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언 홈페이지를 활용한 국어 작푼 교육에 대한 연구* 

김영만 •• 

1. 들어가는말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인간만 

이 가지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은 인간 스스로를 더욱 

진화 •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내일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노력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 

의 토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의 출현은 인쇄술의 발명이래 가장 

획기적인 시대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 

보를 처리하던 시대에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인간은 더 많은 정보 

를 접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제 정보가 모자라는 시대가 아 

니라 넘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우리 삶에 커 

다란 지각 변동으로 작용함에 툴림없다.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ml년 선정 중정 연구소 지원 사업 ‘하이돼미디어 
시대의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하 

고있는연구과재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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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시대의 아러한 변화애 손올 놓고 었 

올 수만은 없다. 분명 컴퓨터의 출현은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 많은 변 

화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 

은 아이콘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콘의 사용은 

컴퓨터 통신이 아닌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도 유입되어， 공공 장소의 게시 

판， 심지어 광고에까지도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실정이다. 

아이콘은 문자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문장 혹은 하나의 단락 

이 전달하는 의미를 단번에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다.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하여 새로운 교육 

적 방법과 내용올 고안해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 

로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려 하며，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연구자들은 의사소통에 활용되는 도구와 그 상황에 따른 올바르고 적절 

한 교육 방법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이퍼텍스트1) 상에서 학습자들이 독자 혹은 필자로 

서 어떻게 대웅해 나가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 

본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간된 고둥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 

표현 교육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하이퍼텍스트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본 

다，2) 

1)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방식의 단락이나 페이지 단위의 텍스트 구성에서 벗어나 하 

나의 큰 덩어리나 노드 단위로 형성되어 연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적， 
다충적 연결은 하이퍼텍스트의 비선형성， 개방생， 상호작용성， 무경계성이라는 독 

특한 특성으로 이어진다. 
2) 본 연구는 하이퍼택스트 작문 중에서도 홉페이지 부분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런 

데 홈페이지는 운영자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내용도 다 

양하고 방대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홈떼이지에 관한 내용으로 그 범위를 제한 

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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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퍼텍스트롤 중심으로 한 작푼ò) 교육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언어 교육애도 큰 변화를 몰고 왔고， 여러 나라 

에서는 자국어 교육에 대한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현식(:ID2: 15-31)의 국어 규범 준수 실태 조 

사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조사에 용한 웅답자들 

의 평균 점수가 l)점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의 국 

어 실력에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 국 

어 교육의 현주소를 알려 주는 것임과 동시에 국어 교육의 방법이 변화되 

어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사용에 힘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검 

대행(:ID): 3)의 경우는 국어 교육의 본질을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 

수 • 학습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는 국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포함된다.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 언어 사용 능력이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규범을 이해하는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성영 

(1麗 46-깎)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여러 양%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올 역셜하였다. 즉， 국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국어에 대 

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국어를 바르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어 운용 능력의 신장올 의미한다. 

Scarce1la & Oxford(Shnnn & αi잃n， 1004: 18에서 재인용)는 제대로 된 

작문 능력을 갖춘 필자라면 다음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능력올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문법 규칙， 형태， 철자， 문자 둥에 대해 올 

바른 이해와 능력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작가가 자신의 

3) 본 연구에서는 ‘쓰기’라는 용어와 ‘작문’이라는 용어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따로 셜 
정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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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목적파 주제， 혹은 독자에 따라 글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회언어 

학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결합성{coh엉αü과 웅집성 

(co밟mce) 있는 글을 구성할 수 있는 담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수정하기， 아이디어 생각해내기， 브레인 스토밍 같은 전략을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올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scar떠1a & Oxford의 견해도 상황과 맥락에 따른 용통성 있고 효율적인 

쓰기 능력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쓰기 능력에 대한 이러한 견혜는 국 

어 표현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습자가 상황과 매체에 따라 다양하고 효 

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올 표현하도록 지도해나가는 것이 요즘의 하이퍼 

미디어4)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능력 중에 

서도 전략적 능력이나 사회언어학적 능력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필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융통성 있는 글을 써야 하고， 자신 

만의 개성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전략적 측면이나 사회언어학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Slnum & 대잃n{l'앉껴: 181)의 주장에 따르면 덜 숙련된 작가는 선 

조적 방식으로 자신의 글에 접근하며， 글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올 두려는 

경향이 강하괴 숙련된 작가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글에 접근하며 글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글의 주제나 내용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이 잘 갖추어진 작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글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교 독자 중심의 태도률 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다양한 방식과 독자 중심의 작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작 

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교육의 중요성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도 어느 

4)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hyper)와 미디어úr빼a)가 결합된 것으로 하이퍼는 비선형 

적 유통올 말하며， 미디어는 정보전달의 매체를 의미한대이채연， l쨌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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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인터넷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 

다 특별히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연 중학생이 없1%로 가장 

높으며， 대학생이 CJ1.5%, 고퉁학생이 CJ1.l%, 초풍학생이 91.3"/0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ml: 3)) 이러한 통계 자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대부분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무로 요즘의 갱소년 교육과 하이 

퍼텍스트는 밀접한 연관올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쇄된 출 

판물에만 교육올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 

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구안해 내야하며， 학습자의 삶과 흥미를 배제한 

교육은 그 효과에 의문올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요즘의 교육은 실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들이 매일 웹을 검색하연서 펼요한 정보를 찾 

고 그것올 즐기는 세대라연 이틀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매체 중심， 하 

이퍼텍스트 중심의 언어 생활을 교과 과정에서도 도입해야 한다 

이들은 컴뮤터 화연을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노출되 

어 있고1 그것올 접하연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전자 우편과 

메신저 둥을 통해서 대화하고 글을 남기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창조해 내 

며 또 다른 자아를 찾아나서고 생성해 나간다 

〈인터넷 상의 이아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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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例로 하이퍼텍스트 상에서의 일기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일기라고 하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깊이 있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 

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십L에서 

의 일기는 일기 형식에 제목을 붙이고， 간단하면서도 함축적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일상의 중요한 일들은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이퍼텍 

스트에서의 일기란 작가와 독자가 함께 공유하는 텍스트로서의 성향이 

강하며， 심지어 일기를 읽고 독자가 답글올 달아 주어 일기를 읽은 소감 

이나 반웅올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기에 대한 내용과 형식， 반웅 

의 변화는 청소년들이 자신올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과 방법으로써 매체 

와 일기라는 글쓰기 형식올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음은 대학생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일기의 한 부분이다. 

2lXl'04/16 I 외로워. 

근데 ̂ ^ 왜 웃지? 
자포자기라 웃구 있다. ---,; 
격 격. 그냥 열심히 대학생활 해야지 lL1f 

2003/04/18 

누구게^^1 후협다 ... 너가 대학생이당 것도. 
외툴다는 것도. 
^^ ..... x 

am'04/19 

민무흥 외홉다는게 부럽다뉘 ---" 

위의 예시에 보듯이 4월 16일 작가의 일기에는 ‘외로워’라는 제목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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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이에 대해 4월 18일에 친구(독자)가 답장올 올려놓았다. 답장 

을 읽은 작가는 다시 친구의 답글에 대해 4월 19일에 답글을 올리는 형식 

을취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고정적， 획일적， 일상적인 모습의 자아를 벗어던지 

고 자신을 표현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서며 자신만의 개성과 재}를 

추구하는 것에 아주 익숙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전자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 속 

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성향을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교육에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들 삶 속에서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매체가 무엇이냐 

에 따라 글쓰기 방식이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 

다. 상웰II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올 갖추는 것은 올 

바른 국어 표현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하이퍼텍스트 작문과 일반 작문의 차이 

정보통신과 매체의 발달은 분명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다양 

한 매체의 출현은 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에도 다양성을 불러 일으키게 되 

었고， 이재는 더 효과적이고， 독특한 나만의 의사소통 양식파 표현 방식 

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표현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종류의 글도 다른 형식과 내용 구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하 

고1 학습자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올 길러나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작문 

과 일반 작문의 특성 및 차이접올 비교 고찰함으로써 하이퍼텍스트 작문 

지도의 지표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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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기 전 단계의 축소 

일반적으로 글을 집필하기 전에는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장르의 글을 쓸 것이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대략의 주제와 내 

용이 정해지면 글올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상에서 

의 글쓰기는 일반 작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신의 글올 어떤 방식으 

로 구성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내용올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자신의 글과 

어떤 정보롤 연결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구상하 

는 차원뿐 아니라， 자신이 연결하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 수집， 정리， 배치， 

연결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쓰기 전 단계는 사실상 일반 

작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 구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종이에 쓰 

는 일반 작문이 아닌 하아퍼텍스트의 글쓰기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대 

체적으로 머리 속의 구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이퍼텍스트 작문보 

다 비교적 단순한 쓰기 전 단계를 거치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작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쓰기 전 구상의 단계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또 다른 예가 휠 것이다.5) 

그리고 각각의 단계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복합적 

5) 강민경(I~웠: 31)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랭올 활용한 작문의 경우 쓰기 전 구상 시 
간이 단축왼 것율 큰 특정으로 꼽고 었다. 다시 말해서 워드 프로세서롤 활용한 작 

문은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서 다른 보조 수단{개요 작성올 위한 연습지 둥)을 활용 

하지 않고 바로 작성하기 단계로 들어가는 경행강민경. t앉왔 31)올 띤다는 것이다. 

다옴은 강민경(l쨌: 31)에서 제시한 학습자 작문의 예시이다. 

예문} 나의 글쓰기…요즘은 리포트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로 컴퓨터률 사용 

한다. 손으로 무언가률 적는 경우는 다이어리롤 쓸 때 쟁도이다. 뭔가훌 써야 

할 때에는 일단 컴퓨터 앞에 앉고 나서야 비로서 무언7}를 쓸 수 있을 것 같 

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자료가 적당히 수집되면 컴퓨터훌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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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에 대한 내용 구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올 쓰기 시작하며 그 결과， 문장 중간 

에 멈춰 있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내용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강 

민경， um: 31) 그러므로 글올 쓰기 전에 개요롤 먼저 작성하고 나서 집필 

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작문의 경우보다 하이퍼텍스트 상에서는 개요 작 

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게 된다. 따라서 작 

가 자신의 생각올 다시 한번 되짚어보거나 글의 전체적인 흐름올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직접 집필에 들어가는 경우가 혼하다. 따라서 글 전 

체가 직관적이거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여과없이 전해져서 자칫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올 해철 우려가 있으며 문단간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 

거나 글의 흐름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 우편이나 대화방 

같은 상횡에서는 사용하는 문체가 대부분 대화체이교 그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분에 긴 구상 개요 작성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직접 집필올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2) 퇴고 단계의 축소 

일반 작문애서는 글올 쓴 후에 여러 번 퇴고를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 

하고 다듬는 것을 무엿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퇴고는 글올 쓴 후 

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고를 완성하2따자 

퇴고를 하면 집필 시의 느낌과 생각들이 남아있어 자신의 글올 객관적으 

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가 완성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퇴고는 여러 번에 걸쳐 하 

는경우도많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의 작문의 경우는 주로 컴퓨터 화면상에서 글쓰기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고가 쉽지 않다. 메신저나 전자 우편의 신속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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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반용올 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올 문자로 표현하자마자 상대방 

에게 전달되는 특성이 었다. 따라서 퇴고가 얼어나는 경우보다는 초고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더 많거나 집필하면서 퇴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대화체를 주로 쓰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올 다시 수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 

문에 하이퍼텍스트상에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글올 쓴다기보다 말올 

한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퇴고의 필요성올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었 

다. 이러한 퇴고의 축소로 인하여 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있다. 

3) 글 전체 구조 파악의 어려옵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대부분의 하이퍼텍스트가 웹에 올려지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이라는 특성상 오류를 발견하기가 일반 작문보다 쉽지 않다. 

컴퓨터 화변에서는 종이와는 다르게 커서가 계속 움직이고1 다른 아이콘 

이나 배경 그림， 광고 등이 떠 있기 때문에 집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종 

이에 인쇄된 글을 읽는 것보다 화변에서 글을 읽는 것이 약 2)% 정도 속 

도가 떨어진다{Priæ & Priæ L .. :ro2: ffi), 또한 컴퓨터 화면이 종이 한 장 

분량에 해당하는 글의 양을 모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상하좌우 

로 움직여 가면서 글올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종이에 인쇄된 글올 읽을 경우 어디에 어떤 문장과 어휘가 배치 

되어 있었는지 공간적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컴퓨터 화면은 계속 움직이 

면서 글올 써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내용올 써내려 갔는지 기 

억하기가 어렵다，6) 

6) 이에 대해서 강민경(1앉B (0)은 글의 구조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는 것과 화면에 제시된 정보를 회상할 때 공간적인 심상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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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구어 중심의 문체 

인터넷에서 글올 쓰는 경우는 대화방이나， 전자 우편， 메신져 둥올 주 

로 이용하므로 이미 타인과 같이 접속한 상태에서 글올 써 내려가거나 보 

내준 글에 대한 답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동시에 여러 사랍이 접 

속하고 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혼자 독점하 

듯 길고 차분하게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올 쓴다기보디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문장으로 글을 이어가기보다는 짧은 대화체를 선호하게 된다. 그 

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시간상의 제약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약어나 아이콘올 사용하여 가 

능하면 짧으면서도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이 

에 비해 일반 작문은 시간적 제약이 적으므로 작가가 쓰고 싶은 만큼 생 

각하며 비교적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워드 

프로세서 작문에서도 유사하게 둥장하는데， ‘해요체’의 어미나 준말의 사 

용이 빈번한 점， 절(cla뼈)을 지속적으로 나열하는 듯한 문장 구성， 동일 

한 보조사 반복 둥이 나타났다，7) 

5) 문장펙 왼성도 

하이퍼텍스트는 글을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연결해 놓은 것이기 

할 수 없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7) 강민경(1앉1.): ffi)에 따르면， 워드 프로세서 작문의 경우에 다옴과 같온 조사 반복과 

‘해요체’의 빈번한 사용이 나타났다. 

예문) 가령 한글 CJl 이전 버전의 신명조체는 화면에서는 약간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이번에 국어 작문시간에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보고서률 내었는데 인터넷으 

로 중앙도서관에 로깅해서 그 사용방법이나 솔라스 키워드를 받아서 그대로 

보고서로 옮기고 손을 좀 봤거든요 (진한 글자체는 필자가 첨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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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 편의 글을 더욱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 

게 배치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작문에서는 짧은 대화체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올 뿐 아니라， 아이콘이나 그림， 도표 둥을 활용하게 된 

다.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짧게 표현하면서도 작가의 의도와 감정， 사고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의사소통올 선호한다. 그러 

므로 때로는 문장으로 일일이 표현하지 않교 소리나 아이콘 그림 둥으로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문장이나 글의 완성 

도는 일반 작문의 경우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어체 중심의 문장이 빈번하게 둥장하고， 절(c:없U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을 완결짓는다기보다는 단순히 나열하는 듯한 인상 

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장의 완성도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am'01/15 I 1월 15일 .. 

월본가기 전날이다. 

무지 떨린다 격격 •.. 

할말없다. -0- 격격 

am'01..24 I 계속 잠이 안와 + 

노라죠 ππ ...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일기가 긴 문단이나 문단과 문단이 이어진 하나 

의 담회{배없:rurse) 형태를 지니기보다는 단순한 문장이나 어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모티콘올 사용해서 감정과 생각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형식이나 내용 구성은 하이퍼텍스트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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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텍스트의 가변성 및 개방성 

컴퓨터의 발달은 글쓰기의 기술적인 측연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펜으 

로 집필할 때에는 일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것이 무척 수고스러 

운 일이지만， 캠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나 다른 기능올 활용하연 첨가 삭 

제， 복사 퉁이 편려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인 

쇄된 글의 경우 한번 인쇄한 후에는 다시 수정이 불가능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의 작문은 일반 작문 

의 경우보다 텍스트의 변형이 쉽고 가변적인 성향올 띤다 -例로 인터넷 

신문의 경우， 독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사 작성 

에 큰 영향올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하이퍼텍스트 문학에서도 독자가 작 

가가 되어 이어쓰기가 가능함으흑 인하여， 텍스트는 언제나 가변적이며， 

개방적이다 또한 인터넷올 통해 많은 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글올 읽 

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서 얼반 작문의 경우보다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측연에서도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서 일반 작문의 텍스 

트는 고정적이고 단선적이며 폐쇄적이다 

〈중앙일보토론앙〉 

IO"，~"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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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가의곁정성 

일반 작문에서는 작가가 집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글융 써나가므로 

미리 계획과 준비의 시간올 가지는 게 보통이다 반면에 통호회 게시판에 

서 글을 남기는 경우는 타인이 납긴 글을 원고 즉흥켜으로 글을 써 내려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 답글이 이어진다고 해도 

누가 올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하이퍼 문학에서도 작가가 써 놓은 작 

풍에 이어적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독자가 그 뒤에 무슨 내용을 이어적어 

나갈지 예측할수없다. 

따라서 하나의 글에 대해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수는 언 

제나 가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 작문의 경우는 작가가 제한되어 있으 

며， 글이 완성되기 이전에 작가가 이미 결정되어 벼린다 또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작가의 글에 대한 논평이나 답글이 존재하기 어렵지만，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독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구보」 이어스스기의 일부문〉 

.-…".lI ðll.l/JI.!I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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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작7띤| 권위 

예전에는 소셜이나 시를 쓴다는 것이 특정한 인물들로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작품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사 

실 무리가 따랐다. 한 편의 소젤올 쓰려면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과 전문가적인 안목， 능력 둥이 전제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퍼 문학의 경우는 좀 다른 특성을 지닌다. 하이퍼 문혁에 속하는 r구 

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가가 이루어 놓은 소설에 수많은 독자가 새로 

운 작가로 참여하여 소설의 전개 양상과 내용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은 결국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물며， 독자 

가 곧 작가가 되는 결과률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하이퍼 문화의 특성은 

작가와 독자에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해지며， 누구든지 작가가 될 수도 있 

는 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특정 인물만이 작가가 되던 시대가 지남으 

로 인해 작가의 권위가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 작문 시대의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상정한다면， 하 

이퍼텍스트 시대의 작가와 독자는 서로의 의견과 글을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고 보아야 한다. 

매체와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올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작문이 가능한 것은 사실 이러한 분명의 발달올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매체로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탄력 

적으로 대용해야 하는 시대를 살。까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국어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매체와 상황에 따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쇄 문화에 

의존하던 이전 세대에서 주로 시각에 의존한 의사소통올 해왔다면， 디지 

털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21세기에는 인간의 오감을 고루 사용하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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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살펴본 일반 작문과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차이점올 그림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같다. 

〈하이퍼텍스트 작문과 월반 작문의 혹성 비교〉 

구상개요의 정도 
높음 <----------------> 낮음 

퇴고의 정도 
높음 <----------------> 낮음 

사용하는문체 

일반 l 
문어 체 <----------------> 구어 체 

문장의 완성도 
펴릭 

작문 높음 <----------------> 낮음 AE 

작문 

텍스트의 특성 
고정적 • 폐쇄적 <----------------> 가변적 • 개방적 

작가의 권위 
높음 <----------------> 낮음 

작가의 결정성 
고정 적 <----------------> 가변적 

작가와독자와의 관계 
수직적 <----------------> 수평적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하이퍼텍스트 작문과 일반 작문은 상당한 차이 

를 드러낸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자신이 작성하고 

자 하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문체 둥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시키 

며， 상황과 매체에 따른 올바르고 효율적인 작문 활동올 해나가도록 유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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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퍼텍스트 얽기의 양상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에게 컴퓨터는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놀이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마치 휴대전화를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 음악 감상을 하듯이 이들에게 전자 매체 

는 친근한 벗이요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들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수 

많은 웹 사이트들올 둘러보는 것에 아주 익숙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웹 

사이트 방문에서 나타내는 특정은 무엇일까? Priæ & Priæ(:ID2: (0)는 홈 

페이지 방문자들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올 던진다고 보고 있다. 

· 내가 알맞은 장소에 와 있는 것인가? 

• 이 주재는 내가 흥미롤 가지고 있는 것인가? 

• 이 홈페이지 제작자는 뭔가 흥미로운 것올 제공해주고 있는7t? 

결국 하이퍼텍스트를 읽는 과정과 양상은 일반 인쇄물올 원는 경우와 

는 다른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상에서의 읽기와 일반 인쇄물 

원기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1) 읽기 속도의 둔화 

먼저 종이로 된 기존 인쇄물보다 컴퓨터 화변에 나타나는 텍스트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려면 화면을 아래 위로 이 

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올 찾아 읽으 

려는 생각을 부추긴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상에서는 문자로만 의사 전달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동영상，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문자와 그림 

둥이 한 화면에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단순한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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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올 원는 경우보다 부담이 크다. 따라서 종이로 인쇄된 것보다 컴퓨 

터 화면으로 활자를 읽는 것은 피로감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인쇄물을 

읽는 경우에 비해 약 장6 정도 속도가 느리대Priæ & Priæ, ID2: ffi), 이 

러한 특성은 하이퍼텍스트의 원기가 인쇄물 읽기에 비해 상당한 제약이 

있음올 암시한다. 따라서 텍스트가 양적으로 많으면 독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해당 내용올 읽으려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지나치고 싶은 

생각을가지게 된다. 

2) 흩어읽기 비중의 증가 

일반 인쇄물의 경우는 제시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는 단순한 

읽기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하나의 문서에도 여러 가 

지 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화면을 읽다가 다른 화면이나 사이트 

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번에 많은 내용을 대할 수있고 읽는 내용 

의 주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특정이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홍미에 따라 이리저리 옮 

겨 다니며 비선형적， 비순차적으로 텍스트를 접하고 읽어 나간다. 따라서 

한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거나 

한 화면의 내용을 대충 훌어 원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또한 웹의 특성상 자판을 두드리는 수고와 번거로움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에 대한 시간과 경비의 경제성올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텍스트를 정 

독하기보다는 대충 훌어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올 자세히 살펴 

보는 성향올 지닐 수밖에 없다，8) 따라서 핵심어률 제시해 주거나 문장을 

8) 김성해(:mJ: 52-감)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이퍼텍스트 읽기에 대한 조사률 실시 
하여， 핵심어 검색 및 여과， 대충 훌어보기를 그 특성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는 본 

연구에서 재시하는 내용파 같은 맥락에서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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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손질하는 것， 이모티콘이나 부호를 적절히 사용해서 화면 전체 

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편집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 

이 하이퍼텍스트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3) 자료 검색과 흥미 중심의 읽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퍼텍스트 상에서는 읽기만을 한다기보다 

보고， 듣고， 자료를 찾는 작엽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웹 독자들의 

75%가 정보 채집하듯이 모으려고 하는 특정을 나타낸대"McGovem et 외， 

JX)2: 2'2). 하이퍼텍스트 %에서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화면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제시된 텍스트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한 문단의 주제문이 어떤 것인지 둥 

에 관심이 높다.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선태한 경로와 내용에 대해 파악 

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쇄물 중심의 읽기에서와는 

달리 속도성이 상당히 중시되는 경향올 보이는 것올 알 수 있다. 또한 하 

이퍼텍스트에서는 홍미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신이 선 

택한 내용이 홍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독자는 다른 링크를 따라 쉽 

게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홈페이지 제작자는 독자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 초점 

을 모아야 한다. 독자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관심올 

끌기에 불충분하다면 더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머무를 필요성을 상실하 

고 다른 사이트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지는 자신이 클릭한 

페이지의 글 전부를 읽기보다는 글의 제목이나 문단이 시작하는 부분， 주 

요 어휘들을 훌어보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홈페이지 

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와주기를 바란다면， 다른 홈페이지가 제공하지 못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의 참을성 없음과 조급증올 탓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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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신속하교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정보률 검색하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된 홈패이지에 들어왔는 

지， 늘 의구심을 가지고 웹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다. 또한 한번 

방문해서 재미를 느낀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웹서 한번 유익한 사이트라는 인식이 생기면 좀처럼 그곳올 떠나 

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온라인 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 

는 정보를 신속하게 모으려 하며， 대충 읽어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어야 만족해한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빨리 떠나는 것올 

탓하기보다는 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링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독자가 지 

니는 특성이 이러하다면 홈페이지 운영자나 작가들은 독자의 특성과 전 

달 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올 써나가야 한다. 

5.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 고려할 사항 

하이퍼택스트 작문은 일반 작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일반 작문은 종이에 글을 써나가지만， 하이퍼택스트 

작문은 주로 컴퓨터 화면에서 집필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발 

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에서의 효과적인 표현 

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9) 

9) 본 연구애서 재시하는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 유의할 사항은 Jtice & Jtice(:ID2)가 
주장한 내용올 주로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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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결성 

컴퓨터 화면으로 글을 대하는 것은 인쇄물로 된 글을 읽는 것보다 속 

도가 느리대Priæ & pr뼈， 댔)2: ffi).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럽 컴퓨터 

화면은 종이 한 페이지 분량보다 적은 내용만올 한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눈올 움직여서 글을 읽을 때보다 훨씬 불편하다. 컴퓨터의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따라 이동해야 하고1 상하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문단의 길이， 텍스트 전체의 양적인 측면10)에 

서 간결함과 단순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글 전체를 읽기보다 제목이나 소제목， 문단의 첫 

줄을 읽고 나서 해당 글 전체를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일반 작문보다 하이퍼텍스트가 첫 문장이나 제목이 가지는 중요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양올 줄였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줄여 놓은 텍스트를 다시 검토하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다시 딸}자면， 의미있는 문장과 어구들올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이에 대해서 G細Jd(Jll1: 18)는 보통 문장보다 단어 수률 반으로 줄일 것올 권장하 

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률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 

텍스트는 간결성과 단순성올 중시하지만 글의 주제나 성격애 따라 텍스트의 길이 

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이퍼텍스트 소셜과 같이 이어쓰기가 

가능한 것은 그 내용이 걸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인 

경우도 텍스트는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홈페이지에 

주로 개설되는 메뉴나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나간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단 
순하고 길이가 짧은 편이며， 사변적인 내용들도 되어 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홈 

페이지의 대부분의 메뉴들은 내용이나 주제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며 자연히 글 

의 길이도 짧아진다. 또한 연령대의 편차도 존재하는데， 같은 자기 소개 메뉴라도 

3)대 이상온 일반 인쇄물 형식의 작문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경 

우가 눈에 띄지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자기 소개가 대부분 짧고 기발한 아이디어나 

문구 둥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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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삭제하는 방식올 취한다. 예를 들어 강조하려는 부사어 ‘무척 많 

이’를 중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무척’ 부분은 삭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부분은 다시 부연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전체 텍스트 

를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이 었다면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 

에도 독Z까 알고 있을 만한 상식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사실들은 삭제 

한다. 다옴은 일반 작문의 예이대제이몹 닐슨， 김옥철 역， 때'1: lffi). 

네브래스카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올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명소가 많다. 

191)년도 가장 인기있는 장소로는 Foπ R뼈nson State 뻐k(방문객 

표，뼈명)， Scotts Bluff Nati어1a1Mor뻐rentU32，lffi명)， Arbor μ뺑eStte 
His뼈i뎌1 parn: & Mu였lITI(1(Xl，αP명)， C때1a1ge(æ，됐명)， Stur Museurn of 
the Pr뼈e Pi，α1없(00，αE명)， Buff외o B퍼 Ran:h State His뼈ical 뻐k 

(없.446명). 

이러한 글올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단어 수를 줄이고 문장올 간결하게 

하면 훨씬 읽기가 수월해진다. 일반적인 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사용 

성에서 æoAÍ 정도의 향상을 볼 수 있대제이롭 닐슨， 김옥철 역， :rm: lffi). 

191)년 네브래스카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았던 관광지로는 Fort R뼈1였1 

State 많k， Scotts Bll펌 Na뼈al Monurrent, Arbor I..c:빼e Stte Historical 
버k& 뼈었lIl1， Carhenge, Stur Museurn of the pr뻐e PiαJær， Buffalo 
Bill Ran:h State Historica1 parn:가 있다. 

2) 씨분성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간결성이 중시된다. 따라서 긴 문장이나 문단은 

짧게 줄이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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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단이 너무 길다면 이것도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웹에서의 독자는 화면 전체를 꽉 메운 글 

을 모두 읽어 내려가지 않는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나 홍미있는 내 

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에게 필요없다고 여기는 부분은 그 

냥 넘어가게 되어었다. 따라서 문단이 길면 아예 글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태도룰 보인다. 그러므로 문단을 잘게 나누어 독자의 읽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문단 첫머리를 보면서 한 문단 

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 제시해 주어서， 관심 

이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빨리 지나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단 전개와 배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들은 주로 

첫 문단， 첫 문장에서 읽기를 계속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신 

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첫 번째 문단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를 먼저 

배치하고 친숙도가 떨어지는 주제를 나중에 배치송}는 것이 좋다. 특별히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 배치하는 역피라미드 구성과 배치를 

사용한대없없때， 때11: 18) , 그리고 한 문단에 한 가지 주제나 내용을 담 

아야 한다. 한 문단에 여러 가지 주제나 내용을 담으면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1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읽지 않고 다른 곳으 

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진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하이퍼텍스트 독자들은 글 전체를 읽기보다 훌어 

읽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한 메뉴에 페이지 수가 너무 많으면 독자가 지 

루해하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심리적 압박갑을 가진다. 따라서 너무 긴 

절이나 항목은 더욱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정보 

가 여러 개로 나뉘어진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McGovem 외(:ID2: 1(0)에서는 한 항목이나 메 

뉴의 페이지수가 다섯 장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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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이 내용이 많아진다면 해당 메뉴를 뒤로 배치하여 다음 메뉴로 

넘어가서 글을 계속 읽고자 하는 독자의 욕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명확성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이퍼텍스트 독자들은 뼈른 시간 안에 정보 

를 검색하거나 홍미있는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 

서 제시된 텍스트가 너무 길거나 내용이 부정확하고 모호하다면， 독자는 

다른 곳으로 속히 이동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는 

해당 제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 작문 

에서는 일반 작문에서보다 제목이나 소제목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독자가 해당 페이지를 읽기 전에 제목부터 본 후에 계속 

해서 글을 원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었 

다면 글을 완성한 후에 제목이 글에 걸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자가 읽 

고 난 후에 제목과 글의 내용이 별다른 관련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 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회적 

인 표현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피동보다는 능동 표현이 효과적 

이다. 또한 하이퍼미디어의 특성상 많은 자료를 내려받거나 수정， 삭제하 

는 것이 쉽다. 이것은 기존 인쇄물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하이퍼텍스트 

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잘못 오용되어 다 

른 사람의 저작이나 글을 특별한 언급없이 마구 인용하거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재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글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더욱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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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각성 

홈패이지에 올리는 하이퍼텍스트의 생명은 간결성파 단순성이다. 이러 

한 글의 구성이 이루어졌올 때 독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길게 문장으로 써야 할 사항올 핵심 어구만 남겨두고 쉽표， 빗금， 괄후 

이음표 둥을 적절히 사용해 재배치하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다음은 대학생의 홈패이지에 깨재된 자기 소개의 일부분이 

대h빼:j/www찌rumo.com에서 인용). 

이름 .. 민무홍 

별명 .. mimπx>i민무. 그냥 이렇게 볼련다) 
생일 . 1934. 5. 7 (강조 +, +..) 

성별 .. 건장한남아 
주소 .. 경기도/용인 

이벨 .. 때빠lJ7@hatm뼈l.mm 

MSN .. s앉짧뼈쟁7@hotn뼈l.mm 

폰 .. 016 200 0'l34(문자 마니마니 부탁 ‘;;) 
취미 .. 여행， (중략) 머리 요상하게 하기 

다른 홈페이지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문장올 이용해서 설명하지 않고 핵심 어구만 사용하며， 주소의 경우도 빗 

금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취미 부분도 핵심 어구를 나열하고 쉽표로 처 

리했다. 다음은 10대 청소년의 자기 소개 부분이대h뼈:j /myhoIæ.naver. 

COnY여II'Iffi링따l뼈Irerl띠 .htrnl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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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이의 프로필*‘*--

1. 이륨. 김혜진 
2. 생년월일: 1쨌년 12월 9일 
3. 키: 1앉bn 
4 혈액형:0형 
5. 학력: 중 1 재학중 
6. 가족관계: 부모님， 할머니， 오빠， 강아지 1마리 
7. 종교: 무교 

8. 취미/특기: 인터넷， 십자수， 독서， 약간의 음식 장난 

9. 좋아하는 연예인: gl여 BoA, S.E.S. 터nma Watson, Dani어 R뼈iffe 

10. 좋아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 사실상 싫어하는 거빼고 좋아함 
τxl굴， 맹게， 보신탕， 피망， 매운고추 ... 

11 좋아하는 거: 판타지*추리소설， 홍차왕자， 작은 동물， 크림이 가득 
묻어나는 케엌과 홍차 .. , 

12. 싫어하는 거: 드러운 사람， 폰존한 사랑， 자기 좀 안다고 난체하눈 
사람 

13. 스트레스 해소법: 잠자기 

위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장 부호나 이모티콘 둥을 적절하고 효 

과적으로 사용하면， 텍스트를 더욱 차별화，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문자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함으로 표현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간다. 또한 모든 내용을 글로써 표현할 것이 아니라 표나 그림 둥 

을 활용하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있다. 

한 예로， 통계 수치를 길게 문장으로 셜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핵심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표나 그래프로 통계를 처리해 주변 깔끔하 

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둥을 활용하면， 화면 

전체의 구성에 강약을 줄 수 있어 빚빗하거나 지루한 느낌을 렬 수 있다. 

그리고 핵심 어구나 링크 부분을 굵은 글자체로 표시해 줌으로써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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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올 빨리 파악하고 다음 행동올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시 말해 

서 단순한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둥을 사용한 다양 

한 의사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5) 객표냉 

우회적인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자신이 이해했 

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우회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 

에 비해 아무래도 단어수가 많아지거나 문장이 길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고1 시간도 많이 걸 

리게 되므로 독자가 해당 메뉴나 페이지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내용의 글이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전 

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핵심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은 일반 작문의 예이다. 

네브래스카는 매년 수많은 사랍들을 끌어들이는 국제적인 명소가 많다. 
1됐년도 가장 인기있는 장소로는 Fort RI:뼈nson St없 많1<(방문객 
땀~(XX)명)， scotts B1uff Nati이뻐 Monurrent(l32，1ffi명)， Arlxlr ù:뼈'e Stte 
Hi없ic외 밟k& 뻐l었lffi(lOO，뼈명)， C뼈HJge(æ，fÆ명)， Stur Mu었lffi 
of tOO pr밍rie Piα짧뼈l，r:1J2명)， &.뼈10 Bill 밟압1 State Histor없l 

많k(a\4f5명). 

위의 일반 작문을 객관적 표현을 중심으로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네브래스쩨는 명소가 몇 개 있다. l됐년 가장 많은 사랍률이 찾은 관 

광지로는 Fort RI:뼈mrnSt없 밟1<(방문객 æJ，1αm명)， satts B1l펴 뼈따1al 
Mnurrent032，lffi명)， Arlxlr L<뺑e Stte 1표짧ic머 벼1<& 뼈짧Jníl00，αm 
명)， ÛlI뼈Jge(ffi細명)， Stur Mu엎lffiofthe Pr없ie pi야mOO，αg명)， 

Buff;외0 댐II Rarrll St없 Historica1 뻐k(æ，4뼈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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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올 정리하면 사용성에서 '17%의 향상올 볼 수 있다{제이흉 닐 

슨， 김옥철 역， 때1: 1(l)) 

6)정보성 및 흥미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웹 독지들의 75%가 정보 채집하듯이 모으려고 하 

는 특정올 나타낸대M::Govem et 때， :ro2: 22) 따라서 지금 방문한 홈페이 

지에서 풍부한 자료를 얻올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된 역사， 기업， 문화， 연구 보고서 

둥의 사이트와 연결하는 게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 

는 양질의 사이트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내용이 나오연 

수시로 수정 • 보완올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와 연결δ}는 것 

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외 사이트와 연결해 놓으연 자신 

의 홈페이지가 매우 폭넓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초등학생 홈에이지의 여앵 핀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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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자들은 새로운 정보와 오락올 찾아서 홈폐이지를 누빈다. 따라 

서 진부한 내용이 오래 지속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시 해당 홈패이지를 

방문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내용올 찾고 만들어서 수시로 올 

려주며，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것올 색깔， 글자체， 동영상， 팝엽 

(~up)창 둥올 통해 알려준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독자의 관심 

과 홍미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홈패이지라는 얀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계충의 독자만 관심올 가질 만한 내용이나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그다지 중요한 내용야 아닐 때， 글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참고할 사항들은 또 다른 링크로 

연결시키거나 내용의 일부만을 게채하고 나머지 내용은 내려받기를 하도 

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펀리하다. 여가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려받 

기에 걸리는 시간인데， 내려받기를 위한 파일이나 폴더를 채작할 경우에 

도 용량이 너무 방대해져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독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 효과적인 하이퍼텍스트 작문 교육을 위한 제안 

1)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작문 교육 모형 

정보 통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전자 매체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 생활 

의 변화는 의사소통 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교 이러한 변화는 국어 

표현 교육에서도 적극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결국 학습자들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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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그들의 필요와 함께 할 때에 국 

어 교육의 효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일반 작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에 그 과정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하이퍼미디어 환경은 비선형적， 순 

환적， 가변적， 상호작용적인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종이에 집필하는 일반 

작문보다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작문이 보다 더 상호작용적이고， 쓰 

기 각 단계와의 연계가 긴밀하다고 할 수 었다)1l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 

여 다음과 같은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작문 모형을 제시한다.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작문 모형>12) 

11) 각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이퍼텍스트 관련 작푼 모행에 사용된 용어는 최현섭 

외(:!X)l: 343)와 임천태(:nJ2: '79)이 제시한 내용올 참조하였다. 
12)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는 학습자 교샤 학습 활동의 세 가지 요소도 본 연구에서 
채시하는 작문 교육 모형과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세 요소가 상호작용을 계속 
해 나간다. 이와 관련된 모형은 작문 모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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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작문을 쓰기전-쓰기-쓰기후의 세 단계 

로 나눈다. 쓰기전단계에서는 필자가 써나갈 글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기록， 정리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와 탐색이 마무리되 

고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생각꺼내기)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에 맞 

추어 개요률 짜고 여러 개념이나 정보를 묶어보는 작업을 한다'.(생각묶 

기) 이렇게 쓰기 전단계가 마무리되면 핵심 단계인 쓰기단계로 넘어간다. 

쓰기단계에서는 그 동안 취합하고 검색한 정보와 자신이 구상한 글의 내 

용에 따라 글을 써나간다.(생성하기)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 

신의 글에 적합한 핵심어를 고르고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나 사이트를 링 

크한다~ (연결하기) 쓰기후단계에서는 완성된 글올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글 전체의 짜임이나 형식적인 부분들을 점검한다.(고쳐쓰기) 이렇게 글이 

완성되면 웹에 올리고， 웹의 형식이나 전체 구조에 알맞게 편집을 한다. 

(편집하기)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종이에 집필을 하지 않고 화면상에 그냥 생각올 

적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무척 짧아진 

다. 이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괴를 거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인데， 글 

올 집필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교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전 

체적인 짜임새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작문의 세 단계를 

빈번히 오가게 되는 또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작가가 자신의 의견이나 구상만올 중심으 

로 하여 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이트나 정보와 링크를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글올 쓰는 과정이나 쓰기 전후에 웹에서 자료를 찾아 

검색하고 그 내용을 글에 참조하는 경우가 혼하다. 따라서 글올 쓰는 과 

정 속에 다른 정보나 사이트와의 연결하기 부분이 들어가야 하며， 끊임없 

이 하이퍼미디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초고를 고치고 난 후 웹 

에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 화면에 잘 어올리게 배치하고 손올 보는 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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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중요시된다. 

2)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홈꽤이지 판현 내용 겁토 

앞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번 장에서는 고둥학교 국어 과목 관련 교과서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어떻 

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하이퍼텍스트를 주로 사용 

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표현 교육 방법올 제 

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 과정의 구현물인 교과서에 나타난 하 

이퍼텍스트 표현 교육 방안올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3) 먼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관련 내용은 게시 

판이나 전자 우편 쓰기， 인터넷 신문 만들기， 대화방을 개설하거나 의견 

을 개진해 보기， 하이퍼 소설 이어쓰기 둥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골 

고루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홈페이지 작문의 경우는 약 4-5 
가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홈페 

이지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해 보기， 신 

문기사를 홈페야지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 자신의 이야기를 홈패 

이지에 올리기 둥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학습자 

의 홍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하이퍼텍스트 작문에 관심올 가지도록 유 

도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질문 자체가 실제적인 편이기 때 

문에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해본 내용을 자신의 홈패이지에 직접 연결하 

거나 올릴 수 있어서 교실 수업이 실제 생활과 연관이 되도록 구성된 것 

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질문 내용올 더욱 구체적이거나 세분화하여 학습자가 질문에 따 

13)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과서의 종류는 국어(하)와 작문 교과서 7종， 그리고 국어 생 
활교파서 10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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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제로 써보면서 

터득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첨가될 필요가 었다. 이런 방식은 하이퍼텍 

스트 작문파 일반 작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써보고 느 

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감 

있게 하이퍼텍스트를 접하고， 계획하고1 이용하는 것에 역동성올 부여하 

고 자신감올 가질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의 자기 소개 내용과 형식은 일반 작문의 자기 소 

개와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일반 작문의 자기 소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이나 자신의 특성， 장점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이퍼텍스트 작문에 비해 문장의 완성도가 높다. 또한 글의 특성상 자신 

의 연락처나 전자우편 주소 둥은 일반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서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자기 소개는 연대기적인 기술이 아닌 경우 

가 대부분이다. 내용도 자신의 개성과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구성되며， 전 

자우편 주소나 연락처가 대부분 첨가된다. 또한 빠른 읽기를 위해 문장 

중심이라기보다는 핵심 어구 중심의 나열에 가까운 구성을 보인다. 따라 

서 이러한 점을 학습자가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경우에 따른 두 

가지 자기 소개 글을 써보게 함으로써 작문 상황과 맥락， 매체에 따라 같 

은 주제라도 다른 형식의 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심 

으로 하이퍼텍스트 작문과 일반 작문 자기소개를 위한 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4) 

14)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 소개서와 관련된 설명의 일부는 박경현 외 8인(:m3: 32) 
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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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되어 새로운친구들올만나게 되었숍니다. 새 친구들에게 자 

신을 소개하는 글율 써 보십시오 

cr 먼저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고둥학교 재학 기 
간 중 학엽 이외의 활동 영역에서 가장 소중했던 정험율 소개하고 이 

러한 경험이 자신의 성장에 어떠한 도용을 주었는지 기술하십시오 

* 자신의 홈페이지 자기 소개 메뉴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올 써 보십시오 

a 자신올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올 핵심적으로 소 
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십시오 

또 다른 예로 기행문올 작성하는 것올 들 수 있다. 기행문은 작7까 여 

행을 통해 본 것과 받은 느낌을 중심으로 시간적 흐룸에 따라 써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식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문장의 길이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는 같은 종류의 기행문이 

라고 해도 간결한 것이 좋으며， 한편의 글을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 세부 

항목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자신이 여행해 본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올 중심으로 기행문 
올써 봅시다. 

a 기행문에는 자신의 여행 여정이 모두 드러납니다. 어느 장소에 갔 

으며， 거기서 느낀 정이 무엇인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써 보십시오 

* 기행문을 써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봅시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 
행문은 일반 기행문과 어떤 정에서 다릅니까? 

I::T 일반 기행문보다 문단의 크기를 작게 나눔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핵심 어구를 기억해 둡니다. 

본문 중에서 다른 사이트와 링크할 부분올 생각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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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 상에 올렬 수 있는 기행문의 예 

를들어보연 다음과같다 

에뉴‘ 냐의 여행기 

제옥 하와이설 다녀와서 

소제옥<D와이키키 
@ 흘리네시안인속촌 

@ 쇼핑 

찍이키걷| 

인천얘서 비앵기로 10시간용 날아서 하와이에 도확했다 우리는 짐융 

찾아요잉킹tl 근처의 호탤에 여장올 훌었다 파란 잉크용 뿌려 놓옹 듯한 
바다플 보니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와이키키 주연에는 휴양지당게 

훌와이 많았다 

만약 일반 작문의 첫 문단이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l년 내내 

이 시간만올 기다려왔다 얼마 만에 떠나는 여행인가? 하와이는 이번이 

세 번째 갈 때마다 참으로 변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토요 

일 오전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 공항에 갔다’라고 한다연 하이퍼돼스트 상 

에서는 텍스트의 간결성올 위해서 문장올 단순화하고 양을 줄여 ‘인천에 

서 비행기로 10시간쯤 날아서 하와이에 도착했다’로 표현한다 또한 i와이 

키키 주변에는 휴양지답게 크고 작은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부분 

도더 단순한문장으로줄여 ‘와이키키 주변에는휴양지답게 호텔이 많았 

다’로 작성한다 그리고 ‘와이키키’나 ‘호텔’ 부분의 밑줄은 관련 사이트나 

정보 링크를 의미한다 계속해서 기행문의 예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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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칭 7시 반에 친구들과 합께 하와이 고속도로률 당혔다 시씬 

한 바랍과 우거진 나우틀은 마치 그립과도 강았다 콕솔돋훌훌 따라 l시 

간 정도 구경용 하고 나서， 길가에 있는 식당에서 아갱용 억었다 새우용 
얘용 소스에 무친 요리였는데 맛있었다 식사륜 마치고 다시 m분쯤 가다 

보니 풍뢰넥쇠알Æ솔출이 보였다 

,11 

오늘은 쇼명용 하기로 했다 하와이에는 유영한 윌갚목으i요냄힐경과 

외린낸션당므냉。1 었다 언저 알라모아나 액화쟁에 갔다 그끗옹 

교사는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이 일반 기행문과 다른 점을 알려준다 또 

한 하이퍼텍스트 기행문은 한 편의 글올 여려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에 해 

당하는 소제목을 다시 붙일 수 있음올 셜명한다 또한 앞의 소제옥 부분 

의 글이나 단락을 읽지 않고 자신이 선태한 부분만 읽어도 글을 이해하거 

나 읽는 데에 단절되는 느낌이 없도록 글올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왜냐하 

연 독자가 한 편의 기행문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올 다 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독자는 글올 읽으려고 하기보다 그 글의 핵심 

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하위 에뉴를 선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락이 길어지거나 만연체의 문장을 사용하연 독자 

에게 부당을 주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7 맺는말 

본 연구는 통신 문명의 발달이 의사소통 방식과 삶에 많은 변화를 몰 

고 오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국어 표현 교육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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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분명 현대의 글쓰기는 인쇄 매체률 

통하던 이전 시기와는 다르다.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글올 읽고 이해하는 

수준올 념어서서 문자와 동영상 소리 그림 둥올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수준까지 가능해졌다. 매일 넘쳐나는 새로운 정보 속에서 하이퍼텍스트 

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은 컴퓨터와 전자 매체를 통해서 자 

신올 새롭게 인식하교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제 우리 

는 이들의 가치관과 사고 체계에 걸맞은 21세기 형 국어 표현 교육을 위 

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하이퍼텍스 

트와 관련한 표현 교육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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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인 홈때이지롤 활용한 국어 작문 교왜 대한 연구 101 

A Study on Teaching Korean Writing 

Using Personal Homepage 

Kim, Young-rran 

까te Infonnation Age 뼈s brought many char멍esinmany aS(lrls of mx:lem 

soci빼T. In IEticular, the develq:xrent of 때I뻐1ter scieoce 하x:l the 1뼈:net 뼈S 

rrnde JX)SSible 따 am:nunication of a rnassive arrount of infonnation in the flαm 

of hy없뼈t. Moroover, the In뼈tet 떠s becoræ an effective way of 

comrrrur때tinginfαmation 띠 variαlS fonns such as sour념， m뼈mlia， images 

밍떠 였re combination of these. Such rr빼X퍼 of am:nunication us뼈 hπg없t 

벼s rmre 삶va뼈ges than the 뼈ear ar닙 sirr때istic rr빼l<Xi of 따rmmication 빼 

뼈 삶V뻐때g않 inclt뼈 variety, 며ømess， c뼈ngeability， multi냄rrentiα때ity. 

HYIml빼.a has brought in sorre c뼈nges of comrrrur뼈tion style. Such 

때vancerrent in the uses of In않met also rreans 혀gnifi때lt char핑es in Kor없n 

l뼈떠ge 어ucation because it can offer learners of Korean 잃 d엎r first 빼핑uage 

ano따~m퍼l<Xi to 않rress themselves. 까lÎs 따ght 뼈icate that Korean 떠맹뻐ge 

뼈1ca따'S neffi to be rmre sen잉tive to such changes 하x:l fir피 ways to t.ake the 

best use of the ln뼈net 

This stuφr 맹$ 뻐th the ick경 of the at따qt to integrate 11;πg쨌t into 

Kor얹n 뻐핑때ge 뼈1cation， 뼈 tries to ex.amiæ sorre charactaistics of hy따없t 

writir핑 뼈 general writing. In 빼iti，α1， the study 뼈mnslrates how a Korean 

뼈ner reaαs to the wri뼈 instruction u삶19hYIH휩α not onIy as a leamer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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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s a writer. Furthemα-e， this su빼T suggests 댔re fu1llre 며rectiαlS inU외I땅 

hYIXrtext 때 따없갱l~eontheI뼈net as a 않fular피 effi때ve way to 

m뼈'Ove 없않1 writi때 뼈ag앵y. 

[없T words] hYIXm빼a， hy없따d: wri뼈g， g'짧alwri뼈g， vari엠T， 뼈mesκ 

chang않뻐ity， rrrulti -dirrenti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