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터뱃 대화짱 표현 교육 연구* 

한성일** 

1. 률어가기 

이 연구는 인터넷 대화방 표혐 교육얀올 마련해서 이를 실제 학교 현 

장에 적용해 보고 이 수업올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에 

반영할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방법과 내용율 채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한다. 

하어퍼미디어 시대의 문식력은 기존의 융정언어와 문자연어훌 읽고， 

쓰고 이해하는 농력뽑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롤 사용하여 의사소흉하는 

능력， 제공되는 정보률 창의적인 지식으로 생산할 줄 아는 능력，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대화방에서의 의사소통 양상은 일상의 면대면 대화의 양상과는 매우 다 

르므로 그에 알맞온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뿔만 아니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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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대화방-1)에서의 대화는 이미 국어 교육의 주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대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변 인터넷 대화 

방의 한 유형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학생이 전체의 000/0에 달했으며， 

3시간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웅답도 전체의 17.8%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가 교육해야 할 세대의 다수가 컴퓨터 대화방애는 새로 

운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대화하고 있고， 그 대화의 장에서 새로운 의사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때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국어 

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인터넷 대화많써l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된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내용깅)을 살펴보 

면 사회과목에서는 인터넷 통신상의 욕설과 허위 과장 동 언어윤리의 문 

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국어과목의 경우 먼저 중학교 교육 과정을 보 

면 ‘국어’ 교과의 7학년 과정에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글쓰기가 

1) 인터넷 대화방은 인터넷에서 통신 화자돌이 실시간으로 대화률 주고받는 공간을 말 

하며， 흔히 채팅(chatti맹)이라고 불리는 대화 공간과 최근 동장한 메신저(rre행핑er) 
를 포함한다， 인터넷 대화뺑l 대한 최근 연구들올 살펴보면 주로 ‘컴퓨터 대화방， 

‘컴퓨터 통신 대화방 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펼자도 발표문에서 컴퓨터 대화 
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련데 본 발표의 토론자였던 김영순 교수는 인터넷이 

연결되었을 경우 혹은 로컬 링크 네트워크로 공유될 경우에만 대화방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대화방 또는 ‘인터넷 메신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올 제안했다. 그 

런데 ‘인터넷 메신저’라고 할 때는 기존의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셔 다수의 대화자 

들이 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화 자료의 다수가 
‘메신저’자료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팅’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펼자 

는 ‘인터넷 대화방이라는 용어툴 사용하기로 했다. 좋온 제얀올 해 주신 김영순 교 

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 재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통신 언어에 대한 내용이 소단원으로 편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통신 언어 교육은 초보척인 접근 단계애 지나지 않는다. 대개는 옹라 

인상의 국어활동과 이에 대한 교육적 활용 문제를 기능척인 입장애서 매체 활용의 

한 측면으로만 이해하려 한디{정무샤 었)2: 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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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는데 모두 ‘컴퓨터에 글올 써 보^P라고 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고둥학교 국어생활’파 ‘작문’에 반영된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 관 

련 내용도 통신 언어 규범 파괴와 언어 율리 문쩨가 주류률 이루고 있고， 

표현 능력의 횡t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뱅안은 찾아볼 수 없다{한성일， 

m3a: Z3l).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언어 규범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욕설이나 비속어 둥의 사용이 우리말올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학생률의 사고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톡히 담화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 관점에서 상 

호 존중파 호혜성， 상호 주관성 둥을 중시하며， 사아버 공간이라는 특정 

한 문화적 장 안에셔 질서와 규법을 만틀어 나7}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 

민의식을 고양할 펼요성이 있대민현식 외， 때，1: 3). 그러나 이러한 언어 

규범의 준수와 언어 윤리 문제 못지 않게 인터넷 대화방얘는 대화 환경 

에서 학생들이 건전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효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는 방안올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도 국어 교육이 담당해야할 하나의 과제 

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성격을 학생들로 하여 

금 인터넷 대화방의 의사소홍 양식을 어해하고 효과적인 대화 방법의 습 

득올 통해 대화뺑써의 표현 능력올 향상시키며 건전한 대화률 위한 올 

바른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3)이라고 규정하고 이 

3) 김대행 외(없m딴13))에서는 복합 매체롤 통한 국어 활동율 이해 활동과 표현 활 
동으로 나누고 었다. 이해 활동애는 펼요한 쟁보훌 찾아 내는 검색 활동， 얻어 낸 정 

보를 심충척으로 이혜하는 불석 활동， 분석된 정보률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 활 
동 퉁이 있다. 표현 활동온 소흉 훨동 첨여 활동 제작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통 

활동은 펼요한 정보훌 타인과 주고받는 활풍이며， 참여 활똥은 어떤 일얘 대한 의견 
이나 주장올 개진환다든지 남을 셜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활 

동이다. 제작 훨동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가쭉 신문이나 학급 뉴스률 만드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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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올 시도한다. 

2. 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얀4) 

1) 교육 내용체계 

교육내용범주 교육내용 

대화방의 본질 
·대화방의 욕성 
• 대화방 의사소통의 톡성 

대화방의 표현 훤리 
• 경채성과 표혐성의 원리 
·대화의 격률 

• 남율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대화빵}’ 대한태도 • 대화방을 건전한 의사소풍의 장으로 만 

들려는태도 

대화방의 언어 문화 
• 대화빵W 나타난 언어 윤리 
· 대화$빼 나타난 정보 윤리 

2) 교육 내용 

1차시: 대화방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 

1) 대화방은 주로 익명성을 전제로 컴퓨터 매체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 

지는가상공간이다. 

2) 대화방 대화는 입말과 글말의 특성이 혼재된 특성을 지닌다. 

택스트롤 생산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인터넷 대화방 대화는 소통 활동에 포함시킬 

수있다. 
4) 여기서 제시한 교육싼은 실제 수엽 이전에 필자가 셜계한 교육안이다. 필자는 이 교 
육안율 교써l게 제공했고 교사는 교육안을 혐장애 맞게 탄력적으로 척용혜서 수업 

지도얀올 작성했다. 수업 결과 교육안의 문재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현장 수엽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안율 마련혜야 할 것이다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 연구 317 

3) 대화방 대화혜눈 월상언어얘서 불 수 없는 륙쭉환 셔각적 표현 둥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비언어적 요소풀 표현하는 데 활용된다. 

2차시: 대화방 언어의 특성 이해 

1) 대화방 언어에는 음절올 줄이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둥의 방법으 

로 타수를 줄여 빠르고 편리하게 글자훌 적으려는 경제성의 원리와 

통신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거나 표현옳 극대화하려는 표현성의 원 

리가 반영되어 있옴울 이해한다. 

2) 대화방의 언어들이 언어 규범을 파괴하고 있음올 이해하고 경제성 

이나 표현성의 원리와 관계없는 지나친 언어 파괴는 자제해야 함을 

인식시킨다. 

3) 통신 언어는 통신상의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회방언이 

므로 통신상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3차시: 대화방 대화의 표현 원리 

1) 대화 격률의 일탈현상으로 인한 무의미한 대화의 문제점올 살핀다. 

2) 건전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표현 원리를 이해한다. 

3) 대화의 시작과 종결시 반드시 인사를 하교 자신의 신환을 밝혀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롤 진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화에 입장 

한 사랍들이 대화에 동참활 수 있도록 배려환다. 

4차시: 대화방의 언어 올리와 참여자의 태도 

1) 욕설이나 비속어률 썼을 때 받은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경험올 이야기 

하게한다. 

2) ‘네티켓 10가지 훨칙’울 알려주괴 대화뺑l서의 예절항목율 만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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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끝으로 건전한 대화방 대회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지 각자의 

의견올말하도록한다. 

3) 교육효과 

1. 대화방 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효율적인 대화방 표현 능력의 함양 

3. 건전한 대화방 문화의 정착 

3.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실제 

1) 연구진행과정 및톡성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설계된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용을 학교 

현~에 실제 적용해 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 

의 방법과 내용을 구안하고 궁극적으로 하이퍼택스트의 표현 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 교 

육적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a 연구진행 과정 

연구 대상은 실업계 남녀공학 고퉁학교 1학년 3개 반이었으며， 2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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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4시간 동안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올 정규 국어 서깐올 통혜 실시 

하였다 . 

• 연구 대상 : 성일정보고등학교 1학년 3개 반 

• 연구 기간 : 때B년 11월 11일 -11월 II일 

.연구방법 

〈현장연구 진행 과정〉 

현장 연구률 위해 먼저 인터넷 대화방 표혐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설 

정하고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률 바탕으로 4차시 분량의 인 

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안올 작성하고 이롤 교사에게 제공하여 수업 지도 

안을 마련하여 교실에서 실제 수업올 진행하도록 하였다. 매 시간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 대한 명가틀 합쩨 하고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 

다 수업은 다옴파 같온 일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전 설문조사 :11월 11일(화) 3개 반(인명) 

1차시 :11월 12일(수) 2교시(1αα>-10:밍1)， 1-2반 교실 

2차시 :11쩔 14일(금) 2교시nα따10:많)， 1-2반 교실 

3차시 :11월 18일(화) 7교시(3:빠4:11)， 컴퓨터실 

4차시 :11월 æ일(목) 3교시(11:00-11:밍)， 컴퓨터실 

사후 셜문조사 :11훨 25일(화) 3개 밴94명) 

학생 심총 인터뷰 :11월 27일(목)， 컴퓨터실 

1조(1-3반， 여:5， 냥1) : 2:α}-3:l) 

2조(1-2반， 여:5， 냥1) : 3:40-5:00 

교사 심총 인터뷰 :11월 $일(토)， 4:따-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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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 

학생 설문 자료(사전 설문， 사후 설문) 

학생 수업 결과물 l(대화방 대화 자료) 

학생 수업 결과물 2(과제물) 

수업 비디오 녹화 자료(따'314 차시 수엽) 

학생(12명) 인터뷰 녹화 자료 

교사인터뷰녹화자료 

교사의 학습 지도안 및 학습 자료 

(3) 연구 진행 과정의 특성 

@학생의 특성 

사전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 둥올 바탕으로 수업 대상 학생들의 인터 

넷 대화방 이용 실태와， 인터넷 대화방의 표현 양상， 그리고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경험 둥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대화방 이용 실태〉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들인 관계로 학업에 대한 부담-01 거의 없었고， 따 

라서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았다. 학 

생틀의 컴퓨터 사용 시간은 대체로 3시간 이상이었으며， 거의 모든 학생 

이 인터넷에 접속함과 동시에 메신저5)를 화면에 띄어놓은 상태로 메일 

검색， 정보 검색을 하고 있었다. 결국 컴퓨터 사용 시간의 절반 이상을 대 

화방을 이용한 대화에 할애하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같은 반 친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중학교 통창， 선배， 언니， 

5) 조사에 의하면 최근 학생들은 익명성의 ‘채팅’보다는 친구들끼리 수시로 대화를 주 

고 받을 수 있는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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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똥도 있었다. 인터뷰 결파 쭈모념과 대확흘 빼 본 학생윤 12명 중 한 

명도 없었으며， 션생님과 대화흘 해 본 3명의 학생도 지속적인 대화가 아 

닌 일회성 대화셰 그쳤다， 여러한 이용 실태는 사전 설문 쩔파애셔도 거 

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대화 양상올 부모나 jj!，사률이 천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단절이 점점 심화되어 가 

고있옴을의며한꽉. 

대화 내용도 000.;6 이"<1"이 ‘잡람이라고 답했다. ‘친구와 정보 교환’은 

4.45%얘 불과했지반 중북 용답자가 디수 있었고 연터휴 결파 ‘친구와의 

잡담 다옴으로는 학교 숙제에 판련된 정보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으로조사되었다.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이 직접 만나셔 대화할 빼 보다 어떤 좋용 점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애 대해 대부환의 학생들이 ‘직접 만싹서 하기 어려 

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했고， 다옴으로는 ‘시간파 공간의 

채g￥이 없어서 편리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결국 얘화방 대화가 면대면 

대화보다는 즉시성이 다소 부쭉히찌만 솔직한 이야기훌 헐어놓기에는 더 

없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대화방의 표현 양상〉 

“대화뺨R서 다-음파 같은 통신 언어6)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1"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화방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4.12%인 반면 ~.4깨i가 ‘대화방의 특성상 필요 

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어 가려서 사용혜야 환다’고 답변해셔 사 

회빙언으로서의 통신 언어의 필요성옳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글이나 대화에서 통신 언어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6.3%의 학생이 ‘사적인 글 

6) 셜문지에 흉신 언어의 예로 축약， 발옴나는 대로 쓰기， 느낌표， 감정기호 퉁율 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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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화에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실채 언 

어생활에서 홍신 언어의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올 알 수 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통신 언어를 주로 편지나 일기， 낙서 둥에 사용한다 

고 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간편하면서도 잘 표현하기 위해 감정기호를 

많이사용한다고했다.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에 64.95%의 학생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음올알수있다. 

“대화뺑l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goAí가 ‘있다’라고 답했고，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깨.1%였다. 그런데 문 

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00%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전혀 최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었다는 것이다. 

“대화방에서 대화를 시싹고 끝맺을 때 상대방에게 인사롤 잘 합니 

깨”라는 질문에 대해 76.쨌6가 ‘그렇다’라고 답해 많은 학생이 대화뺑l 

서 상대$써l게 인사롤 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를 잘 안 한다면 

그 이유눈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찮다’가 가장 많았다. 특 

히 모르는 사람에게까l 인사를 해야 동}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 

각올가지고있었다. 

〈인터넷 표현 교육에 대한 경험〉 

먼저 “학교에서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 혹은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깨 예를 틀어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글쓰기나 전자 

우편 쓰기， 전자 게시판 글쓰기， 대화방에서 적절하게 대화하는 방법 둥 

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1"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가 많.6%로 ‘있다’ 

보다 다소 많았다. “있다면 어떤 과목에서 배웠는가?(있다는 학생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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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라는 질문에 ‘국어’라고 답한 학생이 46.70/0였다. 그 외 ‘윤리’， ‘사회’의 

순이었고. 44.4%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부분은 ‘컴퓨터 일반과목이었다. 

배운 적이 있다면 “그것이 인터넷에서의 언어 사용 방식에 얼마나 도 

용어 되었습니7Jl'!"라는 질문애 대해서는 ‘도용이 된다’는 긍갱적 반용은 

17.79%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반용이 윈.η%였고， ‘보흉이 

다’라는 다소 소극적 반웅이 때.앵8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관련 

수엽이 학생틀얘게 거의 도용울 주지 못했옴율 풋환다.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울 의향이 있습 

니까1"라는 질문에 대혜서는 ‘많이 있다’는 9.낌%인 반면 ‘천혀 없다 

&25%, ‘거의 없다’ 25.7%로 조사되었다. 다소 소극척인 ‘보롱이다’ 않f:BO/o 

를 더하면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에 대 

해 별로 흉미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의 륙성 

수업울 진행한 석미영 션생은 만'37채의 여교사로 국어파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경력은 14년이다. 대학원에셔 국어학올 전공했으며 봐사과정 

을수료했다. 

교사는 매체 관련 수업올 한 경험은 없었다. 그리고 인터넷 대화.~올 

이용해 본 적도 없어서 처옴에는 이 수업에 대해 많은 부답흘 느꼈다 그 

러나 이 수업을 위해 메신저와 채팅을 직접해보는 척극성올 보이면서 수 

업에 임했다. 

정규 시간을 4시간이나 활얘해서 연구 수업올 진행한다는 것은 실업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교사가 교감 선생님울 적극 설 

득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교감 선생님도 수업에 대해 많은 판심 

을 보였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고둥학교인 관계로 컴퓨터실이 비 

교적 여유롭게 갖추어져 있어서 컴퓨터실에서의 수업에는 큰 무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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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업 진행의 톡성 

수엽은 정규 국어 과목 수업 시간에 진행하였다" 1학년 3개 반에서 동 

일 내용을 수업하고， 수업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홍 

미와집중도룰높였다. 

수엽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율 충분히 숙지하고 과재훌 충실히 할 수 

있체 하거 위해서 주말을 꺼고 2주일에 걸쳐 4차시를 진행하였다. 이 가 

운데 1-2반만 필자가 수업을 관찰하면서 직접 비디오 촬영을 했다. 따라 

서 1-2반파 다른 두 반 사이에는 홍미도와 수엽의 완성도에 차이가 있었 

다.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수엽의 특성을 고려해셔 교실과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운영하였고， 첨단 기자재를 이용했다. 매 시간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배포해서 집중도를 높이려고 했으며， 

학생들이 척극적으로 인터넷 대화방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각 반 학생툴을 5개조로 편성하고 조별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학 

생들이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대화방을 사용하게 하 

였다. 이 대화방 대화 내용을 그대로 수업 시간에 텍스트로 활용해서 학 

생들의 홍미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2) 수업 내용 

(1) 교사작성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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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앤터뱃 빼확방확 륙생 차시 114차시 

수업 1. 대화방의 개냄과 인터넷 흉선 대화 방법훌 알 수 었다. 
목표 2. 대화방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훌 얄 수 었다. 확굽 정앵1-2 

3. 대화방의 유형과 륙성옳 알 수 었다. 
훈비률 컴퓨터， 혁습 자륙 대화 자훨핵스프1) 
과정 교수빡슐훨홈 비고 

도입 
，수업의 목표채시 

’획슐동기유발 
#. 빼화뺑l란? 
인터뱃 홍신화자률이 실시간으로 대화훌 주고받는 용간옳 말환다. 
장정 : 기슐의 발달파 두 사황t이상)이 현실 꽁간에샤 며주보고 대화 

하듯 글자훌 이·없뼈 빠르게 얘화 가능{신속성) 
#. 앤터뱃 홈신 대화 방법(수단') : 
글자를 전송하여 상대방의 화변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발화와 수용이 
이쭈어진다. 대화방 언어(구어채애 가까융)훌 사용. 
# 웰상대화와 ~}이첨(확생) 
1) 홍선대화는 기본적으로 률지훌 흉혜 말이 표현되고 천닮되는 갱 
얘서 얼상 대화와 다르다. 

2) 대화방 언어논 글말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옹 입말율 반영하논 면 
이 강함. 대화방 언어는 입말의 톡생윷 그대로 반영하면서 굴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글말이면서 업말이고， 업말이면서 글말이다. 이 

i표단 
러한 특성으로 대화방 언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올 보여춤. 

선진화 
전개 * 월만한 대화방 대화 (션쩔) 조건 기자재 

1) 같은 시간애 대화 사이트어! 접촉하여 ‘대확뱀빼신저)’이라는 공간 
활용 

에 함쩨 률어 있어야 대화가능 
2) 상대방의 말에 바로 답혜야 한다.(죽시성율 띠어야 한다:) 
#. 륙시생이란?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나 그렴융 읽는 방법 외에는 다혼 사람의 표갱 
이나 동작올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없기 때훈에 대답이 늦으면 더 답 
답하게 느끼는 환경적 쩨약으로 대화가 현실에 비혜 요히려 더 빠르 
게 .Ji환되는 현상훌 인터넷 뽕신 대화방의 ‘즉시성’이라 할 수 었다. 

t 혹시생(셔푸톨충}훌 보이놈 예<textl> 제시 
#. 혹시생의 훨엔 : 
û) 초기 홍신 비용 절감 원언(인터넷 천용션 시대애도 여전) 
@ 대화에서 주도권옳 잡으려는 의도 
@ 여러 사람이 대화합 째 얘화의 효홈율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 
#. 대희광의 유형과 륙성(확슐자효1. 훌용) 

정리 
대화방의 혹성율 알고 대화방 대화훌 위환 초편성과 파채 제시 

및과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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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2. 대화방 언어 표.1!l :iI:육의 썰찌 차시 214차시 1 

1. 대화방 언어의 표현과 푼제챔율 알 수 있다. 
경영1-21 목표 

2. 대화의 격률올 이혜할 수 있다. 학급 

준비물 컴퓨터， 학습 자료 대화 자료(택스트1， 택스트2) 
과정 교수혁습훌용 비고 

도입 
• 수엽의 목표제시 ’ 학습동기 유발 
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대화방 언어 표현 방식과 통일한 주채 
가 주어진 대화방쐐서의 대화방 언어 표현 방식의 채l롤 찾아봄 

으로써 대화방 언어의 문제점율 파악해 본다. 대화 규칙의 부재， 화 
제의 일관성 정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반웅 둥이 익명성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채점 해결방안으로 대화의 격 
률을제시 셜명한다. 

# 핵스트l(비주제화.) : 주제가 주어지지 않으며 화자률 간의 익명성 
이 유지되는 대화방1차시 제시 자료) 

# 펙스트2(주째화) : 깔， 4조 대화방 자료 
두 자료 %에 나타난 10, 표기， 내용화재이동)， 태도롤 비교해 본다. 
- 대화방상의 언어 표현(경제성과 편의성， 표현성 원리) 설명 

il단 선 
- 대화방 언어의 문채점(비규범적 언어 측면과 도턱척 측면) 설명 

진화기 

천개 
#. 대화의 격훌 

자재및 
학습자 

첫째， 인사를잘해라. 
료활용 

둘째， 가능한 높임말율 쓰고 올바른 호칭어룰 사용해라. 
셋째， 가능한 간결하게 함빠. 
넷째， 적합성이 있는 말올 해라 
다섯째， 순서대로 말하도록 노력한다 
여섯째， 상대방의 말에 동감을 자주 표하라. 

#. 익명생과 흉신 대회방 
대화뺨R서 익명성이라는 환경율 이용해 책임질 수 없는 말올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인간 관계 측면애서 얘우 부정적인 결과훌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대화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허위 
나 파장된 표현은 삼가꾀 자신의 말에 책임율 질 수 있는 태도흘 지 
녀야한다. 

정리 
대화방 언어 표현이 지니는 경채성파 편의성 표현성의 웬리 정리 
비규범적 언어 측면과 도덕적 축변에서 대화방 언어 표현 문채갱 정리 

및파재 
대화 격률에 맞추어 대화방 대화 시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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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핵팡 언어 표현 jf:육외 -i찌 iμl 314차시 l 
수엽 1. 대화방상애서 대화 격훌의 활요생훌 합 수 있다. 
목표 2 규칙얘 맞는 언어 표혐의 중요성을 안씩활 수 있다. 학급 경영1-2 

3 네타햇 10가지 수척과 유의사황옳 알 수 있다. 
준비물 확습 자:&， 대화 자i힐택스트a 빽스Ë4) 
파정 쿄수혁숍훌홈 비고 j 

도입 
’수엽의 목표채시 
• 학습동기 유발 
# 지난 시간에 빼훈 대확의 척톨훌 상기시킨다. 

# 멕어스1협트， 예3.4의(대쩍확 혹의면 척애톨셔 혁슐 훨후{깥ξ1죠 대확방 자료)톨 척톨확 
검토빼 본다'.(유인률 훌용) 

1. 다융 핵스트률 보고 찰봇된 표현옳 바르게 고쳐 써 보자. 
2 다옴 택스트가 대화 척롤얘 맞는지 검토혜 보고 격률에 맞게 고쳐 
써보자. 

3 이모티론이 사용된 곳과 종류흘 찾고 사용 이유와 느낌율 말혜 보자 

11. 빼스트톨 바황으로 대확의 척톨훌 옐명하고 효율쩍인 대확톨 위 
한 표현 훨핵와 l해티켓 유의사;빵. 껄명한다. 

- 대화의 시작파 종철시 반드시 인사훌 하고 자신의 신분울 밝혀셔 
우호척인 환위기얘써 대화활 진뺑합 수 있도혹 한다. 대화뺨R 률 컴휴터 

전개 
어온 사람률 모두가 대회·에 동참할 수 있도쭉 기다리는 Il}옴파 배 학 실슐 I 려혜 주는 마옴올 갖도륙 한다. 연대변 대회에서 느낄 수 없는 대 
화자의 표정과 옴색， 말투 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 자료 
가 많옴율 상기하여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즉시 드러 
내 대화의 분위기훌 흐리지 않도록 예의률 갖추도록 한다 

#네때켓 
# 대화팡 얘확에셔의 유의 사항 
φ 대화''Y빼 률어갈 때와 나융 때 반드시 인사훌 한다. 
@높임말울사용한다. 
@ 일후 사함돌만 알 수 있는 외계어 동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놓한 언어 규범울 지키도혹 한다. 
@간결하게 말한다. 
@ 욕젤과 비방율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말훌 끝깨l 롤어주고 동갑의 표현옳 많이 시용환다. 

정리 
핵스트애 나타난 푼채정훌 인식하고 느견 정율 말환다. 

및파채 
언어규범， 네티켓， 유의사항 풍율 고려하여 익명생 놓온 대화빙상에 
서 대화를시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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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화팡 언어 표혐 i표육의 월제 차시 4'4차시 

수업 
1. 이모티론의 종휴와 그 기능율 안다. 
2. 익명성 높은 대화방싼”서 대화방 표현 교육의 효과를 살 

목표 
펴본다. 학굽 청영1-2 

3 대화방상과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언어 표현율 반성한다. 

준비물 학습 자륙 대화 자료(텍스트5， 택스트6) 

과정 교수학습활동 비고 

도입 
, 수엽의 목표제시 
，학습동기유발 

# 통신대화빵” 쓰인 이모티콘의 종류와 그 기능올 설명한다. 
1. 이모티콘이란? 
이모티콘은 감정(Ð뼈011)과 。에흰I때，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표시 
형상)의 합성어.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동을 적절히 조합 
해 미세한 감정이나 특정인물 직업 둥의 의미를 전달하는 써버공 
간특유의 언어다 
2 이모티콘의 역할 
상대방의 감정이나 표정 동은 알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 
미묘하고 다양한 감정 표현올 해낼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올 간단하 
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 화자률 사이에서 자주 퉁장한다. 
예를 들어 상대빙에게 ‘사랑해’라고 쓰는 것보다 ‘사랑해 ’라고 하 

컴퓨터 
면 쑥스러운 감정을 함께 담아 전달할 수 있다. 

전개 3 관련 λ에트 제시 h뼈/121O.217.245.14Vgr없뼈tlm찌ahtm 
실 
학습 

웃는 열굴 표정 ^-^ "()‘ ^ o^ ^)^ ^(^ ‘ ^L^ ^ ̂  ^*‘ 
자료 

*‘* r.r. ^ E^ <^()> 
# 택스트5，6 제시(대화방 표현 교육 후 자료 익명성과 안면성 기준) 
# 대화방언어의 특정 # 
축약성(서울걸) I 편리성(지판타자-) .Jl.- ~I 은어， 비속어/ 
이모티콘 사용/ 맞춤법파괴 

# 대화뺑채탱)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읽고 대화방언어의 영향 
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 적어보기. 
〈주장1> “채팅 언어 문제 었다" 
〈주~~>'“채팅 언어 문제 없다 

정리 대화방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채점율 바르게 인식하고 건전한 대 
및파체 화방올 위한 노력율 생각해 본다. 



인터넷 대확빵 표현 교육 연구 329 

때 확습자훌 및 과채물 

@학습자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률 높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매 시간 수엽 내용을 학습 자료로 만롤어 나누어 주었다. 

1차시에는 대화방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한 학숨 자료훌 뼈포했고， 2차 

시에는 대화방 텍스트를 보고 대화뱅상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폭성과 문 

제점올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했다~ 3차시에는 두 개의 텍스트를 비 

교해서 잘못된 표현을 고쳐 써 보고、 택스트률 통해 대화의 격률을 이해 

하고 감정기호의 사용 이유 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했으 

며， 4차시에는 통신 언어의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볼 수 있는 

학습자료를배포했다. 

@대화자료 

교사는 실제 대화한 대화방 텍스트 즉 대화 자료를 사천에 입수하여 

매 시간 수업에 활용하였다. 륙히 수업 진뺑에 따라 학생들의 대화 양상 

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 성파를 반영하고 있는 

핵스트를 선택해서 활용했다. 

1차시는 수업올 받기 이전에 학생들이 특별한 화재 없이 대화한 내용 

올 담은 〈택스트1>올 활용했다~2차시에는 조별 과제률 부여한 후 학생 

들이 파채를 수행하기 위해 대회를 나눈 〈택스트2>룹 활용해서，<텍스트 

1>과 비교하는 방식올 택했다. 즉 특정한 화제가 있을 때와 없올 때의 대 

화 양상올 비교하고자 했다~3차시애는 대화의 격률에 대한 학습 이전에 

이루어진 대화 〈택스트3>파 대화의 격률올 학습한 후 이루어진 대화 

〈택스트4>훌 비교해서 학생훌이 대화의 격훌울 수업한 후 실제 대화 양 

상에 변화가 있는지훌 살폈다~ 4차시에는 학생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대 



였O 국어교육연구 채13집 

화뺨11서 제:짜와 언어규범을 준수하면서 대화률 한 〈택스트5>와 친구 

들끼리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 〈텍스트6>을 활용했 

다 

〈차시별 학생 대화 자료'})> 

.1차시 대화자료 

*텍스트1 : (즉시성올 보여주는 텍스트) 

7) 이 수업에서는 총 6개의 택스트가 수업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면 판계상 6개 텍스트 
의 모든 내용올 실지 못하고 발해뼈 실었다. 맞춤법과 띄어썩 둥의 오류는 바로 

잡지 않고그대로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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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앓m 김 용 태[ .•. 챔훌]념이 률어오셨숍니다*** 

김 용 태〉 아 디지재 심심하냉 
E 혀l리>> 0 l- l- l- l- l-
김 윤 태〉 혜리님 ‘ 

i 혀l리>>0 l- l- l- l-
*** 18:왔z2 하해인연끌에사랑]님이 들어오셨슐니다*** 

E 혀l리>> 너l? 
김 윤 태〉 선희농 어디갔냐용 -_-... :n 
S 혀l리>> -..; 
i 혀l리>> 깨di 
i 혀l리>> 저야 
S 혀l리>> 모르죠 
i 혀l리>> -..; 

김윤태〉홈홈홉홈"，，"" 
: 혀l리>> 민수량 잇갯죠 

*** 18:앓.fl 하해인연풍에사랭]님이 나71꼈습니다*** 
*** 18:웠44 r달롬*J [r달콤*J]님이 들어오셨습니다*** 
S 혀l리>> 0 l-옴 

*** 18:앓46 째끈활f강남쐐끈왈]님이 나가셨슐니다*** 

i 혀l리>> 0 l-옴 
:혀l리>> 0 l-옴 
김 윤 태〉 머 이래 --" 
S 혀l리>>0 l- l-l- l- l- l-
S 혀l리>>0 l- l- l- l- t l- t t l- t 
*** 18:앓ffi 임요핸나-민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S 혀l리>>0 t l- l- t t l- t l-
김 용 태>34명중 말하는사람이 딱 2?;; 
*** 18:.fJ:0l 심섬혀[훌웰公듀]님이 나가셨습니다*** 
김용태〉헥; 

(하램 

.2차시 대화자료 

* 택스트2: (대화 주채가 뿌여된 핵스트， 2조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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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하lyun" : 은경아 준호야 우리 속담 조사핵야하논거 흉류 알얘 
*뽑뽀해쥬깡 : 0 ]-L 1 --- 모르징. 
새내기고딩00: -_- 모엿드라 

H ahyun H: 그래;口; 

H ahyun ’ : 준호야. 내가 조사하라는거 햇어?? 
새내기고딩00: 아맞따~ 

H ahyun ’ : 내가 너한테 모하라고 했었지? 
새내기고딩00: 까묵엇썽 

H ahyun": 야 나도 모르는데 어떻하게-{)-;; 
새내기고딩00: -_• 모엿드라 
’ ahyun ": 내가 해놓으랬잖아‘ _-11 
*뽑뽀해쥬깡 : 나는 언어만 하븐 되정?격극 
H ahyun ": 웅. -
*뽑뽀해쥬깡 : 웅-- 월올까지 내자 
H ahyun": 한개더 조사하는게 있는데 생각이 안나 ππ 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자식， 여성남성 그다옴 하나 더 모있었는지 기억냐η 
*뽑뽀해쥬깡 : 음음 모정 앗 나도 생각안나 .. 종종 담임한태 전화해보께 
"ahyun H: 그래;口; 
*뽑뽀해쥬깡 : 격격격 배우는거 학업~공팍 같은거 
"ahyun" :웅. -
*뽑뽀해쥬깡 : 웅 근데 남자여자에 관한거 누가하는거야 
냄yun":그거 행이가 조사해서 보내햇어? 
*뽑뽀해쥬깡 :퍼극 그랭 근데 나는 좀 어려워 없다 π큐격 

Lh~ 애틀두없다야 까 
11 ahyun ": 보람아 언어에 관한속담 5개만 찾아주라 
나양: 언어? 。격 

11 ahyun ": 웅? 
q양: 발 없는말 천리 막 이런거---"? 
11 ahyun H:웅‘ 
H ahyun H 지금 조사 다 한거는 여자와 남자에 관한거” 부모와 자식” 

(하략) 

.3차시 대화자료 

* 텍스트3 : (대화의 격률과 예절 학습 전 대화 자료 2조 대화방 자료) 

위 〈텍스트2>와동일 

* 텍스트4: (대화의 격률과 예절 학습 후 대화 자료) 



용몹이가려워: 숙채률 하자염@!! 
내사랑오헨지: 그래 .. 
내시황오행지: 우리 주채가 머지?" 
쇠주먹자오늘주제는 
온몹이가려왜: 숙채가 머였더라
쇠주먹자 우리 체험학습 
내사량오렌지: 소풍-
내사랑오렌지:격격 

쇠주먹자 가고싶은고 
(중략) 

쇠주먹자 표준어 쓰고 
Tht美'yo 디: 숙제 안혜 
내사랑오렌지: 아 .. 
Tht美"y 0 0;: 웰리 하자고 
내사랑오렌지: 이게 숙채야 
T뾰쫓γ0 0;: 나 하고 스타 할꺼야 
내사랑오렌지: 하든지 
m쫓…yo 0;: 팡호 이새끼는 
쇠주먹자 예의 갖춰서 하는거야 
옹몸이가려꿔: 그니까 률리 하자격 
Tht美"yo 0;: 안 률어 율껄 
내사랑오렌지: 야. 
TIÆ美"yo 0;: 옷 사러 간다고 했는떼 
온몸이가려워: 개만 률오면 되네--;; 
내사랑오랜지: 우리 모두 표준어를 
내사랑오렌지:격격 
쇠주벅차 혐희가 말이 없네 
온몸이가려워; 핸만하면 쓰자고극 
내사량오랜지: 이련거도 안되나요.?" 
내사량오렌지: 이모티론 .. 
Tht美 yo 0;: 근데 
쇠주먹지f 글쩨，，// 
죄주먹자용 
내사랑오핸지: 아. 
내사랑오핸지: 그래 .. 
TM美‘yo 0;: 이모티콘 이 꿔내 .. ? 
옹몸이가려워: 웬만하면 쓰지알자고용‘ 
내사랑오헨지: ‘이건 번대요. 
내사령오렌지:격격 

내사랑오웬지: 이상해‘ 
온톰이가려워: 왜 나 이런거 잘써‘격격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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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대화자료 

* 택스트5: (익명성 높은 대화방) 

*** 21:14:æ 바른말쓰재옹폼이가려워]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패리도트、〉 안녕해요 
바른말쓰자〉 안녕하세요~ 
바른말쓰자〉 네~ 
바른말쓰자〉 저 채팅하면서 바른말 써보셨나요?? 

*** 21:15:14 - --L-L-L{@페탱떼잉님이 들어오셨습니다 *** 

바른말쓰자〉 안녕하세요‘ 
페리도트、 > 안녕해요 / 

--L-L-L) 앗녕하세요口〈 
페리도트、 > 바른말이야 ; 많이쓰죠 / 
바른말쓰자〉 그럽 맞춤법 같은거는‘?? 
바른말쓰자〉 죄송한 부탁이지만 그런거 지키면서 한번만 혜 보시면 얀될까요.?? 

-L-L-L> 어떤거요?? 
페리도트、 ) 맞춤법 대체로맞는데요 
바른말쓰자〉 채탱할 때 맞춤법이랑 표준어 쓰는 거 

-L-L-L> 아~ 
떼리도트、 > 띄어쓰기면몰라도 1; 
바른말쓰자〉 띄어쓰기 같은 것두요‘ 
바른말쓰자〉 죄송한데 한번만 부탁 드릴께요~ 
페리도트、 > 네에 
바른말쓰자〉 죄송합니다 
페리도트、 > 아니에요 호호 
바른말쓰자〉 그냥 얘기하면서 표환1 정도량 띄어쓰기만 잘 지키면 되는거니까‘ 
바른말쓰자〉 감사합니다’ 
패리도트、 > 하핫 아니에요 ̂

바른말쓰자〉 왜 아무 말씀들도.?? 
바른말쓰자〉 없으신가요?? 
페리도트、 > 기본들좀 깔아주시죠 / 
바른말쓰자〉 님이 먼저~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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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l물 

교사는 1차서얘 학생률올 5개조로 현성하여 조별 파채물옳 환여했다. 

파제물의 내용온 l조 ‘아홈다용 우리말 쪼사하'71’， 2조 ‘속담 조샤， 3조 ‘아 

름다품 이야기 조샤，4:조 ‘외래어 조샤， 5조 ‘홍신 언어 조샤 퉁이다. 교사 

는 학생률이 이 파채불옳 수행하기 위한 대화 창구로 대화방흘 이용하도 

록 유도했다. 결국 이 파채눈 국어교과와 판련된 내용플율 학생들이 조사 

함으로서 국어눔력올 함양하게 함파 동시에 인터넷 대화방 표혐 교육을 

위한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여하였다. 실제 교사는 2 
3， 4차시에서 학생들이 파제를 수행하거 위해서 대화한 대화방 택스트룰 

수업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 자료는 확생틀의 흥미 유빨fl 크게 기여하였 

다. 

3) 수업해 대한 반용 분석 

현장 수업의 성과훌 명가하기 위해 확생률을 대상으로 수엽 후 사후 

셜문과 심충 인터뽑)를 실시했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심충 인터뷰를 실 

시했다. 셜문과 언터휴롤 흥해 나타난 수업에 대한 전반척인 반웅을 분석 

해보고자한다. 

(1) 학생뚫의 ~웅 

현장 수업의 성과훌 평가하기 위해 수업 후 껄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후 

셜훈조사는 11훨 25엘(화) 3깨 반 94명(남$， 여:많)올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천 셀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 인훨에서 3명의 차이는 철석으로 인해 

8) 섬충 인터휴는 두 조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본고에셔는 지연 판계상 수업을 판찰한 2 
최1-2반)의 내용딴 살었다. 인터휴 대상 학생온 남화생 1명， 여학생 5명，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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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J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1-1, 1-2, 1-3반 세 재 반올 종협해서 분석했으나， 

1-2반은 별도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1-2반은 연구 담당 교사가 담임올 

맡고 있는 반이고、 펼자가 직접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수업올 관찰했기 

때문에 다른 두 반과는 홍미도와 성취도에서 치이가 었을 것으로 판단했 

기 때문이다. 실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흥미도와 성취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흥미도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은 재미있었습니까?"라는 질푼에 전체의 절 

반 정도가 ‘재미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1-2반의 경우는 ‘재미있었다’ 

라는 답변이 74.ZO/o인 반면에 }-}반과 1-3반의 경우는 33.33%만이 ‘재미있 

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2반의 경우 연구 담당 선생님이 담염을 맡 

고 있는 반이었고， 필자가 4차시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수업 

율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반에 비해 수업애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반의 경우 ‘재미있었다’라는 웅답이 여학생(!E.7%)이 남학생 

(fi)O/O)보다 월둥히 많았다. 이는 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남학생들에 비 

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iRk겁 성적에 있어 여학생틀 

이 남학생들보다 더 우수했다. 

다음으로 홍미도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위에서 ‘수업이 재미없었다’ ‘그저 그랬다’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들이 밝힌 이유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마용애 와 닿지 않아 지 

루했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륙히 1-1, 1-3반의 경우 ‘수업 내용어 허술했 

다’나 ‘지루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는 관찰수업이 이루어진 }-2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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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었다’고 합변한 학생률에 밝힌 여유로는 ‘형소에 하지 않았던 수 

엽이어서’， ‘학생률이 직접 대화한 내용율 가지고 수업올 해서’라는 답변 

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컴퓨터롤 사용해서 수업율 했기 때문에’， ‘평 

소 자신률의 언어 슐판올 돌이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풍의 답변이 많았 

다. 

심충 인터류에서도 수업에 대해 학생들온 대체적으로 만족스러훈 반용 

올 보였다. 특히 학생률은 자신둘이 직접 대화환 자료룰 수업 자료를 활 

용한 것이 매우 좋았다고 명가했다. 학생률은 친구률과 자신뜰의 대화 양 

싱율 보면서 스스로 문제점올 깨달울 수 있었으며， 그런 까탤R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답자 : 대화방 수업한 것 재미있었나요? 

학생 1,2,6 : 재미있었어요 

학생 3,4,5 : 보홍이요 

학생 4: 처옵엔 흥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면담자 : 어떤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학생 6: 이모티콘을 배워서， 몰랐던 것. 

학생 1 : 얘l들 대화하는 내용1 재미있었어요 아는 친구들이 나와서 

학생 2: 친구률이 저렇게 대화하는구나 하는 것율 보고 재있었어요 

@ 인터넷 대화방 표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인터넷 대화방 표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았올 

때 여러분의 의견용 어떠합니까1"라는 물융에 전체적으로 45.74%가 ‘충분 

한 내용이었다’라고 답했고， ‘조금 부족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lH7%였다. 

따라서 수업 내용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물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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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했다’는 답변이 1-2반(51.61%)이 1-1반파 1-3반(42.ffi%)에 비해 다 

소 많았고， 1-2반의 경우 ‘충분했다’는 대답이 여학생(61.90/0)이 남학생 

(l)O/O)에 비해 많았다.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F?"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 ffi.3%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대답했다. ‘효과 

적이었다’라는 대답이 1-2반의 경우는 87.00%로 1-1반과 1-3반(47.61%)어l 

비해 훨씬 많았다'. 1-2반의 경우 ‘효과적이었다’라는 대답이 여학생이 

9J.ZZOA}로 남학생의 7lf/o에 비해 많았다.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수업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물었다. ‘수업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밝힌 

이유는 ‘실제 우리가 대화한 내용으로 수업을 해서 수업에 열심히 침여해 

고 그래서 재미있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롤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이 가장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글이 아닌 자신들의 대화를 가 

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화방 표현의 문제점틀이 학생틀 각자에게 더 

욱 잘 인식된 것 같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답변이 이와 

같은 추론을 더욱 잘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충인터뷰에서도 

잘나타났다. 

면담자 : 수업방식 중 좋았다는 점이 있다변? 

학생 5: 학생들이 대화한 것을 보여주고， 모르는 사람과 채팅한 것을 보 

여준것이 괜찮았어요 

학생 4: 얘들하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욕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저 

런데 속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학생 1 :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결 직접 보면서 하니까 느낌이 

좋았어요 

학생 2: 자기가 찾아서 직접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어요. 

학생 6: 컴퓨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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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애서 학생롤올 조률 훤성해셔 작 조에 파쩨를 부여하고 그 파 

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별 대화를 인터넷 대화뺨il서 시행하게 하고 그 

대화내용을 수업 시간의 자료로 활용한 방법론이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 대화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일일이 설명하는 수 

업 진행 방식은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면담자 : 수업 방식에서 좋지 않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율까요? 

학생 6: 컴퓨터실에서 자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하는 학생들만 하는 것 

이좋지 없뻐요. 

학생 5: 수업 중 선생님째서 택스트률 읽고 우리도 갈이 읽고， 이건 이 

렇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쉬웠어요 

@ 인터넷 대화방 표혐 수엽의 효용성 

“이 수업이 여러분이 인터넷 때화뺑l서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 

끼1"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1-2반 ffi%, 1-1반파 1-3 
반이 47<>/0, 합계 쟁6였다. 효용갱에 있어서도 1-2반파 1-1, 1-3반 싸l에 

는 다소 큰 차이가 있었다.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인터넷 대화방 수엽이 자신틀의 

실제 대화방 대화에서 ‘도움어 되었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맞춤법의 필요 

성올 인식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 

기가 되었다’， ‘수업 내용이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맞춤법을 지키려 노력하 

게 되었다’， ‘대화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한다’ 둥을 그 이유로 밝혔 

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습관 때문에’， ‘생각은 

해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다 알고 있는 것이어서’ 둥을 그 이 

유로 밝혔다. 인터뷰에서도 같은 결과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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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이 수업을 받고 나서 어떤 점애서 도옴울 발았는지 얘기혜 보 

세요? 

학생 1: 깨달운 게 많은 것 갈았어요 대화하는 거 예의범절이나 컴퓨터 

할 때 띄어썩 같은 거 잘 해야겠다. 

학생 2: 저도 마찬가지에요 대화할 때 조심하게 되고. 

학생 3: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걸 잘 해야겠다. 

학생 4: 저는요， 애들과 대화할 때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마 

치 선생님이 ‘이건 틀렸어’ 하는 것 같아 대화할 때 매우 조심스 

러워져요. 

학생 5: 수업하면서 인사 예절 같은 거 잘 지켜야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욕 같은 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습관이 되어서 

빨리 안 고쳐지니까 이런 것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6: 저도 다 똑같아요. 

면담자 : 이 수업올 듣고서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나는 대화뺨M서 대화할 때 달라졌다고 생각 

하는학생 있나요? 

학생 2, 4: 저요. 
면담자 : 실제 어떻게 달라졌어요? 

학생 4: 인사갈은것은제가잘안하고요띄어쓰기나맞춤법 같은것 

은 지키려고 노력히는 데 지켜져요. 

학생 2: 맞춤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면담자 : 맞춤법을 지키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요? 

학생 2: 느려져요. 

면담자 : 그럼， 불편하지 않나요? 

학생 2: 불편혜요 

면담자 : 그런데도 왜 지키려고 하죠? 

학생 2: 배우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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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답짜 : 그렴 나머지 학생률은 생각은 드는데 왜 실천하져 않아요? 

학생 5: 쭉지률보낼 때 이건 띄어 써야되지 라고생각용드는데 귀찮 

아서 그냥보내요 

학생 1 : 생각은 드는데 습관이 되서 그냥 써져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4차시 수업만을 가지고 충분한 수업 효과 

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식에는 상대한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대화뺑l서의 잘못된 언어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 있 

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어려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수업을 받은 후 인 

터넷 대화방과 관련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지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요”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틀이 ‘우리 대화가 

이렇게 맞춤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욕설과 비속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화뺑1서 

예의를 지켜야 겠구나’라는 인식의 변화와 ‘감정기호’에 대한 관심도 두드 

러진 답변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컴퓨터 대화방의 언어 표현의 문제점을 실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문제접들올 이야기해 나갈 때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대화방 표현 교육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감정기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대화 

방에서의 감정기호의 활용도를 볼 때 감정기호가 대화뺨헤서 기본적 의 

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집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정기호 둥을 대화 

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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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업 후 태도 변화에 대해 물었다. “수업을 받은 후 인터넷 대 

화뺑1서 대화할 때 여러분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써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통신어를 자제하고 맞춤법을 

고려하게 되었다’(껑명)， ‘욕설과 비속어를 자제하게 되었다’(때명)， ‘인사를 

잘 하게 되었다(14명)，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었다’(8명) 순으로 답변을 했 

다 

특히 사전 설문의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깨”라는 질문에 대해 64.땅6가 ‘좋지는 않으나 습관적으 

로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자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설문의 “대화방에서 인사를 잘 합니까1"라는 질문 

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한 22.ffiO/o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수업을 받은 후 

인사를 잘하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화방 대 

화에서 상대~써l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음을알수있다. 

디음은 인터넷 대화방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물었다. “수업을 받고 난 후 여러분은 컴퓨터 대화뺑l서 대화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1"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fD%가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욕설과 

비속어 자제’(~.78%)， ‘규범에 맞는 언어 사용’(12.76%)， ‘대화의 격률을 지 

키는 것’(7.4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면담자 : 수업을 하고 나서 대화방에서 대화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 

한것 같아요? 

학생 6: 인사를 잘 해야겠다. 



학생 5: 인사훌 장 해야겠다. 

학생 4: 남의 말옳 존중혜야겠다. 

학생 3: 납올 비난하지 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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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 액절울 지키고 순서를 지켜가면셔 말해야겠다. 

학생 1 : 외계어를 쓰지 말고 맞춤법을 지켜야겠다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태도’나 ‘욕설파 비속어 자채’를 ‘규범에 맞는 언 

어 사용’이나 ‘대화의 격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은 이 수업이 맞춤법 동의 구체적 문법 지식에 덜 초점올 맞추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이 대화방 대화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및L에 대한 정중한 태도’나 ‘욕설과 

비속어 자제’는 생각과 함께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지만 ‘규범에 

맞는 언어 사용’의 경우는 습관과 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생각만 갖고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대화의 격률도 다소 막연한 감이 있어 학 

생들이 쉽게 실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욕설과 비속어의 자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롤 지키는 것 등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 인터넷 관련 과목 신설에 대한 반웅 

다음은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에 관해 몇 가지 사향올 물었다 

먼저 “여러분의 학업이나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를 대비허여 이러한 

수업， 즉 인터넷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깨”라는 물옴에 대해 전체 없.76%의 학생이 ‘있다’라고 

답변해서 인터넷의 표현 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올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수업， 즉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 

에 대해 계속해서 베올 의항펴 있숍니깨”라는 질문에 ‘의뺨l 있다’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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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SO/O인데 비해 ‘보통이다’가 õ7.74%로 조사되었다. 학생툴온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제 교실에서 이련 수엽이 이루어지는 것 

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생틀이 새로훈 교과목 

개설이 가져올 학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 

다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관련 교과 신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기지는 않 

았다. 주 1회 정도의 특기적성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과목으 

로 신설하기에는 배울 거리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반웅도 있었다. 

면담자 : 전에 이런 수업을 뻗}본 적이 있습니깨 

학생틀 : 없어요， 처옴이에요 

학생 6: 컴퓨터 시간에 통신언어에 대해 잠깐 배훈 적은 있어요. 

면담자 : 학교에서 인터넷 관련 과목을 만들어서 배운다면 어떨까요 미 

디어과목처럽 인터넷을 활용하고 인터넷에서 글 효고 하는 것 

틀을 종합혜서 배운다면? 

학생 6: 접수 주는 과목이면 좋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학생 3: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생 2: 교과서에 한 단원으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학생 6: 컴퓨터 일반 과목시간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쁜만 아니라 잘 쓰 

고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 

학생 4: 범위가 작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배우기에는 

면담자 : 그럽 어떻게 배우변 좋을까? 

학생 4: 한자처럼 1주일에 1번 

학생 5: 특기적성 시간에 

학생 2: CA시칸 

변담자 : 그램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올 것 갈아요? 



학생 4: 별로없율것같아요 

변답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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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 : 요즘은 자기 의사만 내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련 결 배워서 뭐 
하냐생각할것 같아요 

그러나 사전 설문의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 

해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 8.25%, ‘거의 없 

다’ 25.π% ‘보통이다’ 52.5ßO.t6, ‘많이 었다’ 6.1SO.t6, ‘매우 많이 있다’ 3.000/6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배울 의향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의 표현 교육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에 대한 경험올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사으I~띨 

교사의 반웅은 심충 앤터뷰훌 홍혜 얻은 결과여다. 

@ 학생틀의 대화방 표현 양상에 대해 

교사는 학생틀이 대화뺨’1셔 쓰는 통신 언어 중 감정기호의 펼요성올 

인정하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할 펼요가 있다고 했다. 감정기호의 지나친 

사용이 학생들의 문장력과 사고력의 저하롤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면담 

자의 걱정에 대해 교사는 문장력파 사고력 흩짧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국 

어교과R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대화방에서 감정 

기호가 효율척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생활 

에 미철 영향을 우려해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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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이 통신상에서 경제성과 표현성을 위해 사용하는 표현들 

은 나름대로 인정하고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언어규범을 지켜나갈 수 있 

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대화방 뿔만 아니라 게시판， 전자우편 

동에서 학생들은 감정기호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기장 

에까지도 당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감정기호를 사용하고 있었 

다. 또한 의성어와 의태어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우리말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매우 발달된 언어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도 표현 

을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지도하 

는데(빅언기 외， ::m3:2A6) 이를 대화방 표현 교육에서도 적절히 교육할 수 

있을것이다 

면담자 : 통신상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어법에 잘못된 줄임말이라든지 

발음 나는 대로 쓰는 표현이라든지 의성어， 의태어，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 사 : 이모티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왜요? 어떤 변에서? 

교 사 : 예를 들면 길게 나의 감정율 얘기 할 것을 간단하게 표정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감정을. 그게 한마디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난 부끄럽다 할 때 부끄럽에 관련된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나 

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참 부끄러워 이런 말을 길게 쓰면 그 부 

끄러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글자는 

영상으로 남지 않지만 이모티콘은 영상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면담자 : 학생들이 자기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교 사 : 읍 ...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 이모티콘의 장점만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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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살려야쨌지만 아셰률이 모든 것율 이모티콘으로 쓰는 게 아 

니기 때문얘 만약에 표현이나 문장력 이런 거는 통신상에서 문 

장력 키우고 이런 건 어협거든요 그건 따로 글 쓰는 시간 내에 

그 표현법율 다시 가르쳐춰야된다고 생각율 혜요 일상생활에서 

일반수업시간에. 

변담자 : 이번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대후분이 집에 가면 컴퓨터롤 켜 

고 잠잘 때 까지 거의 중간에 계속 메시지롤 주고받는단 말이 

에요 친구틀하고 대화를 몇 시간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죠. 우리가 지금 통신하고 일상생활 

올 구환하고 있지만 통신이 일상생활의 반 이~올 차지하고 있 

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올 때. 

교 사 : 일상어나 다름이 없지요 

연답자 : 일상에 대화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를 통혜서 하고 있단 말이에 

요. 그것율 딱 분리해서 거기서는 이모티론 쓰고 일상생활에서 

는 문장력올 다듬고 그런 것들이 가능활지 이런 문채에 대해서 

는어떻재 생각허세요? 

교 사 : 가농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훌 써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사 

실 홍신상에서는 일단 시간척인 제약이 었고， 그 다옴에 애들이 

원하는 게 길게 쓰는결 아주 싫어해요 긴 표현을 아주 싫어하 

기 때문에 짤막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추책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신상에셔 글을 바르고 길게 표현하는 것， 

내 감정이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수법이나 기법 이런 

것은 따로 다론 시간에 해서 실채로 쩍용예 안 되더라도 수업 

시간에라도 작문시간애 활용올 해서 익숙하게 해야지 통신%뻐l 

서 그것옳 원하논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통신상에서 자기 감정 

올 길게 묘사하거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는 통신 환경상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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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하고 아이들환태 인식을 시켜야 할 것은 통신%에서는 그 

렇게 해도 실제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의식율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굳이 통신상에서 길게 표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변담자 : 학생들이 통신상에서 쓰는 말들을 수업시간이나 시험지나 과제 

물둥애쓴걸보신적 있나요? 

교 사 : 글짓기 대회할 때요 이모티콘은 없어도 작년에 내가 깜확 놀랐 

는데 학교백일장을 했는데 예를 틀연 ‘~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했슴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를 ‘안냐세요’ 이런식으로 아이들 

이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을 실재로 학교에서 그냥 하는 

대로 백일장에도 그렇게 쓰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안 맞고. 맞 

춤법은 띄어쓰기도 그렇고. 한참 수다맨이 나외.)，.1 ‘~씀다’ 했잖 

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구요. 

면담차 : 아이들의 맞춤법이 많이 툴리는데 그게 인터넷 대화방의 영향 

이 크다고보세요? 

교 사 : 크죠. 굉장히 크고 아이들이 초둥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하면서 

처음부터 인터넷 대화방이라는 걸 했거든요 만약에 표준 대화 

빙이라는 게 있어서 표환}법으로 대화를 했다면 。에들이 익 

숙할 텐데 무방비한 상태에서 바로 시작어 된 거라. 아이들 입 

장에서 ‘~했슴다’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표준어라는 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서 두루 쓰는 거잖아요. 아이들 생각에 두루 쓰면 그게 맞는다 

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나 혼자 그걸 쓸 때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쓰니까 맞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걸 아무도 지적올 해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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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관련해서 

교사는 수업은 매우 홍미로웠고， 열린 수업올 할 수 있는 수업 아이템 

이었으며 수업 내용도 어느 정도 만촉스려웠다고 했다. 다만 연구자가 제 

공한 지도얀어 4차시애 소화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았다는 문제점을 지 

적했다. 

연구자가 수업올 관찰하고 녹화한 1-2반과 그렇지 않은 1-1반; 1-3반 

학생들의 흥미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면담자의 지척에 교사도 이 

를 인정했고1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 대화한 자료룰 수업에 활용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강반 학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방 대화를 실제 

수업에 활용했기 때문에 수업에 커다란 홍미를 느낀 반면에 다른 반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아년 1-2반 학생들의 대화 자료를 수업에 활용했기 때 

문에 덜 흉미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셀문과 학생 인터뷰 

에서도 잘 드러났다. 결국 금번 수업올 롱해 아무리 훌륭한 교채라도 학 

습자에게 홍미로움훌 출 수 없다면 교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학습 효 

파도 반감된다는 사실율 재삼 획언할 수 있었다.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대화뺑l서의 기본적인 언어 예절과 맞춤법 

교육。1 절실함을 느꼈다고 했다. 우선 문법 시간 둥을 통해 기본적인 맞 

춤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통신상의 언어 파괴 문제를 지 

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신상의 언어 파괴가 문법지식의 약화로 다시 

일상생활의 언어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또한 대화뺑써의 언어 규범의 확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머리로는 언어 규범울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 오랜 

습관으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교육만이 이 문제률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몇 시간의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생각에 변회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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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면답자 : 수업이 재미있었습니까? 

교 사: 수업은 재있었어요. 처음 했을 때 부담도 됐고1 될지 안될 지 

의구심이 많았지만 하면서 흥미로운 수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좀 많고 내가 체계적으로 준비만 제대로 했 

으면 더 재있게 열린 수업처럼 ... (열린 수엽이란 주입식 책상에 

앉혀놓고 선생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수업 학생 위주의 수업) 활 

용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아이댐이 

었다는 생각이 틀어요. 

면담자 : 그 느낌이 어쨌어요? 학생들이 대화뱀서 대화 한 결 보시고서 

교 사 : 대화할 걸 보고 국어선생 입장에서는 매스컴에서 떠들어 댈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충분히 기사거리가 될만허구내 이련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도 얘길 했지만 그래서도 교육을 했는 

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왜 고쳐지지 

않느냐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다는 거예 

요 근데 이 통신대화방이 작년 올해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이들이 초둥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어있는지 잘됐는지 의식조차 없었 

다는 게 문제였구요 이번에 발견된 게. 이번에는 그게 잘못됐 

다는 것을 재인식시키면서 ‘잘못됐다는 거 느껴요.’ 라고 얘기 

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일단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면답자 : 수업하시면서 저희가 만둘어 드린 지도안에 어떤 문채점이 있 

다고 생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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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 지도안올 4차시로 만훌어 준거는 실째로 4차시 수업하기애는 벅 

췄다는거예요 이 수엽이 좀킬째 한달 정도기간올주꾀 한 

차시 한 차시가 일주얼얘 한 번씩 대신 한 차시 시간을 2시간 

정도 주었으면 좋았율 것 같아요 %분 가지고는 조금 벅쳤다는 

거. 최소 한 시간 이상은 돼야 충분하게 만들어준 연구안대로 

되기가 쉬웠올 텐데 수업시간이 현실척으로 짧았고， 그 다옴에 

이어지려면 아이률 자료를 가지고 활용올 했어야했기 때문에 

그 자로호가 충분히 나한테 바로바로 넘어오지 않아서 풍부할 시 

간도 부족했고 아이들한태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결 한번 검토해 봐라. 문제정올 먼저 검토해 와 

라’ 이렬 수 있는 시간이 좀 펼요했는데 그러기위해서 한 차시 

률 일주일에 하나찍 했으면 충환히 발휘됐율 것 같아요 그댔으 

면 나도 충분히 검토률 하고 아이들한빼도 미리 검토해 오라고 

해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토의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라고생각해요 

면담자 : 학생률에게 중요한 건 흥미롤 가져。태는데， 제가 인터뷰흘 해 

보니까 그 3반 학생률온 직접 해 온 얘화뱅율 못 본 것 같아요 

2반은 재대로 다 봤고 그래서 재가 물어봤올 때 홍미5:.가 확실 

히 치이가 었거든요 2반은 핑장히 재미있었다는 반웅이 나왔 

고 3반은 별로였다 그렇게 조사됐어요 어떤 단훤도 마찬가지 

겠지만 이 단원도 학생률의 흥미률 유발시켜야 되는데 흥미를 

유발시컬 수 있는 방법이 있올까요? 

교 사: 내가처옴에 계획했던 거는 한반만했올때는그렇게 됐고다 

른 반을 각자 했던 거는 왜냐면 흥미로용 자토i가 남의 자료 가 

지고는 안돼요 자기네들 이름이 틀어가고 자기네들 이야기가 

나왔올 때 흥미률 갖는단 말이에요. 사실 l받'， 3반도 그렇게 시 

도롤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했죠 아이률이 자료툴 보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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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3반 아이들이 흥미률 봇 느끼는 이유는 우리 반 이이들 것 

이었고， 자기툴 것이 아니고 흥미률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에 

서 일단 흥미를 느꼈냐면 처옴에 우리 반 애툴이 아닌 익명 대 

화방 그거 볼 때는 굉장히 흥미를 갔더라구요 일단 자기랑 가 

까운 관련된 자료로 했으면 다들 흥미강} 높았올 거라고 생각 

해요 사실 3반이나 이런 반은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벅 

쳤기 때문에. 욕심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 : 수업해 보시면서 인터넷 대화뺑l서 이런 것들은 꼭 좀 가르쳐 

야 하겠다고 생각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 사 : 일단은 내가 가장 느낀 게 사람이 대화할 때도 말투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과목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측 

면에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하다. 언어 

예절， 욕껄 이런 것둘. 그 다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띄어쓰 

기가 안 되고 맞춤법 안 되는 거. 이게 아이들이 모르는 게 툴 

리는지 맞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표준어 교육은 

처옴뿌터 다시 해 쥐야 겠다’ 이런 생각어 들고 초퉁학교 때부 

터 맞춤법 교육어 안되어 있는거예요 예룰들면‘나는안간 

다’ 할 때 ‘안1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의 ‘않’올 구별 하지 뭇하 

는 거에요 고둥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나는 안 간다’ 할 때 

‘않’으로 쓰는 이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통신상에서도 

사실 간단하게 쓰려면 ‘얀을 써야 되는데 ‘않’올 쓴단 말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알고 쓰는 거야 맞춤법， 표준어 교육은 처음 

부터 다시 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옴에 

통신상에서 바른말을 써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면담자 :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업을 하고서 변화가 있었냐?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7-00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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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얘딴 변화가 있고、 2-3)0.16 정도는 실째척인 변화가 있대요 

쓸 때 생각해서 쓰고 욕셜율 안 쓰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 

면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재는 왜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습관 

이 돼서 안 된대요 이련 문제들은 어떻재 ... 

교 사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애률 써야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애 안 되 

니까 푼채가 아이률이 ‘용셜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 

각을 하면 이게 커다란 문젠데 교육을 받으면 대화빵써 자료 

를 뽑았올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왔올 때 욕 나오고 그런걸 

아이틀에게 보여주니까 ‘아우 왜 저래. 채 왜 저러니’ 이런 식으 

로 말 하더라구요 자기네툴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싫다’라는 결 의식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하니까 욕설이 떨 나 

왔잖아요 그거는 아는 사랍들 써에서는 욕이 안 나왔고 나쁜 

것올 보니까 욕 쓰는 거를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올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는 애률꺼리고 욕이 안 좋다는 결 아니까 

주춤하고 안 썼단 말이죠 그게 자꾸 나쁘다논 것올 얘기를 해 

주고 교육올 시킨다면 이제 대화빵R서 욕설을 하는 거는 많이 

흐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욕설을 하고 맞춤법 틀린 

거를 아무도 제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렵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올 통신 대화방에 누가 들어와서 ‘욕설을 

삼갑시다’ 아니면 ‘바른말올 쓰자’ 라든지 계속 홍보롤 하게 되 

면 생각올 할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네툴 스스로 고쳐가지 않올 

까? 얘툴한태도 개별척으로 불어보면 ‘그건 안 좋아요’ ‘안 좋 

온 거 아는데 하려고 하면 상대방애서 호용울 안 해겪요’ ‘강퇴 

당해요’ ‘물러나게 되구요’ ‘용수를 안 혜혜요’ ‘실제로 해봤더 

니 통훈서답 식으로 하연서 쩔국은 딴 방 만툴자고 나가버렸잖 

아요’ 아직은 이께 어셜프기 때문얘 그런쩨 이렇게 시도하는 사 

랍들이 많아지게 되면 모임율 만들어서 나가자던 사람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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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이쪽 대화방으로들어오지 않을까요? 

@ 인터넷 표현 교육의 펼요성 

교사는 인터넷 표현 교육이 꼭 펼요한 교육이라고 했고， 국어 교과에 

한 단원을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하이퍼미디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어과목의 인터넷 관련 내용은 교사가 말로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금변 수업처럼 학생들이 컴퓨터를 직접 활용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해l퍼미디어 환경의 구축 없이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 

렵다는것이다. 

면담자 . 수업하신 컴퓨터 대화방 표현교육이라는 수업올 하위 단원으로 

설정혜서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가르철 필요끼}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 사 : 일단은 작게라도 7차 교육과정의 국어(하)에서 그냥 한 페이지 

밖에 안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한 단원을 “언어와 생활” 이런 

식으로 잡。}서 그것에 관련돼서 깊숙하게 4차시까지는 아니더 

라도 2-3차시 정도의 수업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교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 

사를 만들어봐도 하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도 홈페이지도 만 

들어보고 게시판에 글도 올려보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과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 사 : 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보고나니까 아 이런 문제 

점이 있구나. 문제점올 알고 나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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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다면 그게 문재지요. ‘고쳐보려고 시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툴고 이런 교육。1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어 들고 

폭히 컴퓨터 교과 컴퓨터훌 눈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면 훨 

씬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갈아요 국어교파나 윤리 교과에서 컴 

퓨터예절이다 이러면 예절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컴퓨터가 눈 

앞에 있으면서 컴퓨터예절이다 이러면 진짜 와 닿겠다. 이어틀 

은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과 인터넷상의 예절을 분리해서 생각하 

거든요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닌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컴퓨터가 매개가 되기 때문이지요. 컴퓨터를 다루는 시간에 

교육올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지. 여건이 되어서 국어수업 

도 컴퓨터실에서 하면서 언어예절 동을 교육한다면 효과가 있 

겠지만 매시간 마다 컴퓨터실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미디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컴퓨터실올 쓸 수 있는 환경이 이 

루어져야한다는 거죠 국어 하권에 교과가 있지만 말로만 대충 

하고 념어가는 거지. 시청각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선 

결돼야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그러면 인터넷 대화방 말고 여러 가지 소통 매체가 었잖아요 

전자우편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대화방 말고 

또 좁 따로 수업옳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교 사 : 게시판 같은 경우는 오픈 되어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화방 말 

고 수업올 해야 된다면 게시판 교육율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게시판에 대해 어떤 교육올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 사 : 게시판 같은 경우는 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파급효과가 크다는 거지요. 

메일 갈은 경우는 만약에 파급효과가 있어도 한 사뺨R게 피해 

가 가고 나쁜 영헝::0] 끼쳐지지만 게시판에서 혹시 잘못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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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나쁨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정혜져 었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열어보면서 영향l 보이지 않게 파급될 수 있으 

니까 게시판에 올리는 언어 표현만큼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이어들한태 바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는 생각이죠 아이들뽑 아니라 게시판에 글올 올리는 사람들한 

테도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게시판에 글을 올 

릴 때도 생각하고 올려야 되죠 

4) 수업 곁과의 힘펙 

(1)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 내용의 적절성 

지식 측면에서 대화방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성을 나열한 것은 다소 

무의미했다. 또한 대화방 대화가 입말과 글말의 혼휩L이라는 점을 인식시 

킨 것은 바람직했지만 입말과 글말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부족했 

다. 대화의 격률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도 너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디루다보니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고 대 

화의 격률을 대화 속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실제 수행활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학생틀이 직접 대화한 자료를 텍스트로 활용한 것은 이번 수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는 데 가장 기여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화방을 이용해 대화를 진행했고， 자신들의 대회를 수업 텍스트로 

활용함으로써 홍미 유발과 자신들의 대화방 대화에서의 표현 양싱L에 대 

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대화방 대화 경험에 

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의 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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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규법에 돼한 새봐척 내용옳 다루지 옷했는테 그것윤 일상의 문법 

교￥R서 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수업에서는 언어규범 

파괴의 부작용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딴족한다. 

a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빌법롬의 적절성 

학생물에게 과제롤 주고 파제 혜결올 위한 의사소통의 공깐으로 대화 

t뿔 활용토록 한 것은 매우 효과척이었다. 그리고 학생둘이 실제 대:화한 

내용옳 수업 택스트로 활용한 방법론은 학생들의 홍미롤 유발시키는 데 

에 긍정적으로 가여했다. 하여돼미디어 교육의 교재는 역동적인 히·이퍼 

택스트의 모습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쇄된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제 학생들의 언어 사용의 모습올 살펼 

수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학생들의 언 

어 사용 모습올 보여주려는 욕심으로 더육 많윤 택스트률 다후었기 때문 

에 택스트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보면서 스스로 문제점율 깨닫게 한 것은 다 

른 어떤 혜스트를 보면서도 운제점올 언식하지 못했던 학생률이 자신들 

의 대화의 문제점을 깊이 각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효파가 있었다. 

다만 그 문채점율 세부 항목별로， 얘률 률연 언어 규범의 문채， 언어 윤리 

의 문제， 대화의 격률 문제 둥으로 체계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 

한 아쉬옵이 었다. 또한 학생물예게 자신들의 대화 양상의 문제점을 찾게 

한 것은 좋았으나 교사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후 학생을의 학습활동에 

대한 확언 작업이 이루어지지 없k다는 것도 문채였다. 이는 좀 더 많용 

시간율 할애했올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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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수업을 통해 학생물이 학습한 것온 무엇이었는기에 대한 분석 

@수업에서 의도한결파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인터넷 대화많벼l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지 

를 관찰하고 그 문제점올 인식하도록 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또한 이 

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컴퓨터 대화방 표현 양상에 대한 것을 왜 국어 시 

간에 배워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학생틀에게 주입하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통신 언어의 경제성과 표현성을 이해시키고 대화의 격률을 통해 효과 

적인 대화를 할 수 있옴을 주지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감정기호가 대화방 

에서 감정올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시킬 수 

있었다. 

@ 수업에서 의도했지만 제대로 얻지 봇한 결과 

학생들이 실제 대화한 대화방 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한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툴 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 

다. 그런데 자신들 대화의 문제점(맞춤법， 욕설 둥)을 인식은 했지만， 자신 

들의 대화 내용의 재미애 빠져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만 인식했지， 그 문 

제챔울 어떻게 고쳐야 하는 가에 대혜서는 관심이 부족했고， 교사의 지도 

도다소미흡했다. 

실제적으로 학생풀이 컴퓨터 대화방 표현의 O.}상을 이해하고 숙지했다 

고는 보기 어렵다. 인식은 전환시컸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 대화에 변화를 갖게 된 학생들도 습관으로 인해 여천히 많 

은 표현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물론 단지 4시칸의 표현 교육만으로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문법 작문 화법 둥의 국어 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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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문채륨 지촉적으로 다후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빵R서의 익명성옳 홍한 허위나 과장 사실 휴포 둥에 대한 정보 

윤리적 문쩨률 학생률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융바른 정보 통신 

윤리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송}는데 용설이나 비속어에 대한 문체는 

인식시쳤으나 허위나 과장 사실 유포와 같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훌 

했다. 

대화의 격률도 다소 추상적이어서 충환히 숙지허는 데는 어려움이 있 

었고， 수업시간에 학생풀이 텍스트롤 보면서 잘옷된 표현을 올바로 고치 

는 과정올 교사가 확언하지 못해서 학생둘어 수업 내용율 정확히 이혜하 

고 있는지를 피악하기도 어려웠다. 

4.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융 위한 제안 

1)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휩땀010헤함 내용 

인터넷 대화방의 표현 교육올 국어 교싹W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하나는 가상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서 만들어지는 대화방의 독특한 표현 양상올 탐구하고 그 표현 양상이 

갖는 순기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언어규범의 

잣대로 대화방 표현 양상의 역기능올 차단해 나가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터넷 매체 관련 단원에셔는 언어 규범의 파 

괴， 언어 윤리의 문채 둥 주로 인터넷 매체의 역기능9)만을 주로 다루어 

9) 이석주 외(:r02: 157)얘셔는 쟁보 홍신의 역기놓으로 언어 규범파 언어 율리의 파괴 
훌 지척하고 있다. 언어 용리의 파괴 혐상훌 무혜 표현 육껄 표뾰 저주 표혔 유혹 

표현 옴란 표현 과장 표현 둥으로 구환하는데， 홉셜 표현은 각종 재시판이나 대화 



360 국어교육연구 쩨13집 

왔을 뿐 순기능 측면은 소훌히 한 감어 척지 않다 인터넷 대화방울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를 창작활 수 있고， 강한 인간적인 교류도 

가농하게 된다. 또한 대화방율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 

로 활용하는 퉁 대화방을 의사소통의 공간으로서 뿔만 아니라 놀이 공간 

으로도 활용하고 있옴올 인식해야 한대민현식 외， am: 70). 

또한 대화방을 통한 대화가 면대면 대화에서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더욱 톤독히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가는 상웰R서 대화빙울 통한 대화가 이들의 대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은 지식， 기능， 경험， 태 

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0) 

(I) 지식 

@ 인터넷 대화방 의사소통의 톡성율 안다. 

@ 통신 언어에 반영된 경제성과 표현성의 원리를 안다. 

@ 대화방 대화의 격률을 안다. 

(2) 수행 

@ 대화의 격률을 지키면서 대화할 수 있다 

@ 감정부호와 의성 • 의태어률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율 효과적 

으로표현할줄안다. 

방의 욕설이 대표적이다. 

10) 김대행(:rot 2))에서는 국어교육의 내용율 지식， 수행， 태도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적 
절함율 주장했고， 이 연구에서도 그의 견해롤 따라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 
용올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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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규범율 지키연셔 대화할 수 있다. 

(3) 청험 

@ 천구들파 실쩨 대화방옳 흉해 대화혜 본다. 이때 연대면 대화헤셔 

하기 어려운 대화훌 해 보고， 그 느낌율 말혜 본다. 

@ 허위와 과장， 욕셜파 비속어률 사용했올 때의 대화 상대자의 반용과 

자신의 느컵이 어떠한 지롤 경험해 본다. 

@ 선생님 또는 부모님률과 대화방 대화률 시도해 본다. 이롤 홍해 세 

대간 의사소홍의 단절 문채톨 해소할 수 있는지 청협혜 본다. 

@ 일상생활에서 통신 언어폴 사용해 본 경험올 흉해 통신 언어 사용 

율 실제 생활에 사용했올 때의 문체점이 푸엇인치률 생각혜 본다. 

(4) 태도 

@인사롤잘한다. 

@ 다른 사람의 말율 끝까지 듣는다. 

@ 욕설과 비속어률 자제하고 허위사실올 유포하지 않는다. 

& 가상공간과 혐실옳 구별한다. 
@ 대화 시간을 정해 대화방 대화어l 중독되지 않도록 한다 

@ 대화방훌 건천환 대화의 장으로 만률도록 노력한다. 

2) 국쩌 과륙빼셔찍 씬터뱃 대획황 표현 교육 

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일상 언어의 삶옳 원활히 뼈 나갈 수 있도륙 하 

는 교과}연 학생률의 삶과 밀컵한 언어훌 교꽤R 반영혜야 하며(박인기 

외， 없앙 쟁)， 따라셔 인터넷 대화방의 언어 양쌍도 국어 교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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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파목에 〈히어퍼미디어 언어 교육〉이라 

는 대단원을 설정해서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휠국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햄플을 설정해서 해l퍼미디어에서의 의사소홈 능핵올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파 관련된 내용도 여 

기서 다롤 수 있을 것이다. 

고둥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에 역시 〈하이퍼미디어 언어 교육〉이 

라는 대단원을 설정하고 그 하위 단원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대화방， 전 

자우편 둥을 다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4차시 수업올 했던 각각의 항 

목에 할당되는 시수가 다소 줄어들어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생활과 ‘문법’， ‘작문’， ‘화법’ 과목애서 분산해서 다 

룰 수 있을 것이다. ‘문법’에서는 통신 언어의 언어규범 파괴 문제를 디루 

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작문’에서는 게시판어나 홈페이지에서의 

글쓰기， ‘화법’에서는 대화방의 대화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 

다. 

화법 교육은 ‘국어’ 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말하기와 듣기의 특 

성파 원리를 이해하고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율 채계적으로 습득하며， 다 

양한 의사소통 상뺑l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게 

한대교육부， aln:l~). 이러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성공 

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해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중대된다. 특히 화볍온 공식적인 말 

하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는 원만한 대인관계화 나.or:가 정확한 의사전달법의 일환으로 사회생활을 

잘 행할 수 있어야 한대박덕유; alE:16-17). 이러한 측면에서 대화방 대 

화를 화법 영역에서 디루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화법이 음성언어를 그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화방에서의 대화 양싱이 음성언어와 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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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대회쐐 포함셔쩔 수 있으며(권순희， 뼈11:1때)， 

화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데는 큰 무라가 없율 것이다. 

현재 7차 화법 교육 파쟁의 ‘내용 체계’에 포함된 화법의 원려에서는 언 

어예절과 정중 어법， 효과척인 의사소뽕을 위환 화법의 전략 둥올 포함하 

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의 내용 체계애 그대 

로 적용될 수 있율 것이다. 

3) 인터넷 대확방 표현 교육률 위한 션젊 고쩌| 

앞서 채안한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어 성공척으로 국어 교육애 접목 

되기 위해서는 다옴 세 가지 파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선쩔 파째 

는 인터넷 대화뺑만 국한되는 것。l 아니라 해1퍼미디어 교육 전체에 

해당종}는 것이다. 

첫째， 학교에 하이퍼미디어 환경이 구촉되어야 할 것이다. 혀이퍼미디 

어에 대한 교육을 효파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업 시간마다 컴 

퓨터실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교육환경에서는 원활한 교육。l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나마 인문계 고둥학교에서는 컴퓨터실마저 부족한 상태에 있 

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둘째， 국어 교사들의 히이퍼미디어에 대한 관심파 활용 능력이 필요하 

다. 인터넷 대화뺀1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언어 양~올 이해하지 

못하는 교A까 이를 교육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게시판이나 

홈패이지에서의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의 활용능력 뿔 

만 아니라 하이퍼미디어 언어 양싱벼l 대한 전반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 

한 지식은 국어 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올 의미환다. 

최근 언론학이나 신문방송학계에서는 미디어교육의 정규 과목화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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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쿄육올 언론학이나 신품방송학 출신 학생률올 적절히 교육시켜 맡 

겨야 한다고 주챙}고(옥성일;am， 안정임; 었β) 있고， 다양한 교육 방법 

을 모색하고 있다. 국어 교육학계에서도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하이 

퍼미디어 교육의 교수학습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절한 교재의 편찬이 필요하다. 하이퍼미디어 교육은 미리 제작 

된 언어 자료만 가지고는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이퍼미디어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에 의해 생성한 언어를 학습 대상으로서 

의 교재를 사용한다. 이러한 하이픽미디어 언어는 학숍차의 일상 언어를 

학습의 장에 수용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 

인 언어 환경울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이채연 때1:1따1여). 실제 

앞서 논의한 현장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학습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하이퍼 

미디어 언어의 역동적 모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재 편찬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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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d 

A Study on Internet Chatting Expression Education 

벼n， Surg-II 

Ths s뼈y PtlIJXl뚱sto cì:성밍1 않 contents arrl rretl뼈s of In없met 며빼쟁 

e짜JreSSion 어ucation. It is 밟ause we 때mot æfer 어ucational 짜뼈α앉leS to 

따nmunication thra때l In따netrr빼ia， 때1Ích is gro때I핑 rrore α삐J!ar. 

For this purπJSe， the author investiga뼈 밍때$않m 빠따nsin In뼈netc뼈띠r쟁 

때 the current state of communication 없lOr핑 chattir핑 room users. Ba뼈 m 

마때ngsfrαn the investigation, a 않ac뼈19 plan for Intemet cha뼈19 않pres업on 

was drawn 뼈 the plan was provi뼈 toa te<앙1er so that the 않acher αætes an 

ac뼈 cJass plan. U밍ng the cJass pl와1， teachers taught lst-year high 양K때 

students. After cJass, the students and the teacher filJ어 out a questionnaire 머x:\ 

were interview벼， ar피 their 때nions on the 따1뼈lts arrl rr빼xx:ls of 斷바19were 

collec뼈 Thrα생1 these Ilα:esses were found 삼le rø'떠Jti어1 of the s따:lentsar피 

the teacher on the neces빼 for Intemet 않α-ession 뼈.lcation， 와닙 벼뼈 m 얘1Ích， 

tea뼈ng IIlethods and αm않nts were IJreIEtrl 
Based on cαlCiusions drawn from this stt때" 뼈 author 때kes s맹gestions for 

Koræn 때lcation as follows. First, it is recessary to r뼈oct in te!빼ng con떠1잉 

eufunction외 as야rts of Intemet cha따19 such as the e-뼈I뼈nent of α얹tive 

않pression ability. socor넘， it is necessary to r번Jro: prα:øiy the αm따lts of 

In따net chatting e짜:n-essiα1 in 없비ng ‘M없1’ 뼈 따ticularly ‘speoch.’ Third, it 

is necessary for αæhers to ~y attentiα1 to Internet chattir핑 arrl to deve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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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뼈파:riate tE삶úr땅 materials. 

[K얻T Wl뼈 in뼈'I:lt cl빼I핑~ eX):reS혀m 뼈X빼00， 따뼈úr맹 n밟뼈sar엄 αm빼ts， 

σeative 않J;reS없1 뼈Uψ" s{:뼈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