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렬 셔샤 이혜 교육 연구* 

-현장연구 중심으로-

1. 연구의 썰채 

(1) 히이파택스트 01해 교육의 성격 

채셰미** 

과학 발달의 산물인 컴퓨터 기술과 인간의 하어브리드적 사고의 결합 

은 노드와 링크로 결합된 하이퍼택스트라는 새로운 텍스트 형식을 만들 

어냈다. 하이퍼택스트란 일반적으로 ‘노드들이 랭크로 연결되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헥스트의 총체’라고 정의됨다. 따라서 하 

여돼택스트는 기존의 택스트 구성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텍스트 결합방식 

으로 기존의 책(인쇄물)이 ‘닫혀있고 완전하며 절대적 위상2울 갖는 닫힌 

구조의 산물이었다면， 히이퍼텍스트는 무한히 열려있으며 ‘언제나 구성되 

* 본 연구는 :roz년도 학슐진흥재단의 지월에 의하여 연구되었옴〈파채변호; 앓Ö:<-:nJZ

αE-R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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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텍스트’로 이혜될 수 있다. 허어퍼헥스트의 폭정인 비선형성， 양 

방향성， 상호작용성， 탈중심성， 개방성 둥율 토대로 히이퍼 문흑L이라는 새 

로운 문학의 모습이 제시된다. 

히이퍼 문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형태로 생산과 소비 

에 있어 기존 소통방식을 해체하고 과학의 힘을 빌려 탄생되었다. 창작의 

도구였던 컴퓨터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인터넷의 결합으로 정신의 

산물인 ‘문학’의 형식과 내용의 지·유로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독자는 

노드와 링크로 작품의 내용을 자유롭게 넘나틀며 작가와 독자가 결합된 

작독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작가적 권위는 상실되고， 비선형성이라 

는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이 히이브리드적 사고와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정 

신의 자유로운 구축을 이끌어내고 있다. 

독자가 글을 읽고 작가적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은 인 

쇄물을 읽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자와 작가의 추상적 의 

견 교환을 뛰어넘는 단계로， 하이퍼텍스트 이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모 

습으로 독자와 작가의 대화가 가능하다. 나。}가 기존의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를 낳고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하이퍼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은 

독자의 읽기 과정이 표현(창작)의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독자의 

읽기 대생이 될수있다. 

해l퍼텍스트 형식은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인터넷 사용에 적극적 

인 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으로 연상작용에 의한 자료 정리법은 청 

소년틀의 상상력 개발에 적극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어쓰 

기나 토론하기를 통해 작가적 상상력을 고양시키며 추론이나 비판하며 

읽는 과정을 통해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이를 학습하는 통로로써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작독자의 개념이 암시하듯 링크된 텍스트를 선택함에 

의해 나름의 플룻올 구성해 나가는 작가적 능력은 이해와 표현 교육의 속 

성을 아우르는 것으로 송}이퍼 문학을 통해서만 가눔한 문학교육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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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주어진 직품올 읽고 자신외 생각용 이어 쓸 수 있으며 이훌 흉해 또 다 

른 형태의 작품이 쩨재되는 과정이 한 화변에서 ‘동시척’으로 일어나는 

하이퍼 문학은 이혜 교육파 표현 교육울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셔 하이퍼 

분확올 대상으로 한교육운 읽기에 대한교육과쓰기애 대한교육어 함쩨 

이루어질 때 그 효과훌 활 수 있다. 

(2) 흩101며톨팩스트 O빼| 교육의 뭘요성 

안터넷올 이용한 하이퍼 문학은 N째대얘게 가장 친근한 문학 형식으 

로 모니터 화연과 키보드에 의한 글쓰기에 익숙한 네트왜크 세대에게는 

펜으로 원고지에 자신의 의견율 적어나가는 전풍척 방법의 글쓰거보다 

연상작용에 의한 자료 정리 방법을 취하는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문학어 

더 익숙하다. 또한 선택(클릭)과 령크된 텍스트훌 따라 나홈의 폴훗옳 구 

성해나가는 작가적 능력은 해l퍼 문학올 통해서만 가능한 문학교육이며， 

작독자롤 요구하는 하이퍼 문학의 속성으로 인해 7차 교육과정얘서 새롭 

게 요구된 ‘문학작폼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교육목표에 가장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학교육 방법이기도 하다. 인쇄된 책울 읽는 교육 방법보 

다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활용에 더 친숙한 청 

소년툴의 사고 체계 역시 멀티미디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 읽기 

교육온 이재 다t참f 사고폴 추구하며 멀티마디어적 능력울 요구하는 새 

로운 시대 상뺑l 적합한 해l퍼 교육으로의 전환올 모색해야만 한다. 

인터넷이나 탤레비전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이 인쇄물율 읽는 시간 

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즉 게임파 오락에 대부분의 시간올 투자하는 실 

태를 고려한 새로운 학교 교육이 요구된다. 하루 평균 1-2시간 인터넷에 

접속해 하이퍼텍스트를 경험하고 있음에 비해 책(종이 인쇄물)올 읽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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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인쇄물을 원는 시간보다 인터넷에 접속 

하여 하이퍼텍스트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하예퍼택스트 읽기 교육이 필요성올 암시한다. 

쩔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철과에서 보듯 게임의 폭력적 내용과 비도덕 

적 행위가 용납되는 게임의 내용적 요소들이 실생활에 마치는 영향올 고 

려할 때 하이퍼텍스트의 오락적 영역(게임)에 대한 교육은 가치관 교육으 

로까지 확대되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흥미롤 느끼고 았지만 ‘단순한 내용’이라는 

게임의 한계를 게임과 가장 유사한 문학 장르인 희곡(시나리오)에 적용하 

여 교육한다면 게임이 지닌 잡재된 위험 요소(폭력성과 비윤리적 행위)를 

극복하면서 더불어 효과적인 문학교육01 가능하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어 

낼수있다 

(3) 히이퍼택스트 이해 교육의 묵적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적 특정을 파악하고 형식적 특성애 의해 톡히 

해1퍼 문혁이 갖는 서사 체험을 율바르게 이해하여 작독자로서의 기능 

이 가능하도록 한다. 독자가 플롯올 구성해나가는 하이퍼텍스트의 독특 

한 서사 체험올 문학에 적용하며 하이퍼텍스트 문학을 직접 창작함으로 

써 올바른 이해 태도를 정착시킨다. 이률 통해 건전한 사고률 진작시키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양을 갖춘 문화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씨교육내용구만 

1차시는 뼈퍼택스트와 하이퍼텍스트 읽기 방법 교육이 실시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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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감상훌 흉혜 이롤옳 심화하:32， 3차사@에서 모품 활동옳 흉해 이혜한 

하이퍼 문핵훌 자기확하며 4차시애 이활 모둠혈로 웰표한다:5차시예는 

토론율 풍해 하。l퍼핵￡트 이해 교육에 대해 정려한다. 

@교육 내용채겨| 

교육 내 용 벙 주 교육 내용 

히이펴 용학의 개념 

하이퍼문학이혜의 본질 
하이퍼 문학의 륙성 

하이퍼 훈학의 유형 
하이퍼 문학의 기능 

낱말이해 ] 

내용구성 

하이퍼문학이혜의 원리 
내용확인과추론 
컴퓨터로글쓰기 
내용생성과표현 방법 
평가와감상 

동기와흥미 유벌 
하이퍼문학이혜의 태도 습관 

사회 윤리와가치수용 

하이퍼문학과 문화작폼 속 사회문화척 양상 이해 
~인의 가치관파 사회 윤리 확립 

@교육내용 

‘알기 - 따지기 - 쓸모 있게 만들기 - 얻어내기 - 부추기기’의 5단계를 

통한 하이퍼 문학의 이혜 교육은 정보가 단순 사실인지에서 지빼로의 순 

차적 이행 발전올 설명하는 모델인 동시에 해l퍼 분학의 폭정들이 어떻 

게 교육에 적용， 활용될 수 있는가롤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알기’ 과정은 주어진 작풍의 단어적 륙성과 장르의 이해를 피짝 

하는 단계로1 히이퍼 문학의 경우 하이퍼텍스트의 특정상 노드를 흉해 확 

인하..:ïl자 하는 단어졸 클릭합으로써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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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따지기’는 주어진 작품의 내용율 비판하거나 감'1r하고 인물의 

성격올 이해하거나 상행}는 과정으로， 작품에 나타난 시대， 역샤 문화， 

사회적 상황 등을 살펴보고 시대적 가치와 작가의 째계관을 이해하거나 

비판하면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 속 사상을 수용한다. 

3단계 ‘쓸모 있게 만들기’는 상십}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지식파 정 

보를 자기화동}는 단계이다.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거나 작품에 대해 적극 

적 감상을 하기도 하고 직품의 일부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이어쓰 

기를 통해 한 작품을 여러 장르로 표현할 수도 있다. 

4단계 ‘얻어내기’는 새로운 지혜를 얻어내는 단계로 앞선 단계의 이해 

교육을 통해 얻어진 생각이나 느낌을 자기화히여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5단계 ‘부추기기’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창작하거나 기존에 습득한 

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가치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읽을 수 있는 ‘훈련된 

독자’를 꾀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의견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통 

해 독자는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문학적 얀목을 얻을 수 있다. 

앞서 단계를 5차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해 

* 하이퍼텍스트란 무엇이며 히이퍼 문학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한 
다 

띠 읽기의 차이 : 매체간의 읽기의 차이(종이 인쇄물/하이퍼텍스트)를 

통해 하이퍼텍스트 읽기 방법을 안다 .. (비선형성과 상호작용성， 작독자) 

교과서 문장과 하이퍼텍스트 읽기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 

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탐색 과정을 지도로 설명함 

으로써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 당송팔대가 중 ‘소동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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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검색， 백과사전 풍울 야용하여 탐색율 시책}면서 노드와 링크를 흥 

해 당송팔대가와 소동빡R 대한 지식옳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식 검책의 

경우에는 자신의 질문애 대한 답변올 볼 수 있올 뺀만 아니라 답변에 대 

한 의견올 표현할 수도 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파 상호작용 

성， 작독자에 대한 얘라 할 수 있겠다. 

띠 하이퍼텍스트의 탈중심성(작륙자 개념)과 상호작용정 

전자책(E-J:x:싫‘)파 허어퍼텍스트의 차이점을 이해시킴으로써 하이퍼택 

스트가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문장t텍스트)임올 알게 한다. 빼툴 툴어 

포털사이트의 무협소설((얘) 않um의 E-J:x:rl( 형태 소설)이나 개인 홈꽤이 

지의 소설(htφ:ιm영ææw21.αg)과 〈디지훨 구보 :nl1>올 비교함으로써 

단솥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문장이나 문학어 모두 하이퍼텍스트 문 

학어 아님율 이해시킨다.1)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문학은 전자책과 달 

리 다양한 관점과 서사 체험이 가능하며 동영상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 

다. 또한 독자는 의미 있는 행동(즉 ‘클릭’이라는 선택)을 통해 다양한 서 

사를 체험할 수 있대상호작용성). <디지훨 구보 때11>에서 보듯 독자의 

감상란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생킥을 자휴롭게 표현활 수 있다(작독자). 

하이퍼 문학작품애서는 이모티론이라는 기호롤 활용하여 감정올 표현함 

으로써 이모티콘이 문자 이상의 역할올 하고 있음올 파악한다{기환 좋다 

는 것올 ‘ 식으로 직접 표현함'). 

며 히이돼택스트의 다연결성 혹은 개방성 

하나의 포혈 사이트에서 한 단어를 주고 그 단어와 관련되어 단어에 

대한 관심을 일정 정도까지 확장하면서 그 파정올 적게 하여， 히·이퍼텍스 

1) 하이퍼텍스트얘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훌 위해 현장 연구 수업얘셔는 천자책 형태 
의 작품과 하이돼텍스트로 구성된 작품율 구불하는 과정융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하이퍼 문학은 히이퍼핵스트 형식으로 구성된 문학 작품온 물론 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작품율 지청하는 넓온 의미의 용어로 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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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노드와 링크애 의해 무한히 가지쳐 나갈 수 었다〈다연결성)는 것올 

알게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영상(오디오) 체험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 

서 하이퍼텍스트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동영상， 오디오로도 구 

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2차시> 하이퍼 문학의 이해와 표현 (1) 

띠 멀티앤딩 (1)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이루어진 게임은 오락적 기능과 문학의 서사 체 

험이 결합된 형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문학척 측면올 국 

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초보척 단계로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 멀티 엔 

딩을 시도함으로써 하이패텍스트의 비선형적 구조에 의한 다양한 서사 

체험을 이해하도록 한다. 뮤직 비디오(Cr때g David의 [7 days])를 감.~하면 

서， 가지롤 쳐나가는 부분(터닝 포인트)과 멀티 엔딩에 대해 이해한다. 

밍 멀티엔딩 (2) 

하나의 줄거리를 지닌 간단한 이야기(동화)를 두세 가지 정도의 줄거 

리를 지닌 이야기로 만들되 가지를 치는 부분(터닝 포인트)을 갖도록 한 

다. 이를 위해 CD 기존의 단편 소설이나 영화를 태해 터닝 포인트 지도를 
그려본대독자가 변화를 맞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내러티브의 분할 지점 

(네 군데 정도)을 마크하고 왜 그곳이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한다). cz) 잘 알고 있는 소설이나 이ψ1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골 

라내고， 두 가지 정도의 대조적인 스토리 라언을 만들어 낸다{* 원활하며 

효과적인 수업 진행율 위해 각 진행시 시간 제한을 둔다). 

<3차시> 하이퍼 문학의 이해와 표현 (2) 

* 올바른 해l퍼텍스트와 허이퍼 문학의 이해를 위해 해l퍼 문햄1 

대한 지식을 자기화한다.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모둠 활동(4조 정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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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동의 작품올 만률어 본다. 

1. 짧은 분량의 문햄드라짜 동)율 만률어 본다〈폼량온 M3장 이하 정 

도). 

φ 사건올 중심으로 한 기본 스토리를 작성한.t1{간단한 기본 줄거리 

작성) 

@ 인물을 셜정하고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훌 설정환대둥장 

인물은 제한올 줄 수도 그렇지 않올 수도 었다). 

@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끝몇옴옳 구생한대h웰뼈ng αlt). 

2. 혹은 기촌 문학 작품(소설이나 드라마 동화)을 @의 방법처럼 히이 

퍼택스트 작품으로 만들어 본다. 

3. 멀티미디어적 요소롤 활용해본다{동영싱1그립， 텍스트， 비디오)， 오디 

오활용). 

<4차시〉 하이퍼 문확 재작 및 평가 

* 모둠 활동을 흉해 창확한 작품울 발표환다. 

<5차시> 정리 

* 정리의 단계는 전체 토론옳 통혜 하이퍼 푼학에 대한 전반적 이혜를 
정리하며 홍댁 이용에 있어 어떠한 태도롤 지녀야 할 것인가 의견율 소통 

하는 과정이다. 설문파 얀터뷰로 대체 가놓하다. 

@교육안 

가 게임 헥스트 

1) 교육 목표 

(I) 지식 교육 

@ 하이퍼핵스트의 개념과 특성， 유형에 대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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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관계률 안다. 

@ 게임 텍스트의 서시쩍 특정을 안다. 

(2) 경험 교육 

@ 게임 텍스트의 문학적 륙정을 경험한다. 

@ 게임 텍스트의 대중 문화적 특정을 경험한다. 

(3) 태도 교육 

CD 게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 
@ 게임 텍스트와 사회 문화와의 상판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게임 텍스트를 홍해 주체적으로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2) 교육 내용 

1차시 : 게임 텍스트에 대한 이해 

@ 하이퍼텍스트의 특정에 대해 안다. 

@ 게임 텍스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얄아본다. 

@ 게임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관계를 안다. 

2차시 : 게임 텍스트 비판적 읽기 (1) 

@ 게임 택스트와 문학을 비교할 수 있다. 

@ 게임 텍스트의 문학성과 오락성을 이해한다. 

@ 게임 택스트의 대중문학적 특정을 찾아낼 수 있다. 

3차시 : 게임 텍스트 비판적 읽기 (2) 

@ 게임의 긍정적 수용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올 모색한다. 

@ 모둠 활동을 통해 짧은 분량의 게임 텍스트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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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게임 텍스트 제작 및 평가 

CD 모둠별로 창작된 짧은 분량의 재임 헥스트훌 발표한다. 
@ 발표된 게임 텍스트훌 개인별， 집단별로 형가한다. 

@ 게임의 올바른 수용 자쩌에 대혜 논의한다. 

3) 교육효과 

@ 비판적 이해 : 계엄 핵스료애 대한 지식율 바탕으로 게임 핵스트가 

갖는 오락성과 문학성을 비판적으로 여해할 수 있다. 

@ 능풍적 이해 : 게임 텍스트의 사회 분화적 가치롤 이해하고 주해적 

으로얽올수있다. 

나. 히이퍼 문학 

1) 교육 목표 

(1) 지식 교육 

CD 하이퍼텍스트와 하에쩍택스트 문학의 개념， 욕생， 유형， 기능에 
대해얀다. 

@ 하이퍼텍스트 읽기의 톡징율 안다. 

(2) 경험 교육 

@ 하어퍼 문학의 구성상의 톡정율 경혐한다. 

@ 하이퍼 문확 이해의 원리룹 경험한다. 

(3) 태도 교육 

@ 하이퍼 문혁훌 비판척으로 이혜하는 태도률 기른다. 

@ 하이퍼 문혁올 주체척으로 읽고 표혐하는 태도훌 기른다. 

@ 문학과 사회 문화와의 상관성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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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 

1차시 : 히이퍼택스트에 대한 이해 

@ 하어퍼택스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상호작용성， 다연결성， 비션형성， 작독자 개념을 얀다. 
@ 해1퍼텍스트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히이퍼텍스트 읽기 방법을 안다. 
* 매체간 읽기 방법의 차이(종이 인쇄물/하이퍼빽스트) 비교할 수 있다. 

2차시 : 하이퍼 문학 이해와 표현 (1) 

@ 작품 감상을 통해 하이퍼텍스트가 갖는 비선형적 구조를 이해한다. 

@ 간단한 줄거리의 이야기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멀티엔딩의 스토 

리 라인을만들어낸다. 

3차시 : 히어퍼 문학 이해와 표현 (2) 

@ 하이퍼 문학에 대한 지식을 자기화 한다. 

* 모둠 활동을 통해 짧은 분량의 히이퍼 문학을 제작한다. 
*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활용해 본다. 

4차시 : 하이퍼 문학 제작 및 평가 

@ 모둠별로 창작한 작폼울 발표하고 인터넷 게시판얘 개인별 평가와 

모둠별평가를한다. 

@ 토론올 통해 하이획 문빽 대한 전반적 이해롤 정리하며 향후 어 

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3) 교육 효과 

@ 비판적 이해 :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이퍼 문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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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이해활 수 있다. 

@ 능동점 이해 : 히이퍼 문학의 이혜룰 바탕으로 주체척으로 읽고 표 

현하며， 문학 작폼 속의 사회문화척 가치률 찾아낼 수 있다. 

2. 연구의 개요 

(1) 연구 대상과방법 

a 주 제 : 하이퍼택스트 이해와 활용에 따른 서사 체험 

b. 연구기간 :11월 25일꽉터 12훨 4일까지 4차사에 걸쳐 진행 

1차시 :11월 l)일 (화) 16시부터 

2차시 :11월 z7일 (목) 16시부터 

3차시 :11월 28일 (금-) 16시부터 

4차시 : 12월 4일 (목) 16시부터 

c. 연구대상 : 서울여자상업고둥학교 1학년 :f)명 

d 진행방법 : 국어교과 학습 보충시간t화， 목， 금 8교시)올 이용하여 4 

차시에 걸쳐 컴퓨터실(웹프로그래밍실)에서 진행됩. 

e 설문조사 : 사전 설문조사는 1차시 수업 시작 전(11훨 25일)에 실시 

됩. 사후 설문조사는 4차시 수업 후 02월 4일)에 실시됩. 

f. 중점 인터뷰 : 교사의 경우， 매 차시 수업 후 인터뷰률 실시했으며 4 

차시 휘12월 4일)에 중점인터휴롤 실시함. 학생의 경우 4차시 훤12 

월 4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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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걸과 수집 자료 

a 학생 설문 자료 : 사전 설문지 사후 설문지를 통해 미디어 이용 실 

태와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b. 학생 수업 결과물1 :홈페이지<www.많m뻐a 띠oys따X>l.net>에 게재 

된 히이퍼 소설(창작물) 

C. 학생 수업 결과물2: 홈페이지<www.없nhana 띠oysch∞Il.net>에 게재 

된 짧은 분량의 이야기 잇기 

d 수업 비디오 녹화 자료 (띠지V4 차시 수업) : α)-ROM으로 변환 
e. 학생과 교사의 중점 인터뷰 녹화 자료 : CD-ROM으로 변환 

f 교사의 학습 지도안 학습 자회홈페이지<www.뻐뼈na 찌oy앙뼈.었>) 

3. 연구의 진행 

(1) 연구 진행 괴정 륙성 

@학생과교사의 특성 

a 연구교사 

서울여자상업고퉁학교의 최은숙 선생님(뺑)은 국어파목 담당 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교사 경력은 7년이며 m2년도에 [즐거운 학교] 

에서 주관하는 15시간의 미디어 교육([미디어 활용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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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 

조사 대상 학생률은 실업계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진확에 대한 부답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입율 준비하논 학생은 13>명 중 ;j)여명 정도이며， 중 

학교에서 45% 이내의 생적올 휴지한 학생물로 타설업계에 비해 쩍습 정 

도는 높은 편이다. 수행펑가를 공지하고 모인 학생틀이기 때문에 눔동적 

이며 열의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가정환경온 주로 상중하애서 하 

위충에 속하며 서울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컴퓨터 운용능력은 1 

학년 때 홈페이지 재작 시험을 치를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갖고 었다. 타학 

교에 비해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와 예쩔이 남다른 측면이 있어 인터넷 사 

용에 대한 륙별한 통채(보조 교사 감독) 없이도 수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있었다. 

C. 수업 진행 

* 4차시 모두 컴퓨터실(햄프로그래밍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사의 홈 
페이지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은숙이의 국어방J<www.뻐뼈na. 

찌oy양뼈.없>). 

* 개념 정리와 수업 자료는 모두 파워포인트와 밤 프로책트롤 통해 제 
시됨 

* 기자재에 대한 .m사의 미숙과 효율적 수업 진행옳 위해 고둥학교 3 

학년 김초희 확생(경진대회 수상 경력)올 보조원으로 하여 수엽옳 진 

행함， 학생 통채률 목적으로 한 보조 교사는 참여하지 않았음. 

* 수업의 과정과 철과물울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 수업 중 학생은 인터넷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차시 수업 중 조별 토론{채팅)을 통해 구성된 작품올 4차시에 발표 
감상함으로써 하이퍼텍스트 읽기 수업이 율바로 수용되었는지 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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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학생을 대상으로 1차시 수업 전과 4차시 수업 후애 각각 사전설문지 
와 사후설문지， 중점 인터뷰률 실시하였음. 

* 교사룰 대상으로 매 수업 후 인터뷰를 실시함. 

@ 사전 설문조^K학생) 

연구 수업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은 ‘오프라인과 온라씬상 

의 이용 실태’， ‘하여퍼 문학 작품에 대한 이용 경험’， ‘하이퍼 문학과 책 

(종이책)’， ‘히이퍼 문학 작품 교육경험’ ‘게임(RI윈)과 문학으로 나뉘어 총 

æ문항에서 조사했다.2)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은 청소년이 주로 접속하는 놀이터이며 자 

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통로이면서 주된 정보 습득 매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이용시간3)과 여가활용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옹라인과 

오프라인싱써l서 청소년의 주된 문화 형성 공간은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올 효과적으 

로 읽어낼 수 있는 교육방법 개발이 절실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퍼텍 

스트 이해 교육의 펼요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총 94.1%가 히이퍼 문학 직폼올 읽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이퍼 문학을 정험하는 것애 있어 공 • 사교육 

교사에 의해서보다는 친구나 가족의 권유~fØl/O)가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 

도중 우연히 경험(32.4%)하기도 했다. 이는 am년에 중， 고1 대학생을 대 

2) ‘오프라인과 옹라인상의 이용 실태’， ‘혀이퍼 문학 작품에 대한 이용 경험’， ‘하.01퍼 문 

학 작품 교육 경험’을 제외한 ‘하이퍼문학과 책(종이책)’， ‘게임(와낀)과 문학에 대해 
서는 4 연구의 결과에서 기술하겠다. 

3) 일주일 평균 인쇄물을 얽는 시간이 전체 52.9"/0가 2시간 미만임에 비해 인터넷에 접 
속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인 학생이 ffI.ff/o 



디지털 셔사 이해 교육 연구 293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4)와 흉사하다. 선호하는 내용은 ‘사항과 우정’에 

판한 것으로 이는 여성에 대한 애쟁과 동성에 대한 우정이 청소년의 주된 

판심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환상적 내용을 다룬 소셜은 전체의 23.3%가 

선호한다고밝혔다. 

하이퍼 문학 작품올 즐겨 있는 것은 용헤한 접근도에 의한 것으로， ‘인 

터넷 사에트롤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58.1 %)’ ‘쉬운 내용(19.4%)’ 

울 ‘적온 비용(16.1 %)’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히이퍼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재댔으면서도 쉽재 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똥일한 내용 

일 경우 책과 히어퍼 문학 중 어느 쪽올 션택해 얽올 것인가’에서 58.8% 

가 하이퍼 문학올 선택하겠다고 한 답변과도 연관된다. 하이퍼 문학 작품 

을 택환 대부환의 이유는 컴퓨터가 책보다 접하기 쉬우며 음악이나 통영 

상 퉁옳 통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책울 지루하게 여기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유일 것 

이다. 

허.01퍼 문학 경험 형태는 전체의 53.1%가 ‘원전올 읽기만 하지 다륜 

독자률이 쓴 글은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주목할 것은 헨전(53.1 %) 혹 

4) 인터넷올 이용하는 도중 우연히 하이매 문학윷 접환 경우는 중학생 ~.ßO~ 고둥학생 
æ.8%, 대학생 없2"，，-6로 대다수 하이퍼 훈학 경험이 정보 검씩 총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하이퍼 품학애 대환 판심율 갖고 자벌척오로 문학 판 

련 ̂l이트툴 검색하는 경우는 중학생 15.1%, 고둥학생 24.2"~ 대학생 19.5%로 나타났 
다. 욕히 중학쟁과 고둥학생온 친구의 권유로 얽깨 되는 경우가 자발척인 시아트 검 
색에 의혜 이루어지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언터넷 이용 도중 하이퍼 

문학 관련 시이트롤 발견하고 이를 친구에게 권해주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학교 교육이냐 사교육율 흉한 혀이퍼 문학 경험보다는 인터뱃을 이용하 
는 도중 우연한 기회에 접속혀여 처옴 청험하게 되는 형태가 많았다. 이는 교사의 

없1%가 인터넷율 이용해 교육환 경험이 있으며 ‘문학 작품 감상하기 수단으로 인터 
넷율 교육애 활용하는7y얘 교사의 91.4%가 ‘보흉’， ‘많이’，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다 

고 용답한 것에 상반된 결과룩 하이퍼 문학에 대한 효파척인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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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전과 다른 독자의 글(25%)을 ‘읽는 경우’는 78.1%룩 대부분의 경우 

해1퍼 문학작품올 접할 때는 쓰기(‘감싱문’ ‘이어쓰기’)에 참여하는 경우 

가 2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어쓰기’는 책(인쇄물)과 구 

별되는 하이퍼 문학 작품만의 특정으로 아직까지는 표현보다 이해가 하 

이퍼 문학 경험의 주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5) 따라서 하이퍼 문학 작품 

을 교육할 때에는 읽기에 1차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이퍼 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 문학적 진실성이 있다고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46.9%가 ‘문학적 진실성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은유법， 직유법 

퉁 문학적 기법이 구사되었는가에 있어서는 ‘많이 그렇다!(34.4%%)， ‘보 

통이다!(21.9%) ， ‘거의 없다!(28.1 %)고 웅답해 문학적 장치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학성에 대한 질문에 

서는 37.5%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문학성이 ‘거의 없다’도 34.4%에 달 

해 문학성 측면에서는 낮은 명가률 내렸다. 내용이 ‘통속적 인가라는 질문 

엔 ‘거의 없다!(31.3%) ， ‘보통이다’(28.1%)， ‘많이 그렇다!(21.9%)로 답해 

히이퍼 문학의 내용이 보통 수준의 통속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이퍼 문학은 문학성이 낮고 문학적 진실성은 

거의 없지만 보통 수준의 문학적 장치는 갖고 있으며 내용은 그다지 통속 

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하이퍼 문학에 대해 교육 받은 경험은 34명 중 단 한 명의 학생만이 교 

육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하며 대부분의 시 

간을 인터넷 항해에 할애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과서외 

5) 해1퍼 문학작품올 읽는 독자들。1 ‘이어쓰기’를 청험했는가 즉 얼마나 ‘표현(쓰기)’올 

동반하는7l에 대해 전체의 84.4%가 이어 쓰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했다. 이는 
히이퍼 문학작품올 경험할 때 원전을 읽고 쓰기에도 참여한다고 한 답변이 전체의 

21.g'/O였던 것과 연판된다. 두 질문의 답변올 고려할 때 하이퍼 문학작품의 주된 경 
험 형태는 표현보다는 이해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셔사 이혜 교육 연구 댔 

문학 얽가의 대부분율 차지하며 쉽게 접하고 있는 해때 문웰W 대한 교 

육이 시굽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수업 핀활 

전자우편과 우현윷 흉해 교λ}에재 용}Ol돼택스트와 효tol퍼 문학， 해l 

퍼택스트 이혜 교육에 관한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흘 전달하여 앞으로의 

연구의 성격을 점검하였다. 이롤 통해 생소함을 느끼던 교사는 해l펴텍 

스트에 대해 전반적 이해가 기·농하였고 이률 토대로 대체적인 수업 계획 

을작성하였다. 

41차시 수업 (u월 25일 {화)) 

16시에 수엽이 진행될 @쩨정이었으나 학생률은 이미 10훈 전에 착석하 

여 컴퓨터를 켜고 상태률 확인쨌으며 수업에 활용휠 교사의 홈꽤이지에 

가입하고 있었고， 빔프로책트와 파워포인트> III이크 퉁에 대한 모든 시설 

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업 태도는 4차시에 걸쳐 모두 나학났으며 

이를 통해 치·불한 분위기에서 수엽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교사는 수업 시작 전에 본 연구의 성격과 의의를 학생들에게 꽁지하였 

으며， 본격적 연구에 앞서 연구자 역시 교단에서 연구의 성격파 인사말을 

건냈다. 교사의 수업 시작 전에 사전 설문지롤 작성하였는데， 연구자가 

읽고 학생들은 이를 따라가면서 젤문지를 작성하였다. 가끔 몇몇 학생이 

수업 내용과 조금 관련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수업에 지장올 

주지는않았다. 

1차시 수업이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이해훌 파워포인 

트를 활용해 설명하면서 전자책과 개인 홈페이지 소설6)， 하이퍼헥스트로 

이루어진 문장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수업을 정리하면서 하이퍼텍스트에 



296 국어교육연구 재13집 

판해 가장 인상 깊은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고 [온숙이의 국어 

방]에 있는 [느낌나누가]에 글을 올리게 했다 . 

• 2차시 수업 (11월 z7일 (목)) 

수업에 앞서 1차시 내용을 정리하며 하이퍼텍스트의 특정이 무엇인가 

를 확언하며 사이트의 [느낌나누기]에 적힌 글들울 간단히 짚어가면서 특 

히 학습자가 독자인 동시에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글을 인용 

하여 강조했다 

하이퍼텍스트의 특정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이를 정리하 

여 보여주는 동안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뮤직 

비디오만을 감상하고 교A까 이를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파워포인트로 

제시해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쉽고 재있재 하이퍼텍스트의 특 

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인 전래동화 [백일홍]올 통해 

터닝 포인트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 사이트에 

올리며 서로의 의견을 리플 형식으로 답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 

적 활동율 유도할 수 있었다. 뮤직 비디오나 [백일홍]올 감""è}-하면서 기술 

적 측면(소리가 들리지 않았다)의 문제가 있었지만 보조원이 해결했으며， 

[백일홍]의 경우 교사가 그림을 보며 내용을 학생들에게 셜명했다. 전체 

적 수엽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다. 조별 활동을 위해 7-8명이 한조가 되 

도록 조를 구성해오도록 했다. 

수업 중 감상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빙문 

해 읽고 오는 것을 파제로 했다.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엽이 진행되었기에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할 수 있었다.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이 자칫 복잡 

6)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문학 작품은 하이퍼텍스트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 임게 되는 소설로 인터넷올 통해 접할 수 있다는 욕정올 때고 

는 종이책의 읽기 방법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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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산만할 수 있눈 수업진행윷 충분혀 조쩔해주었다. 그련 챔얘셔 보조 

학생의 역활중요했다. 

* 땅}시 수업 (11훨 g얼 (금)) 
패러디와 멀티 엔딩올 홍해 서사 쩨혐의 다4양성율 경협하도혹 했다. 기 

존에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울 때러디로 제시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드라.P}-)를 터닝 포인트와 멀티엔딩을 활용해 

새로운 인물과 내용으로 바꾸어 사이트에 올리도록 했다. 각 조는 자신들 

의 조원이 쓴 글을 읽고 토론방을 통해 공동의 하이퍼문학 작폼올 만률도 

록 했다. 음악과 동영상， 각종 이미지들율 동원하여 작품을 구성할 수 있 

음을공지하였다. 

기폰 작품을 감/행}는 것에서 나。까 지‘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드라마 

를 인터넷을 통해 겁색하고 스스로 체험해 가면서 수업에 더 재미를 느끼 

고 있었다. 기존 TV 드라마 내용올 패러디하면서 학생들이 산만해질 수 

도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까지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야 했기 때문에 예상 

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종이에 쓰고 이를 수업 후 수거해 가 

는 방식보다 사어트를 활용한 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 

다 . 

• 4차시 수업 02월 4일 (목)) 

16시에 수업이 진행훨 혜정이었으나 학생들이 교사의 여러 변에 걸친 

셜명이 있었옵에도 불구하고 하어퍼택스트의 성격을 찰못 이해하고 있어 

서 두 세조가 그 혐장에서 다시 과제률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 약 $분 정 

도 늦게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엽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학생률이 이야기 

를 착성하고 이롤 어떻게 조합하면서 링크툴 다는지 둥의 내용적， 기술적 

측면올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네 조의 발표가 있었으며 각 조는 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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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링크와 동영상， 옴악 둥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각 조가 준비한 빼퍼 문학을 살펴보면서 웃고 즐기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교사는 지금까지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조별 작품에 대한 감상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했다. 수업이 끝난 

후 사전 설문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업이 늦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4. 연구의 결과 

(1) 흐뱀의 수업 뭘물 : 교사의 홈페이지 <www.뼈뼈a 대oy따ml.없〉 

(CD-ROM으로 변환) 

(2) 사후설문결과 

‘하이퍼 문학과 책(종이책)’과 ‘게임(따견)과 문학을 사전 설문지와 사 

후 설문지를 비교함으로써 수업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았다'.4차시 수업 후 책(인쇄물)과 하이퍼 문학 혹은 하이퍼텍스트 문장 

을 읽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까 수엽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태도 변 

화에 관해 기술하였다 

책(종이책)과 비교해서 하이퍼 문학의 가장 큰 특정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사전 설문의 경우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87.go/o)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반면 사후 설문에서는 ‘링크에 의해 

다양한 줄거리를 접할 수 있다’(29.갱이와 ‘책보다 더 많은 상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1(33.5%)는 답변이 우세했다. ‘이어쓰기를 통해 내가 작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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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수업 전얘는 00/0였댄 반면 수업 후 조사에서는 14.깨6가 그 

렇다고 대답했다. 하이퍼택스트의 륙정과 하이퍼 문학의 톡징이 수업올 

통해 전달된 결파로 볼 수 있다. 

책(종이책)과 해때 문학간에 상상력올 동원히·는 데 .*}Òl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전 설문애셔는 전체의 58.1%가 책과 하어퍼 문 

학죠때는 상상력의 처어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상상력의 차이가 있다고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것이 더 상상력을 자극하느냐에 대해서는 종 

이책과 하이퍼 문학 작품이 각각 50%로 나뉘어져 답변했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서는 전체의 81.8%가 상상력의 치어가 있다고 답했고 이플의 

96.3%가 해때 문학이 더 상상력올 자극한다고 답해 수업 전후 확연한 

차이를보였다. 

해때 문학 작폼풀이 문학적 ~상력을 키워출 수 있다고 생각웅}는가 

애 대해 사전 조사에서는 ‘보통이다’(39.4%)가 가장 많았고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21.3%)는 의견도 우세했다. 반면 사후조사에서눈 전체의 61.8% 

가 하이퍼 문학 작풍은 문학적 상상력을 ‘많이 혹은 매우 많이 키워줄 수 

있다’(91.2%)가 절대 우세했다.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 문학의 특정올 이 

해하는 4차시 연구 수업을 통해 동}이퍼 문학어 문학적 상상력을 진작시 

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변화롤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후 조사에서 

하이퍼 문학의 가장 큰 톡정으로 ‘이어쓰기’， ‘다양한 결말’올 선택한 것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하이펴 문학 작폼올 읽으면서 가장 중요시혜야 활 것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사전， 사후 조사 모두 ‘얼마나 쉽고 재있는 내용인가가 우셰했다. 

그러나 사후 조사에서 ‘문학적 수준’파 ‘주제가 무엇인가 대한 고려가 있 

어야 한다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하어퍼 문학 

작폼 읽기에 대한 비판적 읽기 태도로의 변화라 추측할 수 있다. 

책(종이책)과 흩}이퍼 문학 작품을 읽율 때의 차어점은， 사전 -시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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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사에서 모두， ‘해때 문학 작품은 노드와 링크에 의해 자신의 관심 

사를 확장시킬 수 있다’가 높은 답변율 받았다. 

게임과 문학의 상관생(서사적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특히 마윈(Role Playing 없rre)와 문학에 대한 의견올 조 

사했다. 게임과 문학이 공통점율 갖는다는 의견이 사후 조사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줄거리 둥징엔물 사건 배경’ 둥올 자세히 나열 

했다 

하이퍼텍스트 이해 과정율 알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는가률 

질문했다. ‘제목을 먼저 읽고 관심 있는 내용을 선택한다’(힘.6%)는 답변이 

가장 많아 인쇄물을 읽는 방법과 유사하게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한 뒤 

문장을 읽었다. 그러나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거나’(8.SO/O)， ‘동 

영상어 있는 내용에 먼저 시선이 간다1(2.9%)보다 ‘많은 조회수의 내용을 

읽는다1(:ll6%)라고 웅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는 히이퍼택스트의 상호작용 

성이 반영된 독특한 하이퍼텍스트만의 읽기 방법으로， 제목을 보고 자신 

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선택하는 적극적 방법에 비해 소극적 읽기 태도라 

할수있다 

책과 히이퍼 문학 중 동일 시간 내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 

(표현) 또는 습득(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논째l 대해 ‘표 

현과 이해에 있어 해1퍼 문학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 

으나 하이퍼 문학은 ‘표현’이 더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현의 경우 책은 2.9%인 반면 하이퍼 문학은 97.1%가 더 많은 정보률 전 

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읽기에 있어서 책은 29.4%임에 비해 히이퍼 문학 

은 70.6%가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얽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책 

율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읽어 낼 수 있다고 선택한 학생들은 책이 하이퍼 

문학에 비해 전달이 채계적이며 안정적이여서 집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가 갖는 렁크와 동영11'이라는 내용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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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정이 오히려 정보에 대한 집중도훌 쩔어뜨련다눈 견해였다. 반면 하 

이퍼 문학에서 더 많은 정보롤 읽어낼 수 있다고 선택한 학생률은 스크롤 

링올 통해 화면을 빨리 넘길 수 있으며 동영상 옵악 둥이 재01훌 더해주 

면서 링크률 통해 좀 더 빨리 많은 내용올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책을 선택한 학생톨이나 하이퍼 문학옳 선택한 학생률 모두 하어퍼텍 

스트의 내용적， 형식적 톡징에 대해 얼마나 적웅하느냐， 륙정률올 적극적 

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책의 분장과 히어퍼텍스트 문장 중 어느 쭉이 더 읽기 수월한가에 대 

해서는 옴악이나 동영상 동이 첨가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면서 

링크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것율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애 하이 

퍼 문혹에 책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고 답했다.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청 

소년들에게 ‘이해 과정’은 ‘봐(읽기)’와 ‘묻기’가 결합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하이퍼텍스트 읽기롤 위해 어떠한 눔력이 가장 필 

요하다고 생각할까. ‘하이퍼텍스트 특성에 대한 교육'(41.2%) > ‘표현(말 
하기， 쓰기) 교육!(26.5%) > ‘컴퓨터 운용 능력 교육'(23.5%) > ‘일반적 
인 문학 지식 교육'(5.9%) 순(順)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하어퍼텍스 

트란 무엇이며 어떠한 톡장율 갖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으로 이해 교육과 표현 교육올 실시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교육내용여라 할 것이다. 

본 수업올 통해 흩}이펴택스트의 상호작용성울 이해하고 자신의 생작을 

작가에게 전달하거나 이어쓰기나 감상 적기， 창작 타언의 글(랫글)을 읽 

는 풍의 능동적 자셰률 취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 외얘도 더 많은 

7) 사전에 조사한 하이퍼 문학 이용 형태의 결파률 참조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원천율 읽기만 하지 다른 독자들이 쓴 글옹 엄지 않는다’(53.1%) > ‘훤천이나 혹은 
디른 독자들이 쓴 글올 얽기만 하지 ‘감상문’이나 ‘이어쓰기’는 하지 않는다’(2)，O"A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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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퍼 문학을 읽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수업에 대한 학생물의 평가 

히이퍼 문학 읽기 수엽이 얼마나 홍미있었는가에 있어서 전체의 76.5% 

가 ‘매우 재미있었다’고 대답했고 ‘조금 재미있었다’도 20.6%였다. 학생들 

이 4차시 수업에 대해 홍미를 갖고 진행되었음을 얄 수 있다. 또한 기존 

국어 시간이 책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가는 수동적 태도였다면 하이퍼텍 

스트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내용을 찾고 구성해가는 보다 적극적인 수엽 

이었다고 용답했다. 또한 조별 토론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구체 

화시키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도움이 된 이유를 밝혔다. 

잘 알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개념을 새롭게 얄 

게 되었다는 것도 본 연구 수업의 성과라 할 것이다. 하이퍼 문학 읽기 수 

업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fJ7O/o가 ‘수업 방법 

이 효파적이었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해 

서， 암기식의 개념 이해가 아닌 실제로 채험(컴퓨터 활용)을 통해 하이퍼 

텍스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토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 

며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본 수엽은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개념을 체험하고 토론과 모둠 활동꺼하이퍼 문학작 

품 만들기)을 경험하면서 하이퍼텍스트가 어떠한 특정을 갖고 있으면서 

읽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교육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옴을 알 

수있었다 

수업 내용이나 방법， 진행방식 둥과 관련해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 

는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매체(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진행과 무언가를 

‘원전올 얽고 쓰기에도 참여한다1(21.9"/0) > ‘원전은 읽지 않고 다른 독자가 쓴 글만 
읽는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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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률어 내거나 채탱올 홍혜 서로의 생각올 쉽게 표현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소외됨 없이 자선의 생각올 밝히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률올 수 있었던 것도 효과쩍인 수업올 이끌어 가는 

데 도옴이 되었다. 일반 교실에서 모둠 토론과 훨동올 홍해 자신의 의견 

올 밝히거나 또는 몇 몇 타인의 의견올 청취활 수도 있지만， 컴퓨터률 활 

용한 하이퍼헥스트 이해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틀의 의견이 시 •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 가눔하기에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나쨌던 점은 수업 진행에 있어 특별한 통제가 없었기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인터넷 사어트률 열어보거나 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가장 문채시 된 것은 기계적 문제로， 컴 

퓨터 운용에 농숙한 조교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결홈l이나 인 

터넷 에러， 컴퓨터 고장 둥은 원활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기자재 

문제는 하이퍼택스트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가장 먼져 해결해야 할 문제 

라여겨진다. 

(4) 학생 씹훌 인터혐8) 

컴퓨터률 활용해 진행한다는 시작뿌터 화생플얘게는 수업이 셰로옴으 

로 다가왔으며， 명소 판심올 갖고 즐겨하던 내용올 수엽으로 배운다는 것 

에서 적극적인 참여 자채률 보였다. 톡히 4차시에 발표했던 하어퍼 문학 

은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롤 찰 반앵한 결과였다~ 1차시 수엽의 경우 ‘하이 

퍼택스트라는 낯선 용어로 학생들이 이해에 어려움어 있었지만 2， 3차시 

수업올 통해 자신들이 인터뱃율 통해 자주 접한 내용들율 익히고 마지막 

에 결괴물t하이퍼 문학)을 만틀면서 ‘오락t재미)’올 ‘수업’으로 전환시키는 

8) 연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4명을 선정하어 12월 4일 심충 면접융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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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온 학생들이 척극적인 수업 태도롤 갖재 만툴었다. 하이퍼 문학올 만 

들면서 서로 토론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파정 

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다'， 70-000/0의 만족도는 하이퍼텍스트가 무엇인가 

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하이퍼텍스트 교육에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제와 컴퓨터 운용 능력 

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 소양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션행되어야 원활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4차시 수엽이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감상， 제작， 발표가 모두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짧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운용 

능력이 있기에 수업 진행이 가능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수업임 

에도 불구하고 늘 접하며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활한 수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스스로 찾아가는 수엽이라는 의 

미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시， 소설 희곡 동 장르 전반에 걸쳐 

웅용될 수 있다는 웅답도 해l퍼텍스트 이해 교육의 다OJ=한 적용 기능성 

을엿보게 한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개념 정리와토론， 감상동올 통해 학생들은 하이 

퍼텍스트와 종이책 읽기에 여러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즉 하이퍼텍스트 

의 다연결성에 의해 자신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으면서 박 

학다식이 가능하다는 것， 동영상을 통해 손쉬운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했다. 또한 히이퍼 소설의 경우 클릭의 행동올 통해 읽기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지루함이 덜하고 의지에 따라 많은 줄거리를 접할 수 있으면서 

서사와 이미지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줄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이 하이퍼텍스트의 특정(비선형성， 다연결성， 개방성 둥) 

에 의한 독특한 텍스트 읽기 니.o}가 서사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올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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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싸 심훌 E떼챔) 

연구 수업에 대해 교사는 ‘다양한 형태로 많온 지식 제꽁’하며 ‘흥미 유 

발’올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주체척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재 하는 

수엽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차시얘서 학쟁툴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는 문장이나 글짓기 파쩨물 퉁에셔 찰 나타났다. 기존 교설에서는 

노트에 자신의 감상올 적고 이률 제출하거나 수업 시간에 몇 명 소수의 

학생률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 수업에서는 어훌 인터넷 께 

시판에 올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소외되는 부분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하어돼택스트 이해 교육은 다양한 자료의 활용 

이 가능하기에 미디어 교육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답했다. 나아 

가 학생틀이 많온 시간올 활얘해 접하고 있는 인터뱃 문빽 대한 비판척 

시작올 함〈챔는데도 효파적인 수업으로 나타났다. 

진행 방식에 있어 교사는 다양한 자료들울 체시하며 학생물얘계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 태도훌 보였다. 학생롤은 교 

사의 제시뿐만 아니라 파제롤 위해 인터넷올 항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내 

용올 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읽기훌 계속해야 했다. 그러한 파쟁에서 학생 

들은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니타냈다. 그러나 기계적 측면 

에서의 교사의 미숙함온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보조원율 둘 수밖에 없 

었고， 이를 위해 컴퓨터 사용에 대한 교사의 재교웹인터넷 사용 능력， 하 

이퍼택스트에 대한 개념 정립， 홈페이지 제작파 운영 둥)이 펼요함을 이 

야기 했다. 

대변 토론파 채탱올 활용환 토론애 있어서는 학생파 교사가 싱이한 태 

도를 보였다. 학생융 대상으로 한 심충면접에셔 진행 방식애 있어 채탱올 

9) 12월 4일 연구 수업에 황여한 최은춤 선생님과 4차시 수업 후 연구 수업 진행 전반 
에 대한 심충 면접율 실시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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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토론이 서로 얼굴을 보고 진행되는 대변 토론보다 ‘재미없다’고 평 

가했으나 교사는 오히려 채팅 갈무리를 통해 모든 조들의 토론 과정을 살 

펴보고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측면에서도 소외됨 없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는 빼퍼텍스트 이해 교육은 지식을 점검하는 수업이나 논설문， 

문학 감싱L에 적용되면 좀 더 효과적인 수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 답했다. 이러한 수업이 기존 교과의 한 단원으로 편성될 경우 학생 

들 스스로 자료를 찾고 표현하며 창의력 계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했다 

본 연구 수업은 교사와 약 5개월간의 대화를 거치면서 준비되었다. 초 

기에는 하이퍼텍스트의 낯선 개념과 과도한 학교 업무로 인해 난씩을 표 

명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이며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관심을 나타냈다. 기존에 이미 인터넷싱벼l 교사의 홈페이지를 구 

축하고 있었으나 평소 수업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업 자료를 준 

비하면서 컴퓨터에 능숙한 보조원을 통해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했 

다. 교사는 뼈퍼텍스트 교육이 세분화되어 수업에 적용되기를 희밍하 

며， 무엇보다도 연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 종합 

적인 사고 능력 고양，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 

정적 평가를내렸다. 

5 시샤점 

하이퍼택스트 이해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국어교육아 담당해야 할 새 

로운 영역으로， 본 연구는하이퍼텍스트에 대한능동적인 읽기 태도를통 



디지털 서사 이혜 교육 연구 307 

해 넘쳐냐는 정보 자료률옳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채척으로 수용함으로 

써 유용한 정보훌 선별해내는 식별력올 고양시키는 수업 방법 수립율 목 

적으로한다. 

해l퍼텍스트는 다융파 같은 사뺑l 있어 읽기 교육 개념에 변화톨 불 

러왔다. 첫째， 독자와 작가의 명빽한 구훈이 사라지면서 하이퍼핵스트의 

독자는 작가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읽기 교육 역서 단순환 이해 교육의 

영역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표현 교육파 이해 교육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둘째， 하이퍼핵스트는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기호적 복합채로 

하이퍼텍스트 읽기률 흉해 종합적인 형태의 @헤술적 체험도 가능하다. 셋 

째， 해l퍼 링크를 통해 다OJ한 내용과 형태의 디지털 서시촬 체험할 수 

있다. 링크를 통해 각기 다른 서사훌 체험할 수도 었으며， 문자가 아닌 그 

립올 통한 서사 체험도 가능하다. 

본 연구롤 통해 다옴과 같은 결론율 내릴 수 있다. 

첫째， 혀이퍼택스트 이해 교육은 표현 교육과 이해 교육이 동시에 이루 

어진다. 이는 뼈퍼텍스트의 독자는 생산재소비자로서의 독쩨기에 읽 

기와 쓰기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률 수행함에 있어 

기존 작폼올 패러디하거나 다른 사랍의 작품에 감싱어나 의견올 첨부하 

고 새로운 동}이퍼 문학율 창작하는 표현 교육을 시도하여 효과척인 이해 

표육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 해l퍼텍스트 읽기 교육은 문학 감햄1 적절한 방법。l다. 뼈퍼 

텍스트는 다양한 충위를 지닌 복합적인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문자， 영상， 

음악 둥을 동훤해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히이퍼텍스트 읽기가 목적을 잃고 표류하며 잡다한 지식을 제공 

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책의 경우 쪽(뼈e)의 넘김에 

의해 읽기가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푼서는 스크롤링과 링크를 통한 이동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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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기는 행동의 부재와 화면율 통한 읽기에 의한 시각적 문제와도 관련된 

다. 따라서 혀이퍼텍스트 읽기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목적올 상실한 

읽기가 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넷째， 하이퍼텍스트 서사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해1퍼택스는 링크를 통해 독자마다 각기 다른 서사를 구성해 나찰 

수 있으며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독특한 서사가 구생될 수 있다. 

따라서 ‘만들어 지는’ 서사롤 통해 독자는 끊임없이 상상력올 동웬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다섯째，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 사용애 할애하는 현 실정올 고려 

할 때 하이퍼텍스트 이해 교육은 가장 시급한 국어교육으로， 히이퍼 마디 

어에 대한 교재와 교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국어교육깅1 01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0까 

다%탤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업 방 

법의 다각화가 아닌 홍미 진작을 통해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수업의 

효과를 놓이는 방안일 것이다. 

여섯째， 하이퍼텍스트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 환경이 개선되 

어야 한다. 기자재가 확보는 하이퍼 미디어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충분조건으로 교사 역시 기자재 운용에 대한 정보률 습득하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국어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컴퓨터에 대한 기 

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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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tract 

A Study on the Reading Education of the Narration 

in Digital Literature 

α없，않εMa 

돼뼈폈α m빼I홈 따I삐00 is 뾰 r용W 뻐dof 뼈æn 뼈JCation in tæ age of 

infonnatiα1. This s1l피y 웰뼈ies a m빼I땅 mα:ess of hypertext to li뼈없ure， so 

없빼lt 때1 ~ a pocu1iar narratiα1 in hYJB" liter없lI'e. By the 바p:rtext’s 

fcm때 cham:썼istic (ir뼈a:tioo， rm-.파HII') m:빼'S Jlay a rùe as a IJ따m-/a:n<>UIrH'. 

Throu양1 a sb.때. we cooclude. 

까te first, hy떠없t re:빼I핑 때.JCation 싫뼈esthe 앉p-ession 없ucation ar떠 the 

r빼ir필 뼈.teat:iαl 

πte 않m피. hYJ:ateXt re:뼈I필 ab:빼onis 며t.iItent to the Ji따없lI'e 짜n없없m 

The 뼈며， 없왜ter is car얹Jl in t8빼nghYIH없tm빼I용 뼈&씨미on oot to miss 

a gool of r흘뼈I핑 뼈JCation. 

The fl때th， by tæ 앓없썼re of narratiα1 in digi'떼 liter앓ure. s1l뼈lt is 뼈표뼈 

a p'따lCtive ~밍nation 때 a rich 에맹때ity. 

까te fifth, we design a cm:r없 prac따al 뼈æn 때x:ation 뼈m때1 c(x와ant 

study for hYJX!' m최ia’s~앙빼grm뼈als. 뼈s. 

Finally. 뼈ICation conditiα1s rrust be ÏIl:p'overl for SITllOth p'맹$혀ngof 

hypertext 때x:atim 

[뼈T wor버 때rati뼈. hYJ)frtext, m빼I용 뼈JCation， liternture 훌:pa:i때α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