 하이퍼 택스트의 륙정을 말할 수 있다. 2-4 

준비물 요점 정리한학좁지.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흥미 유발 및 학숍 동기 고취〉 
도입 ]수업하면서 학생틀이 보였던 반용들율 정리하여 나눠주고、 그간 배 

운 것틀을 환기시키며 중요한 개념과 원리들올 되짚어 본다. 

<1차시부터 공부한 내용 정리〉 
A 도입 - 유머의 수용자로서의 나의 경험과 인터넷 

(1) 각자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생각한 유머는 무엇인개 그 유머 
는 어디서 알게 되었는자 그 유머에 대한 자신의 반웅은 어 
떤 것이었는자 그 유머를 누구에게 전달했나{αv'off-Jire}， 평 
상시에 인터넷을 통해 유머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 

{2} 자신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유머인데 다른 사랍들은 재미있 
어 했던 유머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그 유머는 
어디서 알게 되었는자 그 유머에 대한 자신의 반웅은 어떤 
것이었는가 

R 유머 택스트를 흉한 의미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공유’ - 협동 원리 
(l) 부조화 이론 - 협동 원리와 협동 원리의 깨점에 대한 이해. 유 
머가 듣는 이의 웃옴율 X싸내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튿는 

전개 
이 사이에 공유하는 맥락이 있되， 그 맥락에 대해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언어행위지들 간의 규법적 ‘협동원리’의 위배에 바 
탕올 둔 문화적 일탈이 일어니야 한다. 

(잉 유머는 발화자와 듣는 이 간에 공유히는 맥락이 중요하다. 유 
머의 작용에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암시가 포함된다. 

(히 새로운 유머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공유되연서 또 
다른 맥략올 만든다는 점을 이해한다. 

c. 유머 택스트의 의미작용 
(1) 유머의 의미작용{문자언어 시각언어 둥)과 맥락의 관계에 대 
해이해한다 

{2} 패러디의 요소플 가진 인터넷상의 유머(텍스트， 동영상)를 모 
아서 그것이 패러디하고 있는 장르와 스타일을 살펴본다. 패 
러디률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장르와 스타일은 우엇이며， 
이러한 과장과 왜곡율 흉한 패러디가 다t짧 그룹의 수용자 
충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목적파 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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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머의 사회성 - 기호의 재현과 ‘우열 이론’ 
(1) 여러 다른 사회 그룹들 간의 지위 차이 및 고정관념에 근거한 
유머들을이해한다. 

(2) 우열 이론: 유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그홉틀 간의 지위 차이를 
보여준다. 

* 파워가 덜한 그룹이 웃음의 표적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든 ‘열둥’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릅을 표적으로 삼는 유머의 예를 모아 보고、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올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해한다. 

E 티부에 대한유머 
(1) 유머에는 사회적 티부에 대한 유머들이 었다. 
(2) 몇 가지 유머의 예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학생들 자신에게 

웃음을 유발하는지， 혹은 기분 나쁘게 히는지， 혹은 신경질 나 
게 하는지 반웅을 알아본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게 하기， 어 
떤 것이 가장 재미있고 또 어떤 것이 가장 기분 나쁜지 이야 
기해본다. 

F. 유머가 매개되는’ 소통 기제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 
(1) 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 유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이 

해. 
(2) 유머라는 일종의 ‘정서적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이해 

유머 수엉이 얘딸의 걱판과호용속애 수엽이 이루어셨다}지그홉고 
정리 

인터넷 유머라는 장르를 사례로 인터넷 문화에 대한 관점을 7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도록 도외주고 다옴 시간에 포커스 
인터뷰을 실시함올 알려 준다 

5. 연구률 통해 알게 된 것 

(1) 학생톨의 미디어 이용 싫태 

우선 설문울 통해 조사한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는 인터넷의 경우 

매일 사용하는 학생들이 00%, 일주일에 3-4회 사용하는 학생들이 31.30/0 

로 이를 합하면 전체의 81.3%가 일주일에 3-4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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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거주흩}는 학 

생들로 대부환의 시간율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눈 것으로 짐작되는 

데， 실제로 F찌에 웅한 5명의 학생들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모두 

3-4시깐에 불과하다고 웅답했다. 이률 고려할 때 학생률의 여가 시간에서 

인터넷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는 πr 시청 및 

음악 감상과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이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한국 인터넷 통계애 따르면， 때B년 7월 현재 만 

6-19세에 해당하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훌은 무려 

91.3%에 달하는데， 이는 40대의 !il.8%，!il대의 잉.:ZO/O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세대 간 미디어 문화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올 잘 보여주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없μ).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 UCLA의 커뮤니 

케이션 정책 연구소의 인터넷 이용자 현황에 대한 127fl국 비교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16--24세， l)-44세， ffi행세로 나누 

어 세대 간 격차를 조사했는데， 한국의 경우 ffi.lr<l49.5r<ll 1.5%로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gl8O/1i'74.5r<l67.3%, 일본의 

OO.6r<l63,()O/<I22.2%, 독일의 댔.6~많16W/31.6%와 비교활 때 상당히 큰 차 

이가 나는 것인데， 사실 이 연구 자료가 다륜 나라의 경우는 었J2~댔B년 

에 수집된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때1년의 자료률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인터넷 사용에 있어 세대 간 격차가 거의 좁혀 

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대uc머，:nμ). 

한편 한국 가정의 K 보굽률은 1~년의 51.80/0에서 nJ2년에는 78.6% 

로 급속히 중가했으며，K: 보유 가구 중 æ.3%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차성란 외 :nm. 그리고 앞서 소개한 UUA의 세계 

인터넷 사용 비교 연구에 따르변 한국은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 

차가 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며(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의 경우 

46.4%,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73.6% 이용)， 인터넷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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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높온 나라이다iffi.7%). 이를 통해 집작컨대， 앞셔 

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와 학원 공뿌 시간 이외의 개인척 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한 한국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과의 접촉은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원이자 여가를 위한 

문화 매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외주는 교육。1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2) 수업에 대한 학생톨의 평가 

인터넷 엽기 수업은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는 æ.go/o가 ‘조금 재미있었 

다’와 ‘아주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 인터넷 엽기 수업에 대한 E떻 

빈도 % 유효% 누적% 

너무 재미없었다 2 5.7 5.9 5.9 

별로 재미없었다 5 14.3 14.7 al.6 

웅답 
그저그랬다 7 al.O al.6 41.2 

조금재미있었다 16 45.7 깎.1 ffi2 

매우재미있었다 4 11.4 11.8 100.0 

합계 34 97.1 100.0 

무응답 1 2.9 

합계 35 100.0 

재미있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사이 

트에 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상 

당히 많았는데， 이는 수업 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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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나왔다 이는 언터넷에서 벌어지는 다양환 소흉 현햄l 대해 동료 

학생돌과 함께 그 의111훌 따져보고 대화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룰 수업 

율 통해 얻고 싶은 강한 욕망올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머에 대해 찰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끊:20/0가 ‘충분히 그렇다’는 

대답올 했으나， 유머에 대해 배우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했다는 대답어 

11.80/0, 잘 모르겠다는 대립이 :E.3% 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1회， 45분씩 

으로 배정된 재량 활동 시간율 통해서는 충분히 많온 내용을 소화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수업에 참여 

한 교사 역시 동감할 수 있었다. 

〈표 2> 유머의 이해에 대한 이해도 

빈도 % 유효% 누적% 

유머에 대해 충훈히 잘 알게 되었다 13 37.1 ll.2 38.2 

유머에 대해 배우기에 내용이 좀 
4 11.4 11.8 fi).0 

부족했다 

웅답 
유매흘 배우기어1 적합한 내용이 

2 5.7 5.9 ffi.9 아니었다 

잘모르겠다 12 싫3 3S.3 91.2 

기타 3 8.6 8.8 100.0 

합계 34 97.1 100.0 

무웅답 2.9 

합계 :E 100.0 

엽기 수업이 유머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얘 대해서는 

51.4%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으나 ‘그저 그랬다’는 대답도 31.쟁6나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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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머 이혜메 대한 도율 정도 

빈도 % 유효% 누척%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8.6 8.6 8.6 
거의 도웅이 되지 않았다 3 8.6 8.6 17.1 

웅답 
그저그랬다 11 31.4 31.4 48.6 

조금도움이 되었다 13 37.1 37.1 85.7 

매우도움。l 되었다 5 14.3 14.3 100.0 

합계 3) 100.0 100.0 

인터넷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유머 수업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ffl>/o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23.3%나 차 

지했다. 

〈표 4> 유머훌 롱한 인터넷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 유효% 누적% 

인터넷에 대해 충분히 잘 
9 'lii7 :no ll.O 

알게되었다 

인터넷에 대해 배우기에 
6 17.1 3).0 :il.0 

내용이 좀부족했다 

웅답 인터넷을 배우기에 적합한 
4 11.4 13.3 63.3 

내용이 아니었다 

잘모르겠다 7 3).0 23.3 없7 

기타 4 11.4 13.3 100.0 

합계 II 85.7 100.0 

무웅답 5 14.3 

합계 3) 100.0 

인터넷 엽기 수업은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도움。1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3.3%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고、 그저 그랬다는 대답도 1>.7%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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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판심운 상대척으로 컸으나 유머 자체에 대 

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이유였댄 듯하다. 한편 이는 평가로 연결되지 

않는 국어 재량 훨동 시간에 이루어진 수엽의 맥락 속애서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률이 기말고사 준비에 마옴올 빼앗기게 되면서 수업에 집중 

하지 못했던 사실도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 내용의 흐름상 

수업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유머가 인터넷 매체의 특성파 관 

련하여 보다 복잡한 해석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쓸 수 있는 텍스트 

(wri뼈y 없t)’라기보다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re빼y 없t)’였던 점 역 

시， 인터넷 현상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옴이 되지 못뺨 수업으로 여겨 

진데 한 몫 한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 

겠다. 

〈표 5> 업기 수업율 륭한 인터넷 이해 

빈도 % 유효% 누적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8.6 10.0 10.0 

거의 도용이 되지 않았다 3 8.6 1αo :!W 

웅답 
그저그혔다 11 31.4 ll.7 ffi.7 

조금도용이 되었다 10 2ß.6 33.3 00.0 

메우도옴이 되었다 3 8.6 10.0 100.0 
합계 3) ffi7 100.0 

무용답 5 14.3 

합계 3) 100.0 

수엽이 효파척이었는지에 대환 질문얘서는 OOO~ 정도의 학생이 효과적 

이었다고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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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업의 효과성 

빈도 % 유효% 누적%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3 8.6 1αo 10.0 

별로효과적이지 않았다 2 5.7 6.7 16.7 

웅답 
그저그랬다 7 aJ.O Z3.3 40.0 

약간효과척이었다 11 31.4 lì.7 76.7 

매우효과적이었다 7 aJ.O Z3.3 100.0 

합계 II ffi.7 100.0 

무웅답 5 14.3 

합계 35 100.0 

앞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문화 현상에 대해 더 배울 펼요가 있다고 보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5%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부정적인 대답은 

14.3%에 그쳤다. 

〈표 7) 인터넷 관련 문화 현상 학습 요구 

빈도 % 유효% 누적% 

있다 18 51.4 54.5 54.5 

웅답 
없다 5 14.3 15.2 ffJ.7 

모르겠다 10 28.6 ll.3 100.0 

합계 33 94.3 100.0 

무용답 2 5.7 

합계 35 100.0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인터넷 장르에 대혜서는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동 

영%에 l)'()O/O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정보나 지식 검색이 정.3%， ^rol버 

커뮤니티 및 차페 문화와 용라인 게임이 각각 16.7%, 사이버 문혁7팬픽 문 

화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3.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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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터넷액 대한 학습 션호 영역 

빈도 % 유효% 누적% 

인터넷 정빌l지식 겁색 7 al.O Z3.3 Z3.3 

플래시 애니메이젠동영상 9 'li7 :no 53.3 

사이버 커뮤니티/까때 문화 5 14.3 16.7 70.0 

유효 사이버 푼학/땐픽 문화 2.9 3.3 13.3 I 
옹라인체임 5 14.3 16.7 00.0 

기타 3 8.6 10.0 100.0 

합계 3l ífi7 100.0 

무용답 5 14.3 

합계 :E 100.0 

인터넷의 다양한 측면올 포함하여 탤래비전， 라디오， 영화 둥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9% 

가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표 9> 미디어에 대한 수없 요구 

빈도 % 휴효% 누적 %1 

전혀아니다 2 5.7 5.9 5.9 

그렇지않다 4 11.4 11.8 17.6 

웅답 
보통이다 9 'Æ.7 æ.5 44.1 

그렇다 12 34.3 :E.3 79.4 

매우그렇다 7 al.O al.6 100.0 

합계 34 97.1 100.0 

무응답 2.9 

합계 :E 100.0 

미디어에 대해 배우고 싶은 방식으로는 미디어교육만율 위한 새로운 

괴목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과 재량활동에서 배우면 된다는 주징l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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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로 압도적이었다. 재량활동에는 교과 재량 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에 

서 국어 재량활동 시간에 미디어에 대한 교육。l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학 

생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펀 포커스 그 

룹 인터뷰에 웅한 학생들은 국어， 사회， 도덕， 미술 등 관련 교과목의 재 

량 활통 시간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습 내용이 다루어지기롤 바란다고 했 

는데， 그럽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미디어과목이 반드시 생겨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10) 미디어 수업의 위치 

빈도 % 유효% 누적% 

국어 괴목의 일부로서 배우면 된다 2.9 3.1 3.1 

생활 국어 과목의 일부로서 배우변 
2.9 3.1 6.3 

된다 

사회 과목의 얼부로서 배우면 된다 3 8.6 9.4 15.6 

도덕 과목의 일부로서 배우면 된다 0 0 0 15.6 

웅답 미디어 교육만을 위한 새로운 과목이 
11 3l.4 34.4 fí).0 

생겨야한다 

재량활동에서 배우면 된다 11 31.4 34.4 84.4 

특별활동에서 배우연 된다 4 11.4 12.5 ~.9 

기타 2.9 3.1 100.0 

합계 32 9l.4 100.0 

무웅답 3 8.6 

합계 35 100.0 

학생툴의 반웅율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미디어 자체에 대한 학생률의 

학습 욕구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 

머가 가장 좋은 학습 제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는 본 연 

구가 연구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연구의 전체 틀을 갖추되， 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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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학습 영역인 ‘정보적 영역’， ‘오락척 영역’， ‘문학척 영역’올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허려 한 얘초의 연구 계획 자체에 대환 문제제기로 볼 수 있 

을 듯하다. 인터넷 자째의 륙수한 때체와 장르적 톡성을 살리는 교육율 

강조하려는 기획온 애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구원간 역할 환담올 통 

해 기존의 국어교육 확습 영역올 섭렵해야 한다는 강박판념이 강했던 탓 

에 인터넷올 통혜 ‘오락척 언어 사용’의 폭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매체 활 

용’의 측면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닙}로 이 점올 지척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디어룰 활용한 언어와 문학의 교육울 뜻하는 ‘미디 

어를 흉한 국어교육’파， 언어와 문학의 매체적 존재 조건을 다중문식성 

몇 기호의 의미작용 차원으로 끌어율리는 ‘미디어 교육으로서의 국어교 

육’이라는 개엽 간의 생산적 긴장에 판한 문재이다. 이러한 긴장은 의미 

작용의 기제인 ‘기호’로서의 언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즉 국어교육을 의사 

소통 교육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재개념화하는 진지한 논의를 요구 

한다. 인터넷 자채의 매채적 특성파 장르적 특성옳 살리는 방향으로 표육 

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하이퍼텍스트 이해 교육의 본질에 근접히는 길 

이라 할 때， 이룰 국어교쐐서 어떻게 수용활 것인7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수없얘 대환 교시펙 행가 

이번 현장 연구얘 함깨 참여한 K교사는 ‘가장 중요환 미디어는 사량이 

라는 소신올 갖고 미디어 수엽의 가장 큰 목표롤 학생물의 미디어 문화 

에 대한 여해에 두고 었었다. 시률 가르치거나 어떤 다른 장르의 글올 가 

르철 때에도 국어 수업윷 통해 ‘사랍틀의 삶올 넉넉하고 아롬답게 해 주 

는 길이 있을 것’으로 멍는다는 K교^t가 미디어 교학11 관심율 갖재 된 

것은 ‘인터넷과 탤레비전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률의 관심사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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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 지금까지 받은 교육운 영상 제작， 플 

래시 제작 연수 둥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데 본인이 이러한 매체를 통해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다만 아이틀이 수행 평가 둥을 

통해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사후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K교1-1에게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 

히여 국어 재량 수엽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유머 수엽이 파연 얼마 

나 국어 수업다운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에 대해 K교사는 ‘모든 표현과 

언어 현상은 국어 수엽의 대상1이라고 생각한다며， 활자가 아닌 매체에 

의한 표현과 언어 현상도 국어 수업의 대^J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 

즘 같은 칼라 위주의 시대에， 국어 책도 바뀌었는데， 그런 자료를 이용하 

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라면서，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국 

어교과에서 짚어 주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수엽이 미디어 교육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느 

냐는， 다소 초점을 달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삶에서 인터넷이 차 

지하는 버중이 큰 만큼 이를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유머를 통해 접근한 

것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웨덴이나 멘마크 같은 경우에는 fQ세 이 

상이 때대 미만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시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대 

의 인터넷 이용이 압도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어들이 

‘놀면서’ 생활감각과 언어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유머를 다루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전에 대해서는 ‘아이플이 알고 있는 것을 쉽게 

내 놓을 수 있었던 것’을 꼽았는데 아쉬운 점은 풍유나 멋과 같은 우리의 

전통척인 해학이 느껴지는， 좀더 ‘고쌍하고 따뭇한 유머를 다루어서 。}이 

들에게 좋은 영향올 미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수엽의 고정된 틀， 국어 수업의 고정된 툴을 쨌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이렇게 좀 X빠롭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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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다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률 다루니까 

‘자기틀율 표혐’하더라면서 그리고 ‘내 찬구들이 무슨 생각올 하고 학교 

밖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생활하눈가률 궁금해 하더라면서， 이것을 

짚어본 것이 좋였다고 했다. 선수학습이 지나친 탓도 있겠지만 이우리 

좋은 내용이라도 교과서 안의 것은 아이들이 좀 시들하게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면서， 인터넷 유머 수업율 통해 얘l틀이 정말 ‘신나게’ 자신을 표 

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주 좋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한 이후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한 ‘오 

인용’과 같은 유머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 

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이둘이 그 부분올 너무나 

많이 생각했울 것 같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유머 택스트를 주면서 굳이 

비판적으로 얽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지 동을 통해서 ‘줄거리가 무 

엇인가， ‘왜 재미있다고 보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재해 주고 싶은7y 

둥을 끊임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올 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냥 보면 안 된다 

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였울 것’이라는 것이다. 단지 체계가 좀 없었다면 

수업의 자료나 방법이 체계 없었먼 것은 아니고 인터넷 유머에 대해 아어 

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체계가 없게 느껴졌올 것이라 

고했다. 

다시 말해， 안터넷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이혜하고 었었던 

아이들에계는 다른 아이률의 생깎을 들어볼 기회활 체공해 주파 서로 이 

야기 나눌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했고1 이런 것율 접해 보지 못한아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부터 주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 

이들의 지식과 경혐의 정도 차이에 따른 체째적인 수엽은 되지 못했었다 

는 뭇이다. 그러면서 ‘비판적 거리는 앞으로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아쩌풀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가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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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관계된 것’이라고 보는데， ‘비판적 거리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 

할 때처럼 (조금 배우고 조금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 되면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상승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어렸을 때에는 친구률 생각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더 낫 

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안에 이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필 

요하다고 했다. 이는 토론 수업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완 

성된 어떤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 작은 것이라도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r]들에게 자기들이 즐기는 인터넷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학습 목표조 

차 아에들과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4) 연구자의 평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연구 수업에서 획언한 것은 미디어에 나타난 

언어문화 현상올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일종의 ‘정전’과 

같은 텍스트의 교육은 펼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미디어 텍 

스트는 가르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미디어교육의 가장 큰 원리를 확언한 

셈인데， 의미를 해석해야 할 ‘정전’으로서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 

라 탐구할 문제가 분명한 ‘사례 연구’ 대상으로서 헥스트를 션청하고 분 

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대R빠뻐g따n 때4). 예를 들어， 이번 연구 수업 

에서 다룬 <u}시마로>， <졸라맨>， <지하철도 뺑〉와 같은 플래시 얘 

니메이션 역사상 기념비적인 텍스트들 역시 단지 재미있는 유머 현생올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본격쩍인 도래 

속에서 캐릭터 머천다이정 상호텍스트성 am년 이후의 일련의 ‘엽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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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울 주도한 대표적 사혜률로서 보다 때체적 판점에서 합구되어야 했다 

고본다. 

이러한 사례로서 셜명되지 못하고 기존의 국어교육 학습 영역에 따론 

‘오락척’ 영역에 속하는 ‘유머’ 텍스트의 하나로 〈마시마로〉나 <졸라 

맨〉올 소개할 경우， 한때는 재미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시의성이 떨어지 

는 재며없는 텍스트가 될 뿔이다. 환편 사례 연구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 

의보다는 학생툴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올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보다 효파척이라고 본다. 교사는 먼저 탐구할 문채를 학생틀 

에깨 꺼내 놓고 왜 그 문재가 공부활 만한 문채를 학생틀에게 납득시키는 

가운데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는 문제에도 유연생올 갖고 대활 필요가 있 

올것이다. 

둘째， ‘엽기’라는 말이 인터넷 휴머훌 광범위하게 흥청하는 범주척 용어 

로 여전히 홍용되고 있지만 애초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한 것은 아닌가'1 

학생들은 ‘엽기’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척 의미률 어떻채 이해하고 있는 

가? 엽기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율 학생들은 구별할 수 있는기? 이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구분인711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생들 

뿔 아니라 인터넷상의 ‘엽기’ 사이트마져도 ‘엽기’라는 말올 이채는 ‘유머’ 

의 동의어 정도로 사용하는 경뺑l 있옴울 확언할 수 있었다. 띠라서 이 

역시 학생들에게 엽기 시어트를 찾아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함 폴 

래시 애니메이션파 유머 택스트의 륙성애 대해 조사혜서 발표하도혹 하 

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일 것으로 본다. 

셋째， 유머의 원리와 같은 푼화 현상의 ‘원리’를 학생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한기? 학생률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올 획언 

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기? 만약 그렇다면 새로훈 택스트 

률 생산하기 위한 ‘능동적’ 지식으로 전환될 계기가 없는 상뺨꺼서는 이 

런 훤리의 이해가 지루한 지식 교환fl 지나지 않논 것은 아닌7꺼 이 문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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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번째 질운과도 관련된 것인데，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상 이해와 표현 

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지 수동적으로 특정한 텍스트의 표현 원 

리를 분석해 보기보다는 그러한 돼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혹은 그와는 

다른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표현 내지 제작 교육과 

연계하여 표현적 특성의 이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싶다. 

넷째， 유머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장르이다. 인터넷 유머 현%에 대 

한 문화적 이해를 위해 교사가 마련한 교육안은 학생들이 최근에 경험하 

고 있는 유머 현상과의 연계를 이끌어 내기애 얼마나 유연하게 조직되었 

는7꺼 연구 수업을 하는 파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나 수업 이후 

받아본 평가 설문 및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했던 많은 반웅 중에는 ‘마시 

마로’나 ‘졸라맨’과 같은 텍스트를 이미 ‘스무 번도 넘게 보아서 지겹다’거 

나 아이들의 표현대로 ‘1000/0 중복’된 것이라 홍미률 갖기 어려웠다는 대 

답이 많았다. 이에 비해 얼마 전 인터넷에서 유행한 ‘초둥학생 엽기 답안’ 

과 같은 것은 학생들이 아주 흥미롭게 반웅하는 것이었고， 또한 ‘숫자송’ 

과 같은 각종 코믹송에 대한 반웅도 아주 큰 것이었다. 한편 ‘오인용’에 

대한 관심이나 ‘문희준 어록’， 혹은 ‘팔죽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시의 

성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1 오히려 이틀이 갖고 있는 관심 속에서 탐구 

할 만한 문제，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판단과 ‘리플 

달기 문화’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더 흥미로웠을 것이라 본다. 이 역시 인 

터넷 유머라는 소재의 제약에 한정되지 말고 이률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판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인터넷 유머는 하이퍼텍스트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합한 장르인가? 이 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반용하는가? 실 

제로 인터넷 유머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지나치게 홍미 

위주로 수엽이 진행될 위험이 큰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앞서 

제기했던 것과 같이 유머 자체보다는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올 잘 살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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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택스트성， 케릭터 머천다이징 풍애셔의 의미 작용의 확면옳 살피는 것 

이 더 중요한 것이 아년가 생각원다. 

여섯째， 이러환 수업의 의미를 학생률은 어디에셔 찾는가? 교사는 어떤 

점에서 여 수엽의 의미를 찾는가? 그것은 국어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학생들은 자신이 인터넷올 통해 접 

한 텍스트들에 대해 동료 학생률과 교사의 생각올 듣고 자신의 생각올 나 

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 큰 의미촬 두고 있었다. 다륜 학생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자신만 톡정한 문화로뿌터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수업을 통해 새로훈 문화롤 접하고 이에 대한 다른 

이들의 반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다만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 중심 수업’에 지나치게 방점율 둔 나머지 

교사 지신의 생각에 대혜서는 솔직히 대화륨 나누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발언올 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규칙울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 

는 문제제기를 했다. 교사의 경우애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알 수 있 

게 된 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어 

떤 인터넷 λ에트에 지주 가는지 알게 되면서 학생틀과 어떤 이ot7]를 나 

눌 수 있올지 소통의 경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올 가장 콘 의미로 보 

았는데， 정작 학생률은 교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훈 듯 했다. ‘우리가 인터넷 하는 것을 어른들이 나쁘게 본다는 것， 

다 알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 

대 간의 대화롤 원해요’라는 학생들의 말은 그런 점에서 귀팝아 률을 훨 

요가있다고본다. 

일곱째， 하어퍼택스트 이해교육은 기존의 국어교육과 미디어교육의 접 

근법에 대해 어떠환 도천올 먼지는가1 지금까지 논의한 바률 종합해 볼 

때 하어퍼택스트 이해 교육의 핵심은 미디어 텍스트 자체(편의상 ‘1차 텍 

스트’라고 부르기로 한다)에 대한 특정한 해석(짝 택스트들’이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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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올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교실 내의 다양한 학생들 

이 이미 생성하고 있는 2차 텍스트들 인터넷%써l 이미 생성되어 있는 2 

차 텍스트들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여 이틀 간의 대회를 통해 일종의 ‘3차 

텍스트들’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2차 텍스트 3차 텍스트가 반드시 언어나 문자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혜스트의 표현 형식이라기보다는， 다양성， 

다성성， 열린 개방성 둥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표빙하고 있는 하이회텍 

스트에 대한 이해률 얼마나 다양하게 열어 놓으면서 다양한 이해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바로 교육적인 기획 

이 핵심적으로 자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문화교육은 정전올 수립하고 이에 대 

한 해석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활 문제를 찾고 그 문제 

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즉 미디어 수엽의 모형 

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한다. 특히 미디어 시간은 학생들의 미디어 문화 

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만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적’ 미디어 

현상틀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탐구할 만한 학습 목표를 찾아내는 

과정이 1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문 

희준 어록에 대해 어떻게 믿을 만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판단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해 찾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 그것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학생틀파 함께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촬 수 있는 핵스트’롤 통한 자기 생활적 마디어 교육 

지금까지의 전통척인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률 매채로 하여 언어라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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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얘 대해 다후어왔다. 그러나 다배쩨， 다문화 시대의 의사소홍의 째로운 

조건율 고려환 국어교육용 이재 교수 내용여나 교수 방법 모돈 촉면얘서 

다t짧율 추구하고 앤어 기호의 매채척， 사회척 존재 조건울 고려활 것을 

요구받고 았다. 이제논 학생훌로 훌뼈금 다t양한 얘체외 속성옳 알고 다양 

한 모드로 소통할 수 있는 소t뽑 길러주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가 되어 

야한다는것이다. 

소규요 단기깐에 걸친 것이라는 한채는 있으나 연구자는 인터넷 ‘엽기’ 

유머라는 문화적 소흉 환상어l 대환 혐장 사례 연구롤 통해 하이퍼텍스트 

이해교육의 이론올 시협해 불 수 있었다. 이활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의 

사소홍의 교육율 위한 국어교육의 내용에는 대중매채의 의사소통，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소통 방식에 대한 여해가 

포함되어야 합올 획언할 수 있었다. 특히 원본의 자유로운 복제， 이동， 수 

정이 가능한 디지혈 매쩨에서의 의사소홍에 있어셔는 정보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으로서는 큰 의마 없이 어떤 글애 대환 답글올 닿겨나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훌 다론 곳에 옳긴 것얼 뽑인폐 이러한 행위 차체가 사 

이버 공간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남올 뽑 아니라 또 다륜 복제와 이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렴 불어나는 텍 

스트 생산과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의 속생이다. 

이런 측면울 고려활 때 언어의 때체적 존채 조건올 고려한 의사소통의 메 

커니즘의 이해가 국어표빼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디지혈 머디어의 

정보 융리 문채와도 연판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택스트롤 수업 자료로 션택하는 것이 좋은가쩨 

대한 질문올 탐색해 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역사적으로 

기념비척인 역할울 한 핵스트롤 선정히는 것보다는 수용지f학생률의 복 

합척 의미 작용을 불러일으컬 수 있는 ‘문쩨적’ 텍스트룰 선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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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점울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이는 너무 정법에 ‘뺀히’ 들여다 

보이는 텍스트가 학생률의 지적 흥미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 

도 고려한 것이지만 그보다는 학생물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비판척 미 

디어 이해란 어떤 것이며 이를 어떻게 성취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론적이면서도 방법론적인 문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충적 담론이 반영하는 복합적 의미의 유머 

텍스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터져 나오는 웃음과 그 웃음 뒤로 어 

딘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 간의 거리를 웅시하도록 만든다.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텍스트상의 의미작용 메커니즘은 무엇인자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터져 나오는 웃음이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까 

이러한 질문올 통해 수용자 자신의 개인적， 사회척 인식과 경험， 정서에 

대해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미디어 텍스트로부터 비판적 거리 

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처럽 복합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텍 

스트가 수용자 자신의 의식과 정서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해 ‘수용 

자 중심적 유머’라 부름으로써 텍스트십베서의 의미 작용을 중심으로 하 

여 비교적 단순하게 웃음을 짜내는 ‘텍스트 중심적 유머’와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바르트(밟납1eS， 1970)가 말한 ‘쓸 수 있는 텍스트(wri따iy text)’ 

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rea짧iy 뼈t)’와 대조되는 것 

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택스트 중심적 유머’란 텍스트 자체에 의해 의미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인데 비해 ‘수용자 중심적 유머’는 유머 텍스트의 

수용자가 지닌 의식과 정서가 텍스트 의미 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택스트’에 해당되는 유머는 ‘읽올 수 

있는 텍스트’에 비해 텍스트의 의미 생성 기반이 되는 배경 지식이나 사 

회적 맥락에 관련된 담론 자체가 매우 중충적이며 따라서 수용자로 하여 

금 복합적인 반웅과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쓸 수 있는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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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는 수용자률 편안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드는 택스트이며， 따라서 문 

화 택￡트에 대한 바판척 사고와 자기 성찰적인 수용 태도를 갖도록 활 

수있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나는 학생툴로 하여금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척 거리를 갖 

도록 하는 미다어 교육의 목표콜 위혜서는 ‘쓸 수 있는 택스트’률 학습 대 

상으로 삼율 필요가 있다고 생작한다. 이는 택스트상에 나타난 이미지나 

이야기 자체의 용리척， 미학적 자질올 근거로 히·여 ‘좋은 택스트’와 ‘나쁜 

텍스트’률 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본법으로1 오히려 교사와 학생 

들이 수업올 통해 논쟁과 대화률 할 수 있는 여지률 갖고 있는 택스트와 

그렇지 않고 ‘뻔한 반웅올 기대하게 하는 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나는 학습 공동체 내의 대화률 촉발활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쓸 

수 있는 텍스트’가 미디어 교육의 주요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 

실제 교실 수엽의 장변에서 ‘읽을 수 있는 택스트’는 학생들에게나 교 

사애게 복합적인 사고률 자극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실 내 ‘학습 공동체’ 

가 함쩨 팀쿠해야 할 연구 문채률 마련해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 택스트 

해석은 마치 정혜진 정답올 찾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의례적으로 주고받 

는 질문파 대답 속에 실리게 되는 내용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인터넷 ‘엽기’ 문화롤 촉발한 ‘엽기’ 토끼 마시마로률 유머의 원리 차 

원에서 학습하려 하는 경우 이 택스트와 관련된 담론의 충위가 학습 공 

동체 내의 빼를 촉발하거에는 그다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읽율 수 있 

는 택스트’가 되고 만다:7) 

반면에 ‘쓸 수 있는 텍스트’는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의미 

7) 그러나 갈은 채재라 할지라도 마시마로훌 캐릭터 머청디·이징이라는 차월에서 ‘상호 
텍스트성’과 ‘상업생’이라는 주제훌 탐구하기 위한 문화 핵스트로서 학습하는 경우라 

면 마시마효~t 충총척 담혼율 반영하는 ‘쓸 수 있는 택스트’로 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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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관련된 중충적 담론들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야러한 중충 

적 담론들을 탐색하는 조사와 대화의 과정에서 학생률은 스스로의 복합 

적이고 모순적인 반웅과 해석을 웅시하고 성찰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적 

인 의미 작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들은 비판적이고 농통적 

인 의미 생산자이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쓸 수 있는 택스트’가 그 자체로 수용자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 

적 수용 태도를 갖게 하는 것온 아니다. 수용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역할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학습 목표와 교 

육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구안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7. 시사점 및 전망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문화교육을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 

에 있어 우리의 상상력은 아날로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문화는 문자 언어에만 한정되지 않아야 함올 이론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1 여전히 국어교육의 영역 속에서 인터넷 교육을 상상할 때 

에는 문자언어， 옴성언어 장르와 영역 구분어 먼저 떠오르는 경행1 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날로그적 방식은 히이퍼렁크를 따라 이질척인 장르마저 

도 쉽게 오가는， 어떤 특정한 표현 형식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하어퍼 

텍스트들의 이해에는 장애가 된다. 열린 해l퍼텍스트의 링크를 닫아 버 

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펀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려고 생각할 때면 학생들 사이를，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가 수업율 방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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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학생똘에게 첨퓨터활 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겹게 느껴질 것 

같은’ 수업으로부터 벗어나 채탱 룸으로1 인터넷 서핑을 위해， 혹은 게임 

사이트로 아이들이 하나 둘 씩 스크린 상에서 사라져 버려도 좋다고 혀용 

하는 것올 뜻한다는 괜한 두려융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정작 더 큰 문 

제는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문제라고 느껄 질문들올 마련하고 그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찾아봐야 할 자료툴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에 대한 자신 

없옴어 아닐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이어들의 관심을 

학습얘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어들에게 탐구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자체가 신선하고 홍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 

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파정에서 학생률용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몸을 옴 

직일 수 있어야한다 

기존의 국어교육의 폴올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디어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참여 능력으로서의 

문화척 능력의 호변*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으로서의 하이퍼텍스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멀티리터러시’ 차원에서， 미디어 융합의 차원에 

서 의미 작용에 동원되는 다양한 표현 모드가 작용효}는 커뮤니케이션 현 

상과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2차 3차 텍스트률 형성하도록 참여하게 

효}는 교육이며， 그 자체로 의미의 햄(뼈)울 만틀어7]-는 하이퍼헥스트적 

의미 생성의 교육어다. 그리고 이러한 웹(w빼)을 만뜰어 가는 데 있어서 

는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척 방법틀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교육에는 해석해야 할 정전이나 터득해야 할 고정된 문화적 원 

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소통하는 공동쩨 안혜 

서 지성， 갑각， 정서률 통혜 현실의 중요 문제들율 인식하고 거기에 관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t:l\Gurak， 었)2). 그것은 무엇이 이 

슈이며 학습활 가치가 있눈 문채인가를 합의하고 합쩨 탐구하는 해석과 

대화의 문화를 만틀어가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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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비파야ng Cultural Literac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literacies and Cyberlitercy of Intemet Humor 

J없1Q， 버eon-앓)11 

This 때cle 따1외뼈'S cul따며 literacy in the context of the αm뼈1(X)ICIIY 

Korean sc잉ety 빼ch is im없외19ly d빼na뼈 by φ밍t떠 rr빼a 없lth Korea is 

때1잉뾰-ed 잃 a Wl따dle.:밟 in the field of Int:erret in tenns of the flouri혀뼈 

culture as well as the teclmol<wcal devd때rent In such a coo없t， it 않nns that 

Kor않1 뼈g갱ge 뼈1Ca1:ion r없sto 때lsider how to te<앙1 the diverse rr없빼 

뼈ongpr않sses of rrrultim:빼 αl따머 texts 빼ch 없 wi뼈y avail뼈e on the 

In따net Consi뼈I핑 this, tea:hing 삶lOUt 1뼈ret hunrr 앉ØIl'> to be an 

interes비1& pathway to cultural literacy 어ucatiαl 

1 pr따JOSe 뼈t rrrultiliterocies ar님 c야lerliteracy 하빼d be two key wocds to 

m밟S때xi tl뚱 여때nic， 뼈마rxxl.외 corrmmication on the Internet 얘lere 

everything can be easily α>Iitrl. re띠aced and transferred thrα.tgh the tæhniques of 

hYJH'파11<. l\I1ultiliterocies r하:ers to the 뼈lity to urx:b-stand and æ외gnrrrul미ro:빼 

때m뻐않디on S\따1 as tex뼈， ver뼈Lvi빼 ges따'al，S(:없l 뻐19Wi앵esandthe 

m따plays of the diverse 뻐19U앵es. Cy야찌i떠때 I화:ers to the 뼈lity to 

un뼈S때xl how the lar필uage ar떠 culture ~ of hYJ6뼈t can α않te different 

kir띠s of corrmmicatiα1 때 cul뼈'e5 in the cyber 야없. Consi뼈I핑 these two 

e1erænts of litl많æyr따.ùres 었æ 앙gnifi엉nt changes in the 따파JeCtives ar피 the 

areas of study in Korean lar쟁뻐ge 빼.t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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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met hurror is discussed in this ar힐icle as a case StI빼rof 뼈파뻐1핑 없없1 

뼈19Ué:용e 뼈.teation in tenns of COI1SÌær빼 rrultilitmries 뼈 q벼퍼뼈'CY. W뻐e 

hurror is 얘:en con외따m as quite a difficult area for noo-r빼ve 없ners of 

없æn to UJ뼈"St뼈， it 때1ber맹雄rl as the 머없 that m}UireS high le뼈 d 

~ In fact, understarxling hurror nquires quite sc때1Ïstic따ed 때핑뼈e 

abilities even ti어 r빼ve leamers of 없없1， con앙뼈ng that hurror 때1 be hig삐y 

strategic corrmmication that is us떠 for a gentle criticism of 따ticular 때xls of 

없때e or soci하 events. 

뼈.ùtirm:때1 hurror 없ts ~ of diverse inter때ay of ver벼， visu따 없뼈lar넘 

었끄피 뼈핑uages are 어뼈1 1001뼈 with rrrulti때icity of 願erent sc때 di없JUrSes， 

W빼 때삐-e the 없!diences to retloct tl뼈ro깨1 IX>SitionS. In따netu앓"S need to 

con혀ær that st때1 뼈tiIie 벼scoon;용 are CQtImJI1Íca때 in the cyber sj:없 때lere 

‘왜nùation’ erases the traces of refererres of 혀gnifiers. 

πns 빼de disc많ses these issues throu양1 a ca똥 S빼r of In뼈1빠 hurror. 까￡ 

disc때영αlS 많-e are 띠미mtely rela때 to the recona뼈.ta1izatiα1 0f ‘cultural 

litel"ocy’ inthe 쩔e of rrult:írmdal <nπmmiα띠m 따α뀔1 diver똥 n빼a 

0Jn영뼈I쟁 this, UJ뼈S때XIir핑 In따net hurror 때1 r.ro찌dein떠빼ng wayS to 

αæte Irore gen뻐1e dial맹uesin 뼈 classnxm of leamir앵 Korean in tl뚱 {rOCeSs 

of ræching a hi양ler Ievel of 없없1 <nr얄뼈re. 

[Key wαds] Internet hurror, CUI따머 뼈.teation，cu1뻐하 U따æy， rrrultiliteræies, 

cyb:펴i뼈'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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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1: 각 차시벌 학습지 및 학습 자료〉 

• 도입률 위한 셜분: 인터넷 유머와 나 

1) 여러분이 아는 재미있는 말， 또는 유머의 출처는? 

@ 친구에게， 형 (언니)께 들었다. 

@ 책(만화)에서 보았다. 

@인터넷에서 보았다. 

@ 영화나 비디오에서 봤다. 

@πf에서 보았다. 

2) 인터넷 사이트 중 유머나 엽기 사이트에 들어가는 횟수는? 

@들어가보지 않았다. 

@어쩌다한번 

@거의 날마다 

@ 일주일에 2-3번 

@유행하는유머가뜰 때 

3) 들어가 본 유머 및 엽기 사이트는-?(2개 이상 표시해도 됨) 

@오인용 

@벼lxx>korea.net 

@ tOOayhurmr.co.kr 

@ 엽기하우스 

@엽혹진둥기타: 

4) 엽기나 유머 사이트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재미있다. 

@정말팬이다. 

@통쾌하다. 



@그저그렇다. 

@못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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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땐 뿌폼에서 째미률 느끼눈711(2깨 이상 표시 가능합) 

(l) 사진이나 사진 합성 부분 

@ 영~이나 캐릭터 

@옴악，음향 

@언어로된내용 

@기타': ( 

6) 기억나는 유머활 직접 써 주셰요 

7) 유머를 찾아서 줄거는 동안 어떤 효과훌 얻는깨? 
@ 상상력， 나아가 창의력이 길러진다. 

@웃을수있다. 

@ 현실과 사회률 보는 얀목이 길러진다. 

@ 화제(얘깃거리)를 얻는다. 

@ 유행어를 알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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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차시 학습자료 (도업얘서 실시한 껄푼 조사 내용 쟁리) 

지난 주에 여러분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올 보고하고 간단한 질문 

을몇 가지 드립니다. 

1. 유머의 출처-1 위 : 인터넷(남13， 여13)， 2위 : 사램남12， 여4). 다음이 

TV, 만화， 영화 순이었어요. 

(1) 유팩를 전해 주는 친구 같은 시람은 어디에서 그 유해룰 알게 되었올깨 

(2) 인터넷에서 유머롤 알게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 

@ 유머 전문 사이트 직접 방문 

P 지주 가는 동호회나 까페의 유머 싸1트 

@ 지주 가는 동호회나 까페의 게시판 

(3) πr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봅니까? 

2. 인터넷 유머 λ에트에 들어가는 횟수-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간대남 

12, 여10명)가 대부분이네요 거의 매일 들어가는 여학생 3명， 일주일에 

2-3번은 남녀 각 1명. 안 들어가 본 사렴이 없명， 여1명으로 밝혀졌어요 

(1) 최근 유행하는 유머나 엽기 이미지를 어떻게 압니까? 

(2) 유머나 엽기 시아트엔 왜 가나요? 

(3) 심심할 때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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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률어가 본 사이프 조시애선 오인용(남13， 여14)이 으뜸. 엽기 하쭈스에 

남6， 여3명으로 버금감. 엽기 혹온 진실 퉁이 8 명， 그 외 바후코려아 

터데여유머 순어었어요 

(I) ‘오인용’은 어떻게 알채 되었나? 

(2) ‘엽기 하우스’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4 엽기에서 무엇이 재미있냐?-캐릭터나 영상t남15， 여11)이 즐거움의 가 

장 큰 요소 사진 7명， 말 5명， 음악t옴향)3명， 기타는 1명이었다. 

(I) 어떤 사진이 재미있었나? 

(2) 어떤 체릭터나 영상어 채미있었나? 

(3) 어떤 말이 재미있었나? 

(4) 어떤 옴악t옴향)이 재마있었냐? 

(5) 위의 요소 이외얘 채미었었던 부분용 무엇인711 

6. 유머에 대한반웅: 

정말 ‘땐’인 친구가 남3， 여2명. 재미있다는 반웅이 없 여11명. 

그저 그렇다가 남14 여3명이고 흉혜하다와 못 봐 추겠다가 똑같에 남2 

명， 여1명이었습니다. 그련데 이와 판련하여 유머사이트애서 얻는 효파는 

이런결과를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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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올 수 있다{남a 여12)， 상상력 또는 창의력어 길러진대남4 여0) 

현실파 사회를 더 알게 된다(남2 여이， 화제를 얻는대님6 여3) 

유행하는 말을 알고 사용한대남4 여1)， 기태남Z 여0) 

(1) 시아트에 가지 않지만 개별적인 유머룰 알고 즐기는 청우에， 엽기 

사이트와 엽기 유머/이미지를 구별해야 할까? 

(2)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유머는? 

(3) 그저 그렇다고 느낀 이유는? 

(4) 못 봐 주겠다고 느낀 이유는? 

(5) 유머에 대한 반웅과 효과 변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유머의 내용과 크게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 

6 재미있게 본 유머는? (자세히 기록하쩨요) 

7. 남들은 재미있어 하는데 나는 재미없었던 유머는? 

8 남들은 재미있어 하는데 나는 재미없었던 유머는? 

9. 내개자신이) 휴행시킨 유머가 있으면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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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차시 확슐지 

，싫 우리는 다옴파 같은 유머 자료률 보았습니다. 

자 전쟁납을 황당하l/IJ 하는 당 -<llc>f 
나 초둥 학쟁 학력 진탄 횡자 당eι <ll어 t Å까전그릎9 

I카 L까'0.j1J까룩 졸강딴 연어 f 소리 f 영장 

- 위의 자료를 생각하며 다옴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초둥 학생 시험 답안’과 ‘황당환 답’에서 

(1) 무엇이 재미있나요? 

(2) 가장 재미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3) 이 답안을 쓴 초둥학생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올까요? 

(4) 혹시 재미없는 사랍은 왜 재미가 없었나요? 

2. ‘마시마로’에서 

(1) 줄거리롤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 

*에피소드 (D: 

*에피소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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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2) 무엇이 재미있나요? 

(3) 왜 재미있는지 장면을 들어 설명해 보세요 

(4) 재미없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알려 주세요 

3. ‘졸라맨’에서 

(1) 줄거리를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 

*1탄 2부 : 

*2탄 6부 : 

*3탄 1부 : 

(2) 무엇이 재미있나요? 

(3) 졸라맨의 목소리에 대해 느낀 점을 쓰시오 

(4) 재미있는 사랍은 왜 재미있는지 재미없는 사랍은 왜 그런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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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쐐싸l 학숍지 

1. 매트릭스 오브 훌밴얘셔 - 0, X 문쩨 

1) 얼굴 없는 둥근 캐릭터 이홈온 훌맨이다， 

2) 훌맨파 블랙훌은 네오률 끝까지 구출했다. 

3) 매트릭스 오브 훌맨에 ‘우리 것은 잘 터지는데 네오 것은 왜 그래?’ 

라는대사가나온다. 

4) 화면 중， 꽃올 돈 남자 옆앤 ‘고잭외 상식에셔 배우겠습니다.’라는 문 

구가적혀 있다. 

2 위 플래시얘서 어떤 점이 채미있나요? 

3. 웃율 때 왜 웃었나요? 

4. 지하철도 g에서 

1) 이것올 보고 다·른 사햄l게 알려주고 싶나요? 

2) 이런 식의 유머톨 본 적이 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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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차시 핵·습자료 

A 분희준 관련 기싸 “잘난 척하는 너 ‘무뇌충’” 

h뼈:νnews.naver.comIr똥WSJ빼IÎlP?a떠æ=glαd빼r&articlejd=4쨌 

[굿데이][연예] :m3--QH12 17:51:00 

‘무뇌충을 아십니」깨’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무뇌충’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회자되고 있다. 

‘무뇌충(無腦蟲)’은 네티즌이 그룹 HaI' 출신 가수 ‘문희준’을 일걷는 

별칭으로 말 그대로 ‘뇌가 없는 벌레’를 뭇한다 국어사전에 없는 한자조 

합형 단어로 최근에는 그 뜻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나 실력도 없으면 

서 잘난 척만 히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었다. 문희준 안타팬들이 ‘문희준’ 

의 이름을 ‘문희중’ ‘무늬중’ ‘무늬충’ 둥으로 변형해서 부르다 ‘무뇌충’으로 

굳혀 부르면서 탄생한 새로운 단어다. 

문희준이 무뇌총으로 비난받는 큰 이유는 자칭 로커라며 김경호와 함 

께 한국 록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것이 안티핸의 귀에 거슬린 것이다. 이 

들은 댄스음악을 하다 록으로 전공을 바꾼 지 1개월밖에 안돼 ‘절 로커로 

불러 달라’고 하다니 어이없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안티팬에서 나온 무뇌충은 일반 네티즌에게도 퍼지면서 급기야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그 유래를 정리할 정도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무뇌 

충의 어록까지 소개됐다. “저를 연예인이라 부르지 말아 달라. 아티스트 

의 길을 걷기로 했다，" “하루에 오이 세 개 먹었다. 록이 원래 배고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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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잖아요” “이제 얼굴이 아니라 음악으호 송부확겠다" 퉁이 네티즌이 

뽑은황당어록이다. 

무뇌충 때러디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륙히 없E년 아행행여라는 

언터넷 신조어를 유행시킨 디지털차메라 커뮤니티 ‘김휴식의 디써인샤어 

드’ 써에서 활햄다. 대부분 영화 포스터에 문희준의 엽기적인 얼굴 

표정올 패러디해 잘난 척하는 무뇌충올 꾸짖고 있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꽤러디한 ‘뇌충은 미친 놈이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격투장 

면을 패러디한 ‘얻어터지는 무뇌충’ 둥 다양하다. 

문희준에 대한 반캠W서 나옹 무뇌총은 이쩨 문희푼만올 타깃으로 하 

지 않는다. 아는 것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률옳 일걷는 말로 굳어지 

면서 타깃이 확대되고 있다. 축구션수 이천수와 가수 비가 새로운 무뇌충 

으로 떠오료고 있다. “차기만 찰난 줄 얀다 “본업보다는 다른 일에 더 

열심이다" 둥이 무뇌충의 면모률 찾추고 있다논 것이다. 

권오용 기자 뼈때r@}αcoJ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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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희준 어록 관련 지식in 검색 

았l>41 일명 ‘무뇌충 어록’으로 통하는 문희준씨의 정확한 어록을 알고 

싶습니다. 

joy뻐æ 조회 : 4444 답변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ID3댐-1001:21 작성) 

무뇌충이라는 얘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문희준씨가 발언했던 말틀을 

알고싶습니다. 

오이를 하루에 세 개만 먹었다. 

7옥타브를 넘나드는 목소리를 가졌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세계 최초로 시도했다'，(이거 진짜변"미친거죠. 

스코피옹스 메탈리카가 오래전에 했었죠) 

LINKINPARK 의 음악을 최초로 한국에 플여왔다'，(린킨꽉은 햄버중 한 

명이 제미교포3세인데다가 대뷔초부터 엄청난 주목올 받은 그룹입니다. 

이것도 사실이면 정말 가중스러운거죠) 

메탈리카는 데스메탈의 황제다. 
t:: t:: 
õ걷)" 

이런 많은 말들이 떠돌던데요. 

망언이라는 소리도 있고" 

정확히 문희춘씨가 어떤말들을 했는지 알고싶네요 

아'!!그리고 정말 팔 어쩌구해서 군대 안간건가요? 

하긴"맨날 무대에서 팔 불구처 럼 축 늘어뜨리고 있긴 하데요. 



질문자가션태한답변 

문채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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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앤hyoryæ (:m3행-1001:23 작성) 

무뇌충은 견팔절 탈구라는 병으로 군변제 받었습니다. 

한마다로 어째병신이란 소리죠 

이게 무뇌총 망언록입냐다. 몇 개 더 추가된 게 있올 겁니다. ‘망언록’으 

로검색해보아요 

1. 략융악으로 톨。없습니다. 

(릭어라고 하면서 락의 가장 겨초인 기타리프조차 없는 것올 둘고나핫 

L뷰) 

2 락올 하면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 나이트얘서 행때부리다 ... 벌금먹었냐?) 

3 옴악의 선율이 아닌 내변의 고독을 답기위혜 얘썼습니다. 

(내변의 고독을 표현하기 위혜 온갖 오락프로그램에서 개인기 했구나 ... 

4. ~댐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얘썼습니다. 

(작활빠는게 1-37r'지 멜로디만 반복하는 곡윷 내놓았L함) 

5 저훌 연얘인이라 꽉르지 말아주째요 저는 아티스트의 킬옳 걷기로 했 

습니다. 

(개인기부터 안하면 말이라도 안하지 ... -.,-) 

6 왜 외국 앨범올 듣고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가 앞셔가면 안되나요? 

(따른 사황이 하면 명언이 되지만 니가 하니까 망언이 되었다) 

1 맘애 드는 셰션찾기가 힘들었슐니다. 

(니랑 새션활사랍어 있겠냐? 해도 니가 돈이 되니까 세션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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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오이 세 개 먹었어요 락이 원래 배고픈 음악이잖아요 

(김종서는 무명시절 아침에 담배꽁초를 줍는것에서 부터 시책}였을정 

도로 가난한 락 뮤지션으로 생활했고 서태치도 또한 라면이 주식이다 

시피한 생활을하였다) 

9. 레드제플린이 누구에요? 

(축구선수 이런말을 했다고 생각하라 ... “펠레가 누구예요7") 

10. 데쓰메틀의 화。제(이게 금지단어군τ) 메탈리카를 존경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라 “프랑스의 아트싸커의 주인공 호나우도를 

존경합니다''') 

11. 다른 기수는 어떤지 몰라도 나의 경우에는 곡을 만들기 전 노래를 듣 

지 않기 때문에 표절이 있올 수 없다. 

(니 음악이 락이라는 주장의 근원부터 궁금하다) 

12. 내음악과 타기수의 락이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는 공포영화에서 사람 

을 놀라게 하는 공통적인 코드가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아항~ 립프 비스킷이랑 뼈n의 음악스타일이 비슷하게 느껴지디7) 

13. 김경호씨， 함께 한국의 락을 이끌어나겹시다. 

(에이것역시 이렇게 생각하라라 .. 끼. 

시다1') 

14. 헤비메탈은 락과 협합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자 역사가 왈 “고려는 임쩍정과 이제마가 함께 만든 나 

라입니다") 

15. 락과 클래식의 차이는 ‘리듬이 었고 없고입니다’ 

(이건말도하기싫다) 

16. 외국에서도 저 처럼 이펀 옴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니가 추구한다는 락&오케스트라 이미 스콜피옹스와 메탈리카도 했 

다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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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져처랩 두 가지의 옴악올， 락과 클해식율 정통으후 이해하고 그런 옴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니가 언제 클래식과 락을 했다고.-.，-) 

18. 스태틱X라는 그룹이 있어요저랑 그 사랍들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자 채티코)왈 “치중에 폐라리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 

량 나량 속력이 비슷해요") 

19. 스태틱 액스라는 그룹은요 락와 테크노를 접목시킨 밴드에요 저랑 

추구하는옴악어 똑같죠 

(언제는 락&오케스트라 추구 한다며 .. -.,-) 

a>.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락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혈게요 락 

에는 기타，베이스 드럽이 있는데 꼭 이 세가지 쏘스만올 고집해서 밴 

드룰 해야겠다 이걸 얼터너티브 메탈이라고 하고요1 거기서 좀 다른 

걸 해보고싶다 .. 키보E를 넣는걸 프로그래시브 메탈이라고 해요” 

(그렇다! 송대판도 프로그래시브 메탈올 할수있는 것이다!!) 

21. 뻐빼n park 이 그룹은 저보다 음악경력은 짧지만 음악올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바뼈g 따k 이 그룹의 태동은 1댔년으로 시작한다 .. -.,-) 

22. 제가 우리나라에 뻐빼n 뼈k 알렸어요 

(한마디만 하겠다 세계최고의 권위의 상 44회 그래미애서 뼈스트 하 

드록상올 먹온 념들이파뼈n 따k이다 ... 즉 이미 웬만한 락팬들은 개나 

소나 다 알고있었디는 사실) 

Z3. 표절 운휩}는 사람은 인터넷 뒤에 숨어서 이 문제률 이ψl할 것이 

아니라 씨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공개적으로 대화률 나눴으면 한다 

(이렇게 이해하자 “나보고 똥치라고 부르는 사람은 뒤에 숨어서 이 문 

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벤츠와 확실하게 비 

교해서 나랑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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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네티즌 여러환들은 저의 모습보다 저의 음악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니 얼굴.， 할말없다J 

2). 제가 원래 완벽주의자 잖아요 

(이런 ... 백색 오크같은 자식 !) 

:æ.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 : 저랑 김동률씨랑 닮은 점이 하나 있어요 

김 : 네? 

문 : 같은 싱어송라이터라는 점 

'n. 옛날 문희준이 하던 라디오에서 강성연， 이숭환 나왔을 때 문희준이 

한말. 

문 : 반가워요~ 음악인들끼리 만나서 

g 수영 : 문희준씨에게 있어서 옴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준 : 옴악은 ... 음 ... 제가 태어난 이유. 

:æ. 나의 옴악의 기반은 록에 있다 
(그래서 HOT시절부터 그 짓했Y1-二-) 

m 나의 외모보다는 음악적 열정을 닮았으면 좋겠다 
(뮤플에서 문희준 닮은 사람 3명이 문희준올 흉내내자) 

31. 립썽크도 기술이에요 

(뮤플에서 푼희준의 용어짓에 다론 가수가 강하게 항의하자..) 

32. 진행자 : or ... 그렇군요~ 옴 .. 1집 때는 연주자들이 없었다고들 하던데… 
문 : 그건 말이죠~ 그때는 시책}기 천에 맘에 드는 연주챔올 찾지 

못했었구요 .. 2집 활동하기 전에 오디션올 통해셔 제가 직접 연 

주자들울골랐지요 .. 

진행차 : 홈 ... 그럽 작사 작곡 이외에도 모든 것올 본인이… 하시나보 

죠? 

문 : 뮤지션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죠 (특유의 웃음) 하하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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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채가 하고 있는 장르의 락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률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해요 

(니가 하고있는것온 ROCK가 아니라 LOCK다!!!) 

34. 음악 말고 다른 생각 전혀 안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발 정신흥꽤고 용악얘 집중해라!) 

35. 음악은 제 삶의 목적이자 원동력인 거 같아요 

(망말만 안하면 암말 안한다~.-.，-) 

æ. 태어날 때 전 마치 옴악올 하가 위해 나용 거 갈아요 
(그렇다 년 태어벌쩨후터 ROCK가 아닌 Iro‘훌 위혜 태어난것이다!) 

'J7. 제 옴약율 이해 못하거나 툴지 않는 사황툴온 얀률어도 좋아요 

(제발 너부터 ROCK에대해 채대로 이혜하렴 .. -.,-) 

l3. 그만큼 제 음악에 대한 고집이 있고 소신있게 옴악하고 싶거든요 

(소산대로 LOCK훌 밀고 나가라~.-.，-) 

æ. 그만큼 재 옴악에 자신이 었단 말어효 
(어떤변에서.， 도대체 .. -.,-) 

40. 재 옴악이 너무 폭발적이라 좀 신기했율 거얘요 

(난 너에게 좋윤소리가 단 한개도 얀들리는게 더 갱이홉더라'，，-，-) 

따. 남률에게 존경받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남활R게 비난받는 뮤지션은 이미 되었다 넌!!) 

42. 얘전부터 제 노혜얘서 기타가 얀률어간 척이 없었어요 

(키보드 소리로 착각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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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롤 

문희준씨 팬입니다， 문제제기 (1) 

s빼뼈，16 (axx3-00-10 앓19 작성) 

질문자님께서 써놓은신 말들 중에 오해가 있는 말들이 있는것 같아 몇 

자적어봅니다， 

먼저 오이를 하루에 세개만 먹었다 라는 말은， 

문희준씨가 2집 나오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그때 오이다이어트 

를 하시면서 하루에 오이 3개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말씀을 하 

셨죠， 뭐가 잘못뒀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1 

그리고 7옥타브 얘기는 팬인 저로써도 어이없는 말씀이시네요; 

문희준씨가 고음을 조금 사용하긴 하셨어도 7옥타브라뇨; 

그 얘기는 한 기자가 기사를 쓸때 내건 티어틀이 커져셔， 안티분들께 

퍼진거라고 틀었어요1 

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세계 최초로 시도했다라는 말도 잘못 이해 

하신것 같은데， 

이 빠기는 국내에서 록엔 오케스트라라는 장르룰 전문적으로 시도하시 

는 밴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걸로 알고있는데 재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지적주세요 

그리고 요즘 떠틀고 있는 말들중에 아니 위에 답변자님께서 남겨주셨 

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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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망언룩에 보면， 문희준써가 농담으로 던진웰이 많네요、 적어도 그 

앞뒤상황을 잘 짚어보시고 비판옳 하셔도 비판율하셔야지， 앞뒤 딱 잘라 

놓고 문희준이 한말이예요1 이러면 어쩌잔 말입니까 

정말어이가없네요 

그리고 채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있는데， 

중거물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래요1 좋은 하루되시구요 

앞으로도 문희준씨에 대해 많은 판십 불탁드릴쩨요、 

지석iN의견 의견쓰기 

[기태 jQ때næ (:m3댐-11 Z3:07) 

중캘이요? 제다 거의다 직접 들었습니다. 문희준여 놓답으로 환말이 

라구요? 그놈은 그런농담어 그렇게 쉽게 나온답디깨 슐칙히 .. 미찬거죠. 

[기태 j때뼈 (:m3댐dl 경:æ) 

그런말이 농담어라면 .. 솔직히 활말이 없습니다. 분회준써는 .. 앞으로 조 

용히 음약올 하던가 .. 야상한 소리만 안한다면 안티쩨력이 많여 출어들겁 

니다. 

[기타] ri생XJg뼈g (am행-11 앓]3) 

뼈순이핵격격격 

[기태 빼1쐐짧쟁 (었)3행d3 11:34) 

뻐순이가 왜 저런데다가 답변을 하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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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뼈my해s (:m3댐 13 21:18) 

푸하하 오랜만에 배꼽이 나의결올 떠나갔다. 

[기타] jhlovl맹r11 (:m3쟁-19 a):21) 

격저망언들은 농담으로했든 제정신으로 했든 둘다 욕먹을 짓들격격격 

[기타] jhlovl앵r11 (때l3-æ-19 a):21) 

진짜 문희준 노래만 나오면 바로 채널돌려버렴， 진쩌진찌 싫소이대!!! 

[기타] jo빼æ(없B돼-~ 11:25) 

문희준 혼자선 안되겠으니깐 jtl 이랑 강타 끌어즐여서 다시 할라나보 

지? 어처구니가 없네 .. 문희준? 이름 바꾸선 앨범 안내니? 무뇌충으로 

[기태 jor핑cbare (:m3댐-~ :Jl:15) 

서태지는 먹올것이 없어서 라면올 주식으로 한거고1 무뇌중은 다이어 

트 뱀시 아니오?? 두경우가 같소.???--→ 

[기태 f하짧없{ (:m3-10-01 æ:fí)) 

본 행자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방송에서 환건 진짜인거같소 -' 허 

참(연예인아니오) .....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 근원이 당최 어디 

서 나오는것인지 궁꿈하오'"팬충도 거의 10대이면서 ..... 같은 싱어송라이터 

라니ππ뮤지션이라니매π 너무하오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던데 -'어디 안드로메다 성운에 떠있는별과 비교를 ...... 대감틀 이건 아니 

지않소? 

안티는 아니지만 심기가 편치않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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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파뼈I聊뼈11 (:m3-HH7 21:뼈) 
그리워요~그리워요~ 

이거 완전히 개그 .. 

[다룡의견] drre패α1 (없l3-1D-19 00:])) 

락옴악과 률래식의 결합이 징씬언가 

클래식에 한 일가견었다는 잉베이 겼}도 근래똘어셔야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몇장의 앨범내고 

그것마저도 욕먹는뺀l… 

문희준은 애초에 너무 말올 가볍게한다. 

제발 정신차리고 겸손해지질바란다. 

[내용추개 에t1004em3-U"-Ol C6:æ> 
문희준 어록의 진실성 여팍훌 놓고 활가 뿔파 하는 푼군의 뺀들에게 

묻습니다'"락옴악올 들어 보짧}요'" 

락 옴빽l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군은 락올 모독 했습니다'"그 

가 락올 한다는건 핑쿨이 알앤비 가수라고 우기는 거와 신화가 협합가수 

라고 우기는 거입니다" 

。}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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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시 학습자료 

하.01패헥스트(hypertext): 컴퓨터 사용자로 하여금 비선형적인 방식으 

로 정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포뱃 방식으로 텍스트만으로 된 형식도 

있고， ‘텍스트-이미지-사운드’가 함께 포뱃된 형식도 있다. 백과사전에서 

한 단어를 찾으면 관련된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데， 컴퓨터상에서는 판련된 단어들어 바로 링크되어 또 마른 텍스트로 넘 

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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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빠UDlJr): 사랍올 웃거나 미소짓게 만드는 것. 유머가 체대로 작용 

하71 위해서는 유머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써에 공유하고 있는 지 

식과 맥락이 있어야 한다. 그 지식과 맥락애서 나훌 수 었는 기대가 일치 

하지 않올 때， 그렇지만 그 불일치가 다른 방식으로 ‘말이 될 때’ 듣는 이 

에게서 웃옴율 지아내게 된다'. (부조화여롬) 유머는 웃옴의 대상이 되는 

사햄1 대해 말하는 사람파 듣는 사랍어 우위에 있울 때 일종의 비웃음의 

작용으로 생겨나기도 하고(우열론)， 기폰의 스타일에 대해 모방하되 있는 

이를 풍자하기 위해 약간의 변화를 가해 모방하는 패러디로 나타나기도 

한다. 패러디는 적극적인 비판의 정신올 가질 때도 있다. 

엽기(gr야없:nte): 원래는 ‘기피함율 뜻하는 말록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허무하고’ ‘어이없는’ 그리고 다소 ‘지저분하고’ ‘피기스러운’ 이 

미지 혹은 동영상으로 된 유머를 뭇하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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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후 인터뷰 질문지〉 

A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학생) 

1. 인터넷 엽기 유머 수업에서 7}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왜 그런가요? 

2. 인터넷 엽기 유머 수업에 대해 전반척으로 평가한다면? 

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1) 유머 (유머 일반， 엽기 유머)를 이해하는 데 있어셔 얼마나 도율이 

되었나요? 

- 그 이유는? 

(2) 인터넷 문햄엽기 문화 하이퍼텍솥 리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셔 얼마나 도움어 되었나요? 

- 그 이유는? 

나， 뺑껴훨책연 혹변에 있에셔 

(1) 뻔뺑 방적빼서 좋았댄 챔온 무엇인가요? 

(설문 조샤 학습지， 모듬 활동， 토론， 강의) 

- 그 이휴는? 

(찌 아쉬웠던 정은 무엇인가요.1 (어떤 점이 달라지면 더 좋을까요.1) 

- 그 이유는? 

3 인터넷 유머 종 ‘문희준/푸뇌충’과 관련된 어록， 엽기 이미지， 오인용 동 
영상 둥을 다룬 부분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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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통혜 이런 현얘 대해 다시 생각하제 훤 첨야 았다면 어떤 

것인가요? 

- 어떤 팍분이 아쉬웠나요? 

4 국어 시간에 인터넷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무엇올 다루어야 한다고 보나요? 

5 앞으로 인터넷에 대해 공부활 기회가 있다면 어환 정애 대해 어떻게 

배우고싶윤가요? 

6 덧불이고 싶은 말어 있으면 혜 주채요 



274 국어교육연구 재13집 

B. 교사 인터휴 A}후 질문지 

1. 인터넷 엽기 유머 수엽은 국어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 

니까'1 (주제， 학습 자륙 학습 방법 등) 

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깨 

2. 인터넷 엽기 유머 수엽은 미디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 

십니까'1 (주제， 학습 자료 학습 방법 등)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3. 수업에 대해 내용적으로 평가한다면? 

(1) 유머(유머 일반， 엽기 유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 

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어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미디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인터넷 문회{엽기 문화， 하이퍼텍스트 개념， 리플 문화)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이것은 국어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것은 미디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4 수업에 대해 방법적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1) 진행 방식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설문 조사 학습지， 모듬 활동， 토론， 강의)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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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5. 인터넷 유머 수업 중 특히 ‘문희준/무뇌충’파 관련된 어록， 엽기 이미지， 

오인용 동영상 둥에 대해， 이헤들이 이런 현상에 대한 학습융 통해 미 

디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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