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짜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김정:q.' 

1. 문제 제기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지 몇 십 년이 채 되지도 않았 

는데도 컴퓨터와 인터넷은 그 이전의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변화보 

다도 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그것은 여 

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45.5%이다. 그런데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81.()o/O에 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조사 전 

문기관 닐슴V넷레이스탱스(Ni아senI!N앉Ra마19S)가 발표한 전 세계 217R국 

가정 내 인터넷 접속 비교 분석 결과도 이를 입증해 준다. 이 조사에 따르 

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 인터넷 접속자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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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융은 41.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의 청소년 인터넷 접속률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16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민경배 :IDn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때1년 12월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93.3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서 æ대는 84.6% l)대는 616%, 40대는 li6%, 

%대 이상은 8.;30/0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æ대，l)대， 40 

대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이용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될 사실이다. 특히 중학생 이상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00%였으며 그 중 

중학생의 이용융은 가장 높은 00.8%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올 바탕으로 볼 때 국내의 인터넷 주 이용충은 청 

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청소년을 정보화의 선두주자 

로서 낙관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역기능 현 

상1)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 입장이든지 간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인터넷의 사용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흔히 αmrærce(상거 래)， αmnmity(커뮤니티)， αntents(컨텐츠)를 일 

컬어 e-비즈니즈의 3c라고 한다. 그러나 ￡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제4의 

c 즉 Culture(문화)에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 사이버 문화 교육의 부 
재는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각급 학교의 인터넷 교육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활용 

1) 인터넷올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은 주리애， 권석만{:IDU올 참고할 것. 
이들은 인터넷의 3대 기능을 정보제공， 의사소통， 오락으로 보고서， 정보제공과 관 

련된 문제행동으로 유행정보 제공 행동， 유해정보 사용행동， 개인정보 사용행동， 과 

도한 정보탐색행동，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문제 행동으로 성관계 추구행동， 공격 

적 가해 행동， 상엽적 착취 행동， 과도한 교류 행동， 오락 기능과 관련된 문제 행동 

으로 게임 중독행동， 도박 중독 행동， 성적 자극 중독 행동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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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정보검색능력의 함양이라는 ‘컴퓨터 활용 기술 능력’의 함양에 목표 

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공간이자 문화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대민경배， 21m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는 하 

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되 

는 교육 내용 항목이 여러 개 있다，2) 그런데 이것은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컴퓨터나 인터넷올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올 것인가 하 

2) 제7차 국어파 교육과정에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려된 교육 내용으로 다옴과 같은 

항목들올찾올수 있다. 
<3학년〉 

-쓰기 -

(7)글올 컴퓨터로 옮겨 쓴다. 

<4학년〉 

(8)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올 글로 쓴다. 
(기본) 컴퓨터률 이용하여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올 글로 쓴다. 

(심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신문에 실올 만한 내용올 글로 쓴다. 

<5학년〉 

-쓰기-

(9) 전달 효과률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기본) 글자의 모양， 크기， 문단 모양 둥올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보기 좋게 컴퓨 

터로편집한다. 

(심화) 그림이나 사진， 표 둥올 넣어 자신이 쓴 안내장이나 신문 기사를 보기 좋 

게 편집한다. 

ζ7학년〉 

말하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둥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 

다. 

-쓰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퉁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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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의 시각올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글을 쓰고 편집하는 도구나 표 

현할 내용올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 

을 뿐이지，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와 텍스트로서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가능성과 본질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접근에서 보면 한국은 정보화강국일지 모르나， 질적인 

접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문화의 형성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 

의 목적에 맞게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즉 정보의 검색， 이해， 평7}， 구성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 가구당 컴퓨 

터 보급률이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 둥과 같이 누가 얼마나 인터넷 

을 많이 사용하는7까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1 어떻게 인터넷을 사 

용하는가이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사용과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을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라는 새 

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방식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단지 종이 대신 화 

면에 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전자 글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 관점에서 전자 글쓰기의 일환으로서 전자우편에 

접근하여 전자우편 쓰기 교육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이용동기와 전자우편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동기에 대해 파파캐리시와 루빈(뻐取뼈S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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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 :ID))은 개인적 효용성， 정보탐색， 시간 보내기， 편의성， 오락성 둥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파커와 프랑크(뻐Ik & Plank, :ID))은 효용성과 

휴식으로 양분하면서 효용성을 동반자와 사회적 욕구를 원하는 사회적 

효용성과 학습 및 흥분 욕구를 대변하는 개인적 효용성으로 구분하고 있 

다. 퍼거슨과 퍼스(FI뺑uson & Perrse, :ID))의 경우 웹의 이용 동기를 오 

락， 시간 보내기， 휴식-도피， 사회적 정보 둥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에버솔(Ebersol， :ID))의 연구에서는 웹의 이용동기를 연구와 학습， 

오락，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시간 보내기 둥으로 나누고 있다(최영， 

때1에서 재인용). 이중에서 정보 검색， 오락， 시간보내기 둥은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둥 기존 매체의 이용 동기와 비슷하며， 인터넷이라는 매 

체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능해진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포함한 사회 

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특유의 

이용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최영(없:m은 인터넷과 웹의 이용 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인터넷 이용 동기를 정보검색， 오릭{휴식， 시간보내기)， 커뮤티티/ 

사회적 상호작용， 효용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민경배(ID2)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올 정보의 네트워크， 의미 

의 네트워크1 행위의 네트워크로 나눈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물질로 고착 

화되어서만 존재 가능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무형의 비트로 전환되어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제되고 링크되고 전송되면서 무한히 확장된다 

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서， 사랍들은 메일을 주고받교 채탕으로 

수다를 떨고1 토론방에서 격론올 벌이고， 또는 게시판에서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감정과 정서를 나누고 의견과 판단을 교환하는 둥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간에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온라인 공간에서 비즈니스와 쇼핑올 하고 교육을 받는가 하면 영화나 



156 국어교육연구 재얘 

음악감상， 혹은 게임을 즐기면서 휴식올 취하기도 하는 둥 구체적인 행위 

를 한다는 것이다. 

분류와 명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이용동기와 성격 중에서 타 매체와 가장 구분되면서 특정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우편이다. 

전자우편이란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면지를 작성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송신하는 것이다. 전자우 

편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가 

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자우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은 아 

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기술 

이다. 전자우편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 

게 접근 가능하대뻐an& 없때당1er， 1됐). 

황진구(때11)에서 청소년 정보화실태와 청소년 인터넷 문화의 특정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발표문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전자 우편의 이용 

변화이다. 청소년의 인터넷문화가 지난 특정은 일차적으로 왜 인터넷에 

접근하려하는개 보다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목적과 처음 이용 

하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서 찾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컴퓨 

터의 이용에 영향을 준 사랍의 경우 1!m년도에는 부모(24.7<'/6)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때1년에는 친구GE.7%)， 부모(25.1%)， 형제， 자매 

(1l5%)의 순으로 변화되었고1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이용목적에서도 인터 

넷(5'3.2(%)， 오락-(31.1%)， 문서작성(9.2%)， 음악감생4.7%)의 순으로 나타나 

1때년의 오락， 통신이나 인터넷 문서작성의 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이용의 변화는 인터넷 이용목적의 변화와 연관되 

는데， 1!m년에는 ‘대화나 채탱’(앓.2%)， ‘핵습이나 진로정보’(22.6%) 둥의 

순으로 인터넷올 이용하고 있었지만 때1년에는 ‘전자우편’(2B.2%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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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 채탱이나 교우관계(18.1%) 둥의 순으로 변화되어， 현실공간에서 

의 관계를 확장하는 장으로서 인터넷이 주로 이용됨을 보여 준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벼l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 

을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우편이다. 정보 공유를 

위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며 비용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보고서('JJJ2.7)에 따르면 때1년 6월말 현재 전 

체 인터넷 이용자의 81.4%가 전자우편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자우편 보유자는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전지우편올 평 

균 1.857H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우편 보유2봐 주 평균 

송수신하는 전자우편은 49.2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반우편보다는 전자우편에 더욱더 의폰할 가 

능성이 많다.3) 따라서 전자우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전자우편 텍 

스트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전자우변의 기능 

전자우편의 기능에 대한 질문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자 우편이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우편의 정보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전자우편 

3) 본인의 경우 현재 일반우편으로 받는 편지훌 한달 동안 모아 보았는데 그 중 개인 

적 용무의 것은 한통도 없었다. 전화요금， 카드명세서와 광고물 뿐이었다. 그 중 초 

고속 통신 요금과 모카드 회사의 명세서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 

지도 전자우편을 이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nJ21년 한해동안 개인적 용무 

이든 공적 용무이든지간에 일반우편올 이용하여 편지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 

든 편지륭 전자우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158 국어교육연구 재O집 

의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 편지의 기능과 비교했을 때 전자우편의 두드러진 특정은 바로 정 

보적 기능과 관련된다. 전지우편은 단순히 편지를 주고 받는 수단만은 아 

니다. 아니다. 정보를 얻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정보 

를 얻는 것에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뒤적이고 다녀야 했지만 이럴 필요가 없는게 메 

일링리스트이대박우현t 1됐).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최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정보 제 

공자가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전 

자우편의 정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우편 시스템은 메시지 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률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우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이정복{없)2b)의 연구가 있다. 실 

제 전자편지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으로 그 구조적 특성과 기능， 그에 따 

른 언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a>대와 1)대 이상 화자 집단을 구별 

하여 세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정복(ax>'2b)의 연구에서는 전 

자우편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4) 

가 안부 묻기 : 안부 묻기， 안부 전하기 

나. 마음 나타내기 : 감샤 축하， 사랑， 불만 둥의 감정 나타내기 

다. 정보 전하기 : 비일상적 소식이나 구체적 정보 전하기 

라. 자료/행위 구하기: 자료 구하기， 행위 구하기 

마. 즐거움 나누기 : 재미있는 글 전하기， 재미있게 글 쓰기， 시간 보내기 

4) 이중에서 æ대는 안부 묻기 기능의 편지가 가장 많았으며 II대 이상은 정보 전하기 
가 480/0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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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나， 마의 기능은 상호작용적 성격이 강하고 다， 리는 정보적 성격이 

강한 기능이다. 가와 나의 기능은 일반편지와 별 구벌이 되지 않지만 라， 

마의 기능은 전자우편에 두드러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문 

책에서 편지는 친교를 위한 글쓰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은 친교 

의 기능 외에 그에 상웅하는 정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전자우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안부도 전하고 마음도 전하지만 

전자우편은 생각만큼 사적 접촉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 전화， 직접 대면과 비교했을 때， 직접 대면 접촉〉 전 

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순서로 사회적 실재감이 떨어진다고 한다. 

대인미디어의 이용과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선돼 행위 결정 요인과 관련 

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사회적 실재감과 용무적합성이라고 한다. 

각 접촉 매체의 선돼과 이용은 접촉 당사자 간의 친밀도 정도나 용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 

간에 그리고 사적 용무와 관련해서는 전화나 이동 전화 문자메시지가 다 

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대안민호， 때1). 

개 나 다의 기능처럼 매체로서 전자우편은 사적인 의사소통을 창조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들이 전자우편 의사소통의 ‘온기(w뻐뼈ü’를 

언급했다. 그러나 전자우편의 ‘온기’는 친밀성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즉 

전자우편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얽메이지 않는 친밀성이란 함축을 지닌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키운대Moran & 1빼sher. 때1). 그러나 전자우편 

에 의해 맺어진 사적 관계는 한 사람이 편지를 그만두면 쉽게 끊어진다. 

실제 세상의 판계가 없는 친밀함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우편은 문자 의사소통의 가장 빠른 형식이지만 가장 안전한 것과 

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Flynn & Flynn, 1~). Moran & 없.wi하1e!"(때11)에 

서도 전자우편 필자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수사학적 문제 중의 하나후 

전자우편은 일반우편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었다.5) 일반 



160 국어교육연구 째10집 

편지는 봉투와 인장이 있으나 전자우편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다는 것이다. 

우편엽서도 봉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엽서는 발신-수신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얽혀질 수 있으나 그 잠재적 독자가 한정되어 있고， 전자 

우편의 독자는 전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자우편은 일반우 

편과 달리 시스템에서 감시 통제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올 

여행하는 모든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우편과는 다른 이 

런 프라이버시， 안정성의 결여는 메시지를 형성하는 전자우편 ‘상황’의 일 

부분으로서 전자우편의 메시지를 특정 지울 수 있다. 즉 전자우편은 사적 

인 기능보다는 공적인 기능에 더 적절한 의사소통 매체라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우편의 기능은 바로 광고 기능이다. 

광고인들은 인터넷이 효과적인 광고매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전자우편올 

통해서 대량의 광고물올 값싸게 실어 나르고 있다. 

필자가 한 전자우편 계정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받은 61통 

의 전자우편 중 1통만이 공적인 기능의 편지였고 나머지 %통은 모두 광 

고 편지였다. 광고 면지는 전자우편의 제목에 [광괴라는 말머리를 달게 

되어 있지만， 사적인 기능의 편지인 것처럽 위장하는 광고 편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성인광고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무차별적인 광고편 

지의 홍수는 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전자우편의 긍정적 기능올 약화시 

키고있다. 

5) 최근 한 민간기업이 전자우편 해킹 및 조작， 인적 감시 둥율 흥해 직원들올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올 주고 었다. 고성표(3:α)，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 

다." 월간중앙 5월호 기사롤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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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우편 텍스트의 구조와 언어 

작문 이론， 의사소통 관련 분야， 관리， 원격 교육， 언어학 둥에서 쓰기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CMC(corr:p1ter-rr빼a때 corrmmicatiα1)의 퉁장을 반 

기고 있는데，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 

을 기대하고 있다. 즉 성 역할이 재규정될 수 있고1 나이나 권력에 따른 

위계가 깨어지고1 주변인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공간이 α，fC의 공간이 

라는 것이다. 

Moran & 없lwi하leI"eml)는 ακ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인 “전자우 

편은 새롭다{new)"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이는 새롭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전자우편을 새롭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는 어떤 순간에는 어머니 

를 닮았고，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를 닮았고 때로는 조부모를 닮 

았다. 마찬가지로 전자우편도 그 나름의 수사학과 언어에서 새로운 매체 

이기는 하지만 자선의 조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우 

편의 유전자 은행에는 이전과 현재의 모든 양식(mxles)과 인간 의사소통 

의 스타일이 있으며， 문어와 구어가 다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자우편은 일반편지와 비슷하며 둘올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 

나，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이전의 의사소통의 모든 형태)의 차이점이 존재 

한다고 본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우편은 저장되고 검색 

되며， 복사될 수 있으며， 둘째， 전자우편의 수송 속도와 반웅의 결과적 주 

기는 일반우편보다 훨씬 빠르고1 셋째， 전자우편은 우편 메일보다 안전하 

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우편의 존재에 의해 일반편지가 변경된 

다고 본다. 이전에 일반편지가 담당했던 기능들의 많은 부분올 이제 전자 

우편이 담당하고、 전자우편의 언어가 일반우편의 언어에도 침투하고 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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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의 차이점은 텍스트의 구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일반편지는 오랜 관습에 따라 쓰는 순서나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받을 사랍t호칭)， 첫 인샤 하고 싶은 말(사연)， 끝 인 

사 편지를 쓴 날짜， 쓴 사람의 이름을 갖춘 형식으로 쓴다. 전자우편도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게 머리부분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자우편의 머리 부분 

은 대개 보낸 사람과 날짜 받는 사람 제목 둥과 같은 송수신된 우편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우편의 본문은 실제의 편지내용에 해당 

한다. 따라서 전자우편을 쓸 때는 일반면지와 달리 보낸 사람과 날짜， 받 

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정복{:ID2b)에서도 전자우편이 일반편지와 텍스트 구조가 상당히 다 

르며， 이로 인해 편지 작성 과정에서 국어 화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갈 

둥올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전지편지에서는 배경정보 특히 보내는 사람 

의 이름이나 전자편지 주소가 본문의 앞쪽에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자들이 본문을 끝낸 후 보내는 사람을 밝힐지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는 것이다. 편지를 쓴 날짜는 거의 쓰지를 않는 데 비해， 똑같이 전자펀지 

의 머리부분에 전제되어 있어도 경우에 따라보내는사람~oo올림， 0 。 

드립)올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올 쓰는 것이 대 

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편지들을 살펴보자. 

〈편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일찍 가게 되어 무척 섭섭했어요 
.. 

. " 
기말보고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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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서 보니까 어제가 마감일이 아니라 최종본은 며칠 뒤에 수정해 

서 내도 되는 분위기이던데 .... 저도 며칠 뒤에 (다음주 수요일)다시 메일로 

보내면 안될까요? 

어제가 최종마감일인 줄 알고 부리나케 정리해서 내긴 했는데 영 찜쩡 

하네요 

‘교수핵습’과 ‘과제 구안’의 관계도 미처 정리를 안 하는 둥 .. ‘고쳐쓰기’ 

를 제대로 못 했답니다. ‘ 

정 O 。 올림 

〈편지 2>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웅 .. 전에는 시험이 끝나면 정말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았는데， 

이번 시험은 왜 이리 우울한지요. T.T 

교수님은 시험 기간에 뭐하세요.?? 

움 .. 시험 감독은 대부분 조교님들이 하시던데요 .. 

히히-- 지난번 시험에는 교수님을 봐었었지만 .. 

감독 않나오셔도 되는 거면 .. 여행이라도 갔다오심 좋올텐데 .. 

날씨가너무 좋아요--

시험기간 내내 날씨가 좋다가 시험 끝나자마자 구름끼고1 어제는 비도 

찍금 오더라구요.π.π 

하하하~ 

그래도. 부담이 줄어서 너무 기뻐요--

5월부터도 열심히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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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도 힘내세요-!!! *‘* 

〈편지 3> 
할롱 ...... 방가루--

무지 올만에 일케 멜을 보내는군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강?? 

나야머 아주 아주 잘지내시정 

대학생활이 조금 힘들어 빠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머 .. 나름대로 신나는 생활을 보내고 있정 .. 

언제 함바야하는데 

공주오면 낭주에 라도 연락좀해 

얼굴 함보장 ... 

그럼 대학생활 즐겁게 잘 보내시고 

연락꼭하썽 .. 

금 이만빠빠이 

〈편지 1>은 〈편지 2>와 〈편지 3>에 비해 보낸 날짜가 빠지긴 했지만 

일반편지의 형식올 갖추고 있다.<편지 1>과 〈편지 2>의 받는 사람은 공 

통적으로 펀지를 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편지 1>의 펼자는 

국어 과}이고 〈편지 2>의 펼자는 대학생이다'. <편지 3>의 필자는 대화 

생이고 받는 사람도 대학생이다. 

아직까지 전자우편은 일반 편지처럼 형식이 관습적으로 굳어지지 않아 

서， 앞의 예처럼 전자우편올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전자우편을 받 

은 상대방에 따라 받는 사람과 날짜， 보낸 사람 등을 생략하기도 하고 생 

략하지 않기도 한다06) 

6) 한 작문 교과서(지학사)에서는 전자우편을 쓸 때 일반편지의 형식올 따르도록 권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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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이 일반면지와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머리부분의 제목이다. 

이정복(:m2b)에서도 전자편지 텍스트 양식의 제목은 화자들에게 갈둥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목을 달지의 문제， 제목올 

단다면 어떤 내용올 제목으로 쓸지의 문제에서 화자들이 고민한다는 것 

이다. 전지편지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처음 편지를 

쓰는 경우와 자신이 받은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경우 그 양상은 다르게 나 

타날 것이다. 답장올 쓰는 경우에는 받은 편지의 제목을 그대로 붙이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또 자주 펀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경 

우 보내는 사람을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자우편만의 고유한 언어 사용상의 특정이 있을까? 전자우 

편을 쓸 때 일반편지나 면대면 접촉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적， 통 

사적， 그래픽적 선택을 한다. 전자우편이 시작된 이래 연구자들은 전자펀 

지의 언어가 하이브리드(hybrid)적이고， 문어와 구어 요소의 혼합이라고 

보았다. FI없없 Bnmner， W비뾰rnre(100l)은 전자우편의 언어는 엽서， 신 

문표제， 전보 둥의 요소들을 결합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자우 

편은 “쓰여진” 것이고 따라서 문자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지만， 말의 자발 

성과 비형식성올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대.Moran & 뻐wi양ler， :nn:없-없). 

전지우편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이정복(:m'2a)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우편의 언어를 음운 및 표기의 면에서 우리말 규범의 면과 어떻게 차 

이가 있는지 언어 변용 현상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 언어 

“전자우편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편지의 격식올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호칭이나 시후가 빠지는 경우가 많올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썼는지도 

빠뜨려며， ‘올림’， ‘씀’과 같은 표현올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전자 우편올 보내 

면 화면상에 “누가 언제， 누구애게” 썼는지가 자동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전자우 

편도 편지의 한 양식 이므로 본문올 적는 칸에 모든 사실을 적는 것이 예의에 맞는 

글쓰기 방식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의는 지키는 것이 서 

로에 대한 배려하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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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박동근(:m'2)에서는 통신언어 

의 범위를 논하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통신언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J)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신 언어의 연구는 주로 현 

실의 언어 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사용이나 규범에 어긋난 사용 현상을 분 

석하고 었다. 통신 언어의 이러한 양상은 국어학자나 문자 언어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문제꺼리8)로 여겨진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대화방의 언어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통신 언어의 문제점은 더 두드러지 

게 드러나보인다. 

7) 넓은 의미에서 통신언어는 의사 소통올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 

이며，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통신언어는 의사 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로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연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 

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훨}는 것으로 최소한의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8) EBS 방송 ‘우리말 우리글(없)2년 10월 5일， 10월 12일 방송 시간 : 토요일 오후 5:<<) 

-6:10)에서는 컴퓨터통신언어를 주제로 조오현 교수(건국대학교 국문과)와의 대담 

을 방영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통신언어가 일상언어에 영향올 주는개라는 셜 

문조사에서 æ.η%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통신언어는 

곧 언어파괴， 맞춤법파괴， 정신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도 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의 요지였다. 특히 통신언어와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은 염려를 나타냈다. 

“10대들은 언어가 제대로 익지 않은 언어 습득기에 있다. 그런데， 모방심리가 강하 

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10대들 사이에서 통신언어가 거의 일상언어가 되고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신언어의 남용은 자라서도 잘 고철 수 없어， 우리말올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까 사회생활올 영위하는 데 지장올 주고， 남 

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올 겪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 

는 습판을 길러야 한다. 언어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초둥학생들의 경우， 일 

상언어와 통신언어를 구분해 사용하는 분별력이 없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표준어나 맞춤법올 확실히 모르는 초등학생이 맞춤법과 문법에 어긋난 표기를 계 

속하다보면 자라서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기 힘들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는 사고가 자리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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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컵유터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 소통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방 둥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신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풍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는 점 외에는 홈왜이지， 게시판， 전자우연， 대화방 

퉁의 상황적 특성이 다르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비교적 현실의 글 

쓰기의 규범을 따르는 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앵에서는 쓰기가 즉흥적，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쓰기와 읽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연， 홈페이 

지에서는 쓰기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쓰기와 원기는 분리되 

어 일어난다‘ 

대화앵(채팅) 

때신저 

긍쓰기 상영 측흉씩， 록각석 용기적 

언어 사용 비영식껴 

욕허 상호작용적 

천2애연 | 깨시앙 I 홈".1져 

'1도객 째피씌 비동기적 

앵삭씩 

갱보적 

전자우편 쓰기의 이런 “상황”적 특정은 전자연지의 언어를 형성한다 

그러나 전자우연을 쓰는 필지에 따라， 의도하고 있는 독^~에 따라， 어떤 

기능이느냐에 따라 전자우연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연차는 다양하다 

5 전자우연 쓰기 교육의 목적과 내용 

몇 해전 “USA T，α때n지에 “What 암1때oyers 1따‘ For."란 기^~7~ 있었 

다. :ml명의 판리직 간부에게 전문직올 고용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 

올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태도였다 그런데 두번에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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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일의 경험과 학문적 혹은 기술적 훈련보다 

도 앞의 순위였던 것이대Booher， am: 3) , 

전자우편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자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7}에 대한 

교육은， 전자우편의 기능으로 보건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문화를 창조하게 하며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전자우편 쓰기 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텍스 

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우편의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박진형(1體)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글쓰기를 지도 

했다.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오류 수정의 과정으로 학생들 

의 프랑스어 쓰기 능력은 향상될 있었으며， 전자우편을 통한 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동기를 잘 활용한 것은 물론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전자우편을 통한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은 쓰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 

며 즉 프랑스어로 글 쓰기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한 글 쓰기 지도를 추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전자우편의 교육은9) 전자우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전자우편을 타 영역 

9) 박진형의 연구 외에도 전자우편올 교육에 활용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 

로 외국어 교수 학습에 전자우편을 활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전자우편 

을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수방법 차원에서 이용한 것이다. 

〈교육일반〉 

정혜선 • 최성회(l앉굉;)， 메시지 내용분석올 통한 전자우편의 교육적 활용 연구， 교육 

공학연구 14,2, 167 -lffi면. 
최성회(1細;)， 컴퓨터 풍신 협동학습과 관련된 요인분석 : 대학원에서의 전À}우편을 

중심으로1 교육공학연구 12.2( ’9il2)， 3-2)연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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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에 이용한 것들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 관련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심화 선태 과목인 ‘작문’에서 

하이퍼텍스트와 전자 작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문 교과서에서 주 

로 다루고 있는 전자 작문의 실제가 바로 전자우편과 게시판 글쓰기이다. 

학술지논문 ( 

박현주(:rol)， 전자우편을 활용한 교양영어 작문 교육 全南大어학교육 2:)， 1-18면. 

안종기(:rol)， 영어학습에서의 전자우편 활용， 대불대論文集 6(:rol.7), 49-η면. 
박진형(1ffi))， 전자 우편올 이용한 고등학교 프랑스어 쓰기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제8집， 프랑스어문교육학회 (1왜'. 11), 315-짧면. 
이의갑ü댔) 전자우편 포트폴려오를 이용한 영작문 수행 명개 교육과정평가연구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9-211연 
안병규(1體)， 영어교육올 위한 컴퓨터 매개 통신의 활용， 全南大어학교육 27,1, 32 
1-3;용면 

-학위논문-

김필선(었12)， 전자우편 기반의 학습평가 시스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근(aXm， 전자우편을 이용한 영작문학습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동국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주(3X)2)， 전자우편올 통한 영어지도가 아동의 문자언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 

향， 팡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31l2 

장은쉬al)1)， 전자 우편을 통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 

글쓰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배(때1)， 전쩌편을 활용한 영어 학습 동기 향상，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서숭기eml)， 중학교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전자우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애라<axJl)， 전자우편활동을 통한 영어 쓰기지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홍(1쨌，)， 전자우편올 활용하는 영작문 방식이 영어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 

김성해(3X)2)， 이메일(E-뼈j])올 통한 국어과 쓰기 지도 향상 방안과 인터넷 사용 언 

어의 올바른 지도 부산교육 제짧호，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176-1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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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반적인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서 전자우편의 일반적 특정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전자우편 쓰기를 하 

더라도 “전자우펀을 써 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거나 좁은 의미의 통신 언 

어로 쓰여진 편지를 제시하고 언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일상적 편 

지로 고쳐 쓰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전자우편 쓰기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작성할 때의 유의점과 전자우편 

예절을 언급한 것이 있었다. 

매일을 작성할 예의 유의하여야 활 점 (대한교과서뚜，)) 

· 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합축하여 간략하게 쓴다. 

•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단락올 구분하고 간결하게 쓴다. 

• 중요 단어는 대문자로 쓰거나 *표를 하여 다른 것들과 구분해 준다. 

• 한 줄의 길이를 너무 길게 쓰지 않는다. 

•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히고 메일을 보낸다. 

• 보내기 전에 내용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낸다. 

•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정중함올 지켜야 한다. 

• 가능한 한 메시지 끝에 시그너처를 포함시키되 4줄올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자우편 예철 (뚜)교학사) 

•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히고 편지를 보낸다. 

• 불특정 다수에 홍보 광고성 메일을 통시에 보내지 않는다. 

• 한번 전송한 편지는 다시 고철 수 없으므로 미리 편지를 작성하여 내용 

을검토한후 발송한다. 

•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올 즉시 지운다. 

· 자신의 ID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점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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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을 보내기 전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 제목은 메시지 내용올 함축하여 간결하게 써야 한다. 

· 가능한 한 메시지 끝에 성명， 직위， 단체명，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둥은 포 

함시키되 4줄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한 줄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고 제어 문자는 가능한 쓰지 않는 

다. 

· 메일 상에서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정중함올 지켜야 한다. 

전자우편 쓰기 교육은 막연히 유의점이나 예절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 

라 새로운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편지 쓰기 

의 관습과 비교하여 새로운 관습을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술적 

인 차원과 언어적인 차원으로 니누어 글쓰기 차원과 예절 차원으로 나누 

어 접근하여야 된다. “중요 단어는 대문자로 쓰거나 *표를 하여 뎌론 것 

들과 구분해 준다”처럼 외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특성에 맞추어 교육적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은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시안일 수밖에 없다. 교 

육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조사를 통 

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즉 실제 청소년들의 전자우편의 사 

용 양상과 전자편지 텍스트의 분석이 기초 자료로서 선행해야 하기 때문 

이다. 

(1) 언어적 차원의 교육 

@ 상활과 독자에 따라 다른 언어률 구사할 것 

사적인 용무와 공적인 용무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또한 

독자} 통신 언어와 전자우편의 관습에 익숙한 사랍인가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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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언어를 달리 구사해야 한다. 

F1ynn & F1ynn(l댔)이 구성한 전자우편 작성의 실용적인 지침서에서 
는 공적 용도 즉 직장이나 비즈니스 차원의 전자우편은 역피라미드 구성 

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긴 문장은 화면상 읽기가 힘이 

들므로 되도록 짧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한 문장에는 주요한 한 

아이디어만 담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제목의 활용 

전지우편 텍스트가 일반편지와 가장 다른 점은 제목이 있다는 것이다. 

제목을 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목 없이 보내거나 받은 편지 

의 제목을 그대로 받아 회신으로 보내기도 한다. 제목만 보고도 내용올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잘 달아 주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자 

우편을 받아보는데， 웹메일일 경우 화변상에 우선 제목만 나타난다. 따라 

서 제목을 잘 달아 주어야 받는 사람이 급히 열어 볼 것인지， 니중에 열어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목을 확실히 활용하면 독자가 면지 

를 읽을 때 유용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광고편지에 [광고]를 달아야 

하듯이， 자신이 구성하는 전자편지의 내용에 따라 제목에 [자료요청]， [문 

의]， [감사J， [과제제출J， [안부J， [학회공지]， [연구소공지] 둥의 말머리를 달 

면 읽는 사람에게 안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제목 연말 갱싼(→ [연구소공지] 연말 정산 ) 

보낸일시 [:m2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15:32:48] 

보낸사랍 권순회<0l197932163@뼈m뼈l.net> 

받는사람 <sclæm@뼈m빼l.net>， 예'lIIl짧Jæ@lyros.co.lσ>， 



전자우편 쓰기 교뼈 대한 연구 • 김정자 173 

〈밍lcxre@따m빼l.æt>， 이ly，때j@har빠bs.ccm>， 아lIIlY破때때1OO.CO.kr>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콜로퀴염이 있는 18일에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안 되시는 분은 준비되는 대로 1과제는 신명선 선 

생님에게， 2과제는 고영화 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교육연구소 

권순회 

(낀 매체 차원의 교육 

Q) 아바타와 전자서명의 활용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우편은 。빠타와 전자서 

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우편에는 끝인사와 보내는 사람을 생 

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서명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올 쓰고1 계절인사나 좋은 글귀 둥으로 전자서명을 구성하여 

활용할수 있다. 

@가독성을 높일 것 

전체 메시지에서 타자할 때 한 행씩 띄어 치지 말래never 없1비e

S{æe)고 권하고 있다. 독자는 하나의 단위로서 문장， 단락， 목록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면에서 한 행씩 띄어 치는 것은 의미를 덩어리로 파악하 

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단락 사이의 더블스페이싱은 

가독성올 돕는대Booher， 때11: 3). 

전자우편은 스크린 위에 글씨가 쓰여진다. 스크린은 종이보다 쉽게 눈 

에 피로를 느끼게 한다. 가독성올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글자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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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간 간격， 문단의 구분이 필요하다. 즉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야 한다. 보통 받는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가로로 너무 긴 문장이 되지 않 

도록 한줄에 보이는글자수로쓰고， 단락에 따라한줄씩 빈 공간을주 

어 읽기 쉽게 해 준다. 

@ 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울 활용할 것 

전자편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편지지를 활용한다든지， 편지의 내용에 알맞는 

음악을 함께 싣을 수도 있다. 전자편지의 목적에 따라 동영상도 함께 구 

성할수도 있을 것이다. 

@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구분 

여러 가지 기능의 편지를 같은 전자우편 계정으로 받았을 때보다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편지를 분리해 받았올 때 정보의 이용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업무용 전자우편 주소와 사적인 전자우편 주소를 마련해 사 

용하도록한다. 

@매체의 적절한사용 

전자우편이 모든 경우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전자우편이 효과적일 때 

와 전화가 효과적일 때를 잘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Bc때rer(때1)은 안 좋 

은 소식은 전자우편보다는 전화를 사용해야 하며， 전화보다도 면대변 대 

화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전하는 사람의 유감과 공감의 정도를 전할 수 

있어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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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올 통한 의사 소통 방식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교육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표 

적인 것이 교수 방법과 내용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이다. 

인터넷은 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형식이 가득찬 새로운 세 

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 

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에서 문식성과 기술간의 주의깊게 구조화된 연결 

(링크)을 부정할 수 없다. 무비판적인 열광이나 공포를 느끼면 중요한 논 

점을 놓치게 된대뾰따-son， 때n 무조건적인 거부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국어교육 과정에서 전자우편 쓰기 교육 더 나아가 하이퍼텍 

스트 구성에 대한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이 

나 멀티미디어를 교수 매체 차원이나 교재로서에서 활용하는 내용이 대 

부분이다. 이미 전자우편은 우리의 삶에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종 단체에 회원이 되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전자우편 주소 

를 쓰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은 이미 전화나 일반편지를 대신한 주요 

한 연락 방식으로 사용되고 었다. 국어교육이 학습자들의 국어 생활올 잘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 또한 국 

어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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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stract 

A Study on Teaching Writing of E-Mail 

Kim J∞ng-ja 

The 때따lter-m최ia때 corrmmication 뼈s been char휠ng rapidly. The new 

rr빼뼈s 뼈 systerns of comrrrunication 벼ve 때re out. Stu뼈lts are in r뼈 d 

않aching e-wri마19. Stt뼈lts must conStruct the fonn 뼈 con뼈lts a따뼈late for 

In뼈let rr빼a From 뻐s jX)int of 띠ew， 1 awuach e-rr뻐1 as a pm of e-writing. 

πle puijX)se of this pa야T is to sttIdy teaching writing of e-rnail. In the 7th 

curriculum, writil1g in COlTlp.lter and e-writil1g are pr며JOSed in contents sys뼈l 

But the con떠lts are r많1ized to the authorized textbooks variously. sorre 않xtbooks 

따1’t 않pl머n the rrethOO.s of e-rnail 때마19 but assigns writil1g of e-rnail to 

stt없lts. sorre 없:books pay at따ltion to problens of Intemet comrrrunication 

l머땅뻐ge. 

The 따lC.비I핑 wri마땅 of e-rr때1 is r많없ùedas 뼈 a벼ity of new corrmmication. 

Therefore the g'때 of teac바19 writil1g of e-rnail is to rr때re stt빼lts deVI려야빼 the 

communication 뼈lity. We have to establish the αmtents of teachil1g wri디I핑 d 

e-rnail accαÙÏl1g to the as야rt of 1와19Uage use and the aspect of rr뼈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