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문 수용자의 이해 반응과 이해 교육 방얀* 

권순회 •• 

1. 서론 

컴퓨터의 발달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신문 둥 매스미디 

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문화 교육 현상을 연 

구하고 국어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 상의 정보와 오프라인 상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 수용 방법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 수 

용 방법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매체 수용 

보다는 정서적 차원에서 무관심한 동조 현상을 일으키며 영상 이미지를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ml년 선정 중점연구소 2단계 연구 과제로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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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율라시옹1)된 현실올 소비하는 수용 양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의 분석은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와 오락， 정서 영역 둥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친교적 영역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분석은 채탱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교환적 영역에 대 

한 하이퍼텍스트 분석은 인터넷 신문올 중심으로， 문학적 영역은 인터넷 

소설을 중심으로1 오락적 영역은 인터넷 게임 서사와 유머를 중심으로， 

셜득적 영역은 광고와 토론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교환적 영역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분석으로 인터넷 신 

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신문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 

용이 있는 매체이다. 인터넷 신문에서는 수용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 

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수용자의 의견이 쉽게 피드백될 수 있다. 

종이 신문과의 변별성을 살펴보고자 수용자2)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난 리 

플올 중심으로 신문 수용자의 이해 반웅을 살펴보고자 한다. 리플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독자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 

게 된다. 이해 양상올 눈으로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 

나 이해 내용올 표현하고 있는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간접적으로 이해 양 

상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신문 수용자들은 어떠한 

1) 시율라시용은 시률라트래Sirr뻐없a)가 사회 생활올 지배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시 

툴라크라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올 존재하는 것처렴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 

다. 그러므로 시률라시옹은 허구가 현실올 구촉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현실이 

란 가상현실이나 초현실이 실재하지 않으나 관념 속에서의 실재률 인정하므로 ‘현 

실 이상의 현실’이대이정춘. :ID) :ffi). 
2)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자와 수용자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라는 
용어는 신문올 읽는 사랍올 가리키는 것으로， 수용자는 인터넷 신문을 읽고1 보고， 

듣는 사랍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첼하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신문올 

보고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애 주안점올 두어 관찰하였기 때문에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수용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인 관계로 본고에서는 수용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되 독재}는 용어도 아 

울러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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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자신이 이해한 기사에 대한 반웅올 구현하는지 살펴본 다음， 이 

해 교육에 대한 모렐올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차원의 논의를 먼저하고 인터넷 신문 

수용자의 리플에 대한 텍스트 분석 차원의 논의를 할 것이다. 일반론적인 

차원의 논의에서는 종이 신문과 비교하여 인터넷 신문의 기원 및 특정을 

살펴보고 독자란의 기원과 인터넷 신문에서 독자란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수용자의 이해 반웅인 리플 텍스트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찰하기 위한 툴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신 

문의 리플에 나타난 수용자들의 반웅을 태도 차원， 인지 차원， 문체 차원， 

문형 차원， 독자 설정 차원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태도 차원에 

서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용한 독자들과 인터넷 신문 기사에 수록된 사 

건에 대한 인터넷 신문 수용자의 태도률 조사하였다. 수용자의 태도는 크 

게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와 중립적 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인지 차원 

에서는 감정적 반웅， 실행적 요구， 이성적 판단이라는 툴올 상정하였다. 

그밖에도 구어체인가 문어체인7t에 따른 문체 차원의 고찰과 의문문， 평 

서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둥의 문형 차원의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질 

것이다. 독자 설정 차원의 범주에서는 리플올 읽는 독자를 누구로 설정하 

여 글쓴이들이 글올 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인터넷 신문의 기원과 특정 

1) 인터넷 신문의 정의와 기원 

인터넷 신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었다. 첫째는 종이 신문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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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올 통한 용라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신문 

이다. 둘째는 종이 신문 인쇄는 하지 않고 컴퓨터의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용라인신문이다. 셋째는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편집하여 

뉴스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야후코리아 네이버， 다음，3) 엠파 

스、 네이트 둥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스 페이지 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4)에 전자 신문(한상길， 191))이라는 용어 

도 쓰이고 있다. 한상길(191))에서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자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자 신문이란 종이 위에 인쇄되어 나오는 

신문과 달리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신문을 일걷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종이라는 매체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온 

라인 상의 신문올 인터넷 신문이라고 보겠다. 인터넷 신문이란 보면적으 

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신문올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과 별로 다률 바 없다고 보는 견해보다는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살펴볼 것이다. 

방송국에서 운영효}는 뉴스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터넷 신문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었다'. 1잃년 미국의 산 

호세 머큐리지가 통신망율 이용해 4，ro>명의 계약자들에게 신문을 전송하 

고 독자가 원하는 경우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거 기사 검색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인터넷 신문의 시초라는 견해(황현탁; 191))와 

3) 다옴커뮤니케이션은 신문 • 방송사에서 받온 뉴스률 그대로 소개하번 기폰 방식에 

개혁올 감행했다. 다음(daur찌은 am년 3월 4일에 뉴스 전문 서비스인 미디어 다음 
올 개설했다. 미디어다옴{rr빼a때.IIIlnet)은 æ개 신문 • 방송사에서 받은 뉴스를 자 

체 편집진이 새로운 화면으로 재편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획 • 혹집 코너를 확 

대해 ‘핫이슈토론’， ‘多音생각’ 동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며 ‘만화 속 세상’， ‘On 패r’ 

둥 엔터테인먼트성 독자 콘텐츠도 강화했다. 

4) 박금재때1)에서는 인터넷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황용석 외(때12)에서 

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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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뺑년 ‘시카고 트리블’지가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다" 1앓 

년 ‘시카고 트리륜’지가 전세계 신문 중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올 만들기 

로 결정(박금자， 때1)하였을 때， ‘시키고 트리블’의 기자들은 대충 세 가지 

로 반용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저널리즘이라는 새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에 긍정적인 집단， 변화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용하 

는 집단，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은 별개의 매체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이 

라며 변화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집단 둥의 반웅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 신문올 대하는 독자들의 반웅도 종이 신문 

대신 인터넷 신운을 더 즐겨보는 집단 종이 신문 보기률 굳게 고집하는 

집단， 필요에 따라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 둘 사이를 오가며 보는 집단 

둥으로대별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Ri년 3월에 『중앙일보내가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을 

제공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Ri년 11월에는 『조선일보』가" 1댔 

년 10월에는 『동아일보』가 잇따라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시작했다{한경 

석 · 정백， l'잃 :117). 

종이 신문의 출판이 없는 독립적 인터넷 신문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의 증가와 함께 :ID)년 1월을 전후해서 생기게 되었다. 머니투데이， 이데 

일리， 아이뉴스잃 오마이뉴스 동은 10억 전후의 자본금과 a)-OO명의 직 

원올 두고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제공하는 신문이대오연호， 때11 :æ), ‘새 

로운 인터넷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때1년 9월 창간된 프레시안은 

시민기자 개념의 네트워크에서 전문가형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취지 아 

래 시의적절한 칼럼과 분석 기사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넘쳐나는 정 

보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인터넷 신문이다. 뉴스 

(news)의 시대는 가고 뷰스(찌e뼈)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프레시안’ 

대표의 말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미디어오늘 었l3년 1월 9일재. 

그밖에도 포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다. 뉴스채널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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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뷰 순위51로 보면 야후코리아 네이버， 다음， 엠파스 네이트 퉁이 었 

다 지금까지 포털사이트들은 신문의 기사를 편집없이 게재했다 그러나 

‘미디어다원n빼adatnnnet)'에서는 a)7ß 제휴 언론사 기사는 물론 ‘네티 
즌 투데이’， ‘기획코너’ 둥 자체 기자가 생산한 뉴스까지 담고 있다 

2) 인터넷신문의 특징 

종이에 인쇄된 신문과 인터넷 신문응 각기 다른 매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은 독자들이 손쉽게 페이지를 넘겨 가며 전체적 

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도 있다 인터 

넷 신문은 인쇄된 신문에 비하여 기사의 물리적 인쇄 • 배포 과정이 생략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뉴스를 전할 수 있다61 또한 검색 기능 동의 부 

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신문의 특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신문은 텍스트 중심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 

이 신문과는 다르다 인터넷 신분은 그래픽과 시각 디자인， 통영상과 사 

운드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복합적인 미 

디어로 자연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 신문 중 동아일보(www따멍aoor띠는 듀스를기‘여 강‘ o를 

클력하게 되면 음성으로 기사 내용올 들올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률 이용하여 문자언어를 음성언어로 변환하는 기술ql이 이루어낸 성 

51 한국언론재단{http://www.‘qj.<rl<rll 쩌공 ‘포힐사이트 뉴스大戰"(경향신문 =년 3 
월 æ일자)에서 

611!m년 9월 다이애나 비의 사망 당시 인터넷 신운은 렐레비전보다 더 와르게 소식 

율 보도혔다 또 인터넷 신문옹 종이신문， 잡지보다 다이애나에 대한 모든 것올 알 

리는 더 많은 기사룡 실었다 이톨 계기로 인터넷 신문이 언론에 큰 영향력올 앵샤 

하는 얘쩨로 떠오르게 되었대박급자， :IDl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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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신문이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구성을 가 

능하게 하였다 

둘째， 인터넷 신문은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기사에 접하게 된다 다옴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권위 ‘전쟁 반대’ 의견서 파문”과 관련된 기사는 [인권위 직원 ‘파 

병반대’ 파장]이나 [인권위 ‘전쟁반대’ 의견서 요지] 풍의 기사를 클릭해서 

접근할수 있다 

~11" ‘’‘ ... I!!q " {:Ig". 
앙 :3;gg3:33·::;r;::. 앙" ‘:‘=""'. 

::1:%g짧입짧i짧織: 藝
:::::z:;T￡;;:.:정t/ )ll lI ll a "." ••• 색원τr 

• ! :ai---mass” g:Sie--gl·-i야l옆e !:ii 연샤 
. ' tlð ’.-,. ” g:rs￡:%i;:;tgss· a· e;@1u· 

〈그럼 1> 핀얻기사 링크 

""" f핏態 
...... 
1111" • 

”‘. ‘.~ . 

~ 

7) 문자언어용 용성언어로 연환하는 기슐에 대혜서는 AT&T.써트(http:ιwww.re없dL 

때m깨) 강조 그밖에도 용생언어률 문자언어로 연환하는 기숨얘 대해서는 바이보 

이스 사이트(htq;νWWW.이삐&∞krll 창죠 인간이 양용한 용성신호용 갱의왼 기 
호나 문자로 자동으로 전환시쳐주는 기술인 덕대이션따d때ool 프로그행융 소개하 
고 있다 또 억태이션 기술옹 크게 낭옥쩌 기슐과 대화쩨 기슐로 나뉘어지는데 현 

재 째계용갱영계의 기슐 수춘용 낭독셰 릭대이션 수준이며 머지않아 대화체 닥대 

이션 기술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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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터넷 신문이 기존 신문과 가장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점은 발행 

주기성의 파괴에서 찾올 수 있다 

다옹은 ml년 4월 l일자 18시 æ분과 11시 æ분에 제시된 디지털 조선 

일보의 첫 화연이다 

〈그림 2> 2003년 4월 1일 16시 06문 조선일보 

〈그림 3> 2003년 4월 1일 11시 26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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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없었다”라는 표제의 국방 외교 부분의 기사와 “무역 

적자 3개월째 계속”이라는 표제의 경제 부분의 기사를 시작으로 각 기사 

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스포츠 부분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사가 실려져 있다. 또한 기자들은 기사를 기록한 실시간올 

기사의 말미에 실어둠으로써 같은 기사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 

드되는 상황올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넷째， 인터넷 신문은 수용자가 정보를 찾는 역할이 강화되어 있다.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에 비해 편집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종이 

신문에는 글의 길이， 공간 구성에 따라 편집자의 의도가 드러났다. 그러 

나 인터넷 신문은 하이퍼텍스트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제한적인 컴퓨 

터 화변에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편집자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신문을 읽는 수용자는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가기보다 

는 수용자 스스로 기사를 선택하여 수용하므로 신문을 재구성하여 읽는 

다고 할 수 있다. 종이 신문이 신문사에서 독자로 향하는 정보의 전달 구 

조를 갖추었다면 인터넷 신문은 수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는 방 

식으로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과 다른 것은 상호 작용적 서비스 제 

공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맞춤 뉴스 셔비스를 들 수 있다. 이용자틀이 

미리 개인의 선호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송신자에게 전달하면 송신 

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이 맞춤 뉴스 

서비스이다. 맞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이 

용할수 있다.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역시 총이 신문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상호 작용적 서비스의 예이다. 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는 

관심 있는 주제어를 입력함으로써 펼요한 뉴스 기사만을 신속하게 찾아 

볼 수 있다{강상현 • 채백， ID2 : 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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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인터넷 신문은 기사에 대한 반용올 표현하거나 독자들의 반웅 

에 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었다. 보통 리플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올 이용 

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리플 제도가 너무나 제약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낙진(1잃)애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에 웹의 커뮤니케 

이션 특성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신문의 

화면 구성을 분석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은 웹 커뮤 

니케이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문자 

텍스트 정보가 여전히 인터넷 신문 햄 상의 뉴스 컨텐츠에서 지배적이었 

으며， 사진과 그래픽의 사용이 자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발신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없었다. 다만 많은 기사에서 정 

보제공자의 이메일로 연결이 가능한 정도였다. 이는 국내 인터넷 신문의 

웹 디자인 과정에 상호작용성이 구현되어 있지 않음올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에서는 사용자와 인터넷 신문사간의 상호교류적인 

정보의 흐름이 가능할 뿐 사용자와 다른 웹 생산 조직8)이나 개인간의 연 

결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곱째， 주요 일간지의 인터넷 신문들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인터넷 신문만의 독창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인물 정보 영화， 

부동산 정보 실시간 주식 정보 둥 다양한 정보 제공올 통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신문 방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올 하고 있다. 

미래의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에 맞도록 만들어 

져 개개인에게 제공되리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매체를 접하는 

독자는 뉴스의 생산 • 유통 • 소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속성 

8) 최낙진(t쨌)의 부정적인 시각올 만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가 있다. 신 

문@가게 http://www.new와월JeI'.oo.kr/는 인터넷 신문들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는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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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매체의 편집 고유성올 즐기려는 수동성을 이중적으로 간직하고 있 

다고 본다. 특정 매체가 만들어놓은 표준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그 표준 

에 대한 편안함올 동시에 느낀다는 것이다. 이중적인 독자의 특성 때문에 

기존 표준에 대항하는 새로운 표준의 둥장은 쉽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종이 신문 독지들은 쌍방향성이 결여된 직업기자들의 기사와 편집에 

답답함을 느낀다. 따라서 독자 스스로 인터넷 신문의 시민기자가 되어보 

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는 또 한편으로 기존 종이 신문의 편집 패턴과 독 

특한 맛(편집 고유성)올 즐기고 그것에 편안해한다. 이러한 독자의 이중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의 시민 기자들이 기존 표준， 기존 언 

론권력에 도전하는 것의 효과가 과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듯 편 

집 고유성과 독자의 이중성은 종이신문 직업기자들이 만들어놓은 표준이 

흔들리고는 있되 여전히 강조된다는 것올 말해준디{오연호， 뻐)2). 

종이 신문과 비교하여 인터넷 신문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 신문은 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판별하여 싣고 불필요 

한 정보는 제거한다. 반면에 인터넷 신문은 과잉 정보 데이터 스모그라 

고 불리는 공해까지 가진다. 수많은 연결 사이트와 하이퍼텍스트의 구성 

은 수용자를 미로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둘째， 종이 신문은 뉴스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 종이 신문은 크고 

작은 본문 활자와 사진， 다양한 제목들， 그리고 지면 분할 기술로 뉴스의 

중요도를 한눈에 알려준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의 화면에서는 뉴스의 중 

요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는 종이 신문의 전면을 화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9)를 제공하기도 한다. 

9) 디지렬 조선일보는 종이신문보기(IDF)서비스를 유료로、 동아일보는 무료(최근판만) 

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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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란의 기원과 리풀 제도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싣는 독자 투고의 역사는 근대신문의 효시인 『독 

립신문』에서부터 찾올 수 있다Ii'독립신문』에 이어 『동아일보내는 창간 일 

주일 후인 1때년 4월 8일자 제3면에 r독자의 성(聲)J 이라는 난을 마련했 

고Ii'조선일보냉는 1없4년 11월 z3일 조간 1면에 투고란을 상설하고 ‘독자 

기자제’라는 것을 만들어 독자의 지면 제작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국일보』는 1!ll5년 r독자문예J. 독자상담실J. 천자춘추」란올 신설하 

여 독자들올 필진으로 끌어들였다. 10C6년 9월 22일 창간된 『중앙일보4는 

제7호(9월 :æ일)째부터 r옹접실J，궁금증올 풀어드립니다」 란에서 독자들 

의 궁금증， 애로사항을 상담하다가 1쨌년대말부터 r제언」， r메아리」 풍 

의 투고와 r독자토론」， r나도 한마디」에 독자들의 사회 고발 주장올 싣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내 둥도 

모두 독자란올 운영하고 있대조정진， 1앓 : 41). 

신문의 독자 투고는 본질적으로 독자가 신문이라는 대중 매체에 접근 

할 수 있는 통로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만족할만한 접근이 실 

현된 것은 아니다. 게재 여부의 권한올 전적으로 신문사측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의 투고는 몇 단계의 편집의 과정을 거친다. 독자부 평기 

자의 취사선택에 의한 1차 심사와 독자부 데스크에 의한 수정 삭제 가필， 

편집국장의 최종 OK 둥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종이 신문과는 달리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리플 부분은 독자부 데스크 

에 의한 수정， 가펼 둥의 편집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게시글 삭 

제의 관한 원칙을 제시할 정도로 인터넷 예절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중 동아일보는 주요 기사에만 한정하여 ‘의견올리기’란이 

있었다. 그러나 :m3년 4월 1일부터는 네티즌들의 수준이 인터넷 신문 초 

창기보다는 높아졌다고 판단1이하여 각 기사에 대한 ‘의견쓰기’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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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기사마다 독자가 반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0) 초창기 인터넷 신문에서 게시글로 인한 고민올 게시글 삭제에 관한 원칙올 통해 알 
수 있다. 각 인터넷 신문들은 게시글 삭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디 

지혈 조선일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사전 홍보 없이 삭재되오니 이 정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햄성， 광고성， 상업성 게시글 

돈벌이 및 돈벌이 사이트 탱크 

경품 및 추천 가입 공지와 광고 배너 

특정 업체 상품 소개 및 홍보하는 게시글 

옴란물 게시 및 음란 사이트 랭크한 게시글 

유언비어， 욕셜， 음담패설 및 악의적인 비방 

행운의 펀지 

전 게시판에 중복해서 올리는 도배성 게시글 

게시판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 

게시판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은 ’무조건’ 삭제 

게시글 읽기 유도를 위해 내용과 무판한 ’제목’올 한 게시글 삭제 

삭제되는 게시글의 답변글 

내용과 상관없이 함께 삭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게제하는 글 

토시만 변경했올 경우도 삭제 

동일인이 다수의 m를 사용해 게제한 글 

특정한 목적으로 여러개의 m툴 확보해 글올 올리는 경우 

실명제 게시판의 경우 주민둥록법 위반으로 조처될 수 있음 

위 사항의 글은 게시판올 사용하는 샤용자로 하여금 

시간낭비， 불혜감， 불편함 둥올 유발시킨다는 것올 유념해주셔서 

모쪼록 유쾌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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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수용반응분석 

1) 리풀의 잃반적인 특성 

한상길(l9}))에 의하면 디지털 조선일보의 경우 인터넷 신문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 상황을 볼 때 a>대 가입자가 45.fØl/o, l)대 가입자가 41.00%로 

a> -:D대가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여자가 9.32% 남자가 !:X};앉%로 

성별 비율이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 각각의 매체는 강정과 약점이 있다. 각 매체 

는 서로 다른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가 감각을 통해서 세상올 인지하는 방법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셰드 

롭은 상호작용적인 매체를 타인의 경험을 위한 디자인으로 이해하고 있 

다{장동훈， 김미정 역， 없)2). 

종이 신문을 처음 펼쳤을 때와 인터넷 신문의 첫 화면이 뜰 때 어디에 

제일 먼저 눈이 가는가에 대한 포인터 연구소와 스탠포드대학의 실험 결 

과는 주목할 만하다. 종이 신문에서는 ‘사진과 그래픽’에 눈의 초점이 먼 

저 가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대부분이 ‘텍스트’에 눈의 초점이 먼저 간다 

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그래픽이나 사진에 이용자들의 시선 

이 먼저 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대다수가 인터넷 신 

문의 경우에 기사 개요나 제목을 먼저 웅시했다. 이처럽 그래픽보다 텍스 

트가 많이 얽히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사진과 그래픽의 크기가 종이신문 

의 사진과 그래픽에 비해 작아서 주목올 못 끌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에서 텍스트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디{황용석 외， :ro2). 

인터넷 신문 이용자들은 선태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읽는 특성이 있다. 

이용자들은 기사의 혜드라인이나 개요를 보고 의도적으로 선태한 것을 



인터넷 신문 수용자의 야혜 반용과 이해 교육 방안 a 

대부분 75% 이상올 읽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종이 신문 

을 읽올 때는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띠면 읽던 기사률 그만두곤 한대황용 

석 외， :m'2).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이해 측면올 살펴보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눈의 

초점을 통한 분석이 국어교육의 이해 교육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연구자는 눈의 초점을 분석하는 측면이 아닌 독자의 

이해 반웅 측면올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 

스트 분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 제시되어 있는 글들올 살펴보면 독자들이 인터 

넷 신문에 드러난 정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감정적인 방법 

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직관이 든다. 텍스트 분석올 통해 현상올 밝히고 

이해 교육 측면에서 교육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가 

정이다.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독자들의 반웅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디지 

혈 조선일보얘 나타난 ‘100자평 쓰기’， 중앙일보의 ‘나도 한마디’ 코너， 동 

아일보는 ‘의견올리기’ 코너 인터넷 한겨래의 ‘기사에 대한 의견’ 코너 둥 

이다. 디지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λ마다 독자들이 반웅할 수 있도 

록 구성된 경우이고 동아일보11)와 인터넷 한겨레는 기사에 관계없이 종 

합적인 형태로 독자들의 반옹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인터넷 한겨레는 

‘기사에 대한 의견’란에 독자의 반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기자 

에 대한 개별 반웅올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는 달리 공통 화제를 놓고 독자들이 반용하는 것을 참고하기 곤란하게 구 

성되어 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웅이 어느 정도 모아지긴 하지 

만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주제가 디론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웅도 함께 

11) :m3년 4월 1일부터 각 기사에 대한 ‘의견쓰기’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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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 뜨게 되어 있다. 인터넷 한겨레는 인터넷 상에서 독자 간의 상 

호작용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 리플에서는 독자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독자의 리플올 읽고 다른 독자가 그에 대한 반용 

을표현한글이다. 

(예-1) 16 아이디 : oceanspray 둥록일 : 3x)3랩얘 12: æ: 14 (인터넷 

중앙일보) 글쩨， 9번님의 말씀 .. 그리 말도 안되는것 같진 않은데요 요즘은 

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니.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실제 안에서 대중 

이 모르는 세상은 참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mlI1Oid라구요? 글쩨， 과연? 저 

도 오늘 에이즈와 괴질을 비교해서 생각해보게 되던데 .. 어햇든 저햇든 ... 다 

들조심하는게 좋겠죠 

(예-2) 10 아이디 :c.뼈때버 둥록일 : 3x)3쩌쩌 10: 58 : 00 

9번님， 당선같은사람이 바로 그런 풍문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SF소설 

이나 탐정소설올 넘많이 읽으신것같은데 그냥 그런 헛소리할려면 ... (*이하 

생략) ... 

(예-3) 9 아이디 : 따anna 둥록일 : 3x)3빼쩌 10: 32 : 19 

두고 보시라. 괴질에 대한 치료제를 6개월내에 발명하여 치료하기 시작 

하면， 그 회사가 또는 그 사람이 또는 그 국가가 괴질 바이러스를 퍼뜨린 

음모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자고로1 괴질 변종 또는 신종 바이러스의 백 

신은 최초 발견후 그렇게 수개월내에 백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음모 

론이라 함은 누군가 괴질바이러스를 예전에 미리 발견해 놓고 백신올 개발 

완료시킨다음에 병올 퍼뜨려 사랍들이 죽어 나자빠지면， 그 백신올 엄청나 

게 팔아먹으려는 음모라는 이야기다. 앞으로 향방이 꿈금하다. 

위 예문은 16번째로 글올 올린 사램예-1)과 10번째로 글올 올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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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이 9번째로 글을 올린 사람얘~-3)에 대한 반용을 표현한 경우이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글로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독자들의 반용올 비교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고 있다 아이디 paranna(예-3)에 대해서 

미때g떠l(여11 -2)은 부정적인 반웅을 하고 α:eansp-ay( 예-1)은 긍정적인 반 

웅올하고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 드러난 기자의 관점이나 기사 내용에 대한 

반용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반용올 드러내 

는경우가있다 

예를 들연， 다음에 제시된 ‘서울대 총학생회 통맹 휴업 결의’ 기사 내용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인 총학생회나 서울대 학생들， 교수들에 대 

한 반용을 드러내는 리플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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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힐 조선일보 2003년 4월 1일자 동앵휴업 기사 

〈그립 4>는 동맹 휴업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다음의 〈그림 5>는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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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얘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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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멀 조선일보 2003먼 4월 1일자 100자 쓰기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서는 종이에 글을 쓰는 식의 표현보다는 연대연 

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올 더 않이 쓰고 있다 실제로는 연대연으로 

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리플에 나타난 독자들의 글을 보면 마치 연대연 

으효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다수를 이룬다. 

그 결과 의문문을 이용한 셜의볍 표현이 눈에 많이 띈다 의문문으로 

글올 쓰고 나서 답변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었다 

(예-4) 58 신도철(쩨띠뼈15) 동록일 %깨115 : ()7 추천 2 

이 나라 미래률 집어지고 갈 지성인들이여 세계일류대학률의 실상을 너 

회를옹 。}는가 모르는개 알고도 시위문화， 놀이문화얘 미쳐있다연 참으로 

121 구체적인 문구는 부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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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너회들 현재 파병이라는 이유로 동맹휴업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도 세계대학듬과 격째이 가늑하논가? 

일류국가률 만들어나갈 지신들이 있는7t? 진정 지성인들이라면 스스로 자 

문자답해 보기 바란다. (디지럴 조선일보에서) 

(예-5) 국제유가 상숭하면 가격을 바로 올리더군요 그럼 국제유가가 하 

락하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야 하논 거 아년가요? 제 기억에 기름값 내리 

적이 몇 번 있었던 검로 합니다. 몇 십원 올리고 몇 원 내리면 남는 장사죠 

그령요 납고 맘고요 (장영익 • 산업자원부 자유토론마당; :ro2년 3월 3일 

디지털 조선일보 HOME>>서솔 • 오피니어>>독자의견>>지금 인터넷에선) 

(예-4)에서 “그렇게 하고도 세계대학들과 경쟁이 가능하겠는가-7"는 의 

문문올 이용한 설의법 표현아다. 리플 문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문문 

은 독자와 연대면으로 이。t기하듯이 표현된 것이다. 

(예-5)는 “ ... 남는 장사죠?"라고 질문하고 “그럼요1 남고 말고요”라고 대 

답하여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은 연설조의 어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 

인 연설문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를 사용한 공감적 호소 

의 표현이나， 반복의 표현은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호소력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바 있는 설의법을 사용한 의문문으 

로 연셜조의 어투를 구사한다. 리플에 사용된 의문문은 독자로부터 동의 

를 구하기 위한 기능， 독자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미래의 행동을 

제안하거나 요구하기 위한 기능 동을 하고 있다. 

리플이 독자와의 대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대화 양상과는 다른 면 

이 있다. 한 예로 간접표현의 사용이 드물다. 일상 대화에서 대화 상대방 

의 질문에 직접 답변올 하기보다는 대화 상대방이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 

하는 의문문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자기 주장을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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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문 

답법으로 잘 알려진 표현법이다. 또 비유를 들어 제자가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예수의 문답법의 표현 방식도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는 좋 

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터넷 신문의 리 

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서는 독자들이 훈계 어조의 문체를 즐겨 쓰고 있 

다. 

다음은 수원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오마이뉴스에 리플을 단 것이다. 

같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훈계와 연설을 하는 어조의 글을 

쓴예이다. 

(예-6) 지금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 

상당히 ... 심각할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 

부분별한 투쟁은 ... 더 심한 ... 

화를불러온다! 

지금이 ... 민주화투쟁하는 시대인가? 

현실을 .. 직시하는 눈올 가지길 바란다! 

우리가 .. 아무리 ... 외치고 투쟁해도 .. 

현실은 ... 뻔한거 ... 누구나 ... 다 아는거 아닌가? 

4천7백만이 ... 모두， ... 저기일 내버려두고 .. 

전쟁반대를 외치면… 나라는 누가 돌리겠는가r(오마이뉴스에서) 

‘너희들’이나 ‘학생 그대들’ 동의 대명사를 이용하여 리플을 읽게될 독 

자를 청자로 취급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은 독자 

를 의식한 행위로서의 글쓰기 특정을 나타내며 이는 대화형의 글쓰기라 

고 볼 수 있다. 말하기에 가까운 글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사고， 사건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의 고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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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결과 독자 역시 사고， 사건의 긍정 

적인 측면올 찾아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올 비판하는 반웅올 하게 된 

다. 부정적인 반웅은 비아냥거리는 어조， 반어적인 표현 둥으로 구현된다. 

(예-7) 10부제 시행한다니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골라서 탈수 있으니까. (장영익 • 산업자원부 자유토론마 

당" 'ðJJ2년 3월 3일 디지털 조선일보 댄)ME>>서솔 • 오피니어>>독자의견 

>>지금 인터넷에선) 

(예-7)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백하게 냉소적 표현을 한 사례이 

다. 그러나 냉소적 표현이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예-8) 00 백근한(inrs) 둥록일 : 04101 19 : 15 추천 : 1 

학생들아 반핵， 반독재도 표명하여 이를 어기는 세력도 아울러 규탄해주 

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저의를 의심하겠다. 

(디지휠 조선일보 :m3년 4월1얼자) 

(예-8)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진심올 

실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이다. 

2) 리풀 텍스트의 디충적 분석 

인터넷 신문의 수용자들이 신문 기사를 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디지럴 조선일보 댔B년 4월 1일자 ‘서울대 동맹 휴업’에 

대한 100자 쓰기 코너의 리플 62개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전통적인 

수사학의 표현 방법에 근거하였다. 

전통적인 수사학은 표현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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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수사학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세 가지 요소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팝고 있다. 표현의 차원애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차원으로 

표출되는데 이해의 차원에서도 에토스， 파토스1 로고스 차원으로 반웅하 

게 된다. 정보 이해를 통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차원의 반웅은 실행적 

인 요구， 감정적인 반웅，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의 반웅 중 감정적인 반웅은 정서적인 반웅과 감정적인 반 

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서적인 반웅이 긍정적인 태도를 표방한다면 감 

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태도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분 

의 경계가 모호하여 본고에서 감정적인 반웅으로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태도 측면의 분석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웅과 감정적인 반웅올 

구별하지 않더라도 논의의 흐름올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반웅이란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동을 포괄하여 수용자의 성 

격이 드러나도록 반웅한 양상을 말한다. 

인지적 측면의 실행적 요구는 정보를 통혜 실천의 문제， 즉 실제 상황 

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는 반웅 양상이다. 정보를 실 

천의 문재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는 반웅이다. 

인지적 측면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념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리 

를 통해 반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반응 

보다 옳은 반웅이라거나 실행적인 요구가 감정적인 반웅보다 바랍직한 

반웅이고 교육적인 반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적인 성격 

과 전파력올 고려하여 인터넷 신문의 리플애 인터넷 예절올 고려한 반웅 

이 이루어져야한다. 

전통 수사학의 표현 방법올 이용한 인지적 측면의 분석과 아울러 태도 

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태도적 측면의 하위 영역으로는 부정적 태도， 긍 

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를 상정하였다. 신문 기사 내용이나 사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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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독자의 태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리플의 특성상 독자가 또다 

른 독자에 대한 반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독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가 드러난다. 

세 번째로는 문체 차원의 분석올 하였다. 문화변에서 따져보아 말하듯 

이 리플올 썼을 경우에는 구어체로、 글 쓰듯이 썼을 경우에는 문어체로 

구별하였다.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구어체와 문어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0표시 대신에 A로 처리하였다. 또 처음에는 문어체로 

썼다가 리플의 끝부분에서는 구어체로 변화된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구 

어체와 문어체가 혼합된 경우에는 복수 항목올 인정하였다. 다음 예문에 

서 “~해야 합니다”는 문어체로 볼 수 있고1 “굴려라 얘들아”는 구어체로 

볼수있다. 

(예-9)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혈족효헬 

으k활닌묘 전투병올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공병대와 의무병을 보내는 것인 

데 왜들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한심스럽다 배운 사람이라면 머리 좀 똑바로 

굴려 라 얘들야{디지털 조선일보 am년 4월l일자 100자 쓰기에서-필자 떡 

어쓰기 교정) 

현대에 구어체니， 문어체니 하는 구별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컴퓨터 매체가 면대변 의사소통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어체와 문어체의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독 

자들의 이해 반웅의 성격을 규명해 줄 것이다. 

네 번째로 문형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면적인 문형올 가장 많이 

고려했지만 의미상의 쓰임올 따져보아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등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 서울대가 

희망이 없는 거야?"와 같이 물음표를 사용하였지만 의미상 의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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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서술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에 

서도 밝혔듯이 컴퓨터 매체가 면대면 의사소통 수단의 성격올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리플의 텍스트는 평서문 못지 않게 의문 

문이나 명령문올 다수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로 독자 설정 차원의 분석을 하였다".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고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은 독자를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셜정할 것이다. 글쓴이 본인올 주체로 글 

올 쓴 경우에는 1인칭 독자라는 말이 모순되어 보인다. 하지만 본고에서 

는 1인칭 독자로 볼 것이다. 자서전적인 문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플 

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의 유형을 살펴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독자 

를 설정하고 있는지，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터 

넷 신문 수용자의 태도와 상관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분석의 툴로 살펴본 디지털 조선일보 동맹휴업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디지털 조선일보 100자 쓰기로 살펴본 독자으I~융 

때도차원 인지 i애 
문제 

문행 i맨 독자생정 i맨 
차원 

번 
긍 부 중 강갱적 문 의 영 갑 갱 명 

독자고려반웅째 l 

호 실뺑잭 01생객 
구 

너 우 너 앤갱 3인칭 독자호명 
갱 정 

링 반용 요구 연안 
어 어 문 서 탄 유 령 니 

리 회 단수 획수 
적 석 셰 째 운 문 문 문 문 

1 110 o o 112 11 o 셔블대얘 찌안 

o o o A (냉소적) 

O o o o 저런 것 

o o o 2 1 2 o o 서울대학교학생들니 

5 110 o o 3 11 o 지성인 

o o o 1 11 o o 학생들 

7 110 o o 4 0 학생을교수를 

o o 0111 1 11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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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도차원 인지쳐훤 
문쩨 

문형 jt웬 독자셜갱차헨 
차원 

밴 
긍 부 중 강갱적 의 영 감 갱 명 

독자고려반용빼/ 

호 실뺑적 이생적 
구 문 

녀 우 너 앤갱 3인갱 독자호명 
갱 정 

링 반용 판단 
어 어 문 서 탄 유 령 나 

회 단수 복수 
객 잭 요구 채 셰 운 운 문 몽 문 

리 

9 o o o 2 11 o 지네들 

10 o o o 1 1 3 o 학생들， 2인칭독재JIJI 
생략 

11 o o o 11 2 o 내가 

12 A o 011 1 2 1 1 o 때학생들{냉소척) 

13 o A o o 너희들 

14 o o o o o 학생들，당선예 

15 o o 0 11 1 o 2인갱 독자표기 생략 

16 O o o o 에들아 

17 o o 011 1 4 o 교수닝을 

18 0 0 o 11 1 o 총학생회 

19 0 A 011 1 o o 저(독지에 대한독자 

반웅) 

m o o o 4 o 1~때쓰신분들 

잉 o o tdl 2 o o 우리，(사건자얘) 

a o o 0 11 4 o 철부지녀석 

23 o 0 0 2 o 놈쟁이들 

?A A o 0 o 대통령(냉소객) 

25 o o o 11 3 0 o 독자얘 대한독자반웅， 

박영호님 

æ o o o o 독자생갱훌분명 

27 o o 0 21 2 o 인간들 

al o o o 사립교 

g o o o 31 1 o 0)들이 

I o A o 011 1 O 
독째대한독자반용， 

국가원수가 

31 o o o A 

g o A [>11 1 o 독자셜갱 

---'-
불분명(냉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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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도차원 인지빼 
문세 

문영차윈 독자생갱쳐훤 
차원 

밴 
긍 부 중 구 문 의 명 감 생 영 

독자고혀반용빼/ 
호 

갱 정 
강생잭 셜웹객 이생간 

어 어 문 A1 단 유 령 냐 1 우 너 앤챔 3인칭 독자호명 

적 적 렵 
반용 요구 뺀 

채 제 뭉 문 운 문 문 
리 회 단수 복수 

잉 o o o 21 2 o 너내들 

34 o o 011 1 o 
운송혈님(독X에 대한 

독자반웅) 

li o o 011 1 2 o 
lì o o o o 젊어질이들 

m o o o 6 111 0 o 자예을 
g o o A 2 1 6 0 
II o o A 4 o 
.j) A o o 0 갱부 

때 O o 0 o 우리들 

42 0 o o 21 4 o 
(J o o o 11 3 A 

44 o o o 21 1 o 
.fi o o o 21 2 o 인{]-을 

4ì 0 o 011 1 A 

47 o o o o 
<Il o o o o 0[01들 

~ o 0 o 21 1 o (웹) 

!j) o o o 41 1 o 그대(학생)들 

51 o 0 o o 훌특갱 

;Q o o o I 1 2 o 서올대니들 

53 0 o o o 훌특정 

~ 0 o o 2 1 3 o 너희들 

ffi o o 0 01 0 o 우리 

ffi o o o 0 학생들 

s1 o o o 3 1 4 o 너희들 

!il 0 o o 31 2 o 너희들 

æ o o o 4 o 학생들 

m A o o o 학생을， 그때들{냉소척) 

61 o o o I1 I o 너때 

m o o o 31 3 o (동맹휴업→동앵휴학) 

합계 161 .fi I 11 2J % 뻐 371 a; 5/ 피l 131 4 llll9 4 1 2 141 16 찌 뺨분석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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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옥자 ~옹 양상 액문을 흰신 
용4 !항옥 액용융 합계 

|긍갱격 :58% 
태도차핀 「부정객 7l.ff'/o 100% 

|층경 1.6% 
l 강쩌 연인 <<i.(1% 

인지 .}원 11 요구 2i4% 100% 
| 。 연단 ?Af\% 

문세차앤 
:R7% 

100% 
41 .1% 

l문문 25.3% 
'lI Aj문 5R2% 

용형 차왼 깅 ?문 5.8% 100% 
1 F문 1.8% 
역렛운 89% 
나 11(1% 
L 5몽6 

특자셜갱 '}왼 
우리 2맺6 

100% 
너희 aJJ% 

’ 

3인 단수 zl.2% 
3인갱 복수 34.8% 

. 

l!311 a 

-- -
딛뭔 

--‘·…- 니 ‘., .. ‘ .• ~.. ~ 
〈그립 6> 막대그래프로 온 특자 ~용 앙상 

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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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성? 

〈그림 7> 익대그래프로 흥"1적 특자 'tH용 앙상 

독자들의 반웅을 드러내는 리플에 나타난 텍스트를 살펴보연 다음과 

같은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다 

다음 예문은 신문 기사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독자의 반웅을 나타낸 

리플 핵스트이다 

(예-1이 얘l디 ~η 둥록일 :3lli갱어 14: 16 여 (인터넷 중잉일보j 

젠장 요즈읍옹 신문사에서 콩이라고 하연 팔이라고 믿고 싶어진다 현실 

을 그대로 션하는 제대로 원 기사가 없고 모두 어떤 의도률 가지고 글올 쓰 

니 말쩌에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세툴 돌아볼 때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 

연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억울하지도 않은가? 

위 예문은 “이름만큼 괴질 안 무섭다끼라는 제옥으로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독자가 반웅한 사헤이다 (예-10)에서 독자는 기사를 읽고 긍 

정적인 측면올 찾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반용을 앞세우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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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을토로하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디지털 조선일보 :m3년 4월 1일자 동 

맹휴업 리플에 나타난 인터넷 신문 수용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태도가 72.~/o， 긍정적 태도가 2~igo/o로 나타난다.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진 

현상은 인지 차원의 감정적 반웅과 독자 젤정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독 

자로 설정하고 있는 현상과 상관관계가 있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서 부정적 태도와 감정적 반웅이 두드러진 현상 

은， 신문 기사가 사회의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기술하고 있는 특성과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 많은 수용자들에게 즉각적인 반웅올 이 

성적으로 통제하는 연습이나 교육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다는 것도 원인으 

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반웅은 교육올 통해 다듬어져 

야하는 영역이다. 

둘째， 인터넷 신문 리플에서는 논리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반웅이 더 

많이 나타난다. 감정적 반웅 46%의 대부분에서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출 

이 나타난다. 즉각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적 반옹은 바랍직한 형태라 

고보기 어렵다. 

셋째， 구어체가 문어체보다 많다. 구어체의 빈도가 문어체의 빈도보다 

높은 것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ακ)의 특성13)이 리플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인 글쓰기의 경우에모 독자를 

선태하여 말하듯이 글을 쓴다고 논의하고 있지만 리플의 경우는 즉각적 

으로 다른 독자가 리플을 읽고 이에 대해 반웅할 수 있다는 매체적 특성 

때문에 독자에게 말하듯이 글을 쓰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구어 

체 사용의 높은 빈도는 ακ가 면대면 의사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올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 

13) 권순회(때1)， r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J，국어교육J 1ffi혹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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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형 차원으로 리플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평서문의 비율이 

많21'/0， 의문문의 비율이 :5.3<lAÍ로 나타났다. 리풀 텍스트에서 의문문의 빈 

도가 명서문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척인 글과 비교한다면 

의문문의 사용 빈도가 높다. 리플에서는 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표 

기하거나 독자를 부르는 형태가 혼하게 나타난다. 리플 텍스트에서 의문 

문의 빈도가 신문 기사에 드러나는 의문문의 빈도14)보다 높게 나타난다. 

리풀올 읽는 독자의 반용을 유도하려는 리플 작성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 

로해석된다. 

또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명령문과 청유문이 독 

자를 끌어들이는 표현임을 감안한다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사용은 독자 

를 대변하여 말하듯이 끌어들이려는 언어 사용임올 알 수 있다. 

다섯째， 독자 셜정 차원에서 리플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3인칭 단수， 3 

인칭 복수로 독자를 젤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특정인이나 불특 

정 다수를 독자로 설정함으로써 독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발언보다는 감 

정적인 발언올 거침없이 하게 됨올 알 수 있다. 막연한 독자 설정은 언어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에 ‘우리 전달법’15)이 상대방올 

폰중하는 표현법인데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한 경우는 2.9%에 그쳤다.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독자들의 반용을 요약해보면， 기사에 대한 반대 

와 부정적인 시각의 표현， 구어적인 표현， 감정적 표출， 2인칭 복수(너희) 

나 3인칭을 독자로 설정하여 표현， 셜의법의 의문문 사용 둥으로 간추릴 

수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이 교육적 차원에서는 첫째， 

정보를 지식과 지혜의 차원으로 숭화하여 이해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 

14) 신문 기사는 대부분 명서문으로 구성된다. “서올대 총학생회 동맹휴업 철의”의 경 

우도 5개의 평서문으로 이루어졌다. 

15) 권순회GD)l)， r대화 지도를 위한 ‘청자 지향적 판정’의 표현 연구J ，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p.l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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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이해한 것올 이성적 판단과 실행적 요구 둥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함올 시사해 준다. 

셋째， 이해란 개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자에 영향올 미 

치는 방향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표현한다는 것 

은 개인적인 반웅을 아무렇게나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터 

넷 신문 독자가 기사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올 미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한 것을 표현 할 때 

독자를 설정하기 마련인데 독자틀에 대한 배려률 하는 차원으로 인터넷 

신문 독자가 반웅하도록 학교 교육에서 이끌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인터 

넷 신문의 리폴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적 반 

용은 표현에 앞서 이해하는 양상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 단계16)에서 지식의 단계와 지혜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 

에 부정적 반웅과 감정적 반웅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 신문 현상의 분석 

을 통해 국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의 제시가 이루어진 셈이다. 

인터넷 신문의 리플에 나타난 정보수용자들의 반웅올 보면 부정적인 

태도， 감정적인 반웅에 치우쳐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아직 인터넷 예절이 

나 공공성을 지닌 게시판에 글올 올리는 표현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 

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기술적 문명과 정신적인 문화 사이의 간격(g뻐)으 

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인터 

넷 정보에 대한 이해교육이 어떠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 

다.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 글을 볼 때 인터넷 신문 수용자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 수용자 

들의 비판적， 부정적 태도가 미디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비판적 문식성 

16) 다옴 철에서 이해 교육의 모벨올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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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비판적 문식성을 강조하여 왔던 미디어 교육이 초보적인 비판 

단계률 의미하는 것온 아니었옴올 인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파물로 

보건대， 비판적 문식성에서 더 나아가 창조적 문식성의 범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옴을 알게 된 셈이다. 

4. 이해 교육에 대한 구안 

리플을 통해서 살펴본 현상의 분석이 하이퍼미디어 시대에 접하게 되 

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이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어떠하다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고 할 

지라도 현상이 교육에 시사점올 제기한다. 

인터넷 신문 수용자들이 긍정적 태도와 이성적인 판단을 나타내기보다 

는 부정적 태도와 감정적인 반웅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반용을 나타낼 정도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사회에 대한 신 

뢰가 없는 형태로 신문 기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었다. 그 이유 

는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불신과 피해 의식에 근거한다. 불신과 피해 

의식으로 인한 감정적 반옹은 이해 교육이 단순히 정보의 취사 선택의 문 

제가 아니라 정서적， 감정적인 문제인 태도의 문제까지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시사해 준다. 

또한 비판적인 반웅과 부정적인 반웅에서 드러나듯이 비판적이고 부정 

적인 이해 양상에서 진일보하여 기사를 읽고 받아들이고 재창조하는 쪽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올 알 수 있다. 비판적이 

고 부정적인 반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창조 

를 위한 대안을 채시하는 쪽으로 독자들이 반웅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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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비판올 할 수 있다는 특권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고 국민이 주인이라 

는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륨파 시대 변회에 조용한 국민 의식의 반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 창조의 씨앗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 

판보다는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창조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건나와든(Gunawardtm)은 학습자간의 컴퓨터 매개 지식 구생 공유 방 

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구체적인 파정올 셜정하여 이론화하고 

있다{Gunawar없1a， et 머， 1007), 

1단계 : 갱보의 공유 몇 배.il 

정보의 공유 및 비교는 일상적인 교류에서 일반적인 관찰 및 문제의 제 

기 또는 질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관찰이 이루어진다. 

2단계 : 마양한 참여자들애 의혜 제기된 사장， 깨념 및 주장에 나타난 

불일치와 부조화의 발견 및 탐색 

학습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고 방식 및 지식의 구조와 새로운 관찰 

의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로 불일치의 규 

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질문올 던지고 용어， 개념， 구도 둥의 차이를 인지 

하게된다. 

3단째 : 의미의 철충 또는 져식의 공동 구생 

이 단계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절충 또는 명료화가 진행되며， 일치하는 

영역의 명확한 인지와 나머지 불일치 부분올 위한 상호 양해 및 공동구성 

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4단째 : 째안됨 종합 및 공동 구생의 검중과 조청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은 기존 인지 구도， 개인적 경험 둥에 반하 

는 검증 사항， 그리고 자료에서 제기된 반론 정보 둥올 검토한다. 

5단계 : 전슐， 동의의 구문화 및 새로 구생된 의미의 용용 

새로운 지식 구성 및 웅용을 구체화하는 메타인지적 진술과 동의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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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하여 정리한다. 

건나와든의 지식 구성 공유 방식올 참고로 하여 이해는 데이터에서부 

터 정보와 지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혜에 이르는 연속체로 볼 것올 제안 

한다. 

데이터와 정보， 지식， 지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데이터는 연구 조새 창조 수집， 발견의 산물이라고 한다. 정보는 데이 

터 중에서 관계와 문맥들을 드러내는 사려 깊은 메시지들의 전달을 의미 

한다.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함으로써 데이터는 정보로 변환된다〈장동훈， 김미정 역， :m2 

: ::ID). 지식이란 모든 경험의 결과물이다. 지식은 타인과의 또는 체계와 

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구축함으로써 전달된다. 셰드롭은 개인적 지식， 지 

엽적 지식， 포괄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사람의 경험， 생각， 관점에 

대하여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개인적 지식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랍 

들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지엽적 지식， 다수의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 

는 포팔적 지식 둥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혜는 이혜의 형태 중 가장 모호 

하고 우리들에게 친숙한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지 

닌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이해된 모든 과정과 관계들의 혼합이니 형이상 

학적 지식의 한 종류이다. 데이터나 정보와는 달리 지혜는 창조할 수 없 

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습득해야만 하는 이해라고 세드롭은 밝히고 있다. 

세드휩로보트 제이몹슨 편， 장동훈， 김미정 역，3:α : 쨌)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기의 스펙트럼올 다옴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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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그험 8> 이해하기 스펙트럼(정동혼， 김미정 역 ， 2002 : 2881 

이해하기 스때트럽의 원리에 따른다연， 앞 절에서 살펴본 인터넷 신문 

수용자들의 반용용 지식의 전 단계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블 수 있다. 인 

터넷 신문 수용자들의 반용의 현실과 실제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 

과정에 나타난 이해 교육내용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읽기 교육 내용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 읽기가 의사 소흥 행위임을 안다 

· 필요한 정보툴 찾으며 글을 읽는다 

• 정보률 재조직하며 글올 엄는다 

·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명가하며 글융 읽는다 

·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올 평가한다 

•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연서 읽는 태도흩 지닌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교육 내용에서 휠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에 대 

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17)에 대한 독자의 관계 속에서 읽기 

171 얘체 읽기와 판련하여 하。l퍼핵스트까지 포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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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독자가 정보를 찾으며 재조직하는 단계까 

지만 교육 내용으로 셜명하고 었다. 그러나 정보를 넘어 지식과 지혜의 

단계로 종합화하고 세계 속에서 정보의 효용올 고려하고 이해하는 단계 

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평가 

하는 차원올 뛰어넘어 텍스트 자체에 대한 평7t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의 역할과 효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둥올 원기의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의 평가와 판단 

이라는 개인이 기준이 되는 텍스트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독자와 또 다 

른 독자와의 관계， 독자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 텍스트를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독자의 배경지식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바랍직한 읽기를 하기 위 

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데이터와 정북 지식， 지혜로 이어지는 이해 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고 

이해 교육의 모텔을 제시할 수 있다. 알기-따지기와 즐기기-쓸모있게 만 

들기-얻어내기-부추기기 둥 5단계의 이해 과정은 사고력 신장이라는 국 

어교육의 목표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알기(사실적 사괴 

이다. 데이터나 정보를 아는 차원이며 사실적 사고로 반웅하게 되는 단계 

에 속한다. 수용자가 데이터와 정보를 접하게 될 때， 태도와 인지적 측면 

의 이해 단계를 거치게 마련인데 알기 단계에서부터 태도와 인지적 측면 

의 양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따지기와 즐기기(비판적 사고1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 

고)이다. 데이터와 정보를 비판， 또는 논리적으로 구성하거나 상상하며 즐 

기는 단계이다. 지식올 만돌어내는 단계의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비판 

적 사고1 논리적 사고， 상상적 사고 둥이 작용하여 반웅올 하게 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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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쓸모있게 만들기(창조적18) 사고)이다.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가 작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었다. 

네 번째 단계는 얻어내기(하이브리드적 사고~9)) 단계이다. 지식을 지혜 

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하이브리드란 원래 생물학적으로 집돼지와 멧돼 

지의 혼종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잡종’올 의미하는 용어이다. 두 개 이 

상의 기술이나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하여 복합 • 싱넣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구조나 물건， 경영 방식 둥을 일걷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는 용어이다. 하이브리드적 사고란 다양한 정보를 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로 선별하고1 그것을 논리적으로 수용하며， 다양하고 다변적 

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올 만들어 내는 사고이다. 다시 웹서 

종합적인 흐름과 연속적인 상황 하에서 새로운 흐름올 읽어 내고 텍스트 

를 재구성하는 차원의 사고력올 뛰어넘어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새 

로운 것올 만들어 내며 지혜로 승화하는 단계의 정보와 지식의 경영 능력 

이라고 할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부추기기(행동하기) 단계이다.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적 사고가 작용하여 반용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 단계로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이해 교육 

의 모텔을 제시할 수 있다. 

18)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에 대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었다. 국어사전(naver 국어 

사전 검색)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착상)이나 의견을 생각해 내는 특성 

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생각과 의견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적 

사고라는 용어롤 사용한 것은 생각이나 의견 둥에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출물에 초점올 두고 창조척 사고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19) 관계적 사고나 종합적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창조척인 사 
고를 포함하는 개념올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적 사고라는 용어를 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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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해 교육의 5단계 모댈 

단계 단계명 사고력 및 행동과의 관계 데이터에서 지혜까지의 과정 

1단계 알기 사실적사고 데이터， 정보 
비판적사고 

2단계 따지기와즐기기 논리적사고 정보， 지식 
상상적사고 

3단계 쓸모었게 만들기 창조적사고 지식 

4단계 얻어내기 하이브리드적 사고 지식，지혜 

5단계 부추기기 행동하기 지혜 

이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에서 수용자들의 반웅이 어떠한지 살 

펴보기 위해 인터넷 신문기사의 리플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반웅을 분석 

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해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5단 

계의 이해 교육 모텔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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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디지될 조선일보 4월 1일자 동맹휴업에 대한 기사와 독자 반응 

셔울대 총학생회 동맹휴업 결의 

서울대 총학생회(회장 박경렬)는 이라크전쟁과 파병 반대를 위한 동맹 

휴업 실시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파 투표자 1만 54명 중 87.1% 

인 8천 712명이 휴업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총학생 

회는 2일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이날 교내 집회를 연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리는 파병반 

대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들도 이날 학생들이 주최하는 반전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화여대와 부산대， 항공대 둥 6개 대학은 오는 4일 동맹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대영(ac뼈01127) 동륙일 :04Iææ:33 추천 : 0 

파병 반대하는거 하고 학생이 공부 안하는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공부 잘하면 뭐사줄께 뭐해줄께 해가면서 애들을 키우니 지들 공부하는게 

무슨 큰 일인 줄 압니다. 지 공부 해서 남주나요 서울대 마져 그런다니 지 

성이란 이름의 ‘유치’함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냥 공부가 싫으면 하지 

말면되지 둥록금 다내고 동맹휴학이라? 휴학하기 싫은 사람은? 괜히 남들 

피해주지 

61 01 승호(ch:>sun5) 등록일 : 여101 19: 34 추천 : 1 

동맹 자퇴해라!!! 못하면 괜시리 깝치지 말고 강의실 가서 양전히 잠이나 

자라. 서울대 총학생회의 광고성 휴업은 정말 짜증만 유발한다. 하긴 어짜 

피 너네는 대충 놀면서 졸업하고 학과 상관없이 고시 볼거지 .... 

00 백근한(irrcs) 둥록일 : 여띠1 19: 15 추천 : 1 

학생들아 반핵， 반독재도 표명하여 이를 어기는 세력도 아울러 규탄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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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저외를 의심하겠다. 

æ 김형섭(애S펌n 둥혹멀 : 여101 16: 42 추천 : 1 

학생들은 공부를 해주십시오. 어려운때일수록 학생들은 나라의 혼란에 

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올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학생의 도리 

이며， 덕파 도를 수양하는 엘리트 학생들의 자세가 아닐런지요. 우리의 오 

늘이 어렵다고해서 미래를 버리지는 말이주시길.， 

58 신도철(빼뼈)315) 등록일 : 04/01 15: c51 추천 :2 

이 나라 미래를 젊어지고 갈 지성인들이여. 세계일류대학들의 실상올 너 

희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알고도 시위문화， 놀이문화에 미쳐었다면 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너회들 현재 파병이라는 이유로 동맹휴업올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개 그렇게 하고도 세계대학들과 경쟁이 가능하는개 

일류국가률 만들어나갈 자신들이 있는가? 진정 지성인들이라면 스스로 자 

문자답해 보기 바란다. 

s1 신도철(VJ:빼S)315) 둥륙잃 : 04/1이 15: 00 추천 : 1 

동맹휴업은 지성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전쟁당사자국의 대학도 하지 않 

는 짓올 너희들이 할려고 한다.지금 너회들이 이럴 때인가가까운 중국올 

대표하는 대학들을 보라.하버드나 MlT대학 못지 않는 자부심으로 학구열 

에 불타 었다.너희들처럼 시시때때로 시위나 하며 여유를 부리지 않는다.너 

희들이 현 위치가 동남아에서조차 꼴치가 아닌가? 자존심도 없는개 

æ 김일봉{빠성에 둥륙일 : 여101 14: æ 추천 : 2 

헬로윈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여 상고를나와도 대통령이 될수 

있으니 공부가 뭐 그리 대단하랴! 적화통일을 원한다면 공부때려치우고 반 

전운동 반미운동올 열심히해서 너죽고 나죽고 함께 죽어보자. 빨갱이가 그 

렇게 좋다면 모두 월북해버려라 이 미친놈들아" 

55 01숙연(해ee1명8) 둥룩일 : 뼈1 14: 53 추천 : 1 

누가전쟁올찬성하는사랍이있겠는가 하지만우리는아직까지는미국과동맹 

관게이기때문에서로협조률해야합니다 전투병올 보내는것도아니고공병대 

와의무병을보내는것있데왜들그렇게 난리법석인지한심스럽다 배운사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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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머리좀 똑바로굴려라 애들아 

54 이윤순{뼈iz<m) 둥륙잃 : 여때 14: 'J1 추천 : 2 

민주화롤 위해 독제 권력에 대항하는 과거 너희들의 행동은 정말 정의 

로운것이었다. 이제는 너희들 없어도 개나 소나 알것 다 알고 외쳐되는 이 

판국에 너회들 생각이 그 수준이라면 서울대학교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 

서울대는 또라이 대학! 나도 또라이! 너도 또라이! 또라이 만세! 

잉 전광호Qeonl44) 둥록일 : 여101 14: 19 추천 :2 

암기，숫자풀이를 잘해야만 들어갈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놓고 최고대 

학이라고 다들 인정해주고 대접해 주니 그 대학 나와 고시합격한 검사놈 

시켜 빨갱이 조사하라고 시켜놓으면 검사놈이 빨갱이인지 빨갱이가 검사 

놈인지 갔갈릴때가 많디는 말이 맞긴 맞는가 보다. 

52 문회민{rTlJITtlm) 등록일 : 어101 14: 17 추천 : 3 

서울대 니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하는 작자들이 고작 생각해 

낸것이 동맹휴업이냐?에그 한결같이 어리석구만.허긴 놈현정권에 죄다 서 

울대에서 좌경의식화운동하며 공부는 내팽개치고 돌맹이와 화염병 잘던진 

놈분만 요직에 올랐더라.혜중이쐐끼는 좌경분위기 만들어놓고 놈현이는 그 

분위기에 춤추려한다.야 서울대 놈들아 니들 정치 하는 선배 따라하지말고 

세계적인 대학만들라 

51 ~승범(깨10\뼈뼈) 등록일 : 여삐 14:æ 추천 :2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현실인것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비록 내의견과 일치않는다해도 존중하 

고、경청할줄 아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맞 

고，틀리고1떠나 찬성。반대x입장차이로 서로 대립하고 있고、내 나라의 국익 

올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하는 현명함이 필 

요한것 같습니다. 

:í) 김상현(뻐1743)) 동록일 : 여101 13: 55 추천 :0 

향후국재사회에서 미국의입장올 지지한것이 그대(학생)돌올 곤란하게 

할지라도 어찌 나라의위급함에 명분만 찾올수 있으리오 못살고힘없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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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우 당하는불이익과편견 비참한삶，독재와폭력이난무하는 그런나라를 

후세에 어찌불려줄수 있겠오 현실이 없이 어찌미래가 있단 말인가 국가가 

위급한경우에는 너와나가 따로 없지않은가 지금 경제위기도 감당하기 힘 

든국면이건만 ... 

49 안정호(αJryU 1) 률록잃 : 여101 13: 31 추천 :3 

오직 물욕에만 눈 부모들. 그들은 아들， 딸 출세만올 위해 오직 서울대로 

둥떠민 이 시대의 병든 사회인돌이다. 국제연대의 대테러와 연합전선， 상호 

신뢰의 관계성올 무시한 어리석은 얘들장난질에 나라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48 박창호(애빼5) 등혹일 : 聊1 13: 27 추천 :4 

이 철딱손이 없는 아이들아! 너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전쟁올 좋아해서 

파병하자고 하는줄 아느냐? 파병만이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지킬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느결 왜 모르느냐? 한미 동맹올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파병 

을 안하면 미국은 우리나리를 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겠는가 똑똑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그날로 우리는 제2의 월 

남이 된다는사실 

47 김준식(epilElj:앓) 둥륙월 : 여101 12: 55 추천 :0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원들이 모인 최고의 대학이 전 세 

계대학의 100둥안에도 못들어간다고 동맹파업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겠 

지만， 서글퍼지네요! 

46 정창쉬jphilffi) 등륙일 : 얘101 12: &J 추천 :2 

왜 동맹휴업인가 차라리 동맹폐교를 함이 바른 길인 것 같은데. 

45 이종현(바없뼈12) 등륙일 : 뼈1 12: 49 추천 :2 

평화와 반전올 주장하는 가중스런 인간들의 눈에는 후세인과 김정일의 

만 보이고 그아래서 수십년동안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수많은 국민들은 보 

이지 않겠지.그리고 평화가 구호외치고 데모한다고 오냐?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힘과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이라크 참전은 6.~때 수만명의 전사 

자를 내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멜수없는 경제동맹인 미국에 대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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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리다. 

44 김상현(뻐1743)) 등혹얼 : 여101 12: 45 추천 : 3 

인테넷검색해보면 이론에능한 교수가있더라 국방비비교，군사력비교 요 

지는 남한이북한보다월동하여 남측이북측올치면쳤지 북한이남한올공격할 

리가 없다나.? 그럼 전쟁발발시 군사력대비 피해는 어쩌고(북한엔 지하군 

사시셜，남한엔고총빌딩) 또한 북한의무기력만가지고도 능히 남한은 회생불 

능의상태에 빠짐을 왜 관과하는가 그교수에그학생이지.(무지이론) 

43 정기영Our빙1264) 등록일 : 여101 12: 2) 추천 :10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한다. 국가기관으로 세금만 축내고 있다. 인 

권운운하면서 북한인권과 중국이 탈북자에게 행한인권 유린은 일언방구도 

없으면서 어찌 이라크 전쟁에 관한 사항만 언급하는지， 세계테러의 주범이 

고 쿠르드족 학살자에게 인권을 논하고 있으니， 미처도 한창 미친기관이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으로 보내버리자 

42 김경회(뼈li얘10) 둥륙일 :0뻐 12: 15 추천 : 4 

공부하기 싫어니까 파병반대 구실 붙여 동맹휴학이라. 오냐 놀고 싶으면 

놀아라 누가 겁낼줄 아내 그러면 파병하면 자퇴하겠네. 그런 머리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냐? 앞으론 입학시험에 판단력 테스트해야겠네. 암 

기력 좋은놈만 뽑으니 똥언지 된장인지 손에쥐어줘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이 서올대학 들어갔자잖아 

41 정기영Uα밍1264) 둥륙일 : 여101 12: 12 추천 : 2 

이시대의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무리들은 폭력배 보다더 폭력적인 폭도 

들이다. 자기 의사와 반한다고 타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행동하는 무리들이 

다. 따라서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서울대는 서울시립대로 전향하여 국고지 

원올 중단해야한다. 현정부는 외교물타기를 그만하라. 정체성이 의심스렵 

다 

40 김상현(배1743이 등록일 : 여삐1 12: 07 추천 :2 

정부는 동맹휴업참가자에게서 도로사용，특정시셜물λ}용 비용올받아라 .. ! 

도로사용료는 건축물，차량둥둥 사용자에의해 그비용을지불하고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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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이현실이건만 여의도집회요구자에게도 동일적용하라 .. !! 공원，도로사 

용륙도심혼잡비용명목으로 참가자1인당 lîl00만훤씩 세금징수하라{떳떳 

하게) 

æ 김택성(없rrØW 둥록일 : 뼈1 12: 00 추천 : 1 

이라크전쟁은 독재국가률 자유와 민주사회로 바꾸어주는 “성전환수술” 

과도 같다. “성"(성향， 성질， 성분)올 바꾸는 수술중동의 악통(?)이 자유와 

민주 분위기의 나라가 되면 중동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게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 전후 복구 특수는 세계와 우리 모두에게 크게 도움될 것. 

독재자에게는 않좋겠지 

l3 장경희01빼야때) 등록일 :0때이 12: 00 추천 : 2 

나는 교원대학에서 연수를받은적이있읍니다.나는교수에게 질문올했옵니 

다. 어째서 요즘은 교원 대생들이 데모률안하느냐고1 교수님 말씀이， 조업 

후 교사채용시험을본이후부터입니다. 대학이 공부하는대학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입학만하고 둥록금만내면 졸업올 하기때문에 나라가 잘될리가업지 

요， 대학생들이 구민올 살립니까서올대교스들 장사하면 이남는 단순놀리 

도모르느냐?패씹한놈 

'J1 이원킬(Y<J(Ji'l'JE) 등륙잃 : 뼈112:00 추천 :2 

내 인생 살아온것 볼때，젊음 참 좋은 것이다，불의에 당당히맞셜수있는두 

둑한 베짱이있어서'"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m’현실온 교과서와 너무 다 

르다”혼란도 오겠지'"하지만 이것만은 알라，현실은 냉정하고，실수는 치면적 

으로폐수가 되어，나를 노린다는것올，，，，자네들이 모르는"너무나도 힘든시기 

를 겪언 세대로서”그것물러주고십지않네 배고폼이라는것，정말 끔찍하네" 

3s 최태영(loverok1) 둥륙일 : 여101 12:æ 추천 : 3 

열심히 해라 깡통과 쪽박이 보일때까지 .... 불쌍하다. 이시대를 젊어질 이 

들이여 ... 

35 최정락(tαMJh l00) 동륙월 : 여삐1 12: 00 추천 : 2 

난반전운동하는 톨대가리들은 이해할수없다.골통들!여기저기쫓아다니는 

머리없는군중들!책공부만하다가서울대갓으니까영생각들이없지세상이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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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팬다면얼마나좋올가'?1:1 ~ L전좋아하는자식들김정일이나후째인이인간백 

정질하는건가만히앗다가이제난리치다니… 

34 구광모뼈빼16) 둥록일 : 여삐1 11 : æ 추천 : 0 

아래 문숭열님，과거 베트남전과는 다르다는걸 아셔야합니다.베트남전쟁 

은 이념적싸움으로 이겨도 별이득 없어 마국이 버티다 물러나왔지만，이라 

크전은 바로 석유전이 맛물려있어，미국은 이 엄청난 자국 이익이 큼은물론 

세계에 미치는 파장을고려 할때 결코 밀려나지는 않올것은 명백한 사실아 

니겠소그러나 전쟁이 얼마나 걸어지냐가 문제일따륨. 

:I3 이강윈뼈애00) 등륙일 : 여삐 11 : 54 추천 :2 

우리나라최고지성이라는곳을대표하면서 공부는게올리하고 대모만열중 

하는구나 뜻이그러하면 북한평양에가서 정일이에게 핵개발포기하라고 대 

모좀하고오지 그좋아하는민족이란이름으로 너네들이대모할수있는토대는 

우리앞셰대들이너네들 부족하지않게열심히일해서만들어놓은것이얘배웠다 

면좀알고행동해라，너부모들이이렇게만들어놓어니갱판치는것이냐，6.25도남 

침이아니라북침이지? 

32 흥동표(뻐~뼈) 동륙잃 : 얘10111:54 추천 : 1 

후쐐인이 셔블대 동맹휴업건에 대해 환영했나?? 외신이 궁금하다 ... ‘ 

31 이준규~I않16) 등록일 : 뼈1 11 : 49 추천 : 2 

반대는 하되 휴업은 안된다. 

$ 최부영(벼냉때) 등륙월 :여101 11 : 46 추천 :9 

이영자님의 글이 맘에 와 닫느게 너무나 많다. 당시 우리 주위에 데모만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 어쩌다 세월 잘 만나 영창갔다 온 사랍만이 의원 

이 되고 정부요직에 중용되니 큰 걱정이다. 세쐐 우리가 당한짧를 잊고 

공부보다 또 파병반대 데모를 한다니 취업이 안되서 그럴까. 왜 반대를 하 

나. 국가원수가 속히 중용올 탈피코 결단올 내려라. 은근히 데모에 정올 주 

지 말고 

g 김택성(빼TØW 등록잃 :여삐 11: 43 추천 :4 

이라크전쟁올 반대하는 근본이유독재자 후세인과 다음 차례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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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북한정권이 미군의 막강 군사력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는 예측. 북한 

정권과 호홉올 같이 하는 남한내 친북세력들에게는 매우 위급한 상황일 것. 

이들이 남한내를 여러모로 휘저어서 사회불안올 야기하고 외국투자자들을 

쫓아내고 었다. 자유와 민주의 양분올 먹으며 오히려 독소를 만들어내고있 

지않은가?! 

g 최훈식뻐뼈애미 둥확일 : 여101 11 : 43 추천 : 2 

권력 에 기여해서 명문으로 유지되여온 해바라기기질 좌파정권에 부협f 

아부 하는것같은 여운준다. 이래서 타 학문의전당 특히 사립교는 개성살리 

고 그런대학에 부화뇌동말고 새로운 명문교로 발전 시대의 병화에도 부웅 

올기대하고십다 

'lJ 문승열(000Jef1T'0) 둥룩일 : 여삐 11 : 42 추천 : 1 

국익? 뭐가 국익인가.파병올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밀의 인간들 

이 더욱한심하다. 진성한 국익은 파병하지 않고 중립이다. 만약 미국이 패 

하고 아랍이 친미국가에 1년이상 원유수출 금지하면 이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냐r? 

$ 문봉호(따19hom) 둥륙잃 : 여101 11 : 41 추천 : 1 

파병한다변 그게 국익이 되는건가요? 그렴，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개념 

을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25 배관표(sicktx씨 등록일 : 여삐 11 : 13 추전 : 1 

박영호 님， 물론 취직하려고 서울대학 들어온 사람들온 투표에도 참여 

안하고， 투표에 참여해도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고 게다가 수요일 휴업 한 

다고 해도 강의실에 가서 혼자 출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처 

럼 반대표 던지는， 혼자 강의실 가는 친구들올 동참안한다고 욕하지는 않 

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넌 신입생이라 그런 말한다구요? 저 군대 갔 

다오고내년졸업입니다 

24 정승젠α뼈101) 둥룩일 :여101 11 : 35 추천 :2 

이건(대학생 동맹휴업)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신지 한 말씀? 

23 이영자~。이23) 둥혹일 : 여101 11 : 3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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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던 서울대，고대，연대 출신들온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낙제점받교휴학하거나) 사회비판만하다가 

이름만 그럴듯하게 민주화 투사로 둘변해서 현재 정치에 입문한 초젠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주로 총학생회장 또는 학생회출신) 머리에 붉은물이 

많이들어 있고 주둥이만 살。k 머리엔 똥만차있어 고시에 합격도 못한 놈 

팽이들이 그들이다 

z 노혀| 영(r때이<æi.뼈) 둥혹일 : 04/01 11 : 33 추천 :5 

미친넘들~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줄 아는 지성인이 되거라~지금 이 

라크전이 도중에 하차하거나 장기화되면 세계경기는 폭싹 주저앉고 우리 

경제는 더한 충격으로 외환위기 다시온다.이땐 이러셜수가 없고 북핵문제 

꼬여서 미국의 독자공격이 한충 가까워진다.이라크전보다 더 수월한게 북 

한공습이다.미국은 손해볼게 없으니 .. 분풀이를 북한에 퍼붓는다. 앉아서 당 

할레? 철부지녀석아 

21 김택성(ts씨rrroø 둥륙일 : 04/01 11 : 33 추천 : 3 

전쟁반대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아라고? 평화는 독재자가 자신의 힘이 

약할 때 내세우는 전략이며 또한 약자가 구걸하는 것. 방어력이 있올 경우 

에만 평화가 주어진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북의 위협올 억제하는 힘- 미 

국과의 동맹과 미군주둔에 의한 것. 미국의 입지를 좁히는 각종 데모는 친 

북세력의 북을 지원하는 행위이지 않은7t? 

a 김두년(soneee) 둥륙일 : 04/01 11 : 엉 추천 :3 

여기에 100자평 쓰신 분들， 서울대학생회의 결정올 너무 비하하는 것 같 

다 한두 사랍의 결정이 아닌 학생회의 투표와 결의를 단순하게 부정하기 

만 하다니 쫓쫓. 모두들 파병에 동의하고 미국의 오만과 범죄에 대해 동조 

하는 모양이군. 소름이 끼친다. 

19 배판표(sickl뼈) 등륙월 : 04/01 11 : 'lJ 추천 : 2 

후훗， 중간고사 때문에 휴업에 찬성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 

도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찬성했는데 .. 중간 고사 기간은 한참 

남았기도 하구요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 학교 다닐 때 휴업 꽤나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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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배 분들이실텐데 아마도 학교 다니기 싫어서 시험치기 싫어서 휴업에 참 

여하셨나봐요 실망입니다. 

18 이영자Q∞1때 등륙일 : 여10111:26 추천 :2 
경제대란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파병논란으로 !!!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휴업하는구멘(00년대 초반，중반 얼마나 많은 대 

학생들이 데모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민주화를 역행하는 교수협의회로 이름을 고 

쳐야하지 않을까 

17 박영호.(yourg:Q) 둥륙일 : α1/01 11 : 21 추천 :2 

나도 서울대 선배로써 한마디해야겠다 대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그옛날에도 동뱀휴학 좋와했단다 좀이성을 찾아라 엉터리로 제대로 공부 

도 안하고 졸업은 시켜주니 나중에 서울대 나왔다고 하겠지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거야 졸업후 취직이 될상십냐? 또 교수라는사람들 정신좀 차리세요 

실력없는 교수들 논문하나 제대로 쓰지못하는 교수님들 한심 하네요 

t601원길(뻐JU뼈) 등룩일 : 여삐1 11 : 18 추천 : 16 

얘들아! 평화라는것은 내가 힘이있고서 할할수 있는것이지"내코가 석자 

인데，남걱정하는것，팔푼이들야하는짓이다"개인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가와 민족올 걸고 장난하는것은 필히 큰화올 가져올것이다""역사 공부를 

더한다음"반전올하든 반미를 하든해라'"시대 흐름을 못따라간，민족에게 역 

사가 보여준 처참한 재앙올 알게될것이다'"그것 너회들 몫이다"""，，，，， 

15 배용환(밟뼈y) 등룩일 : 여101 11 : 17 추천 :3 

서울대외 기타대학은 4월4일 동맹휴업이라. 휴업하는 자체도 문체가 있 

지만 4.5.6일 계속 놀자. 정신좀 차려라. 

14 구광모(때뼈에 등록일 : 여101 11 : 17 추천 : 3 
지성의 학생들이여，당신네들의 부모님들이 헐벗고 배굶주리며 일구논 

한국의 경채와 역사를，감상적 명분만 내세워 파병반대데모만 외쳐대면 이 

에따른결과와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원론적사고로는 전쟁 싸웅 

만은 세상에 없어야함온 당신들 부모얀들 모르겠냐만，우리사회는 또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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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상적 주장만큼이나 돌아가고 있는지，환번 뒤돌아보고 감정올 추스렬 

수있는 용기률 당부드련다 

13 ol~댄(rrnn7418) 등록일 : 여101 11 : 10 추천 : 3 

너회들이 그렇게 하니 서울대가 희망이 없는거야? 

12 강지성(a깨띠.il) 등혹월 : 여101 11 : 00 추천 :0 

대학생들이 오랫만에 제정신 차려서 반갑다. 그 꼴 같잖은 대중이 치세 

에 슨상넘 지지하느라 데모도 못하고 망 고생 심했지? 으웅 그래 다 알지! 

지금 부터라도 제정신 차리고 아난 것온 아니라고 거부하는 춧대있는 청년 

들이 되기률 진정으로 바랍니다. 

11 01쩨호(d'ansoo) 등륙일 : 여삐 10: 58 추천 :3 

내가 철부지 학생이라면? 중간고사 가까왔지， 날씨 좋지… 공부하기 싫은 

봄날. 에라 ... 휴업찬성하자 .... 

10 백지원(t빼~1) 둥륙얼 : 여101 10: 55 추천 : 1 

한국은 다수결의 원칙이 악용된다. 지금 한시 바뼈 공부가 중요한 학생 

들은 어거지로 휴업해야 돼냐? 누구 맘대로 휴업이야 둥록금 인상 투쟁은 

왜하냐? 오히려 둥록금 내고 놀면서 .. 푸히히 

9 김형석(virær) 둥륙일 : 여101 10: 55 추천 :3 

휴업반대가 더 많으면 투표를 하루 더 실시한다는 어거지를 부리는 서 

울대 총학생회를 어떻게 믿나? 지네들끼리 휴업결의하고 지나가는 애들 붙 

잡아다 투표시키고 지네들이 개표하는데， 그냥 ffiO/o라고 하지? 87.l%? 8천 

표 복사기로 복사하느라 수고했다. 

8 신재영(법njyOO1) 등륙일 : 여삐 10:52 추천 : 3 

대중형때 시작해 무현형때 완성되가는 개판이나라! 나는지금l)대이지만 

청회형이 그립다.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보다는 다수 

가 편했던 시절 아니었나? 

701병주뼈leendl) 등룩일 :0뼈1 10: fQ 추천 : 2 

반전도 좋고 참전도 좋지만 동맹휴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바랍직하 

지않다. 이런 무력적인 집단행동은 이제 버릴때도 됐다. 서울대 졸업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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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대학에 몸 담고 있는 사랍으로서 보기가 무척 안타깝다. 학생 

들은 또 젊은 혈기에 그럴수도 있다지만， 교수들은 좀더 넓은 안목으로 무 

엇이 한국의 장래를 위하는 길인가를 잘 판단하여 행동했으면 좋겠다. 

6 하정봉{베없 등록일 :여삐 10:49 추천 :3 

뭐라! 87%찬성이라고.이런 웃다가 숨넘어갈 짓 하지 마라. 학생들 .. 학교 

이름이 아깝다 아까워…경기는 계속 하강중이고 북핵위기는 해결기미도 안 

보이고 정부는 파병문제에 대해 저렇게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고 ... 

5 박태완{때잉여l)) 둥록일 : 04/01 10: 48 추천 : 12 

이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성인이변 한번쯤 생각해보라! 국익올 위해 

선 파병을 할수 밖에없는 현실을.J/우리나라가 인권을 옹호할정도의 선진 

국은 아니다j/우린어쩔수없이 미국에 의폰율이 높기때문에 미워도 국익을 

위해선… 

4 권충혼세lJ때wclf뼈) 등륙잃 : 04/1이 10 :47 추천 :3 

서울대학교학생들이 왜 이러나?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것 만으로도 가문 

의 영광이요 희망인데 학문 연마에 모든 열정올 다 받쳐도 모라랄 텐데 이 

무슨 행돈인지 모르겠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지식으로 산업기술로 살아 

야 하는데 공부는 안하고 니무슨 행동인가? 세게일류대학의 가여야 할 서 

울대학교가 어디로 갈려고 .. 

3 전광호Geo(144) 둥륙일 : 여삐1 10: 45 추천 : 5 

저런 것들올 두고 좋은 대학교에 다닌다고 누가 헛소리 해대는가 ? 

2 석종대(PCØXQ) 등륙일 : 04/01 10: æ 추천 : 1 

미군철수와 북핵해결올 위한 부시의 북폭결정에 더 힘을 실어주는구나! 

1 흥동표(빼v:BElIXJ) 동륙일 : 빼110:æ 추천 :2 

셔블대에 제안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휴업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어떨는지 .... 이라크전과 셔블대의 휴업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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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Receiver Response in Internet News and 

Comprehension Education 

soon 벼e， Kwon 

In따net news is a r빼itun 뼈찌I핑 the interaction 밟ween 뼈따ICer and 

receiver. In the intemet ne뼈 receiver 때1 앞u-ch infonnation ar엄 밍ve a feOOback 

totherr빼a at any tirre 뼈 receiver wants. 까1e an머y혀s of r빼e 뼈tisa k:ir피 

of rr빼여 throt때1 때lÏch tl몽 aspa:;t ofcor따하1ension 때11:xdr냄m:tly 얹amined. 

The trl머ational range 빠lÏch 어U뎌tion for 따뼈하1enSion 하lOtÙd cover can be 

establishc:화 기 

The res:rxmses of receivers in the r빼e text were anaJy때 in the 뼈nt of 

attitude, style, sen뼈1Ce~뼈n， and r없ær~뼈n πIe 대aracteristics of 

receiver' s res:rxmses 양lOwn in the repie 없t were 잉.unmarized as follows : (j) the 

e짜:ressiα1 of φpJsite 뼈 뺑ative 때띠onag머nst the news, (ii) 뼈 밍햄-ession 

u히ng sJX>ken-language style, (피) the errotiα1al 앉α-ession， (ψ) tl1e setting the 

었때ld 없없1 이ural cπ the 뼈rd 없없1 잉때버ar as r흘앓:!rS for tl1e rep1e, 뼈 (v) 

tl1e 않륨-ession u잉ngthein따mgative 영1떠1Ce( s) of rhe뼈떠1 question. 

The attitude of infonnation-뼈녔vers 얹rressed in the r뼈e 뼈t of in따net 

news was f，에nd to be m:δtly r뽑ative 빼 errotiα때. This 야1eI1OIm1α1 S맹gests 

iliat 뼈 때1ge of rr빼a 때κation 해에ld be 맨l맹:ed to the creative Ii따"ocy. For 

d뚱 어ucatiα1 of αætive Ii따æy， tl꿈 @뼈반lensive 때.lCation co뼈꾀g data, 

inforrmtion, 1m>때edge， ar띠 wis따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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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뼈lCational mx:Iel for ro따하1eIlSive 뼈lCation 빼핑 (for) 뼈 I학>ie 없 뼈S 

been sugges뼈 뼈19 a five s떠ges strategy. The five st쟁esfor 따따하1eI1외on，(j) 

infom빼m외 m빼S때뼈ng， (ü) αiti떠lur뼈'Sta뼈ng， (비) αætive ur뼈'Sta빼ng， 

(iv) 뻐sφm unders때1dir핑， 빼 (v) instigation, can be ur밟S따xl in relation 때th 

an aim of Kor없1 뼈.cation， 뾰 enlargerrent of 뼈피<Ír핑 f없뼈. 

The stage of informati어m1 ur앉~때뼈ng is to know 없ta and/or informatiαl 

and to react to them 야<rtly. The s떠ge of σitical ur밟S때빼I휩 is to αiticize the 

data and/or information and then to reconstruct them 1<맹때lly. The stage of 

αætive ur빼응때뼈ng is to αæte kno때때e 뼈uugh αætive th빼ng. The stage 

of wi뼈)Il1 ur뼈없I때ng is to convert kno때빼e to wi뼈)ffi The stage of 

instigatilα1 is to put the 께S따nintoprεlCtice. 

[뼈TW뼈 reæiver fesIXlOse. re때ete짜， m뼈ret news, creative li'뼈acy， αætive 

thi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