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쩨"'1환 끌쏘기 표육 연구* 

- 토론 게시판훌 중심으로-

1. 연구의 개판 

1) 연구의 혹쩍 

김정자** 

미디어를 인간올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으로 간주하는 머디어 생 

태론.1)자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도입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툴 유 

발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디어 생 

태론자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의 핵심적 결과로서 인간에 대한 영향 

* 본 연구는 없E년도 학솔진흥재단의 지원애 의하여 연구되었융{과채헨호; KRF-:ID2-
α]융IID1l3)， 

** 이회여대. 
1) 미디어 자체의 본질책 륙성애 의혜 형생되는 보이지 않논 환청(in찌S‘t>>e mvì.rπmnt) 
얘 주혹한 연구 경향롤융 미디어 생태학ünña En월ty)야라고 후폼다. 미디어 생태 

뼈nma 없:qy)이완 용어논 1앉혔연 11월 뼈1 Ft빼nan이 며국 훨왜커얘셔 열린 “전 
국영어교사협의회”에서 영어교육의 새로훈 항향옳 째시하기 위환 북척의 기조연설 

에서 쳐옴 사용하였다. 미디어 생태학애 대뼈서는 김생빼(:m1)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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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제시하고 있는폐， 인칸의 경험 및 커뮤니캐야션 능력에 대한 영향력 

이 그것이다. 미디어를 중요한 인간 환경으로 간주하는 미디어 생태론자 

틀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변화의 특정과 속도，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 관련한 변화의 특정과 속도는 과거에 경험되었던 어떤 문화와도 완전 

히 구별됨에 주목한대김성벽， Jrl1: 91-92). 

인터넷01라는 미디어는 글쓰기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기존의 의 

사소통과는 다른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전자우편， 메신 

저， 게시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 방식들로서， 전 

자우편이나 메신저 둥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느덧 일반화되어 있다.2) 그 

런데， 구락(::r02: 따밍)은 거의 누구나 웹A에트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이 신기술의 사회 •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를 배우는 사람 

은 없다고 지적한다. 즉 인터넷을 읽고 쓰는 수행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소통 방식과 가치 체계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테크롤로지의 방홍뼈l 관하여 의견을 표하고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 이상의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도 이런 지향 아래 설계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상의 

의사 소통 방식을 실제로 교육해 봄으로써 교육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이다. 학생들이 전자게시판의 글을 읽어보고 써 봄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게시판을 이용한 토론에 침여해 봄으로써 전자게시판의 글쓰기 방식과 

전자게시판 글의 특성， 의사소통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전자게시판의 의 

미 둥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엽의 학습목적이다. 이러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뱃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J(:m!.l) 인터넷 이용자 

중 ffi.2"Aí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사용하는 e-n빼l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녔다. 최 
근 6개월 이내 메신저 서비스률 이용혜본 경험이 있는 인터뱃 이용지는 li8%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생의 이용활은 71.3%, ffi.4%, 
70.0"/0로 일반일보다 높온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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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옳 실시혀여， 수업 환찰파 수업결파물 분석， 연접 풍을 통하여 학 

생의 한용파 요구" li!.:사의 싼용 둥율 조사하여， 전자제시판 글쓰기 교육 

의 방법파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파는 인터넷 상의 의 

사소통 방식올 교육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옳 구안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어교육에서 미디어의 교육과 활용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복무할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기활 연구 질문온 다옴과 같다. 

첫째，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71-? 

둘째，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711 

셋째，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허여 학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711 

넷째， 국어교육에서 전자게시판의 교육과 활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711 

2) 연구의 개요 

연구의 대상은 인문계 남자고둥학교 1학년 학생 1반이었으며， 4차시의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올 정규 국어시간율 통히여 실시하였다 . 

• 연구 대상 : 대상학교 : 숭실고둥학표 1학년 

• 연구 기간 : :m3년 m월 aJ일 -11월 8일 

.연구의 방법 

〈현장 연구 진행 과정〉 

실제로 수업올 진행할 교사와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3번의 사전 협 

의를 거쳤고， 수업 진행 중에는 전화와 전자우편율 통하여 수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협의의 주 내용은 교육 내용의 선정파 배열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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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1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 

며 홍미에 맞는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주된 협의 내용이었다. 

am년 10월 æ일 8시 $분 : 사전설문 

am년 10월 æ일(3교시) : 1차시 수업 

am년 10월 22일(1교시) : 2차시 수업 

am년 10월 23일(5교시) : 3차시 수업 

am년 10월 25일(2교시) : 4차시 수업 

때B년 11월 7일 : 교사 면담 

2뼈년 11월 8일 8시 때분 : 사후설문 

am년 11월 8일(1교시) : 학생 면담 

〈수집된 자료〉 

학생 설문 자료(사전설문， 사후설문) 

학생 수업 결과물 l(학급차페의 토론게시판) 

학생 수업 결과물 2(매체수업 소감문) 

학생(4명) 인터뷰 녹화 자료 

수업 비디오 녹화 자료(2f3l4 차시 수업) 

교사의 학습 지도안 및 학습 자료 

교사인터뷰녹화자료 

3) 연구 진행 과정의 륙성 

(1) 학생의 특성 

사전 설문을 통히여 조사 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매체 이용 실태와 

인터넷 이용 실태， 전자게시판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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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학생률온 대학 진학훌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남자 고둥학교 

학생률역리는 점이다. 이률용 아직온 입시애 큰 부담올 느끼지 않는 1학 

년 학생들이었지만， 이미 반 학생들의 일부는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 

윷학습율 하고 있었으며 학생툴과 연대면 면접옳 실시할 시간율 맞추기 

가어려웠다 . 

• 매쩨 이용의 륙생 

학생들은 탤레비전을 매일 보는 학생은 17명(54.89에인데 비해 인터넷올 

매일 이용한다는 학생이 ~명(전체의 71%)으로 인터넷 매체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신문 읽기와 독서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심 

지어 신문을 읽지 않거나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도 있었다. 

〈표 1) 매체 이용 빈도 

’ 인터넷이용 
학생들의 하루 명균 인터넷이용시간은 1얘，없분으로 헬레비전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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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00.π분)보다 높았다. 특히 껑명(전체의 π%)의 학생이 하루 명균 1-2시 

간 정도(00분 8명， 00분 3명， 1때분 11명) 인터넷율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학생틀은 메신저 서비스 게 

임， 영화 및 동영상 감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활용능 

력의 향상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큰 ~t이점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이세용(었)2)의 r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보불평둥」 연구 

에서 게임이나 영화 • 음악감상과 같이 단순히 여가시간 소비를 위한 인 

터넷 활용의 확산온 정보 불평둥 격써l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통， 기술개발 및 학습 목적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보화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갑어 높은 것으로 본석되었다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인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서 소통에 대한 부분은 국어교육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 

다. 

〈표 2> 하루 평균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간 

’ 천자게시판 이용 경험과 의견 
학생들에게 전자게시판 이용 경험을 1000/0라고 했을 때， 읽기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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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비중훌 나누어 보라고 했는데， 명균 비율옳 보면 읽기의 비중이 

74.6 %로 압도적으로 놓았다. 

〈표 3) 전자재시판 이용 비율 

전자 게시판 이용 동기를 보았올 때， 정보나 지식올 얻기 위해，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 친교적 목척으로 이용환다는 것에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 

다의 대답을 한 학생들이 7rf/o률 넘었다. 그러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용한다는 것에는 정.8%의 학생만이 ‘그렇다’ 이상의 대답율 했다. 

〈표 4) 전자재시판 이용 동기 

학생들은 탤레비전 프로그램에 감싱L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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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문 동의 토론 게시판은 잘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쓰기보 

다는 읽기 게시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와 전자게시판의 이용 

동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5> 전자게시판 이용 경험 

전자게시판 이용 경험과 판련하여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었다. 

학생들은 전자게시판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이나 내용이나 구성 변의 

완성도1 상대방 존중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느끼지 않았다. 이에 비해 언 

어 규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했다. 게시판의 글은 언어 규범(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높임법 둥)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는 η.4%의 학생이 ‘그 

렇다’ 이상의 웅답율 했다. 게시판의 글이 솔직하다고 판단한 의견은 6명 

(전체의 19.4%)으로서，<표 7>에서 보면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쓴다고 대답한 학생은 17명(전체의 54.SO/O)으로서 -'(]-이한 

결과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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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자게시판얘 대한 생각이나 의견 

전자게시판에 글올 쓴 경험과 판련지어 자신의 행동과 밀접한 것을 선 

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게시판에 글올 쓴 경험이 없다면 답하지 말도록 했 

다. 따라서 무웅답의 학생이 2명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전자게시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척하라고 했올 때 많은 학생(웅답자 1)명 중 18명)이 

욕설이나 비속어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욕설이나 비 

속어를 쓴다고 하는 학생들이 8명(껑1.80/0)이었다. 이에 비해 통신 언어나 

이모티콘을 쓴다고 대답한 학생은 19명(61.3%)이었다. 절반 정도의 학생 

들은 생각어나 의견을 솔직하게 쓴다고 대답했다ü7명， 전체의 54.8%). 다 

른 사람의 글을 가져 올 때 글의 출처나 사이트의 주소를 명기한다고 웅 

답한 학생은 9명(전체의 al%),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은 14명(전체의 

45.2%)으로서， 정보 윤리와 판련한 학생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크게 뚜렷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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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자게시판과 판현된 지신의 행동 

전자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전자게시판에 바로 쓰지만 어느 정도 숙고 

하여 쓴다는 학생은 18명(æ.l%)，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로 즉시 쓴다는 

학생은 10명(32.3%)이었다. 무웅답은 1명， 기타 2명(떠오르는 대로 쓰고 읽 

어보고 고친다， 전자게시판에 쓴 후 글 올리기 전에 수정한다)이었다 

전자게시판에 글을 쓸 때 문단의 구분 없이 한 행을 쓰고 나서 한 행씩 

띄어 쓴다는 대답을 한 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쇠.90/0)， 이러한 형 

식의 글을 원기가 가장 편안하다는 웅답을 한 학생이 16명으로 51.6%이었 

다. 

학생들에게 전자게시판의 문제점을 주로 언어적인 면에서 찾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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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웅답 학생 l)명 중 대후환<18명)이 욕셜(비방， 비속어， 둥) 문채를 지적 

했다. 그밖에， 광고성 째서울， 옴란물， 비얘절， 정보의 불확실성， 비솔직성 

동을문제로지적했다. 

학생들은 매체에 변화에 따른 글쓰기 방식의 변화에 대해 표면적으로 

반 인식하고 있었다. 전자게시판 글쓰기와 종이에 작성하는 작문의 쩨 

점을 물었을 때， 총 2B명의 학생이 웅답을 했는데， 그 중 5명의 학생은 ‘별 

차이가 없다’는 웅답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운 게시판에 글올 쓰는 것 

이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 글쓰기 과정에서의 차이점 

을 구체적으로 웅답한 것으로는 글자 모양이나 띄어쓰기 퉁이 보기 좋으 

며(1명)， 고쳐쓰기가 편하며(1명)， 종이에 쓸 때는 쓸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만 게시판에 쓸 때는 쓸 말이 생각나며(1명)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1 

명)， 친근감 있는 언어들을 쓸 수 있다{1명)는 것들이 있었다. 전자게시판 

글쓰기보다 웬작문의 좋은 점에 대해 지적한 웅답으로는 종이 작문이 전 

자작문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내용 면이나 구성면에서 더 나은 

것 같다는 대답ü명)과， 종이는 생각해서는 쓴다는 대답"(1명)， 게시판 글은 

내용에 설속이 없을 수 있고1 정확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대핍이 있었다 . 

• 인터넷 표혐 교육 경험과 의견 

학교에서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 혹은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웅답자 l)명 중 14명(45.?>Aí)의 학생이 배운 적이 있 

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인터넷에서의 소통 방식에 도옴어 되었는지 물었 

을 때， 전혀 도옵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3명，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1명，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명， 많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이 4명이었다. 

그런폐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에 대혜 배울 의형헤 있 

는지 물었을 때 학생들의 반웅은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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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인터넷 표현 교육율 밭옳 의향 

(2) 교사의 특성 

，교사의 교육경력 및 배청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2년의 짧은 교육 경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학 

원 박사과정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 

• 매체 판련 수업에 대한 판심과 청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수업을 실시할 학교와 교사를 섭외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화 선택과목인 작문을 선택하고 있는 학 

교가 많이 없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 시간 중 4시간을 할애하 

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인터넷이란 매체를 활용하여 인터 

넷의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 심적인 부담감을 지니고 있 

었다. 새로운 매체의 교육과 활용은 기술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학교 내의 인식과 지원도 수업을 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였다.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교실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국어과 

에서 그러한 교실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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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혜히 수업을 맡았으며 명소에 매채에 대혜 판섬율 가，;tl고 었었다고 했 

다. 또현 학'jl에서 컴퓨터 교실이 2개였으며 중간고사 직후 다른 교과에 

서 이용이 없어 컴퓨터 설의 이용여 어느 정도 용여한 훤이었다. 

이 교사는 국어교과서(하)의 단훨올 수업하면서 광고 관련 수업올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여러 매체 중 광고와 관련한 수업을 학생률이 흥미로 

워했다고 한다. 인터뱃파 판련혜서는 학교 홈I헤어지 게시판에 좋은 사어 

트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고 한다. 

떠) 수업 진행의 륙징 

’ 정규 국어 수업으로 천뺑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은 국어교과서 하권의 2단원인 [정보의 조직과 

활뿜의 소단원 (1)다매채 시대의 언어활풍파 연관지어 국어 수업 시간에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이 있다. 

’ 수업의 과쟁과 쩔파률훌 수뺑i명가 자료로 활용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은 모두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업에서 

전자 게시판 글쓰기 활동은 학곱게시판에 토론게시판을 마련하어 학생들 

이 선택한 주제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올리고 여러 학생률이 그 글훌 원 

고 덧글올 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라고 전자게시판 글쓰기를 통하 

여 토론에 참여한 소감올 깨시판에 융리도록 하였다. 수업 시작 전에 이 

러한 활동플이 수행명가 자료로 활용됨울 학생룰에게 먼저 고지하였다. 

따라셔 학생들 천웬 토론 게시판에 글과 소감문올 옳렸는데， 이것은 학생 

의 자발적 침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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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내 4차시 진행 

원래 수엽의 기획은 일주일 내 1차시씩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의 단원과 관련지어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서 일 

주일동안 4차시의 국어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 

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기간 내에 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식 

이나 행동에 변회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운영 

4차시 모두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운영되었다. 연구가 진행된 학교에는 

2개의 컴퓨터실이 마련되어 있어， 컴퓨터실의 이용은 어렵지 않았다'. 1차 

시에 사용한 컴퓨터 교실은 학생에 비해 자리가 부족했다'.2차시부터는 

다른 컴퓨터실로 옮겨 진행했는데， 관리상의 문제인지 컴퓨터교실은 항 

상 문이 잠겨 있고， 학생들은 교실을 옮겨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수업이 

정시에 시작되지 않았다. 컴퓨터를 컴퓨터 교실의 특성상 자리재배치가 

어려워 소집단 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했으며 수업 활동은 대부분 개별활 

동으로 이루어졌다. 또 3차시에는 빔프로책트가 고장나 수업 진행에 차질 

이 있었다 

’보초교사참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이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은 관찰 

자로서 수업을 촬영한 연구지이고 또 한 사람은 보조 교사의 역할을 맡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 보조 교사의 주 역할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었 

다. 교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업 활동 외 활 

동(예를 들면， 메신저나 게임 동)을 하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수업 

에 침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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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내용 

1) 수업 내용 

수업의 전체 틀파 대략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협의를 통하여 4차 

시의 교육 내용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차시계획과 수업 내용은 교사가 마 

련했다.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자게시판에 글을 

읽고 씀으로써 새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에 참여하여 소통의 문화를 만들 

어나가게 하는것이다. 

전자 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내용으로는 전자게시판에 대한 지식， 전자 

게시판의 글올 읽고 쓰는 수행 활동 전자게시판에 대한 태도와 소통 문 

화에 대한 것으로 정했다.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았다. 

〈전자게시판의 소통 공간적 특성〉 

전자게시판의 유형 

전자게시판의 기능 

<전자게시판의 의사 소통적 특성> 

개방성 

상호작용성 

〈전자게시판의 글쓰기 방법〉 

게시판이라는 의사 소홍 콩간의 혹성에 맞는 들쓰기 

게시판의 소통 방식에 맞는 글쓰기 

〈전자게시판에 대한 태도〉 

언어규범 및 언어윤리 상의 문제점 

헥스트구성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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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 차원의 문제점 

정보윤리 차원의 문제점 

〈전자게시판의 소통 문화〉 

전자게시판의 소통 공간에 침여하기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의의 

이러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4차시의 교육내용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 

지 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안은 지식(게시판에 대한 기본적 지식) -

활동(게시판 읽기와 쓰기) - 태도(전자게시판 글쓰기 태도 형성) - 문화 

(소통 문화 창조)， 두 번째 안은 지식 - 활동(얽기) - 활동(쓰기) - 형가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평가)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안 

은 4차시동안 학생들이 소집단을 형성허여 하나의 과제(a잎밍nrent)를 해 

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세 가지의 얀들을 결합시켜， 수업을 구성 

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자게시판 글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 

성하기로 했으며， 전자게시판의 소통적 특성과 교육적 의의를 살릴 수 있 

는 것은 토론 게시판이라 보고 토론 게시판에 참여하여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 내용의 핵심으로 정했다. 

또한 학생틀의 내면화와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공간언 

전자게시판에 토론을 위한 글을 써 본 소감문을 쓰도록 정했다. 이를 위 

해 교사는 흑L급의 동호회 카페에 토론 게시판을 개설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몇 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교육의 구도를 정했다. 구채적인 수업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한 학습 지도안을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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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쩨시판의 쟁의 
1차시 ·인터넷 재시판의 복성 

• 언터넷 게시판의 유형과 분류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인터넷 게시판의 상호작용 분석하기 
2차시 • 인터넷 게시판의 평가기준 만들기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종 인터넷 게시판 명가하기 

쩨시한 꿇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게시뿔 통해 찾기 l 

3차시 
• 토론논제에 대한 입장올 정하고 판련 자료를 참고혜 자신의 주장 
올 당온 쩨사환 달전?1 ) 

• 다혼 학생의 끓얘 찬성 혹은 받얘의 의견융 함흘 닮변 왈기 

4차시 
• 학생활의 토론 게)，]환 훨홈 황7t하'7\ 찢 갱려하기 
• 께사환 수업 소깝훈 쓰기 짧 1!Il도 f생생하기 

2) 수업 뀐활 

<1차사 수업 * 빼tæ 월요웰 수업〉 

원래 11시뺨쐐 수업이 시작되어야 했으냐， 짧시간의 장연여 너무 집어 

져 11시 웠짧황쩍 수업이 시작되었다， 컵퓨터싫 의자 후촉혜서 서 있는 

학생어 3탱 쩡도 없웠으며， 어수션한 환위기빼서 수업。} 찬뺑되었다. 이 

날은 학쟁뚫야 척쩡 전자게시판옳 다휴지 않았으며， 교사7} 짧올 쭈로 

한 수업으로 진뺑되었다. 이것온 의또하지 않온 결과로서， 학교 행사로 

인해 단축수엽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학습 계획서 ~어1는 전자게셔판 

의 정의와 특성， 유형， 분류 기준에 대히여 개별활동과 조별활동을 통해 

탐구하도폭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많분 수엽의 내용을 $본 동안어1 진행한 

셈이라 학생 활동이 없는 교사 위주의 수업이 되고 말았다. 원래는 11시 

부터 11시 %분까지 수엽이 전행되어야 하나" 11시 $분부터 12시까지 수 

업이 진행되었다. 교사는 PPT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지식를올 뻐}른 속도 

로 강의하였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올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는 학생률에게 질문율 던졌지만， 시간이 없어 학생의 반웅올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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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교사가 바로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내용이 전자 게 

시판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이라 꼭 전자게시판을 이용할 필요는 없었으 

나， 실제 게시판을 보면서 설명했더라면 학생들은 그 의마를 더 잘 알 수 

있었을것이라고본다. 

〈그림 1> 1 차시 수업 과점 

<2차시 수업 * 1α영 수요일 수업〉 
수업 시작 전에 교사는 전자게시판 글쓰기를 통해 수행평가를 실시한 

다는 것을 명시했다 .. 2차시와 3차시 4차시의 수업에 학생들이 비교적 열 

심히 참여했는데， 이것이 수업자체의 흥미 때문인지， 수행 평가 실시 때 

문인지는 분석해 내야 할 문제이다. 

수업시간에 과제률 제시했는데， 즉 좋은 게시판과 나쁜 게시판의 글을 

특징을 찾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딴 짓을 하거나 딴 짓을 시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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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멀티미디어 환청 .:æ.，실에서의 문쩨라고 해석되는데， 학생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률 교사는 앞에서 활 수가 없다. 휴 학생훌.01 셜체풍 수 

업을 따학오고 랬離，1， 야냐뺑 J觸 훌쩍뺏 책삐I캉:훌 φl용확고 었논찌를 

알 수 없다농 훌채~r 었따d었~，J￥ 짧핵 월鐵 꿇휴}까~.따라 활어와 몇몇 

학생들옳 책자혔활懶J후협~1 鍵활 휴 훌쩌 1t'나 ι짧향요행이 보조 교셔의 

역활옳 한 것쩨혔따. *1 했'.ii.'뺑헥환 훌액요훌홉 훌훌활함 빽러 과목얘서 
요청01 .2.면 공익 요뤘빽 뿔조 교사로서 수업에 황엠職훼원 것이었다. 

여71척 마디어 많육밟짧 훨싹회 4행합3짜 했&용쩡;훌 함 앵맺 생각빼íi훌 필 

요가 었뿔째， 월3S 홉，，~플 확繼 흉껴빠빼 짧樓뽑만 싹i갱홉￥ 71賽쩍씬 편에 

서 1J)때쩌 擬홉 뽑혁()J 瓚어~lê，뿔 i표λ}훌 뚫緣빼 톰ι ￡휴 ~펼& 첫øl r;;}.‘ 

이1옳뿔 훌뿌ql훗 홉71 홉R훌훌a 수업OJ 繼빼 햄빼따썼다‘ 그하나ι취는 

시;행f~li 수볍율 1챔~~횡흩빽 훨빼쩨훌 많활 해t업옳 쨌옛훌훌}혔다 

수협찌 활싼1뭘 확 쥬:협01 없어.씩 ，ilÁt.9ll'響홈 앤당셔싼훌 7}‘쳤I짜. 수 

업을 진행하고 나서 수업 내용에 대해 교사는 불만이 있는 듯 했다. 게시 

판의 평가 기준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겠다는 요지의 발언울 했 

다. 신뢰성이나 진실성윤 자유게시판이나 유머채시판 퉁에서 적용하기가 

힘들 것이고 뉴스나 토론 게시판에서 적용할 수 었다는 것이다. 즉 교사 

는 게시판뀐}마 평가 기준이 달리·야 할 것이고 생각했다. 

2차시에서 학습 보조 자료를 제시했는데 학습 보조 자료는 교수학습 

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학습 자료롤 통혜 파제폴 제시해야 학생폴 

이 교사의 수업에 주의롤 기올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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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수업 보조 교사 

<3차시 수업 * 10/잃 목요일 수업〉 
3차시는 실제로 전자게시판에 글을 쓰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교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짧게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은 주어진 토론 주제에 따 

라 흑L급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 과제였다. 

수업이 바로 시작되지는 못했다. 빔프로젝트의 사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사가 해결을 하지 못해 다른 교사{컴퓨터 교실 담당)가 와서 

해결을 하려 했으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진행 중 교사에계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교사의 충분한 시범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이 달라， 과제를 빨리 수행한 학생이 있는가 하 

면，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교 

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빨리 수행한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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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른 학생의 글에 답글을 달 것을 요구했다. 

〈그림 3> 3차시 수업 광경 

<4차시 수업 *1Qt2) 토요일 수업〉 

4차시는 명가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3차시에 과제로 재시판에 쓴 끓올 

토대로 그 률을 형가하고 수업 첨어의 소감을· 작성하도혹 했다. 

4차시 수엽은 학생들이 직접 글올 쓴 게시판에 풀어가서 글올 읽으면 

서 이에 대혜 평가롤 하고 지금까지의 수엽의 내용훌 정리했다. 그련데 

교사는 몇몇 학생의 전자 채사판 글옳 읽으며 구두로 형가를 내려 주었 

다. 그리고 곧 이 수업얘 대환 소참옳 학캅 카페 게시판어l 똘울 쓰도록 또 

다른 수행 파제률 내 쭈였봐. 

학생플은 비교쩍 교사의 지시에 따라 토론과 째시판 글쏘기 수업에 대 

한 소감문올 학급게서판쩨 썼다. 



28 국어교육연구 제13집 

3. 거씨판 글쓰카 교육의 결과 

1) 확생의 수업 걸파흩 

<D토훌게시판자료 

3차시는 천자케시판 글쓰기에 대한 이혜를 바탕으로 학생둘이 토론게 

시판에 참여혀여 톡정 주쩨롤 선택해 찬성이나 반대의 글올 올리도록 했 

다. 따옮뼈뼈꿰 있는 혁-굽 카페(h뼈://cafe.뼈mr뼈Ca뼈x)에 조켈톤롤 

게사뺀옳 빨%흩51 그 깨시판에 학생률의 토론문과 소장문을 올리도록 했 

다 

〈그립 4> 학급 카폐 



전자게시환 굴쓰기 교육 연구 29 

토론문을 다 쓴 학생들얘게는 다폰 학생률의 글율 읽고 답굴옳 작성하 

포혹 혔다:<그험 5>와 〈그렴 6>의 추채 훌훌 ?웹시환옳 보변 학생훌.1/1 

라 활켈합 상호작용옳 하는 것율 알 수 있다. 다론 학생의 주짱올 얽.:ï! 탑 

글을 써， 자신이 그 학생의 주장에 똥조하는지 반대하는 지룰 잘 그러내 

고었다. 

〈그럽 5> 주체 토톨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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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체 토론 재시판 

@소감문 

4차시 수업 시간에 과제로 내준 수업 소감문을 토론 게시판에 이어서 

쓰도록 했다. 

소감문의 내용을 크게 두 7}지로 나누연 의사소통의 장으로 게시판의 

기능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과 게시판에 글올 쏠 때 상대방을 고 

려하고 이모티콘이나 외계어 동을 쓰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아다. 

또한 토론게시판에 올려놓은 학생들의 소감문의 편집 형식을 보면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단의 구분 없이 쓰되， 한 문징L을 새로 쓸 때 

마다 행올 바꾸는 방식， 문단의 구분 없이 쓰되 한 행을 쓰고 나서 한 행 

씩 띄어쓰는 방식으로 나닐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긴 글은 한 행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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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한 행씩 되어쓰는 방삭으로 글율 썼고 골의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한 문장올 새로 쓸 때마다 행율 바꾸었다. 

〈그혐 η 소감문게시판 

기사후실문결과 

.수업에 대한홍미 

학생들에게 전자 게시판 글쓰기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옴파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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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업의 대한 흥미 

이러한 대답을 한 이유를 물었다. 

Cî)- 감시 아래에서 수업올 했다. 

보조 교A까 학생들이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를 하거나 하는 학생들에 

게 주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2)- 전자게시판은 말 그대로 전자게시판일 뽑인데 그것올 어떤 양식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별로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규채를 받 

고 싶지 않아서 재미없었다 

@- 수엽이 형식적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첫 수업치고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많이 부담이 갔다. 

@，@의 웅답을 한 21명의 학생들 중 9명의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을 국어 시간에 활용하여 수업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인터넷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게시판올 접해 볼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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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율하는줄거용 

• 컴퓨터로 한 수업여었고 내가 가캅깨 접하고 있는 내용률이었기 때문 

얘 이해가 빼료재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수업방식과 달리 설명만 듣지 않고 칙접 활동훌 했다는 

점을 들었다. 게시판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주목한 학생틀도 있었다. 

·서로의 의견율나누는경험이 잭랄랐고자신의 의견율챔시허·여 여러 

사렴어 활 수 있는 것이 좋았다 

• 인터넷에서의 친구들과의 그 주제에 대한 토론 형식이 재미있었다 

• 이련 게시판애 글쓰기는 형소애는 자주 하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용하는 방법파 예의 퉁올 • 알게 되어서 게시판올 활용적으로 이용 

할수 있게 되었다 

• 전자게시판 수엽의 효용성 

전자 게시판 글쓰기 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 본 결과는 다옴과 

같다. 

〈표 10> 수업의 효용성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논 의견이 ffi.7<>h로 더 많았다. 어들이 설명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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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을 함으 

로써 게시판올 통해 모르던 것율 배웠다는 점과 둘째， 전자게시판을 이용 

하는 방법과 예절 동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틀었다. 셋째， 게시판 

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된 점 즉 게샤판의 상호작용 

성을이유로들었다. 

• 모르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에 

• 내가 여태껏 못했던 정음 배워서 좋았다 

•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게시판율 사용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좋 

았다. 

• 바쁜 생활올 보내는 우리가 알기 힘든 여러 가지 사실(정치， 경제 퉁) 

올알수있었다. 

• 일단 나는 컴퓨터를 켜면 이상하게 집중이 잘 되고 전자게시판 글쓰 

기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 

• 어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올 얻을 수 있어서 

· 전자게시판에서 에티켓과 맞춤법 둥 부적절한 것들의 사용을 억채시 

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 전자게시판의 예절을 알게 되어서 

•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네티켓을 배우게 되서 도움이 된 것 같다 

• 글을 쓰면서 남을 존중하게 되고 시간상 편했다 

• 게시판에 글 올리는 방법 이용하는 예의 동을 알게 되었다 

·네티켓을 알게 되었다 

• 게시판 상의 매너(네티켓)애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 서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서 

• 글 올리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의견을 쓰면서 실력 향상， 



전자게시환굴쓰기 교육 연구 35 

게시판글쓰는법올배융 

·여러가지 의견울서로 볼 수 있고 나놓수 있어서 

• 처옴에는 잘 몰랐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나의 의견올 어떻게 내셰 

워야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 토론이 가능했기 때문에 장어 오지 않는다 

• 우리가 들어간 토의 게시판올 처음 접해 보았는데 그련 곳이 있는지 

이번에 처옵 알았고 거기서 여러 사랍의 의견올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이유를 보면 다융파 같다. 

• 굴쓰기 수업올 한다는 것운 이해도 가지 않는다. 

·형식적이었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생툴의 。l유를 보면 다옴과 같다. 

• 대뿌분 왈고 있는 내용에었다. 

• 이미 잘 하고 있었기 빼문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없다. 

그저 그랬다는 웅답올 한 학생 7명 중에 3명도 이미 알고 있다는 대탑 

을했다. 

• 수행평7l이기에 하였다. 

• 쩌얘율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불쾌감도 느꼈다. 

• 도융이 된 것도 있었지만 수엽이 너무 간략했다. 잘 실천할 수 있도혹 

노력하겠다. 

• 모두 알고 있던 사설률이었다 

• 원래 다 아는 내용인데 복숭하는 기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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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훈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그전부터 알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웠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저 그랬다는 웅답올 한 학생이 

있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교사와 학생 사이뽑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서도 정보격차뼈git외 divide)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점은 앞으로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 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중요하 

게 고려해야할것이다 . 

• 수업에서 도움어 된 내용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의 교육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 보았다. 총 æ명의 학생이 웅답을 했다. 

이 중 2명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고， 4명의 학생이 ‘별로 도 

움이 된 것이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토론을 통하여 여 

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전자 게시판을 사용하는 법’， ‘전자 

게시판에서 지켜야 할 예절’，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것’ 풍을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었다고 웅답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점은 ‘별로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이다 . 

• 수업 내용에 대한의견 

전자게시판 글쓰가 수업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학생둘에 의견을 물어 

본 결과는 다옴과 같다. 수업 내용이 전자게시판 글쓰기률 배우기에 충분 

한 내용이었다고 웅답한 학생이 13명(전체의 40.6%)으로 만족할 만한 수 

준은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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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자게시판 율쓰기 수업 내용에 대한 의견 

• 전자게시판 굴쓰기 수업의 교육 방법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엽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 

어 보았다. 약간 효과적이었다는 학생이 14명(전체의 43.go/o), 매우 효파척 

이었다는 학생이 7명(전체의 21.go/o에었다. 

〈표 12> 교육 방법의 효과성 

학생들애게 그렇게 판단한 이휴훌 물어 보았다. 별로 효파적이지 않었 

다는 웅답올 한 학생률이 이유는 다옴과 같다. 

• 명령조로 수업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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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 

그저 그랬다는 웅답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미 

게시판에 글 쓰고 활동이 일상적이라는 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제대 

로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염려를 그 이유로 들었다.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 역시 수업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수업 방법에 관련한 설명으로는 직접 체험하 

고 실습을 했다는 점과， 프린트 물과 시각 자료 둥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 

했다는 점，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그 중 한 학생은 국어 과목의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즉 국어 과목이 딴지 

교과서 즉 문어택스트를 읽고 교사가 해설을 하는 형식의 수업으로만 진 

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올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 시간 제약이 있었지만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다. 국어가 단지 책 

을 읽고 풀이한다는 개념을 없애 주었다 . 

• 수엽의 내용이나 방법 진행 방식 둥과 관련해 좋았던 점 

수엽의 내용이나 방법， 진행 방식 둥과 관련해 가장 좋았던 점을 물어 

보았다'.lJ명의 학생이 웅답을 했다.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는 주로 매체를 

활용했다는 점 즉 국어 시간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 

적했다. 

• 컴퓨터를 갖고 직접 해보는 것 

· 컴퓨터와 같이 수업했기 때문에 

• 컴퓨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 컴퓨터실에 간다는 점과 그전과 다르게 참여적이며 열린 수업 

·컴퓨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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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션 국어사깐얘 혐퓨터흩 빼서 좋았고 서로의 꿇애 답옳 활아 확인 

혜서 보는게 재미있었다 

• 자휴로이 인터넷옳 뒤지연셔 핫는 것 

그밖에 수업 방법에 대혜서는 지적한 것은 다융과 같은 것들이 었다. 

• 간략하재 해셔 내용 이해 빠륨 

·훨씬 더 쉽게 이해가간다 

• 얘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어서 잘 알아듣는 애률이 많았다 

·열린학습 

·직접 내가 할수 있다는 것 

· 체험(직접 쓰기)가 가장 좋았다 

.자유시간 

• 이런 식의 수업올 늘려야 한다 

수업 내용애서는 전자 게시판의 의사소통상의 욕정인 상호작용정율 주 

로 수업에서 가장 좋았다는 점으로 지적했다. 

• 우선 국어시간에 컴퓨터률 해에 좋았고 서로의 글에 달훌 달아 확인 

혜서 보는 게 재미있었다 

• 내가 직접 게시판에 접속해서 서로간의 의견올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이좋았다 

·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사랍어 쓴 굴에 리플 다는 것이 좋았다 

·자기의견 올리기 

• 스스로 주채활 찾아서 차기 주장율 훨철 수 있는 것 

• 주체애 대한 자기 생각율 척는 진행 방식이 좋았다 

• 상대방파 토론하고 자신의 내용울 주장했던 재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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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수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옴과 같은 것울 지적했다. 

· 내용: 인터넷에서의 예의나 인터넷의 특정올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그냥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다 

• 전자게시판의 활용생올 더 잘 알게 되었다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나 전자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모으는 과정 중에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 

들을 지적한 학생틀도 있었다. 

• 뉴스나 여러 이쩨를 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톨ó]-ir는 지 알 수 있 

어서좋았다 

· 인터넷을 통해 관심이 없었던 시사 이유에 관심올 갖게 되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없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4명 있었다. 

·없었음 

·없었던 것 같다 

• 좋은 점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 

·참여할수 없었다 

•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진행 방식 둥과 관련해 나쨌던 접 

수엽의 내용이나 방법， 진행 방식 등과 관련해 가장 냐쨌던 점올 물어 

보았다'. z7명의 학생이 웅답율 해 주었는데， 대체로 시간 부족과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률을 지적했다 나쁜 점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5명， 

잘 모르겠다고 웅답한 학생이 2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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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적고 처융 하농 것 치고 많이 어려웠다 

• 시간여 환쭉혜 하고 싶어도 옷했던 점 

·너무짧윤 시간에 아갑 

· 진행이 너무 빨라서 뭇 쫓아갔율 때가 있었다 

• 글올 몇 개만 보고 의논한 것은(시간부족으로) 안타까웠다 

• 컴퓨터실의 개방성 때문에 딴 짓하는 사람들 

• 나쁜 점온 애들의 통제가 좀 소훌했던 것 같다 

·첨퓨터가안좋다는점 

• 중간 중간에 게임을 하는 나쁜 애률이 있었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그밖에 컴퓨터 사양의 문제(3명)와 수업 진뺑상의 푼제(딱딱한 진행)를 

지적했다 

“ 전자게시판의 글어 갖추어야 할 요건 
좋은 전자게시판 글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 물어 보았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옳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 즉 가르치과 한 것이 잘 전달되 

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총 31명의 학생틀어 대답을 했다. 가장 많이 나온 웅답은 욕젤이나 비 

방， 비속어 둥이 없어야 한디는 것02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네티켓， 즉 

인터넷 예절융 갖.~야 한다는 대댐9명; 이중 2명은 다른 대답과 중복) 

이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대4명)는 웅답도 있었다. 사전 설문조사 

에서 전자게시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었올 때 웅답을 한 학 

생 1)명 중 대부분의 학생08명)이 욕설(비방， 비속어， 둥) 문제를 지적한 

것과연관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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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판 글과 나쁜 게시판 글율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신뢰성， 진실 

성， 적절성， 편의성， 언어예절， 언어규범 동을 가르쳤는데， 이 질문에 대한 

웅답을 보면， 학생틀은 주로 언어 예절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 예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글을 읽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반말체를 사용하지 않는7까 있었다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 외에 학생들이 지적한 것은 신뢰성 편의성에 

대한 내용과 정보성에 대한 것들이다. 

·많은정보들이 있는것 

·신뢰성 

• 필요한 정보만 이ψl하는 게시판 

· 알맞은 제목， 사람들이 보기 펀한 게시물， 알찬 게시물 

· 좋은 내용， 자신의 생각， 설득력 있는 언어 구사 

이 외에 나온 소수 의견으로는 운영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3명)， 

실명성 보장에 대한 의견(1명)이 있다 . 

•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해 새로 알게 된 사실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었다면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써 달라고 했다 이 질문 역시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 

용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총 'lJ명이 학생이 대답했다. 전자게시판에 관련된 지식을 답한 학생이 

6명， 토론과 관련한 내용을 말한 학생이 3명이었다. 전자게시판에 달쓰기 

와 관련된 내용을 말한 학생은 3명이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대한 내용 

을 말한 학생이 2명， 언어예절 및 통신언어에 대한 내용을 말한 학생이(2 

명)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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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없다고 대답환 학생이 9명이고 모르겠다고 대랍한 학생이 2명 

으로서， 웅답자 중 11명이 전자게시판 수업 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심각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용 수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수업올 통해 학생들에게 아무런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없 

다는 것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파 효과성에 대해 되짚어 보이야 한 

디는것을의미한다 . 

•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된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다. 즉 학생들에게 전자게시판의 글을 읽거 

나 작성할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어 질문온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효과성과 지속성올 묻기 위한 질문이었다. 물론 단 일주일 

동안 4차시의 수업만으로 학생틀의 행통이나 의식에 변회롤 일으킨다는 

것은무리일수있다. 

총 24명의 학생이 웅답올 했다. 크게 세 부류로 나쉴 수 있는데， 비속어 

나 욕설， 이모티콘 사용올 자제하고 맞춤법올 지키게 되었다는 학생이 6 

명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글을 쓸 때 상대방올 배려하게 되었다는 학 

생(6명)의 답변과 글쓰기 과정의 변화에 대해 말한 학생(6명)률의 답변이 

다.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점이었기 때문이다. 

• 맞춤법올 지키려고 노력 

· 받침법， 비욕설，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 욕설올 쓰지 않게 되었다. 게시판에 참여가 늘었다 
·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모티콘 사용이 줄었고 비속어의 서용이 

효첼앓단 
• 비속어를 잘 쓰지 않는다 

·존대어롤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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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울 배움에 따라남율 배려하는 글울 많이 쓴 것 같다 

· 리플을 달 때 도옴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달게 되었다. 

• 골을 쓸 때 납뜰이 보기 쉽게 줄마다 한 칸씩 띄어 쓰고 존옛말로 쓰 

게되었다. 

· 달라진 점은 전자게시판을 이용할 때 매너를 갖출 수 있었다. 

· 작성할 때 남이 읽게 쉽도록 했다. 읽을 때도 남을 이해하며 

·태클을 안하고 예절을지켜 글을 썼다 

·한번 더 생각하고글올쓰게 된다 

·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올 쓰게 되었다 

·보다효과적으로 글 쓰는 방법을 쓸수 있올 것 같다 

• 글을 얽올 때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해서 판단해 보고 글을 

쓸 때도 띄어쓰기 둥올 더 잘하게 되었다 

• 좁 더 체계적으로. 쓸 데 없는 글을 잘 쓰지 않는다 

•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글을 쓸 때 한 번씩 떠오른다 

그러나 4명의 학생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웅답을 했으며， 그 중 

한 명의 학생의 의견을 눈여겨보이야 한다. 단지 일회성의 수업으로 그것 

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단 4차시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방 

식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 새 

로운 매체와 관련된 언어 문화를 창조하도록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본다. 

·별로달라친 것이 없다 

· 달라진 것은 없다. 그 수엽을 한다고 해서 바뀐 사람윤 없올 것이다. 

·달라진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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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다. 

그밖에 답변으로 토론파 판련한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폴 지척한 학생 

이 있었다. 전자게시판 굴쓰기 수업올 토론게시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남의 의견율 수용하는 능력， 비판능력 향상 

• 찬반 논쟁에 척극 참여하게 되었다 

• 전자게시판에 글올 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수업을 받고 난 후， 전자게시판에 글올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게 된 것은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사전설문조사에서 전자게시판 글의 문 

제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욕설 및 비속어의 샤용이라고 웅답했다 또한 

좋은 전자게시판 글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웅답은 욕설이나 비방， 비쑥어 퉁이 없 

어야 한다는 것(12명)이었다. 그련데 사후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전자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티언에 대한 빼려와 존중과 글 

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선택했다 

〈표 13> 전자게시판 글쓰기얘서 가장 풍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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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소통 방식을 배울 필요성 
혹볍이나 또는 사회에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이러한 교육 즉 인터넷의 

다양한 의사 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올 배울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 보았 

다 .. z3명의 학생이 배율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표 14> 인터넷 표현 교육을 배울 필요성 

• 인터넷의 의사 소통 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교육받을 의향 

수업을 하고 난 후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16명의 학생(전체의 5).1%)이 받을 의향이 었 

다고 답했다. 사전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31명의 웅답자 중 1명(전체의 

3.?J/O)이 받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두 결괴를 비교해 보면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이 학생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 인터넷 표현 교육을 밭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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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션병안 

이러한 내용파 방식의 교육이 찰 이루어지려면 학생， 교사i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수업 환경 면에서 어떠한 점올 개선해야 활지 학쟁들에게 물 

어보았다. 

@학생 

æ명의 학생이 의켠을 채시했는데 학생률은 대부분 지신들이 개선해 

야 할 점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매체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때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 

다는의견올제시했다. 

•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 그 수업에 판련 없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아 

야한다 

• 수업에 집중하고 딴 짓율 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자째로 임한다 

•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 컴퓨터 사용 안 할 때(선생님이 셜명활 때)는 컴퓨터 옆으로 이동하여 

컴퓨터의 불필요한 사용율 줄인다 

• 학생은 자기홍제가 필요한 것 같다 

@교사 

총 'll명의 학생이 교사에 대해 개선 의견올 내놓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소수외 의견(4명)이었지만 하니는 교사의 매체 

에 대한 지식과 기술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 운영에서의 교수 기술 

에 대환의견이었다. 

• 인터넷의 규칙. 방법용 잘 알고 자기 자신의 경험， 학생둘의 경험올 잘 

조합해 수업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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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잘 다루면 좋겠다. 컴퓨터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 학생들에재 게시판에 대한 지식올 가르쳐줘야 한다 

•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게시판에 대한 지식이 

많이야한다 

• 학생을 잘 이끌며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함. 컴퓨터로 다른 것올 하는 

것을 막。1야 함.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 아이들의 의견율 수용， 발표를 자휴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 

• 학생들에게 이해가 쉽고 요점을 집어주고 모든 학생에게 관심올 갖아 

야한다 

• 학생들을 집중시켜 수업해야 한다 

@교육내용 

22명의 학생이 응답했는데， 홍미를 끌 수 있는 내용， 실용적인 내용 둥 

을의견으로제시했다. 

• 인터넷의 중요생， 범죄， 규칙 둥 

• 참신하고 아이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창의적 수업 내용 

·특별한건 없다 

• 좋은 게시판과 나쁜 게시판의 차이점 

• 심용적인 내용을 지녀야 한다 

• 질을 높이고 모르는 부분도 얄리도록 노력 

• 인터넷 윤리， 사용 방법 

·자세하게 한다 

·전자 메일 쓰기 둥 각종 컴퓨터 해부 

· 좀 더 체험방식으로 수업 

• 알찬 내용， ol이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내용 전달 

• 자유롭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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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흥미홉 끌만한 주쩨였으면 좋겠다 

• 되도록이변 국어 빼 토론할 째나 컴퓨터 시간 둥 

•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참신한방법 

·좋았다 

• 게시판 말고 더욱 다양한 자료 

·인터넷 예절 

·확실허 재미있깨 

• 더욱 더 단앞활토챔를 가진다 
• 좀 더 실용적으로 학생똘에게 와닿는 내용 

@수업방식 

수업 방식의 개선에 대해 24명의 학생이 의견올 째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어는 재미， 자유， 체험(직접 참여， 실습)이었다. 수엽은 채미있게 자유 

롭게 전개되어야 하며， 직접 체험하고 실습허는 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올 좀더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하도록 의견올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불 정은 수업이 학생들의 홍미툴 끌고 학습동 

기를 불러일으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단지 째미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내용의 필요 

성올 깨닫는다면 학생은 수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본다. 교육내용을 

설계할 때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고 재있게 

·열린 학습으로 

• 자기가 직접 게시판에 률어가서 글올 보고 글을 읽고 해야 한다 

• 학생 개인이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엽이어야 한다 



50 국어교육연구 재13집 

·그냥비슷하게 한다 

• 자신의 의견을 마옴대로 자유롭게 표현 

.질문중심 

·재미있게 해야한다 

.각종실습 

· 좀 더 체험방식으로 수업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기 

• 활발한 분위기， 열의에 가득 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즐겁게 활기차게 

• 선생님이 주제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정보나 도웅이 되는 자료를 찾 

아보라고하면좋을것 같다 

• 마이크 사용， 컴퓨터가 있을 시 선생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 수업 일찍 끝나고 놀게 해준다면 회유률 한다 

·열린교육방식 

·학생을너무뇌주었다 

·더욱알찬 

·자유롭게 

·최대한재미있게 

· 자유분방보다는 틈음 잡아 주고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 

•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늘이기 

· 수행협가 과제름 그 시간마다 제시하여 하게 한다 

@수업 환경 

수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수업 환경에 대해서 물어 보 

았다. 총 24명의 학생이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 16명의 학생이 컴퓨터와 

인터넷 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금 가정에서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3)을 

3) 지난 æ년 1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지난해 1천117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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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인터넷 속도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게는 느린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에서 느린 인터넷 

속도를 개선 환경으로 많이 꼽고 있었으며， 또한 캠퓨터의 사양이 너무 

낮다는의견이었다. 

• 인터넷이 잘 되는 컴퓨터실 

• 모든 교실 내 웬티엄4 컴퓨터 35대로 교체， 에어컨， 온풍기 완비 

• 컴퓨터 다·른 결로 바꾸면 좋겠다. 인터넷 빠르면 좋쨌다 

· 컴퓨터와 인터넷올 문제없이 해야 한다 

• 인터넷이 좀 더 뼈}른 것이면 좋겠다 

그 밖의 의견 중 ‘지금도 나쁘지 않다’는 학생이 1명 있었고 ‘컴퓨터에 

불건전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깔아 놓기’라는 의견올 제시한 학생이 1명 

있었다 . 

• u1디어 교육의 실시에 대한 의견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의 실시에 대한 의견올 물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태한 의견은 필수 과목의 일부로서 배우거 

나， 미디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선택 과목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달해 보급훌이 ~/O에 이르렀고 전체인구의 00%인 2천짧만 명이 인터넷율 이용함 
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촉인터넷 보급률 세계 l위 인터넷 이용흩 세계 3위로 세계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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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의견 

3) 학생 면접 

네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먼저 네 명의 학생들에 

대한 기초 조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1. 이름과 학년 

2. 내가시는 곳 

3. 나의 하루일과 

4. 간단한자기 소개 

5.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6.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부모님의 반웅은? 

7.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의 서비스가 있다면? 

8. 그 이유는 무엇인기? 

9. 전자게시판의 이용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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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줄겨 이용하는 전자게시판은? 

11. 읽기와 쓰기는 어떤 활똥올 주로 하는 편인가? 

이 철문틀에 대한 학생들의 답올 싼딴히 정리하면 〈표 1’T>과 같다. 

〈표 17> 면접 대상 학생률에 대한 기초 조사 내용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채 이름은 김승。 

1 고숭。 1학년 이재。 1학년 이고고퉁학교 1학 김용。 1학년 
년입니다 

2 온평구신사동 은평구신사동 
서울시 양천구 신 서울특별시 은명구 신사2 
월 4동 동:llH8 

6시$분에 열어 아침 6시애 열어나서 밥먹 

나서 7시앙분까 6시 10분쯤에 일어 고 학교오고 오후 폭기척 
지학교얘… 나서 학교에 갑니 성 끝나고도서관가고집 
- 학교에서 5시 6:!1l 일어남 7:25 다.학교끝난후 애 가서 뺀카때 톨어가서 
%분에 끝나서 둥.íï!. 5:40 공식적 에 집에 도착하연 달올 올리고 메신저 들어 
6:3)까지 도서관 으로학교끝납 5시$분쯤됩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에 가서 10시æ 6:3)학교도셔관 그 후 1시간 - 1시 나온다. 다른 날은 오후 톡 

3 분에 집에 온다. 업설 10:00 퇴실 간 %분쯤 컴퓨터 기적성 끝나고 과외하러 
- 학교에서 4시 1():3) 집에 옴 를하JL，좀켠후 갔다가 집에 와서 땐카페 
$분어l 끝나서 11:αy까지 저녁 얘 TV를보연서(?l 들어가서 글쓰고 게임이나 
집에 5시에 도 식사 12:00까지 공협}는 경우가 때신저를 12시까지 하고 
착. 1-2시간 정 인터넷하기 많습니다 11시쯤 나오거나 10-12시까지 공 
도 컴뮤터 7시 에 잡니다'.(학원은 부하고 12-1시까지 컴퓨터 
과외. 9시 $분 안다닙니다) 를 하다 찬다. 그날 그뺀l 
끝남 따라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컴퓨터， 문학에 자 취미 : 노래， 컴퓨터， 영화 
가끔가다 캠퓨 

4 터를 해도 인터 운동올좋아한다 
신있고소질있는 감상 
소년 톡기:노래 

넷올 사용하기 
(모든 방면) 훈동하는것을좋아한다 

보다는 게임을 

한다. 

1시간 - 1시간 3) 
5 1-2시간 1-2시간 분， 많으면 2시간 1-2시간 

이상할때도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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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별로 호웅하시지 고둥하교 틀어와 
밤 12시를 넘어가연 

는않지만어느청 
거의 상관하지시 

서는 스스로 자제 
잔소리하신다 컴퓨터 

6 
도는 괜찮다고 생 

않지만 가끔 뭐라 
하라고 하십니다 

를 오래히는 것은 공 
고하신다. 부에 이득이 되지 않 

각하신다. (공부 때문) 
아서 좀반대하신다 

음악서비스、 다음 
naver 지식따 naver 

네이버 지식IN， 디음 
7 다음카패 인조이재팬， 웃긴 

카페 
대학 

메일，카페 

지신IN: 내가 모 
르는 지식을 알거 
나가르쳐줄수있 
으므로 많은 도웅 
이됨 

찾고 싶은 자료를 쉽 

내가찾고싶은자 오프라언 상에서 
인조이재땐:타국 

게 찾고지신이 선호 
의 문화를 사이버 

8 료냐 내용들을 쉽 보다 더 경제적이 
공간으로나마 접 

하는 여가 생활을 즐 

게찾을수있다. 고효율적이다. 
하고 그들의 생각 

길수있다. 

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됨(일본) 
웃긴대학: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유 
머가있음 

9 x←%분 
인터넷 접속시간 

%분-때분정도 $분 
의대부분 

음악사이트1 스포 
다음 인터넷 뉴스 웃긴 대학， naver 
야후 스포츠 게시 지식in， 인조이재 다음카페， 렉시팬 카 

10 츠 게시판， 네이버 
판， 카페， 레슬링 팬→모든게시판 페， 친목도목카페 

지식m 
사이트 rr때사이트 포함 

씀긴는 별로 하지 읽기→주로유머 

않고 (재미있는 글)을 
쓰기는 주로 l주일에 

니모르는것을질 
펼요한 정보를 물 

봅니다(읽습니다) 
3-4번 정도글을올리 

11 문할때 
을때나구할때 

쓰기 • 재미있는 
고 읽기는 거의 매일 

내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거나 나 
한다. 

생각히는 것만 읽 의 의견을 올리려 
는다. 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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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용한 확생률온 인터넷 이용에 별 어려융이 없었으며， 이 중 

환 학생용 혹냄 카페훌 개셜하고 인터넷 활용 기술이 높온 학생이었다. 

수업얘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학생온 너무 쉬운 내용 

이었고 다 알고 있는 얘용이라 수업이 훨요없었다눈 반웅아었다. 이것과 

관련지어 학생과 교사의 정보격차의 문제룰 다시 한 번 생킥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의 문채뿔만 아니라 해대깐의 정보격차와도 

관련된다. 청소년이 기존세대보다 훨풍히 앞서는 현상인 ‘세대 덮기 

(gffið<ition lap) 현쌍으로서 수업 혐장에서 “정보의 역전” 사태가 일어나 

고 있는 것이다. 확생이 교사보다 새로운 매체륭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매체 수업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사의 지식 전달{transmissiαü이 

라는 측면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파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석의 치·이 

점이 무엇이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협력적 수엽이랴는 점에셔 교사의 역 

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 

해야활것이다. 

나머지 3명은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며 국어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놀라왔다고 했으며， 토론 게시판의 효용성올 깨달었고 했다. 

씨교사의수업평가 

현장 수업율 합쩨 기획하고 진행한 교사는 이채 교칙 청험이 2년으로 

올해 첫 담임올 맡았으며 2년째 국어 과목올 가르치고 있었다. 교사는 현 

재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있으며 국어교육올 전공하고 있다. 대학 

원 박사 과정에서 국어교육옳 전공하고 있는 것이 교사에게는 교육적 수 

월성을 제고한다기보다논 오히려 교육적 고민에 봉착하게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교수 방법옳 시도하게 된 채기는 되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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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르쳐야 할 것율 채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교사는 처음 현장 수엽 연구 제의에 혼혜히 웅할 정도로 매체 교육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년에는 국어(해권 2단원 정보 

의 조직파 활용 수업을 진행할 때 인터넷 읽기에 중점을 두고 비판적인 

인터넷 원기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보고 그 

소감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수업이었다고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런 형식의 수업을 홍미 있어 했다고 평가했다. 원래 

는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한 반만을 대상으로 4차시의 수업올 운영했 

다. 그런데 실험적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사가 맡고 있는 다른 3반에서 

도 이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틀은 ‘게시판 수엽 

안 해요?’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 수업 안 해요’， ‘컴퓨터실 안 가 

요’라는 말로 수업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사는 학생들은 그 수업을 흥미 

있어 했으며 수업에 비교적 성실히 임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게시판에 

대한 홍미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엽이라는 데에 흥미를 보인 것이라 

는 점에서 한계를 인정했다. 기존의 국어 수업 방식과는 다른 색다른 방 

식의 수업에 대한 기대였다고 한다. 학생들은 기존의 컴퓨터 수업 시간에 

는 엑셀 둥을 배우기는 했으나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는 수업을 해 본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소감문에 

서도 이런 형식의 수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었다고 명가한다. 

다른 3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학생의 말에서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게시판에 글올 쓰면서 자시의 글에서 퍼와도 되 

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학원에서 전자게시판을 활용히여 토론 수 

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원은 주입식 교육올 할거라는 편견올 깨는 

계기가 되어 충격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게시판에 대한 교육은 아니었고， 

또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토론， 논술을 

대비해서 게시판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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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이 수엽이 학생얘제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교육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었다. 한 번의 수업으로는 별 효과가 없올 것이 

고 지촉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적 효파를 거둘 수 있울 것이며， 자유체시 

판에 굴 쓰는 것은 명소에 많이 하고 있기 것이기 때문얘 토론 게시판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올 제시했다. 

교사헤게도 이러한 수엽이 도용이 되었는데， 학생률이 이러한 수업올 

원하고 있는 것올 알케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소잡푼얘서 인터넷 활 

용 수엽이 재미있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올 많이 제시했다고 한 

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의 특성 중 상호작용에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게시판의 목척에 맞눈 글 쓰기， 제목과 내용의 상판성， 글올 읽을 

사햄l 대한 고려 풍올 강조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상호작용성에 대혜서 

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듯 한데， 독자를 고려하논 능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마 

또 수업 계획에서 부족했던 문제는 교사의 시범이라고 말했다. 시법올 

보여 주지 않아서 전차 게시판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돌이 질문올 많어 했 

다고 한다. 그러나 또 시범율 보여 주변 교사의 시범이 전형척인 모범이 

되어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핸 푼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고민율 채시했 

다. 

이 교사가 말고 있는 다른 세 반의 수업에서도 시범율 보여 준 건 아니 

지만 게시환율 쓸 때 여러 가지 기훈율 많이 강조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구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한계라고 지적했다. 

수엽의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사판 수업은 학생률이 칙접 실습혜 

보는 것이 가장 좋온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가창 적합하고 효파적인 방 

법은 교사가 파제를 주고 여러 가지 지침올 주고 교사가 파제를 완성하도 

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파제 제시- 과제 완성을 위한 설명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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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활동으로 수업울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 

활동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해 활동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따라 과제를 선택하도록 과제의 난이도얘 차이룰 둘 수밖에 없다 

는의견이었다 

수업이 수행 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론문 작성이나 소 

감문 작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교사는 수행 평가니까 

열심히 한 면도 있지만 수행명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학생들 자체가 워낙 

컴퓨터라는 매체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했 

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학생들의 행동과 인식 변화에 대해서 교사는 소감문’ 쓸 때는 태도의 

변화가 보였다고 해석했다. 정말 태도와 행동이 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식의 계기는 되었다고 본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게시판 

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 이번 시범 수업을 통해 토론 게시판에 처 

음 들어가 본 학생틀이 꽤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사 문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글을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것에 대 

해 놀라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토론 게시판의 활용은 긍정적 

이라고 보고 있으며 국어교육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 매체 활용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인터넷의 다양한 소통 방식율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는 긍정적 

이 입징이었다 학생플은 인터넷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교육어 

기본적인 안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었다. 다양 

한 실태， 양상 둥올 보여주고 비판해 보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 

의 매체 활용에 대해 반성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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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의 평가 

이 연구는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 문화 교육의 셜계]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홈쩨이지， 메신저， 전지우뻔， 전자게시환 퉁 인터넷의 다양한 

소흉 방식의 특성과 문화척 의이를 밝히고 그것의 표육 ~ξF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1차년도ero2년 9월 -axB년 8월) 

에는 인터넷 상의 다양한 소통 방삭의 특성과 언어 푼화척 의미를 연구하 

여 교육척 의의와 가능성올 타진하였다~2차년도<aXB년 9월 - 었M년 8훨) 

에는 교육한을 마련하여 설채로 교육 현정에서 척용해 보았다. 교수학습 

과정올 관찰하고 학습의 결파물올 분석하고 학생틀의 반웅을 조사함으로 

써 연구의 목적을 달생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 상의 소 

통 방식 중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자게시판 글쓰기 수업에서 의도한 것은， 학생률이 전자 

게시판의 소통 방식을 배워 현실 세상과는 다른 사이버 세상의 의사소통 

공간애 창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 수업을 기획하면서 교사와 연 

구자가 가장 고민한 문제는 어떠한 유형과 목적의 게시판올 교육 내용으 

로 선정혜야 하는 것인가였다. 전자게시판은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사람 

틀이 글을 쓰고 얽으며 또한 답글을 달며 상호 소홍종}는 공간이다. 각종 

포탈 사어트마다 다양한 게시판이 있으며 개인 홈패이지나 단체의 홈페 

이지에도 게시판 기능이 있으며， 커뮤니티나 카페 풍은 게시판 형태로 운 

영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률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전자게시판이 의사소롱 공깐이라는 점에서 상 

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론 게시판 선정하였다. 또한 토론 게 

시판은 다른 유형의 게시판에 비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Jl가 필요한 

공간이므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전채적으로 이 수업용 명가해 볼 때 첫째 이 수엽은 절반의 성파만 거 



60 국어교육연구 제13집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토론 게시판에 참여하고 난 후 함생률이 쓴 소감문 

분석과， 사후 설문조샤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게시판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게 

시판에 글을 쓸 때 상대방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게시판을 통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었다. 다른 하나는 글쓰기와 관련된 것 

으로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맞춤법올 지키고 욕설， 비속어 동을 쓰지 않 

아야겠다는 것이다. 사실 좋은 게시판과 나쁜 게시판의 기춘올 설명할 때 

언어의 규범에 대한 것은 일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보성이나 신뢰성 

보다는 언어의 규범 면에 더 주목했다. 전자게시판 글쓰기에 대해 가르치 

고 나서 직접 토론 게시판에 글을 써 봄으로써 게시판 글쓰기의 방법과 

상호작용적 특성을 알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 

적울 달성하기에는 교육 내용의 계획에 있어서 펜 작문과 온라인 상의 글 

쓰기의 차이점， 다른 방식의 글쓰기와 구분되는 게시판 글쓰기의 방법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둘째，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전자 게시판 글쓰기 

활동만 있었다. 즉 학생들에게 전자게시판 글쓰기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 

았다. 좋은 게시판 글쓰기의 기준만 주고는 바로 게시판에 글을 쓰도록 

한 것이다.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부족했다. 이것은 게시판 글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분석적이고 정밀 

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시판을 

쓸 때 제목을 눈에 띄게 작성랜}든지 독X까 읽기 편하게 화면 구성을 

하겉}든지 둥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제 

공해 줄 수가 없었다. 독자가 읽기 편하게 글을 편집하라고 했지만 어떠 

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독자가 가장 편하재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 

초 연구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자와 쿄A까 국어 교^tal-는 배경을 공통적으로 7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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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을 할 때 그 점이 오히화 환껴l로 작용할 수도 있 

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욕 

설， 비속어 푼짜다‘ 또한 소감문에서도 상호작용성율 l뼈고 난 나머지 이 

야기는 거의 다 욕설이나 비숙어률 쓰지 않고 인터넷 예절울 지켜야 한다 

는 것이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국어과 교써}는 배경올 가지고 있어 전자 

게시판 글쓰기도 기존의 글쓰기와 같운 규범의 잣대로서 째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렵다. 또한 학생률은 교사의 성향에 민감하여 그렇재 같은 방식 

으로 반웅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렵다. 

몇몇 학생률은 다옴과 같어 의문이 채기하고 있다. 게시환 굴쓰기도 펜 

작문처렴 꼭 그렇게 써야 하는깨 자유롭게 그냥 쓰면 되지 않는깨 인터 

넷 상의 블쓰기에서는 속도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개}는 학생의 의문 

제기가 있었다. 과연 좋은 게시판 글쓰기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러한 기 

준을 어느 수훈까지 작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펼요하다. 

넷째， 학생률에깨 흥며활 끈 내용은 교육 내용보다는 교육 방식이었다 

는 점이다. 전자게시판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자게시판에 물올 

써 보도록 해야 환다. 즉 매체률 활용하여 매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률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매체 즉 전자 

게시판보다는 교육방식으로서 매체 즉 인터넷과 컴퓨터에 더 매료되었 

다. 어떤 학생률은 이미 어느 정도 인터넷 활용 능력이 있어 전자게시판 

에서 새롭게 배울 내용헤 별로 없다고 형가했다. 연구자는 그럽에도 불구 

하고 이 수엽은 의미 있는 수엽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파 방식의 교 

육이 더 많아야 환다고 본다. 학생들 스스로 시이버 상의 토론 공간에 참 

여함으로써 자신률의 가놓성올 째달아 가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학생률 

은 인터넷 소통 방식의 언어 문화척 의의롤 배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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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함의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석과 평가를 

내리면서 이 연구가 지닌 국어교육적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교빼l서는 무엇올 가르쳐야 흩}는개 

둘째，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7l'! 

셋째，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동뼈 학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7l'! 

넷째， 국어교육에서 전자게시판 교육과 활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기? 

첫째， 전자게시판 글쓰거의 교환fl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7}1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계획에서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특성파 의미에 대 

한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물었는데， 총 'lJ명의 

학생 중 9명이 없다고 대답했고 2명의 학생이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 

이것은 시범 교육얘서 셜계한 교육 내용 중 전자게시판과 관련한 지식이 

라든지， 좋은 전자게시판의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별 의 

미가 없었다는 반중이 된다. 좋았던 점이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활동하 

고 반 학생들과 토론을 했다는 것인데， 이 것은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교육 내용올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학생들 중에서도 편차가 심했는 

데 사후 조사와 인터휴에서 별 필요가 없다는 학생과 신선한 경험이었으 

며 게시판과 관련해 많은 것을 알았다는 반웅들도 있었다.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관점4) 중 대표적인 하나는 정보 

4) 이재경(때11)에서는 정보화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입장올 다옴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주로 정보 흐름과 정보 전달 기반의 불균 
형에 주목하는 입징l이다. 둘째는 지나친 상업화의 혜해에 대한 우려이다.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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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홈과 정보 전활 기반의 불균형 쭉 정보 격쳐뼈 주목하는 입쟁어다. 정 

보의 훌균형에는 국가 간외 불균형얘서후터 한 나라 안애셔 체충 간 또는 

인종간 불균행， 성별간 불균형， 새대간 훌균형 퉁이 있올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세대간의 정보 격차이다. 디지털 기술의 수 

용과 숍득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단순히 청소년계충 내푸에서 

발생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기존째대보다 월둥히 앞서는 현상인 ‘세 

대 덮기(generationl뼈) 현상」을 발생하고 았으햄)，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 

순히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애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분화의 창 

출과 영향력 관계의 변화롤 예견하게 한대황상민，lXlα :1)>. 
세대간의 정보격차 분제 중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정보척차는 매체 교 

육의 내용과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문채 둥을 다시 한 번 생작해 보거l 한 

다. 설문 조사 이후 전채 연구의 일환으로 인문계 고둥학생률을 대상으로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4명의 학생률파 수업 내용 

과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웅한 학생률은 인터넷 이용 

에 별 어려용어 없었으며， 륙히 이 중 한 학생은 학굽 카페률 개설하고 

인터넷 활용 기술이 높은 학생이었다.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학생용 너무 쉬운 내용헤었고 다 알고 았는 내용이라 이 

러한 수엽은 필요 없다는 반웅이었다. 이것은 청소년이 기존채대보다 월 

둥히 앞서는 현햄l ‘째대 덮기(gæeratioo lap) 현쌍울 잘 보여주는 것으 

문채점은 생활과 작업의 편의활 위해 설치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들이 사회 구성웬 

을 감시하고 홈째하는 시스햄으로 변할 수 있눈 액기능에 대한 우려다. 
5) 조선일보 :IDJ년 1월 1일자 f21세기 인터뷰」에서 :MIT 미디어랩 소장인 네그로폰태 
도 ‘인터넷이 정보와 부의 부익부 빈익빈율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물옴에 다 

옴파갈이 답했다. 
『부익부 번익빈보다는 째대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얘훌 들어 충국에서 인터넷 

에 가입하는 사람률용 젊온 충이 대후분이다. 디지혈화 현상이 정보와 환가 젊윤충 

에 편중되는 혐상옳 초래종}는 r소익부 노익빈j 현쌍융 초래할 것이다. 이 혐상온 인 
류 역사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총격올 줄 것이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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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새로운 매체와 관련된 수엽 현장에서 “정보의 역전” 사태가 일어나 

고 있음올 의미한다. 즉 학생이 교사보다 새로운 매체률 더 많이 알고 있 

옴으로 인하여， 매체 관련 수업에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사의 지식 

전달t없n빼ssioo}이라는 측면의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의 차이 

점이 무엇이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협력적 수엽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역 

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윤 인터넷을 읽고 쓰는 수행적 능력뿔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소통 방식과 가치 체계와 문화에도 관심올 가지고 배워야 

한다. 구락(댔12: 따밍)이 지적한 것처럽 테크롤로지의 방뺨II 판하여 의 

견올 표하고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학생들이 사용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교사의 역할이며， 단순한 정보 활 

용 능력보디는 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ß)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정보격차는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 

을 교육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교육 내용올 마련했어 

도 교사에 의혜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교육 내용l 제대 

고 교육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 

내용올 받아들이고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사얘게는 재교육의 기회 

가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소통 방식에는 언어척 요소뿔만 아니라 기술 

적인 요소가 관여한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읽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 

터넷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6) 지금까지 교시는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올 전달하는 역할율 주로 
담당해 왔지만 이보다 더 과}적인 기능융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학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습안내자로서， 학습자의 학습율 독려하는 학습 촉진자로서， 협력자로서 
동의 역할을 교A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대강숙희， 때11: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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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점에서 교사률어 컴휴터와 언터넷의 기본적 활용 놓력율 갖출 수 있도 

록 재j표육이 펼요하다고 본다. 

둘째， 전자게시판 글쓰기 교육훌 위한 적절한 방법은 우엇인7r? 

이 연구는 재시판 글쓰기률 가르치기 위해 토혼 게시판올 선택하였다. 

토론 재시판에 참여툴 통해 발언의 기회를 얻고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토 

론 게시판올 의의률 깨닫고 게시판의 소홍성을 배우도록 했다. 게시판올 

활용허여 게시판 굴쓰기률 가르치도록 교육율 설계했는데， 이러한 교육 

방법은 중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상에 아미 쩌 

여진 판으로서 토론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업율 위해 마련한 

토론 게시판이 있다. 수업올 위한 토론 게시판에 참여하는 것올 흉해 인 

터넷 상의 다양한 토론 게시판에 침여하여 상호작용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엽은 당연히 학생률의 실제 활동올 유도하게 되는데 이 

것이 활동애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업에셔는 그러한 과정이 설계에서 빠 

져 있다. 다만 학생률애게 게시판에 토론문 외에 다시 소감풀’ 을 쓰게 함 

으로써 자신의 경험올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률에게 게시판 쓰기 활 

동 또는 토론 게시판 참여 활동 이후에 자신들의 활동의 의미를 찾아보케 

하고 또 활똥율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후 활동은 

학생들에게 전자게시판뽑만 아니라 다른 소통 방식을 가르철 때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해야 활 방법이라고 본다. 

셋째，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률이 학습혜야 하논 것은 무엇인7꺼 

수업올 통혜 학생들여 학습한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 

다. 수업에서 의도했지만 채대로 얻지 못한 결파도 있을 것이고 수업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파도 있율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올 받은 후 전자게시판 

파 판련해 얄게 된 사실에 대해 질문했올 때， 전자게시판의 글쓰기의 방 

법파 파정에 대혜 말한 학생은 소수였다. 그 대신 언어 규범에 대해 주목 

하거나 토론， 게시판에셔 얻은 시사 지식 둥올 말한 학생풀이 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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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의도한 것은 전자게시판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방법 

파 전자게시판의 소통적 의의를 배우도록 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그 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된 것에 주목했다. 

또한 회습 결파의 내면화와 지속성 문제도 생각해 보이야 한다. 즉 학 

습의 결과가 학생들을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문제이다. 내면 

화와 지속성의 문제는 이 수엽이 수행평가와 관련해 실시했기 때문에 정 

상적인 수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학생들이 토론문과 소갑문 

을 자신의 솔직하게 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단 한 차례의 수업으 

로 또한 시범 수업으로 학생틀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는 것올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후 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당장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동올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자게시판 글쓰기와 관련해 인식의 계기는 마련해 주었을 것 

이라고 본다. 학생들에 수업을 받은 후 전자게시판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 

를 물었을 때 글을 쓸 때 상대방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글쓰기 과 

정의 변화에 대해 답변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국어교육에서 전자게시판 교육과 활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가 생각해 볼 펼요가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 

통의 장으로서 게시판의 기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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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네트워크， 행위의 네트워크로 나눈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물질로 고착 

화되어서만 존재 가능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무형의 비트로 천환되어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제되고 링크되고 전송되면서 무한히 확장된다 

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서， 사람들은 매일을 주고받고 채팅으로 

수다를 떨고， 토론방에서 격론을 벌이고1 또는 게시판에서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감정과 정서를 나누고 의견과 판단을 교환하는 둥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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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암없이 서로쐐 “의미의 네트워크”률 형생，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온라인 공간에서 비즈니스와 쇼핑옳 하고 교육올 받는가 하면 영화나 

옴악갑상， 혹은 게임율 흉기면서 휴식융 취하기도 하는 동 구체적인 행위 

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얘서 얄 수 있듯어 인터넷의 이용동기와 

성격 중에서 타 매체와 가장 구환되면서 특정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활수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정점에 위치한 인터넷은 몇 가지 차원에 

서 매스 미디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극복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은 개인 

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e-때U파 이a따핑)，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미 

디어로서(게시판 풍)，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웹사이트 둥)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윤 천풍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텔의 일대대一對多) 

의 모텔을 커뮤니케이션의 다대대多對多)적인 웹의 가능성으로 대치한 

대김성벽， 때11: 1따101). 그런데 여기애 또 새로운 소통 방식인 1인 미디 

어로서의 블로그7)가 둥장하고 있다. 때1년 9월 미니홈피 서비스를 도입 

7) 인터넷의 l인 미디어 블로그(I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m년쯤부터 미국 
에서 뒤늦게 온라인 글쓰기의 맛올 알게 된 네티즌률이 생겨나고 그들이 쓴 글이 

화제가 되연서 ‘뜬’ 개념이라고 불 수도 있다 
블로그는 기폰의 어떤 인터넷 형식보다 쉽고 자유홉게 개인의 웹시어트풀 만들 

어 마옴대로 글올 쓰고 사진 동영상 둥의 멀티미디어 자료흘 올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글과 주장에 호용하는 사렴이 생기연셔 네트왜크가 만들어지기도 한 

다. 블로그는 영어로 햄(web)파 로그.(log)률 합천 말이다. 블로그는 웹 게시판파 개 

인 홈혜이지， 네트워크(커뮤니티)의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수있다. 

블로그의 기본적인 형태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게시판이다. 블로그와 기존 홈 
패이지나 게시환， 커뮤니티와 i에는 시용 항법이 간연하면셔도 미디어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률로그는 한글옳 쓸 수 있는 사랍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가상 공간 
올 자유홉게 이용하게 해 주는 도구이자 문화이다. 블로그애 ̂}Ol트에 접속하면 자 
동으로 불로깅 쩨이지가 만률어지고 그곳에다가 쓰고 싶온 굴야나 사진 각종 정보 

를 올리면 자신만의 공간과 정보가 만률어진다. 이것은 일자별로 만둘어지고 자연 

스렵게 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며 유지보수를 위해 신경올 쓸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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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싸이월드얘만 개인 블로그가 6백75만개가 만률어져 었다. 네이버 • 햄 

파스 둥을 포힘하면 국내에 개셜된 블로그는 2천만 개가 념을 것으로 업 

계에서는 추산한다. ‘싸이질’(싸이월드하기) ‘써이훌릭’(써이월드종독자) 

둥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유선 인터넷에 머물렸던 블로그는 다시 ‘모블로 

그(Mobl맹)’로 진화하고 있다. 모블로그는 휴대폰 'PDA 둥 무선기기를 

이용해 웹상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 그림 둥 콘렌츠를 수시로 올라 

는 것을 뭇한다. 휴대폰 사용이 활발한 1O-:l)대 네티즌 씨에서 인기라 

고 한다. 지난해부터 모볼로그 서비스 중인 싸이월드에 하루 4만 건 이상 

이 ‘폰 투 웹’으로 업로드되고 있다，8) 

최근 약 때여년 이래로 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올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매체와 새로 

운 소통 방식에 맞게 표현의 방법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의 방식 

도 매체에 따라 소통 방식에 띠라 달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게시 

판의 기능과 목적은 다OJ=하다. 글쓰기의 방식도 이에 따라 다챔}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숙고 끝에 글을 쓰고 정확한 문장과 어법으로 문단을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글쓰기 방식이다. 마찬 

가지로 매체나 소통 방식의 특성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여 B밸1 쓰기’， ‘짧 

게 집약적으로 쓰기’， ‘재미있게 쓰기’， 화면으로 읽는 것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쓰기’ 둥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의미와 그 문화에 대한 교육은 바로 국어 교 

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의 소통 방식을 

서 불로그는 자기 표현，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기억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8) 정보기술(IT) 발천과 함께 진화효}는 싸l버공간 속의 소흉방식의 변화에 대혜서는 

“소리 없는 망칫소리 블로그만 2천만개"(경홍댄문 :m4. 4. 22일자 기새 참고할 것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써l서 고려대 현택수 교쉬문화사회학)는 “앞으로도 정보기 

술 발달파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웅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콩간이 생겨 

날것”이라고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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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활 때， 전자 우편올 쓰거나 전자게시활에 끌옳 

쓰는 방법을 가르처는 둥의 수행만올 교육내용으로 안 된다. 인터넷 상에 

서 따양한 소통 방식율 경험하도륙 하는 수행척， 경험적 교육율 념어서 

그러한 행위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짜쳐 째닫게 하도폭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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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eaching Writing in Web Bulletin Board system 

- Focu뼈 on cases of II빼a 뼈.tcatiα1 

Kim, Jeong-Ja 

New Iredia must to 없re 않따lt 않ach the skills that are m짧최 to use 와xl 

interpret them Students have to 1얹m the nùes arxl etiqu앉te of α뻐1e 

comrrru띠catiα1， 때 m 양1ift quic뻐y ærn빼1 gl에res or lar핑때ge 맹lS없'S. 

밟ticijlltion in web BR'3 뼈때-es VI며T sIlrific skills in 1때밍age 때 m따m엄Ial 

commurncation. 

This sh때T is 야rlorr뼈 so to the con때lts 때 rretl뼈S of teaching writir땅 in 

web BR'3. The 띠빼않 purπxε of this stucly is to make stt뼈Its 때cingli따1lCY 

into elætronic 없. 

까:te 때ltents f(π 않achir땅 are est빼하없;U빠T are koo때어ge about wri뼈 m 
web BR'3, 따따하g때ng 뼈 띠여띠ng writing in web BR'3, attitude about 

wri미19 in web BR'3, enj때ng arxl {r<XlUCing 따 cul따-e of comrr뻐1ication of web 

BR'3. 까1e syllabus is construc때 throt때1 collaboratiα1 뻐tl1 the teacher. 

D..rrir핑 aw뼈 f에r lessens for writing in web BR'3 was 때ried in a dass of 

a high sc뼈1. Tore짧'Ch reoctions of sh뼈lts， surveys were rπ않 up beflα-e ar피 

after lessons. Ar엄 며'SOOal interviews witl1 f<απ s따Ènts 때 a 않acher are 

@뼈lC뼈 Sttl뼈lts 뼈，wed IXlSitive answer'S 뼈 attitude about teac바19wri미19 

in web BR'3 tl1arI before les였lS. Stt빼lts leamed m:xles of new coommication 

때 wri마19 따uugh P;빼ciIlltÏ'α1 피 web 뻐S 뼈 때-e a‘때-e the signifi，뎌o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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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mication 뼈 wri빼 in web BBS. 

At{re월lt， 압1ere is 밟‘ ofea혀ly a~때와XeSl짜xrt 빼 삶띠cethat 때양1t er빼Je 

students to use æw n빼a αió때ly 없피 α빼vely. ca홉뼈빼 야~li뼈a:y， it is 
따~따e 뼈 댐ciax:y to κrlonn II빼a 뼈JCatiα1 in Kíl'없1 langu떻e 

뼈.ICation. 

[Key wor버 e앙qwri마Jg in web 많35，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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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습지도안 

인터넷 게시판 쓰기- 포 다른 의싹룡의 공간에 참여하기 

‘ | 개관 j 

인터넷 게시판은 인터넷상에 구축된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글이나 그림을 올리거나， 올린 글과 그림을 열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인터 

넷이나 통신상의 게시판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질 수도 있 

다. 또한 게시판은 인터넷이나 통신상의 대화방과는 달리， 구조적인 자료 

저쩨 가능하며 저장된 자료는 운영째1 따라 게시판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인터넷 게시판은 모든 사 

람들이 접근뼈 이용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자 

료들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학생틀이 기존에 인터넷 게시 

판을 통한 의사소통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게시판의 기능과 특성을 알게 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일어나는 다OJ=한 의사소통 OJ=11에 관심을 갖고 이를 비판 

해보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게시판 쓰기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적용해 평소에 인터넷 게시판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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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1 획당계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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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교수빨웰 

<l차시〉 

1. 도입 

1) 몇 개의 질문을 통해 동기 부여롤 한다 

@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 주로 이용하는 게시판은 무엇인71-? 

@ 게시판을 통해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개 

낀 학습목표제시 

@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안다. 

@ 인터넷 게시판의 특성에 대해 안다. 

@ 인터넷 게시판의 유형을 찾아보고 분류기준에 대해 생각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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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챈삐 

일상 게시판t대자보 혹은 알렴판)파 전자 제시판의 치에점과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예시 질문〉 

(1) 재시가 뭘끼? 게시률 왜 할까? 

• 게시는 목적을 가진 언어활동이라는 정올 알아 낼 수 있도록 답 

변을유도한다. 

(2) 전자 게시판이란 무엇이며 천자 게시판용 왜 만들어졌올까? 

• 전자 게시판에 대한 학생률의 생각올 묻고 이에 대한 사천적 정 

의를 채꽁하여 정리한다. 또한 전자게시판의 유래애 대환 정보롤 

제공하여 전자 게시판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혜보게 한다. 

• 사전적 정리 “웹 전자 게시팬정보합! 용어 해컬집)" -창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륙정 다수의 사용자툴이 각종 정보나 펀지 

의 교환， 대화， 공개적인 질의와 웅답， 공개 프로그램의 공유， 게 

시물에 대환 검색 둥옳 활 수 있도혹 구축한 시스댐.OC흉신 서 

비스의 전자재사판윷 인터넷에서 이용활 수 있게 만든 것 

(3) 쿄실에 있는 게시판에 글율 쓰는 것파 인터넷 게시판에 글올 쓰는 것 

은어떻게 다훌까? 

• 매체의 욕성(화연 구성， 의미 단락， 띄어쓰기)， 즉각척인 상호작용 

이 7냥(시간) 

광역적인 상호작용여 가·농(용깐)， 접근의 용.01성(툴리객)， 다수 

대 다수의 쌓방향척 의사소홍(참여자)과 같은 요인들융 이야기 

합수있도록지도한다. 

• 게시판보다 전자 게시판에셔 보다 능동척이고 활발핸면리하니 

깨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옴율 알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의 륙 

성과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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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II 그동안 이용한 인터넷 게시판 주소률 쓰게 하고 어떤 목적으 
로 게시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교수-혁슐〉 개별 학습 내용율 토대로 반용올 정리히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용한 인터넷 게시판〉 예시 
(1) 학급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숙제나 시험범위를 몰라서 급우들에게 물어봐 위해 참여했다 
(2) 중학교동문게시판 

: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모임을 갖기 위해 참여했다. 

[학습활동 a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떤 종류의 게시표멸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률 찾아서 정리해본다 (개별활동) 

〈교수학슐 뱅안〉 개별 학습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 대답을 정리흩1는 형태로 진 
행한다. 

〈검색을 통해 찾아 본 인터넷 게시판의 종류〉 예시 
(1) 주제 토론게시판; -^r유 게시판， 유머게시판， 동호회 게시판， 상품판매 게시판， 질문 
과 대답 게시판， 자료 게시판， 뉴스 게시판 둥둥 

[학습활동 페 게시판의 종류 및 유형올 나눌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효tct (조별활동) 

〈교수-학습 방안〉 활동 1， 2를 통해 정리한 게시판의 종류를 보고 이를 분류할 수 있 
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별로 생각해 발표하게 한다. 

〈게시판 유형 분류의 기준〉 예시 

(1) 목적 : 정보교환적， 설득적， 오락적， 문학적， 위안적， 의견제시 둥 
(잉 참여자 : 초등학생， 중 · 고동학생， 대학생， 주부， 회A댄， 군인， 노인 동 
(3) 공개성의 유무 : 지유 게시판， 회원 게시판， 익명게시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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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2.1 

1) 학습 내용옳 청리효tc~. (월판에 정리한 후 간단한 질의 용답으로 정리) 

@ 인터넷 게시환의 특성을 알고 있는가? 

@ 인터넷 게시판의 유형을 조사하고 이를 분류활 기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가? 

=9 인터넷 게시판 글쓰기는 유묶적적 행위이며， 다충적이고 개방적 

인 인터넷 공간에서 얼어나는 활발한 상호작용.01다. 

2) 2차시 학습옳예고 

•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양상올 보여주면서 구체적으 

로 인터넷 글쓰기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훌 생각해 보게 한다. 

껑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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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임 

1) 인터넷 게시판에 참여한 경험옳 떠올려 보면서 좋았던 접과 나했던 접율 

이야기해본다 

낀 학습 목표 제시 

@ 인터넷 게시판의 상햄용 환석하기 

@ 인터넷 게시판의 평가기준표 만툴기 

@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종 인터넷 게시판 평가하기 

2. 전개 

금연을 주제로 한 게시판 하나를 소개하고 그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상 

호작용을 교사가 시범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은 다양한 게시판을 방문하여 가장 잘 된 게시판과 가장 엉망인 게시판 

을 찾고 그 이유를 발표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시판 평 

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추출하여 평가기준표를 작성해 본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체득하게 되고 각 요소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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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슐활동 1] 게시판섹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옳 교사가 시벌적으로 분석해 

본다 

〈쿄수빼〉 금연 재셔판의 상효작용 。짧흘 보여주연셔 。}해 내용에 대한 학생틀의 
의견올이끌어낸다; 

게시판 채북 /재시물의 환량 및 길이 / 게시물의 현집 상태 (글자크기， 줄 간격， 글자팔， 
색깔 풍) /게시물에 쓰인 언어척 양상 / 게시물에 쓰언 이모티론 혹은 풍신용어 / 게시 
물 내용의 적절성 /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 혹은 신빙성/ 답글과의 상관성 퉁 

각 항목얘 대한 학생들의 의견올 묻고 교사가 각 항목에 대해 실제로 형가해봄으로써 
게시판 랄쓰기의 상황애서 고려해야 할 요소풀율 떠율리제 한다. 

[학습활동 a 가장 잖된 게시판과 가장 엉밑벤 게시판옳 찾고 그 이유톨 닮 
해 보면서 게시판 률쓰기톨 할 때 고려할 사항훌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게시판올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올 추출 

하여 평가기준으로 삼율 만한 것률을 표로 정리해 본다. 

〈학생의 대답 예시〉 

(1)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기판의 자료툴 제공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율 공개하고 있는가 

(2) 진실성 : 게시판의 글은 솔직한가 / 다른 사랍의 글은 출처률 밝히고 

있는가 

(3) 척절생 : 재시판의 목척에 적합하게 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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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성 : 글을 읽을 상대방어 읽기 쉽도록 구성하고 있는가 (글의 제 

목과 내용， 글의 분량， 편집상태) 

(되 언어예절: 글올 읽올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 반말체를 사용하지 않는가 

(에 언어규범: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통신 용어나 이모티흰^O^ ’ (^.^ι mlJm) 퉁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는않는가 

[학습활동 3 제작한 평가기준표률 활용하여 다론 재시판의 글쓰기롤 평가해 
본다 

정리 

1)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칠표뻐| 정리한 후 간단한 질의 응답으로 정리) 

@ 게시판이 상호작용의 징F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를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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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훌환다. 

@ 게시판의 목적에 맞는 글쓰기롤 한다. 

낀 3차시 학습올 예고 

게시판에 대한 이해률 바탕으로 직접 게시판올 통해 토론하는 활동을 

할것임을예고한다. 

정차시〉 

1. 도입 

1) 학습 목표 제시 

@ 제시한 토론 논제 중얘서 하나률 션핵훌뼈 관련된 자료률 인터넷 

게시판올 통해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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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지신의 주종L을 

담은 글을 게시판에 올린다. 

@ 토론 논제에 대한 다른 학생의 글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담은 

답변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다. 

2) 논제에 대한 설명 및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의 시사적인 주제를 위주로 찬반이 비 

교적 명확한 것을 선택한다. 

〈논제목록〉 

1. 새만금 간척 사업 

2. 고교 평준화폐지 

3. 이라크파병 

4.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5. 호주제 혜지 

6. 안락사 

7. 낙태 

8. 건강을 위한 담배값 인상 

9. 일본문화 전면 개방 

10. 가수들의 립싱크 

11. 생형수술 

12. 세계화 
13.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홉연금지 

14. 대북 지원(북한 지원) 

15. 스크린 쿼터제 

16. 인터넷 서비스 유료화 

lτ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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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간 복쩨(생명 꽁학) 

2. 전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안내훌 하면서 학생률이 파채훌 수행활 수 있 

도혹 개별 순회 지도환다. 

1. <논재모혹〉에 주어진 논제 하나률 션택한다. 

2. 인터넷의 다양한 재시판(뉴스 토론， 정북 자료 둥) 흉해 농째얘 대한 

찬성， 밤대 의견율 모두 찾아보고 읽어 보재 한다， 

@ 인용협는 경우， 자료의 출쳐활 반드시 밝힌다. 

예) :nn년 10월 3일 。。일보 사셜， 

00연구소의 o。연구 실험결과 둥 

@ 표、 그렴， 사진 자료 둥도 함께 찾으면 효파적이다. 

3. 찬성， 반대 의견올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4.<보기〉와 갈여 문서률 작성하여 각 반 홈혜이지 ‘토롤 게시판’에 자 

신의 글올윷련다. 

5 게시판의 제목은 척고 내용 중얘 반드시 ‘。반。번。。。’이 들어가 

본인여환률 확인할 수 있도록 환다. 

6. 점수는 차퉁 부여(10점 -5점， 미제출시 0점) 

7. 수업 중 게임， 채탱， 때신저 사용 퉁 명가와 판계없는 행동율 할 경우 

감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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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1) 게시표뻐| 직접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원고 답글율 쓰는 행위에 대 

해 생각해보게 한다 

2) 4차시 학습을 예고 

.1인당 자신의 입~을 쓴 게시물 한 개와 다른 학생의 굴올 읽고 답글 

을 쓰는 게시물 1개의 과제를 완수해 올 것을 당부한다. 

<4차싸 

1. 도입 

1) 학생 몇 명을 지적하여 몇 개의 질문을 던진다 

@ 어떤 논제를 선택하였는가? 

@ 논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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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글쓰기롤 하면서 느낀 점은? 

낀확습목표제시 

CD 학생롤의 토론 게시판 활동율 착;71 명가하기 

@ 학생률의 토론 게시판 활동옳 창호 평가하기. 

@ 수업 소감문올 작성하고 게시판 문웰W 대한 입장올 쟁리하기 

2. 전개 

폭색있는 학생들의 게시판 활동올 하나씩 보여주며 그 게시판의 언어 

적 상호작용 양울 교^r7r 시범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기준〉 

1. 게시물의 쩨목은 내용파 판련지어 적절한가? 

2. 게시물의 제목옹 참신하고 상대의 주의를 끄는가? 

3. 게시물의 불량은 척당한il'? 

4 게시물의 편집상태는 보기애 펀한가1 (단락구분， 려어쓰기， 줄 간격 

동) 

5 자신의 입장옳 분명하게 드러내었는7)? 

6 자신의 입장올 일판성 있게 표혐하였는기? 

7. 논제의 근거가 적절하며 신빙성 있는가? 
& 상대를 고려하여 게시물율 작성하였는il-? 

g 게시물의 언어예절은 어떠한가? 

둥둥의 질문올 던지고 아이들이 그 게시물에 대해 형가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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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1) 학습 내용올 정리한다 

전자 게시판의 용도 목적에 대해 정리하고 게시판 글쓰기의 양상올 떠 

올려보며 고쳐야 할 점과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한 언어생활올 할 수 

있는 방법올 생각해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소감올 작성하여 교사헤 

게는 다음 수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학생에게는 자신의 게시판 쓰기 

활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적절하고도 건전한 게시판 활동을 활 수 있 

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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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혹 2> 확옵 자효 

〈흩擔 자훌 1> 채시판 행기흉까| 

책시환 쓰기 훈화는 우리가 만든다. 

[학습목표] 

• 가장 엉망언 제시판과 가장 추천할만한 게시판올 찾고 그 이유를 말 

해보자 

• 주어진 게사판올 방푼혜 보고 께시판 형가기준에 맞춰 재시판올 분석 

해보자. 

[게시판평가표 묘훌개 

• 게시판올 명가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률이 있올지 생각혜월-^t. 

이런 게시판 추천합만하다 . 이련 게시환 활훌견이다. 

• 알찬 것보틈에 많이 있는 계시판 • 욕셜이나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는 게시판 

• 게시판 명가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률이 있울지 생각혜 

보자. 

1. 신뢰생 : 신뢰할 수 있는 기판의 자료훌 채공하고 있는가 /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올 공개하고 있는가 

2 진실성 : 게시판의 글은 솔직한가 / 다른 사람의 글은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3. 적절성 : 게시판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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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성 : 글을 읽을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구성하고 있는가 (글의 제목 

과 내용， 글의 분량， 편집상태) 

5. 언어예절: 글을 임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 욕설야나 비숙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 반말체를 사용하지 않는가 

6. 언어규범: 맞춤법， 려어쓰기롤 정획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 

통신용어나 이모티콘( ̂o^ , (^.^)/, mC Jm)이 과도하게 사용되지는 않 

는가 

[게시판평가하기] 

청소년권장싸이트 h따ιWww.youth외te.or.kr/애 있는 시에트의 게시판 

틀을 방문해보고 다음 평가표를 작성해보자. 

평가대상 내용 형식 

게시판주소 신뢰성 | 진실성 구성 1 언어규범 l 언어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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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슐 자료 2> - 훌혼 게시판 훨여흩}기 자료 

토론 거써환 참여하7KlO점) 

1. <자료 1>에 주어진 논제 중 하나를 션택한다. 

2. 인터넷올 통해 논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올 모두 찾아본다.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φ 자료의 출처룰 반드시 밝힌다 사어트의 주소 〈도메인〉률 적는다. 

@ 표1 그림， 사진 자료 둥도 함째 찾으면 효과적이다. 

3 찬성， 반대 의견율 토대로 자신의 견혜롤 밝힌다. 

4.<자료 2>와 같이 문서률 작성히여 학교 홈페이지 ‘강의실-국어과파 

제물제출’에 파일을 올린다. 

a 파일 이름이나 게시판의 제목은 반드시 ‘。l칸。번。。。’로 한다. 

6. 점수는 차둥 부여(10점 -5점， 미제출시 얘) 

7. 수업 중 게임， 채탱， 메신저 사용 둥 평가와 판계없는 행동올 활 경우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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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1. 새만금간척 사업 
2 고교펑준화폐지 
3. 이라크파병 
4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5. 호주제 폐지 
6 안락사 
7. 낙태 
8 건강을 위한 담배값 인상 
9. 일본문화 전면 개방 
10. 가수들의 립싱크 
11. 성형수술 
12. 세계화 
13.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홉연금지 
14. 대북 지원(북한 지원) 
15. 스크린 쿼터제 
16. 인터넷 서비스 유료화 
17. 인터넷 설명제 
18. 인간 복제(생명 공학) 

〈자료 2> 

。반 0번 。。。

논제: 

·찬성 의견 

(출처: 
·반대 의견 

(출처: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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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3> 확생 토혼문 

<토론푼의 예〉 

이라표 화뱅얘 활한 훌리햄추의 영각함대! 

번호:2} 글쓴이: 졸라배추。 조회::B 날.~였X3I1QtZ3 14:19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애 관한 이라크인의 의견이 실련 앵파스 토론장에서 본 글은 조금 

무섭기도하고 

이라크 라는 민족율 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우리의 파병이란 것용 실감하게 되 

었다 

파병말고 구호지원이나 의료 같온 후분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 

각이들었다 

우리 국민들이 파병율 훤하지 않는 것은 우리국군률이 희생되는 것도 있지만 

이라드01- 다론 A빠와 전쟁율 하는것도 아년데 우려가 파병혜야 할 필요가 없 

지 않냐는말도있었다 

글중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군이나 경제면얘서 많온 도용을 받고 있긴 하 

지만 그런 것 까지 강요 받올 필요는 없다는 주장올 강력하게 현 분도 있었다， 

이라크 파병애 툴 돈율 걱정종}는 분도 있었고 따&한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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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은 ‘반대이다’!’ 

위에 내가 참고한 글을 쓰신 분들의 의견과도 같거니와 미국이 파병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주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라크 파병에서 미군이 이겼다고 

쳤을 때 이라크인의 남은 사람。l 미국과 함째 해나라에게 테러를 한다면? 

이는 파병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도외주었을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이다. 

파병은 파병이고 경재는 경채인 것이다 파병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경 

제나 여러면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올 주고 안좋게 만들어 버린다면 미국은 그런 

국가 까지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런경우도 언제까지나 가정이지만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는 듯 하다. 

한민족을 적으로 만들고 안좋은 감정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 

리모두가 아는 만큼 이번 파병은 정말 안좋은 것이고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마옵이다 

그리고 미국은 유천채취로 막대한 양의 돈올 챙기고 있는 현실인데 유전으로 

하여금 생긴돈으로 전쟁비용올 충당하면 될것아닌가 우리나라까지 그 불똥이 튀 

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파병에 나쁜쪽으로만 흘를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 

만 그렇다고 좋게생각되는것도 아니다 .. 

자기국가 일에 조금 도외주고있다고 해서 이래라저래라 강요하는것은 정말 

안좋고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나 안좋고 나쁜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뭘 하겐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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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뭘째생써빵용냐리에 훨푸 ... 훌 확행 

번호:1:æ 굴쏟아 N와..Ra 조회:2 날쩌.없M~영 11::æ 

비전루병만 해도 좋다고생각하는데 .. 

단지 후새인이홈치하는 나라애 살고있다고 

이라크 민간인률과 어련이흩어 다쳤슐니다 . 

피혜자의 대뿌환이 노인과 어련이였습니다 그률에게 희망울 주긴커녕 전투병 

올 파병해서 그뜰에재 상처룰 치유할수없다면 전투병파병온 필요없다고 생각종 

Re:이라크 획명에 활한 훌라베추의 생각~밤대! 

번호:78 글쓴이I.ove is... 조회:11 날짜.었MOI24 21:]3 

저는 혐준이의 의견에 반대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저희는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인지 미국에게 주종판계나 다름없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괴는 쩔어져서 살수 없는 힘없는 나라입니다. 이만큼 살게 

된것도 미국 펙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율 하지 않았더라면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철수 하켓지요?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우리나 

라 국민률은 죽어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올 해주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은 철수 하지 않율것이고 그럽 남한만이라도 형화롭게 살지 않습니깨 이라크 

파병에 나가는 우리 국군 여러봄이 안쓰렵긴 합니다만 나라롤 조금만더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한다연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라크 파병은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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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니찌 갱활 쓰71~었쳐밤.격져 

번호:76 글쓴이: 야오멍쓰 조회:14 날짜:때11tWA 21::;Q 

나도 이라크 파병에 반대 한다. 

국민들이 생금을 모아서 아프리카퉁 빈민국에 도움울 주는 이유가 무엇인7t? 

서로서로 도우면서 인류 모두가 잘살자는 뭇이 아년7꺼!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전쟁을 주도 하고있다. 그런 지금 상뺑l 우리는 

이를 반대해도 모자를 판에 그 전쟁에 도용을 주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어리석온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엔둥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구는 하루빨리 미국의 비적절 

한 행동을 막아 째째형화가 한결융 더 다가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전자게사환 굴쓰기 교육 연구 97 

<부륙 4> 학생 소감문 

<소감푼의 빼> 

소감푼--

벌훌:132 글쓴이 mmri양lt 조회:a) 날'*':mo/lQ었 11:31 

이번 시간율 뽕해 체시환의 중요생올 얄재 되어서 좋았고 깨시판융 이용활때 

지켜야 할 규칙도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게시판에 글올 잘 쓰지는 않지만 만 

일 글올 쓰게 된다면 게시판의 규칙옴 지키면서 글을 쓰고 생고 나 뿔만이 아니 

라 게시판에 글올 쓰는 모든 사람툴이 비매너나 욕설같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 

여주는게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할수 있는 글올 올려주었으면 한다. 

주쩨토롤율 뼈보고 냐셔 ..... 

변호:131 글쓴이: 행복한 의중<;:J 조회:12 날쩌::mo/1O;엉 11::1) 

주제 토론올 홈해 얘흉의 새로훈 모습융 볼 수 었었다. 

이것올 하기 전애는 애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격 성실성 풍둥 밖에 볼 수 없 

었지만 이 주채토론올 흉해애틀이 이런 면이 있구나 하며 다시 보게 되었다. 또 

나도 나의 의견으로 남훌 설득시킬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는 능력율 길러야 겠다 

고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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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 @(-.-행)…소감 

변호;13) 글쓴이: 미소년’φÇ?’ 조회:9 날짜':W'11α2J 11:32 

이렇게 게시판에서 주제 토론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재미있고 할만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잘못 올렸다 

는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누가 보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마구 썼는데 이제는 남틀이 보 

기 쉽게 써야 겠다는 생각이 틀었어요. 

또 인터넷에서 나도 토론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토론율마치고. 

번호:1Z7 글쓴이: 내사랑’그대4 조회:8 날짜:때WIO;2J l1:æ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올 학급 친구틀과 활발하게 

토론을 함으로써 친구틀에 지적인 관념과 상상력이 

정말뛰어난것 같다. 

나도 처음에 인터넷 게시판옴 올릴때는 각종 비속어를 

쓰고 , ;t'<:, 이런 아무도 모르는 문자를 쓰고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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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토론 게시판율 함으로써 제사판애 대한 쟁칙하고 

바른 글율 쏠수 있었던것 같다. 

친구률이 글올 쓴것율 보면 대체로 글울 올바르게 씻지딴 .. 

각종 이모티콘올 사용하고 모르는 문지롤 썼으나 。tllt 이것율 

계기로 나처럼 인터넷 채시판올 이용하는 판념이 많이 바꼈을 것이다. 

나중에도 이련 토론올 쨌으면 정말 유익활 것 같다. 

이번 인터뱃토혼에 활한 수업율 화면셔 

번호:123 글쓴이: 졸라배추。 조회퍼 날싹없X:V1~ 16:Z7 

이번 수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점온 

우리반 애들도 진지해 질때가 있다고 정이다. 

점수률 떠나서 한번닿아도 될 리풀율 여러번이나 탈고 

조금써도 될 내용율 많이 쓴것윷 보면서 

자기 생각올 충봉히 펼수 있는 계기가 된거 같다. 

노는것만 좋아하는줄 알았던 우리반 얘들율 다시 보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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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업을 하는 계기률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조금 감사 드련다 (컴터 선생님.격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 시간에 컴퓨터률 만친다는게 이렇게 

좋음줌 몰랐다. 이런수엽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반 카페가 많이， 잘， 돌아간계기가 된듯하다. 

전에는 인터넷 게시판애 글 율렬때 대충대충했는데 

이번 수업 하면서 예절들율 배우니까 좋았다. 

하지만 이모티콘은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정도만 사용하는것은 

바람직하고 이또한 인터넷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예절들을 다 지킬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예절틀이 조금씩 조금씩 지켜져 나갈때 

인터넷 게시판은 더 깨끗하고 참신한 공간이 될거라는 

확신이 드는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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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혼 재시환훌 이용확고 난 휘.， 

변호:114 글쓴이*Þ<FØ;J 조회:g 날쩌:~10l25 11:a) 

무엇보다 어떤 한 논제에 대하여 많온 사항률의 의견율 풀어보고 또한 의견 

교환도 활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토론 채시판율 이용하띤서 저는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파 의견율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물론 소수만 제외하고) 

그러나 제 생각괴는 천혀 달랐습니다. 이훌태면 이라크 파병얘 대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찬성올 했었고，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올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울 보충해주면서 토론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앞으혹 사회생활올 하면서 토론올 하더라도 조금 더 남올 배려하 

면서 토론을 활 수 있올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올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 

신의 의견올 제시한다면 본래 글용 쓴 사랑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율 것이고 

인터넷상해서 말싸옴이나 욕설풍은 나타나지 않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토론 게시판 둥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율 살펴보고 지신의 의견율 

제시하는 활동올 반복하면서 여러 사랑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나 자신만의 의 

견을 앞셰우지 않는 올바론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뒀으면 하는 생각이 률기도 

했습니다 .. 

소감 

번호:113 글쓴이: 강용이 조회:4 날짜:없β110125 11:24 

인터넷 게시판에 글올 잘 올리지 않는 현인대 요번글올 옳리면서 

인터넷 게시판올 이용하는 것의 장단점율 얄제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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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올 지주 사용하게 훨것같다 

인터넷 게시판온 용도가 많아서 찾고싶윤 정보를 사랍들과 

공유해서 할 수 있다는 점애서 펑하고 

내가알고싶은 정보률 사람들의 답변에의해 알 수 있어서 좋은것 같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울리면서 이모티콘이나 인터넷용어를 줄이켓다. 

소감 

번호:112 글쓴이: 초둥학생L 조회:5 날깨JmllQl영 ll:æ 

국어 시간에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울 이용한수업을 통해 

내 지·신이 인터넷 게시판율 옳바르게 사용하고있나 

잘뭇 사용하고 있엇다면 어떻게 하여 고쳐야만 하는가동 

여러 가지를 느껄수 있게 해췄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솔직히 욕올 않했다는 것은 거짓맘일 젓이다. 

익명성 때문인지 인터넷에서 많은 비메너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었다. 

이러한 나쁜 행동을 옳바르게 고쳐서 사람틀이 기분좋게 인터넷 게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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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킬수 있도록 나 하나후터 나아가 홈더 넓용 법위의 사람률까지 

노력융혜야하겠다. 

토혼수업을마쳐고~ 

변호1여 글쓴이: 왈.. 조회:3 날쩌~:m3IlQt'J5 11:22 

나는 이번 토론수업울 하기전까지는 게시판에 그냥 얘둘어량 대화하고 물건 

사고활고 사진갈은것만 많이 보구 활용쨌는데. 이번토론수업율 마치고 인터넷 

게시판이 이련것들이 있었고 게시판에 글올 융휠때 어떻게해야하며 .. 퉁퉁 많은 

것툴올배울수있었다 .. 

그리고 이렇게 토론올 해보니 많운샤람들의 의견율 알수있어서. 

내생각파 비교해 불수 있어서 좋았다--

"ß"" r i종 }융 } 

앞으로 체시활 쏠빼 이헌거 스면 아니흰다 

변호:101 글쓴이: 아행행한보이 ~ 조회:4 날쩌.었XVl'α25 11:22 

、/(’γ‘、/)이모티콘 좀딴써! 

아행행행행 통신어 좀만써! 

알켓L멘$^$#^*#'l/o%‘얘 욕설좀 그만써! 

나는나 아행행이오! 자l소개 즐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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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친구률 높혀 부홉시다‘아행행 ... , 

암튼 ... 이런 것들좀 그만쓰셈~ ’ 애 글고 쓸때업님은배경화면같은거 

쓰지마셈’ 눈아픔망 .. 그렴 이만 아행행한 보이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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