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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1. 셔론 

히·이퍼택스트와 상호작용성의 톡성을 가진 인터넷은 읽기와 표현에 있 

어 새로운 규범올 만들고 있다. 최근 7차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미디어 

의 이해와 표현 교육어 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중동교육애서 이미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혐재 미디어 교육은 기존 대중매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뉴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소훌히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 하에 중 • 고둥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대화방， 전자메일，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써버 문학 둥 뉴미디어의 따양한 장르에서 말과 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체계척인 연구나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의 엎환으 

로 :ro3년 12월 2일부터 12훨 l)일 동안 서올시 마포구 중암중학교에서 

인터넷 신문에 대해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장 연구를 중 

* 본 연구는 獅년도 학술진흉채단의 지훤애 의하여 연구되었옴{파체번호; KPF-'때)2-
αl)-B'JX)13). 

** 서올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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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인터넷 신푼 교육의 내용과 방향옳 채시하i까 하며 현장 연구에 

서의 결과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jL자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매체 활용의 행위와 %탱어 변하고 있으며 기존 매체 

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대이은미， 때l3; 조수션， 때l3; Pew Center, 

:ID2). 인터넷 초기의 사용자는 교육 혹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 인터넷 이용자는 보편적인 매체로 둥징봐고 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 

터 보고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7명이 월 평균 1 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동장으로 

인해 기존 매체의 이용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기존 매체 중 텔레비전의 

이용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대강미은， 없x);UCLA， 

aro). 같은 맥락에서 현장 연구 대상 학생들 l)명중 24명이 매일 인터넷 

을 이용한다고 웅답하였으며 6명은 주 3-4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이 신문의 이용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혜정，::mn 반면 인터넷 신문이 기존 매체의 이용에 마치는 영향은 매 

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강미은，JXX)) 케이블 텔레 

비전과 같이 새로운 매체가 동장해도 신문에 대한 열독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대윤석민， 19l)).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인터넷으 

로 인해 종이 신문의 열독율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뉴스 정보를 탐색하고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선， aro).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신문은 사회 • 문화적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하고 있으나 인터넷 신문에 관한 체계적인 선험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인터넷 신문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대부분 이용자 행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었다 학문적 현실이 사회적 전개와 기술적 발달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신문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홍탤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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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혐장 연구의 방향과 방볍융 포썩하였다. 

본 현장 연구는 크게 세 부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식’적 차원 

에서 인터넷 신문얘 대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넷 신훈의 

이해는 인터넷 신문의 발달 과정파 종류，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의 차 

이점， 인터넷 신문의 기농적 폭성， 인터넷 신문 텍스트읽기의 특성， 인터 

넷 신문에서 글쓰기의 륙성으로 진뺑하였다. 또한 인터넷 신푼의 이용 행 

태와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용리적인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경 

험’적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인터넷 신문 화면을 제작하도록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지식’적 차원의 인터넷 신문의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 가 

롤 살펴보았다. 옛째는 ‘태도’와 ‘수용’의 차원으로 인터넷 신문에 대한 학 

생들의 태도와 수용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휩l ‘태도’와 ‘수용’에 있어 

인터넷 신문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사회 • 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학 

습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률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을 통 

한 미디어 교육 구얀올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2. ‘지식’적 차현에셔 인터넷 신문외 륙생 이해하기 

학습자들에게 인터넷 신문의 발달 과정과 종류 그리고 종이 신문의 차 

이점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수업 진행은 학생들에게 번저 인터넷 신문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떤 종류의 인터넷 신문이 있는가 종이 신문과 어 

떻게 다른가를 질문한 후 이률의 개념과 용어틀을 정리해주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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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문의 밭달과쟁과 흉휴 

인터넷 신문의 기원은 1쨌년부터 월드와이드웹 개발을 기반으로 1앓 

년 시카고 트리륜지가 종이 신문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려줌으로 시작되 

었으며 19.14년 전세계 신문 중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을 채공하였다. 이는 

1댔년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션과 같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명령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 

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Ri년 5월 중앙일보가 인터넷 신문을 제공함으로서 시작 

되어 당해 11월 조선일보 그 다음해인 191>년 10월 동아일보가 인터넷 신 

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기존 신문을 올려놓은 수준이었으며 19.J7년 

조선일보가 인터넷 전담 펀집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속보를 전달하며 본 

격적인 인터넷 신문 시대를 열었다"" 1없년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없m년 

초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이어뉴스 24시， 머니투데이， 씨넷코 

리아 뉴스앤뉴스 둥 인터넷 전문 신문 등이 동장하며 각 분야에 온라인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댔m년 창간한 오미이뉴스는 

일명 ‘고대앞 사건’이라 불리는 김영삼대통령의 고대 특강 논란을 펼두로 

정치적 특종을 보도하였다"0 'ðJJ2년 민주당의 경선 보도를 생중계하고 정 

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지지 철회 둥을 생중계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네 

티즌을 결집함으로써 기존 종이 신문들을 뛰어 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 

었다. 

인쇄 신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 초기 단계에서 인터넷 신문이 독자적인 

기사를 발굴하여 신문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링크해 주거나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온라인%에 공동체 

를 형성하고 종이 신문과는 전혀 별개의 독자적인 내용을 싣는 인터넷 신 

문도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터넷 뉴스 이용 사이트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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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답울 하면 그를올 정리해나참으로서 인터넷 선문의 종류톨 아 

래와 같이 정리해 나갔다. 

CD 인터넷 포혈 사이트 뉴스: 인터넷 퍼탤 사이트에서 뉴스 섹션올 통해 
다양한 뉴스 내용율 제공하는 서비스: 사혜) 네이트 닷컴， 다옴， 네이 

버， 야후， MSN, 엠파스 라이코스 둥 

@ 종이 신문의 인터넷 신문: 기존 일간지로 종이 신문의 뉴스 사이트 

@ 인터넷 전문 신문: 종이 신문올 발간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싱싹l서만 

신문을발간하는 λ에트 

사례) 오미에 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이어뉴스 24시， 마니투데이， 

씨넷코리아뉴스앤뉴스 

@ 이메일 맞춤 뉴스: 이메일로 개인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제공허는 뉴스 

사례) 이타임즈넷， 코리아인터넷컴， 아이력， 아어비즈투데이둥 

외국의 경우 목자적인 론렌츠롤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신문들은 초기 

몇 년간 신뢰를 얻지 못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창립 초거부터 기존 언론의 

환경에 변회를 출 만큼 영향력이 컸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위해 인터 

넷 전문 신문사들은 창립부터 별도의 기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시민 기자 

들울 활용하였으며 국내의 기존 종이 신문사를도 인터넷 뉴스 전문 기자 

들을채용하고있다. 

2) 인터넷 신푼의 확성 

인터넷 신문은 기존 매체와 달리 변대변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 

케이션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과 달리 

기폰 전파매체인 라다오와 텔레비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다중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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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들올 포홈L하고 있어 그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인터넷 신문의 기능은 상호작용적으로 정보 획득 기능은 물론 정보 

제공과 대화의 기능으로 확장되고 았다.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을 가진 인터넷 신문은 문서의 구조와 크기라는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히이퍼텍스트는 전통적 인쇄매체의 구조 

로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눈 서재 형식의 연결이 가능 

하며 ‘항해성(na찌gation)’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제공자의 

의도보다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결정된다. 기존의 텍 

스트는 선형적으로 소개 본본결론의 형식으로 순서적이며 배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이퍼텍스트에선 비선형적이며 텍스트의 비약적 이동 

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 구성방식에 있어 기존 신문은 활자 미디어로 

단일 텍스트에 의존하지만 인터넷 신문은 하이퍼텍스트로 다른 텍스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결 고리로는 기사 내에서의 핵심 연결 단 

어(key word li때)와 관련 기사 연결 박스 섹션 구분， 타 λl이트 연결， 광 

고 연결 둥을 나눌 수 있다 기존 신문들은 문자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 

지만 인터넷 신문은 문자， 사진， 음성， 동영상 둥으로 이루어지는 다중매 

체이다. 그러므로 편집 흑은 한 장면을 구성할 때 배치의 다양화률 통한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특성올 비선형성 

이라 한다. 제공자도 비선형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선택에 감안히여 

텍스트를 구성해야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의미가 재구성 

된다 학습자틀은 화면 제작에 있어 정보 링크의 종류와 위치 혹은 광고 

의 배치를 통해 하이퍼텍스트성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도록 하였으며 텍 

스트에서 핵심 단어를 선택히여 연결하게 함으로서 텍스트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중요한 어휘를 찾도록 하였다. 

시간적 특성으로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인터넷 신문과 기존 신문을 구 

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동시적인 매체는 메시지가 정보가 수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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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신되는 시간 사이에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칸척이 없다. 대 

후분의 전파매채가 이에 해닿한다. 이에 버해 책， 신문， 녹음기 동은 비동 

시적이며 정보 이용이 상당한 시간이 훌러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인터 

넷 신문은 다중매채이므로 동시적인 통사에 비동시적이다. 비용장에 문 

제에 있어서도 기존 종이 신문은 제작비용과 배달로 인해 비용파 조직 및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은 물리적으로 제품을 복제해나가 

는 것。l 아니라 인터넷쐐서 디지혈화된 정보롤 저장하고 펼요한 이용 

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얻어가는 방식이다. 생산파 배포의 개념이 변화함 

으로서 인터넷 신문의 제작비용은 낮다. 인터넷 신문은 뉴스의 개인화 

(없~nalizatian)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뉴스가 제작되어 이용 

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적시성(파때iness)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용자 

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적인 입장에 따라 기사와 광고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신문윤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상호작용iinterætivity)율 가능하게 

한다. 상호작용이란 개념은 추상적이며 모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신문이나 다론 장르와 비교해보면 상호작용성은 명확해진다. 기존 

의 종이 선문은 상호 작용성이 낮지만 인터넷 신문에서 상호작용 활동이 

높다. 그러나 타 인터넷 장르에 비교해서 낮을 수 있다. 상호 작요성의 개 

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용자 또는 독자와의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 

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호 작용 활동은 이용자들의 기본 욕구와 관련 

되어 있는 개념이다. 제작자와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양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본질은 파거의 기존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이용자가 정보륭 쉽게 저챙}고 기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상호작용 활동온 기본적으로 이용자률에게 달려 있다. 뉴스 

정보 제콩을 하눈 언론사들은 언론의 본질적 관점과 영업척 관점에서 상 

호작용성을 구현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련 점올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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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뉴스 사이트를 구축하며 뉴스 기사를 사용하고 었다.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성은 사회 • 문화적 다%뱅을 조성할 수 있는 특생올 지니고 있 

다. 이상과 같은 특성에 관해 기초 지도를 한 후 학생들에게 인터넷 신문 

과 종이 신문의 차이점을 토론하게 한 후 모둠별로 의견을 제시하면 아래 

와 같이 인터넷 신문의 특성올 정리해주었다. 

표 1: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톡성 비교 

매체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정보구성 방식 링크、하이퍼텍스트 단일텍스트 

사용언어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 문자사진 

시간 비동시성 동시성 

비용 저렴 높음 

전달거리 무제한 제한 

이용자의 통제 및 선택 매우높음 낮음 

상호작용성 매우높음 낮음 

위의 정리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달라야 할 

것이다. 현장연구가 이루어진 중둥학생 대상으로 하이퍼텍스트와 비동시 

성둥파 같은 용어를 어렵게 느끼는 반웅이 있었다. 교사는 초둥， 중둥， 고 

둥 학교둥 수준에 따른 설명 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신문 이용자톨의 륙성과 읽기의 륙성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컴퓨터 스크린상의 글 읽기와 활자 매체상의 

글 읽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컴퓨터상의 읽기는 인쇄 매체에 

서 정보를 읽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다. 다시 말해 독해도가 느리다. 종이 

위에 구현된 문자와 구문들은 정보를 인지하고 독해하는 속도가 빠르다. 



인터넷 신문의 이해 교학R 판하여: 현장 연구 중심으로 191 

물론 기술의 발랄로 인혜 화면이 넓어지며 깐격의 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스크련의 독해력이 종이의 독혜력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이 

용윤 또한 피로김이 종이 이용 시간 보다 크다. 버룩 실험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지만 글 읽기의 피로감어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 이용 시간 높 

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이용은 종이 신문 이용에 비해 이용도가 짧을 것 

이라고추정활수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의 독자툴윤 기존 종이 신문에 비교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으며 통제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쉽게 다른 

시어트로 이동하며 한 곳에 머루기 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률 선호한 

다. 그렴으로 경쟁 수준이 높으며 이용자률은 같은 기사거리를 타 신문파 

비교하며 관점의 차이라든가 의견의 다O.}성을 탐색한다. 자신이 이용하 

는 사이트가 생산적이거나 불필요한 정보라면 다른 사어트로 이통한다， 

이동에 있어 비용이나 시간 소비는 거의 없으므로 클릭만으로 다른 사이 

트로빠져나간다. 

황용석(axl))은 인터넷 신문상에 이용자들의 원기를 돕거 위혜 인터넷 

신문의 특성올 가시성(찌뼈ity)， 식별성(1맹뻐ity)， 가독성(r뼈뼈뼈)올 

들고 있다:7씨성은 화변의 배경문자나 상정의 모뺑} 따라 보기 쉽고 

편안한 점을 말한다. 이용자가 쉽게 인지활 수 있도록 하는 것율 의미하 

며 글자의 크기나 배경색간의 효과도 포함한다. 글자와 배경색 간에 칸섭 

효과가 나타나면 글써의 효과도 떨어뜨린다고 불 수 있다. 식별성이란 글 

자나 。l이콘이 임기 쉽고 명료해야 하는 것으로 글씨체와 상정의 모양올 

대상으로 한다. 글자의 굵기 형태 대비， 조도 동의 욕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식별성과 관련이 있다. 아이콘도 식별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콘의 

경우 추상적이 개념을 간단한 이미지로 의미를 대신하여 전달한다. 인터 

넷에서 01이콘은 별도의 설명 없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의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독성은 단어， 문장， 단원처럼 문자 택스트 정보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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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야 한다. 식별성은 한 글자의 분별에 초첨올 둔 개념이라면 가독생은 

내용 이해와 관련된 개념이다 즉 읽고 이해하기 펀리한 내용이어야 한다 

가독성은 전체 레이아웃과 벌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글자의 꾀， 활자 

의 모양， 자획의 굵기， 글자간의 여빽 둥에 의해 좌우된다 

이용자의 항해 차원으로 탐사성(뼈빼ble)， 자율성(au따1OIl1Y)， 기대감 

(anticipation)을 들 수 있다. 탐사성은 아이콘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내용 

에 맞는 얘1콘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다. 자율성은 

이용자에게 많은 통제권파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텍 

스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 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절한 탐 

색을 할 수 있게 한다. 기대감은 이용자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링크해주어야 한다. 

씨 인터넷 신문의 글쓰71 변화 

인터넷 신문은 글쓰기의 새로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인쇄 신문 

의 펀집은 인터넷 신문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인 

터넷 신문 구성시 위에서 논의한 이용자틀의 이해 차원파 선택 빛 욕구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욕구 차원은 기존 신문 매체와 별 채l가 없을지 

모르지만 컴퓨터 스크린이라는 기술적 특성과 하이퍼텍스트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선택 차원을 고려하는 디뺀1과 글쓰기가 펼 

요하다. 

인터넷 기사화면 작성이 조직성이 요구된다. 조직성은 명확하고 일관 

성 있는 텍스트 개념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한 밀도의 정보 혹 

은 일정한 양의 정보라 하더라도 적절한 조직화를 통해 이용자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의 시각화가 펼요하며 

정보의 이용과 정보의 의미 해석도 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조직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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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아웃， 일판성， 향빼성， 효율성 동의 하환 개념동파 밀접환 판련이 있 

다. 하이펴핵스트의 구조 링크 전략， 광고 배치， 아이폰 사용， 네비께이션 

정보 기사 내용의 걸이와 배치， 여백의 위치 둥 거의 모든 항목에 적용된 

다. 나。}가 히예퍼핵스트의 시각적 택스트와 인지척 택스트의 조직성과 

일관성을의미한다. 

인터넷 신문 구성에서 언어적 변확의 ‘언어의 다·양성{뼈iety)’에 대한 

첼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언어의 다생은 아래의 다섯 7찌의 충위 

에서 언어 스타일과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시각적 특 

성(밍뺑llC fætures)을 들 수 었으며 이는 문자 언어의 표현 및 구성애서 

나타날 수 있으며 페이지 디자안 배치， 잭상 둥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인 

터넷 기사의 혜드라인， 칼럼， 캡션 동의 배치도 포함한랴. 둘째， 도식적 다 

양성(빼맹빼lÍc or gr빼101생CaJ~얹tures)의 륙성율 틀 수 있다. 활자체， 

글 간격， 띄어쓰기， 강조 표혐 둥을 요소들의 다양성이다. 셋째 문법척 다 

양성(gr뻐l!mrD얹tures)율 틀 수 있다. 구푼과 형태론에 있어서 다양한 표 

현의 변화롤 가져오고 있다. 문장 구조 단어의 순서， 어미변화 둥을 룰 수 

있다. 넷째， 어휘적 톡성o없때1 fi뼈.rres)의 변회폴 가져오고 있다. 문어적 

고어적 표혐의 기피가 이에 해당하며 보다 구어척 표현들이 많이 사용된 

다. 다섯째， 담화적 륙성(di없:rurse fætures)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사 헥스트의 구조척 조직， 단락 구조 내용의 전개둥파 같은 요소 

를살펴보아야한다. 

4)-(1) 인터넷 신문 끓쓰기의 륙성 

닐슨(1없7)은 인터넷 신문 기사는 ‘스캔할 수 있는~sc뻐빼e)’ 있는 길 

이의 택스트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닐슨용 인터넷기사는 인쇄 신문 

의 기사 길이를 절반가량 줄여야 한다는 극단의 주장울 환다. 반면 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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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려양" :m2)는 내용만 뒷받침 된다면 길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인터 

넷 글쓰기는 종이에 쓸 때보다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신문 기사가 종이 신문에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많듯이 인터넷 신문의 기사 길이가 짧은 것만 아니다. 인터넷은 지면의 

제익E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긴 글이라도 그대로 올릴 수 있다. 인터넷상 

의 짧은 글 쓰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에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 

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완결적인 기사 

를선호한다. 

인터넷상의 글쓰기에 있어 첫째는 간결성이다. 컴퓨터 화면상의 글 특 

성파 뉴스 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은 짧고 명료히여야 한다. 포인터연 

구소(Poynter Institute, 1앓， 었x))의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용자 눈 

동자 놀림 실험에 의하면 종이신문에서는 이용자들이 그림이나 사진 둥 

에 먼저 눈이 가지만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 개요나 제목에 먼저 눈이 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을 훌어본 후 그림이나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실험 대상자들은 기사를 다 본 다옴 첫 

페이지의 이미지나 그림에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제목 혜드라인 리드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 

중하고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두루마리형으로 길게 쓸 것이냐 아니면 짧게 하여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 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용자들은 인 

터넷 뉴스를 훌어보기를 선호송}는 것인 잠정적 결론이다. 이런 점올 고려 

한다면 인터넷 뉴스의 소제목 중간제목 헤드라인 등은 종이 신문에 비 

해 훨씬 중요한 비중올 차지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뉴스는 종이 신문 보 

다 이용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사의 의미가 잘 이해되며 전 

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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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혜 문단과 철올 짧게 쓴다. 인터넷상의 글 

은 종이 글보다 짧은 단문 형태의 글어 좋다. 그러므로 기사의 문장과 문 

단울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긴 절은 부호률 이용훌뼈 짧재 만드는 것이 효 

율적이다. 긴 사실 혹은 정보률 전달할 경우 게시판식 굴쓰기로 하여 효 

과적으로 한다. 각종 자료률 열거하거나 내용의 각론이 많울 때 그냥 길 

게 나열하지 말고 게시판 글쓰기 형태로 기호률 이용해서 지시하는 형태 

롤 취하는 것이 좋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덩어리로 만들어 편집한 

다. 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기 편리하게 나누어야 한다.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의 개요를 작성하면 효율적이다. 인터넷 화면의 

공간적 제약상 전체 기사를 보여 줄 수 없으나 이용자들이 여러 뉴스 중 

어느 기사롤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률 제공해주는 역활올 한다. 이용 

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내용올 담고 있는가훌 알려주는 기사 개요의 역할 

은 중요하다. 기사 개요는 기사의 리드 부분만 헤드라언 밑에 제시해주는 

방식이 있고 기사 개요만 따로 작성하는 방식이 었다. 이때 기사 개요만 

봐도 전체 내용을 이혜할 수 있게 완결적인 글쓰기의 기셔 개요롤 제공하 

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의미 있는 내용은 깐추려 중간 처l목을 달。}야 한 

다. 중간 제목은 하나의 지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 스타일의 선태애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종이 신문은 객관성과 정 

확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규범을 갖추고차 노력하기 위해 언어의 적절한 

스타일올 유지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속어나 비어 둥을 쉽게 사용 

하는 경행l 었다. 이련 경향은 장기적으로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속어나 비어 동을 삼가야 한다. 

인터넷 신문 골쓰기의 톡성은 혀어퍼텍스트성이며 이롤 연결하는 렁크 

와 관련된 것이다. 관련된 기사들의 링크 목록은 내용울 강화하거나 그 

써트에 대한 판섬올 끄는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률 구성하는 것도 인 

터넷 신문 글쓰기의 한 부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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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터넷 신문화연 구성에 대한 륙성 

인터넷 신문 가사 구성애 있어 시각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공간적 활용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어퍼텍스트성올 이용하는 링 

크와 정보면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 화면 편집과 둘째는 기사 내용의 편집 

과 레이아웃이다. 해l퍼텍스트의 차원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이나 네트워 

크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제공의 구성이라면 기사 내용 구성은 기존의 출 

판 티아포그래픽 기술을 컴퓨터 화변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다. 종이 신문 

의 기사 내용과 달리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은 길이와 범위 물론 텍스트 

레이아웃이 읽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관성을 갖고 이미지와 그 

렴과 기사 내용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가독성과 7씨성올 높인다. 문자와 

이미지틀의 주요 모둠들이 화면^cf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를 결정해야 한다. 레이아웃의 기초는 문자， 이미지， 정보관련 연결 표 

시들의 스타일과 배치의 7베드라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화변의 구성시 

유의사항을 학습자들에게 일러준다 @ 간결화고 쉬운 구성올 한다. 복잡 

한 레이아웃의 정보는 이용자가 오래 보지 않을 수 있다'. (2) 명확한 시각 

적 메시지롤 만든다.@ 정보 렁크의 메뉴는 평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 

다.@부가정보는사이트의 목적에 적절하게 한다. 예를들어 스포츠 면 

일 때 스포츠 관련 광고를 싣는다. 화면의 단 구성 레이아웃을 2단;3단 

4단， 5단을 수직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2단 구성은 정보의 독이성은 높지 

만 정보 탐색 연결이나 광고 배너 단을 구성하기에 여백이 부족할 수 있 

다. 반면 4단 구성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다. 

한편 기사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폰트， 본문， 단원 제목， 소제목과 여 

백의 시각적인 대비로 읽기의 효율성올 높일 수 있게 한다. 기사 내용을 

너무 밀집하게 배치하면 독자들은 검은 빛의 내용올 보게 되며 싫어환다. 

또한 통일한 글씨 크기도 피로감율 더한다. 이용자들이 처옴 인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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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써부내용에 아니라 전채적인 패텀파 때어지의 대비이다. 이런 점율 고 

려하여 학습자톨에채 다용과 같은 점윷 강조하였다'. CD 여빽파 쟁혈 둥올 
고려한다'. (2) 가독성을 높이는 배치를 한다 .. @ 적절한 글 결이와 행칸율 

사용한다 .. @ 글써채 크기와 종류률 적절히 한다. 

전통적으로 인쇄 매체에서 사합률은 흰색 바탕의 종이 위예 검은 씩 

글씨롤 얽어 왔다. 검은색 바뺑l 흰 글씨로 쓸 경우앤 가독성이 떨어진 

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에서는 페이지나 단원의 배경올 컬러로 하거나 배 

경그림율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글자와 배경색 간에 간섭 효과가 발 

생하지 않도룩 하여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혹 해야 한다. 컴퓨터 모니터 

는 7써성과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장시간 글을 읽었을 때 피로감이 종이 

보다 훨씬 높으며 이런 가독성율 보완하기 위해 레이아웃의 배려는 중요 

하다. 인터넷 신문은 단락훌 바꿀 때 마다 띄어 쓰거나 중간 제목율 단다. 

혹은 중요한 부환이나 관련 자료롤 첨부할 때 색상올 달리하며 가독성을 

높인다. 

5) 인터넷 신문에 이용 형태， 정보 신뢰도와 윤리쩍 혹면 

파파차리시와 루빈(없없::hari뼈 &Rt뼈π am)은 인터넷 신문 이용 동 

기롤 대인간 유용성， 시간보내기， 정보 추구， 편의성， 오락 둥 5가치로 구 

분하여 인터넷 이용 동기률 구환하였으며 강미온(따x))은 인터넷 신문 이 

용 통기훌 업무관련， 사회적 관계， 휴식과 오학 퉁 3가처로 환류허여 인터 

넷 신문 이용 동기롤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은미(없E)는 인터넷 신문 

이용 동기룰 정보성， 편의성， 경제성으로 구봉하고 인터넷 이용 행태롤 

능동쩍 활용형， 뉴스 추구형， 정보 추구형으로 재시하였다. 이용 동기와 

형태에 대한 관계에 대해션 더 많은 선협척 연구과 결과가 촉척되어야 하 

며 이론적 논의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신문 이용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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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이용자들의 습관 형성에 영향옳 미치며 정보 활용은 물론 나아가 

언어생활에 영형t을 미철 것이다. 정보 활용 형태와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대체하듯이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매체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템펠둥(Sterr뼈， Hargrove, & &mt, :ID))은 인터넷 이용과 

타 매체의 이용 변화가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퍼거슨과 퍼스 

(FI뿜없on & Perse, :ID))도 린(내 1體)의 연구도 비슷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강미윈:ID))은 인터넷 신문과 기존 매체와의 연구에서 인터넷 신문 

올 많이 볼수록 기존 신문의 열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신 

문을 많이 이용할수록 텔레비전 시청률은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은미(::m3)는 텔레비전 시청율과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충분한 선험적 연구의 결과는 아직 없지만 학생들에게 

인터넷 신문을 이용함으로서 기존 매체의 이용에 대한 변화를 학생들에 

게 간략하나마 제시할 펼요가 있다. 학급에서 학생들 스스로 토의를 통해 

변화를 알수 있게 한다. 

디수의 인터넷 신문들이 기존 매체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기사법과 편 

집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된 가운데 독립적인 저널리즘올 개발함으 

로서 취재나 제작방식과 편집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취재 방 

식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은 신속성과 정보 제공의 경쟁으 

로 선정성과 부정확성동과 같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 

다. 인터넷 뉴스에서 기존 신문이 갖고 있는 기사의 양질 신뢰성， 비판성 

동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 인터넷 신문 기 

사의 규범이며 또한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부축함에 따라 

기존 매체에 비해 인터넷 신문이 신뢰성이 높다 혹은 낮디는 결론올 쉽게 

내릴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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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터넷 뉴스는 속보성올 전체로 하고 있으며 타사와 경챙하기 

위해 빨리 거사를 적성혜야햄l 따라 부정확환 정보흘 전달활 가능성이 

높다. 기자들은 정보외 획언 과정올 깐과하거나 소훌확기 쉽다. 신속성이 

라는 인터넷 뉴쓰카 정확성이란 전통적 저널리즘 용리를 해치치 않。싸 

한다. 또한 인터넷 신문은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 

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은 상호용적이므로 기술적으로 전자정보 

가 ‘쿠키(때cie data)’에 남게 된다. 이 정보의 유출은 이용자의 신상 명세 

가 노출되기 쉽다. 하나의 거대한 정보 창고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유 

포되거나 활용되지 말。}야 한다. 

언론사 제공 인터넷 신문들이 종이 신문의 내용 그대로 인터넷쐐 제 

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집의 문채만이 아니다. 신문사나 뉴스 채공자들 

은 편집국내의 게이트 키핑과정을 거쳐 나오는 집합적 산물이다. 인터넷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파 하이퍼텍스트적 욕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변형 

이 일어나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바랍직하며 풍부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변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용의 지나친 축약 혹은 의제의 심 

도 있는 분석 결여로 공동체 공론 형성 과정에 역기능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있다. 

인터넷 신문은 기사와 광고률 분리하는 데 보다 많은 주의롤 기울어야 

한다. 종이 신문애서는 광고와 기사는 확연히 구분활 수 있다. 그러나 인 

터넷 신문에서는 배치에 따라 광고를 기사처럽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은 절묘하게 기사와 광고률 연결시켜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와 광고률 구분하는 것은 인터넷 신문 

편집자들의 윤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악적인 렁크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예롤 들어 네이버와 네이트 둥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텔에트도 ‘이성 교제’라는 랭크롤 통해 옴란물 써트 

와 링크될 수 있도록 되어 았다. 이런 경우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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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현장 연구의 학생 인터휴에서 그리고 아래의 혐장 연구의 결과 

물(그림 1과 3)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었 

다. 인터넷 신문이 종이 선문의 윤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렴으로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유지하며 저널리즘의 사명에 충설해야 

할것이다 

3. 연터넷 신문 경험하기 

이상과 같이 인터넷 신문의 본질과 특성을 수업올 통해 알아본 후 인 

터넷 신문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문 제작은 해l 

퍼텍스트성과 글쓰기의 변화를 경험빼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과 타 매체 이용에 관련과 인터넷 신문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전 설문 조 

사와 사후 셜문 조사 및 수업 시간 토론을 통해 학습하였다. 먼저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올 학생틀에게 가져오게 하여 비교하면서 인터넷 신문 

의 본질과 특성을 학습하였다. 인터넷 신문 제작을 위하여 학급올 4인 1 

조로 8개조 나누고 ‘김병현 선수 폭행 관련 사건 보도’ ‘인터넷 소설가 귀 

여니 성대 업학 관련 보도’ ‘중국 어선 한국 영해 침해 관련 보도’ ‘여학생 

도 바지 착용 둥교 보도’ 동을 미리 준비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 

로 관심 있는 종이 신문 기사 거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학생들 

로 다양한 색상의 헨 혹은 색연펼 풀 가위와 A3 용지를 준비한 후 다음 

과 같은 학습 활동을 지도하였다. 

@ 선택한 뉴스 거리를 인터넷 신문 기사로 재작생하도록 하였다. 

신문 기사 채목올 뽑는다. 

인터넷 신문 중간 헤드라인올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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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문 화연옳 구성환다. 

7t. 컴퓨터 화면얘 읽기 쉬운 택스트률 구생환다. 
여빽과 정혈 둥옳 고려해서 만든다. 

나. 척절한 폰트 종류와 글씨체률 사용한다. 

다. 적절한 글 길이와 행간을 사용한다. 

@기사화면구성 

가 해이아웃율만든다. 

채로면: 1 단 구성， 2 단 구생， 3단 구성， 4한 구성 

자로변: 혜이지 머리 구성 

페이지 바닥구성 

(이미지 구성) 

나. 관련 사이트 정보의 위치훌 선정한다. 

다. 이미지(사진， 슬라이드)， 사운드， 통영상 퉁의 위치플 구성한다. 

라. 독자 의견란의 위치률 선정한다. 

1Jt. 광고를 넣는다. 
@)글쓰기 화연 구성 

가 기사쩨서 랭크 딴어률 찾는다. 

냐. 밝게 표시할 핵심 단어를 찾는다. 

다. 의미 있는 내용율 간추려 중칸 제목을 단다. 

라. 문단파 절윷 기눔한 한 짧게 재구성한다. 

마. 긴 사실울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게시판식 글쓰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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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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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런 학습 파정울 통해 학습자틀은 인터넷 션문 읽기의 톡성과 구성의 

폭성 퉁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학생툴은 언터넷 신문의 정보 

구성 방식의 톡성인 하이퍼텍스트성올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결파물에 나 

타나듯이 동영싶 이미지 동올 이용한 정보 채공올 표현하고 었다. 륙히 

7씨성， 가독성， 식별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잘 드러나고 었다. 

텍스트 구성에 았어 창의적인 표제와 중간 제목 퉁 인터넷 신문 글쓰 

기의 륙성올 찰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1에서 “귀여니 ‘그놈 ... ’으로 대학 

입학”이라는 표제를 뽑아 원래 표체인 “귀여니 ‘그놈 멋있었다’로 대학 입 

학’에서 생략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성올 이해하고 것이 

다. 또한 표제를 오른쪽 세로쓰기롤 함으로서 타 결과물과 독륙한 효파률 

얻었다. 그림 2에서는 종이 신문올 오려서 편집하였지만 ‘αxxlf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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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αxl eye’와 동음어의어를 활용한 신문사명이 특이하다. 그림 3에서는 주 

요 내용올 만화로 정리히여 표현하였다. 그램 1과 3에서 ‘실시간 1:1 대화’ 

란과 ‘19세 연소자 절대 금지 www.xxx.com’ 동은 인터넷 혹은 인터넷 신 

문의 윤리적 문제에서 지적하였듯이 음란물 시어트의 범람어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과 2에서는 중간 제목을 달며 내용을 정리하 

고 있다. 또한 가식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1과 2는 단락 구성에 충실하였 

으며 그렴 2는 내용을 짧게 재구성하였다. 전체 레이아웃 그림 모두 균형 

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 모두 정보 링크의 메뉴는 평범하고 이해하 

기 쉽게 구성하였다. 

3-1 학습자물의 태도 및 수용성 

학습자들의 태도에 대한 변화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 

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인터넷 신문 특성에 관한 개념과 용어 사용에 

있어 중학교 3년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일부 학생 

들은 쉽게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반웅은 인터넷 신운과 종이 

신문의 치이점을 알게 된 것 인터넷 신문의 구성 방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행}였다. ‘인터넷 신문은 사건이 일어난 그 즉시 기사를 쓴다 

는 것’과 ‘인터넷 신문이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하였으며 이 

는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신문 보도는 종이 신문 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햄 

였으며 그 이유로는 ‘기사가 급히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은 기 

자나 편집인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은 홍미 위주이기 

때문에’둥으로 다양한 비판적 의견율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 신문의 신 

뢰성이 떨어질 때 어떤 매체와 비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텔레비전파 

비교해 검중한다’ ‘종이신문과 비교해 검중한다’ ‘친구나 타인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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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둥의 다양한 의천옳 내놓았다. 

종이 신문올 매일 얽는 학생윤 웅답자의 l00Aí에 그쳤으나 인확넷에 때 

일 접속하는 학생은 00%로 나타났다. 종이 신문울 1주일에 한두 밴 정도 

본다·는 학생은 700/0로 나타났고 æ%는 한달에 한 번 쩡도 본다고 웅답하 

였다. 인터넷윤 전체 용답자가 이툴에 한 번 이상 접속종}는 껏으로 나타 

났다: æ>Aí의 학생이 인터넷 접속시 인터넷 신문올 얽는다고 웅답하였으 

며 fi>OAí 이싱}이 $분 이상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이 신문의 인터넷 신문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장 많았으며 

포훨 λ에트 인터넷 신문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율 많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전문 신푼으로는 오마이뉴스훌 가장 않이 접숙하는 

것으로냐타났다. 

5. 언터뱃 신운 교육의 가·농성 및 제약 

인터넷 신문에 대환 연구는 타 매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많이 뿌족하 

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교육 이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체계척인 이폰파 

선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환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인터넷 신문 교육 내용 정랩에 있어 많온 채약이 따른다. 지 

금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판한 연구는 주로 이용자풀의 이용 행태 

에 관한 연구에 초점올 두고 있으며 이마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인터 

넷 신문은 이미 우리 언어생활예 영향을 미치고 었어 이에 대한 교육 또 

한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신문의 텍스트 연구와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는 인터넷 신문 교육의 효율성율 모색하였다. 인터넷 신문 교육 

연구자는 교육적 이론올 정립을 시칙해야 활 것이다. 인터넷 신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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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동안 무엇올 가르쳐야 하고 무엇올 가르 

치지 않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 신문화면 작성이나 특 

성들에 대한 교육。1 기술적인 측면으로 기올기 쉽다는 것이다. 푹히 화면 

구성에 있어 담론에 초점을 맞해야 할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 

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인터넷 신문의 다중매체적 속성과 하 

이퍼텍스트적 속성으로 인해 디자인이 텍스트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론 텍스트의 확강으로 보느냐 아니면 출판 ‘디자인’의 영역으 

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의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텍스 

트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 연구자들에게 이미지， 구성， 링크와 같은 ‘메타 

담론’의 기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신문 글쓰기에 있어 짧고 간결하고 보기 좋게 작성랜}는 

규범은 아무리 인터넷 신문이라는 장르이지만 글쓰기의 규범을 오도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 빠지기도 한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행태에 국 

한한다지만 내용의 실체보다 보기 좋고 독자들의 홍미를 먼저 고려해야 

만 하는 글쓰기롤 권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현햄l 

대한 선험적 연구는 물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면 인터넷 

신문 교육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현장 교 

사들의 교육적 활용에 선행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현장 

교육에 있어 4차시라는 현장 학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실 

에서 인터넷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그룹과 이용하 

지 않은 그룹올 동시에 비교하면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울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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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evelφling a teaching method for on1ine newspaper in 

middle school c1ass 

L잃，않밍강1001 

π1e purπ)se of this study is to deVI어(~ a teæhing rret:hOO for 떼me 

ne뼈맹훌rs at rm뼈e and high 양1001 level in Korea. 퍼s IBlH α야:oses a 

teachir핑 syllabus on the 밟잉s of a field research 따뼈1c때 in a 뼈rd-grade class 

at a rr뼈le 양1001 in S6J띠. It s맹gests that a 않ocher gives a Ia:::ture 뼈JUt 

ch따æteristics of online newspa뼈:-s at b:횡nnir핑 stage. α1m<κteristics of on1ine 

news~ are summari뼈 into four ar얹s; first, 뾰 develOjXffi1ts 빼 ~of 

online new와빠JefS， 5e(때띠， te차뻐1 charac떠lstics of on1ine newsp:압~， and 뻐펴， 

찌sibility， leg머ity， r뼈a벼ity of 뼈ne ne뼈맹pers， 때d fourth, changes in writing. 

It argues that on1ine news뼈Iff ex뼈rls the αmcepts of writing and textuality. 

This pa훌r r야xrts the leaming PIα:ess and a띠tudes of mi며le school su뼈:nts in 

o메re news뼈pers class. It also discusses limitati，αIS 뼈 strer핑ths of 없빼r멍 

on1inenewsr빼JefS in mi뼈le school class. 

[Key WI빼s] α빠 new얄~， hy없n뼈ia， hYIE없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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