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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디어는 사실 모두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는 누군가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다.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 창

에 비추어진 일부의 모습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누군

가의 시각’에서 만든 구성물에는 그 사람이 담고 싶은 마음이 녹아 있으

니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대 사

회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

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미디어의 생산에 참여하는 창의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근거를 밝히고, 그 근거를 통하여 사회과교실에서 활용 가

능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대중 문

화․미디어 리터러시 패러다임 및 교육의 영역 등을 정리하였다. 사회과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 소재인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텔레비전 뉴

스의 특성을 알아보고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한 의미 작용 방식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전달의 통로

인 텔레비전 뉴스는 기호 체계인 말과 영상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더해

지는 과정임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

모델을 살펴보고 일상 생활과 연관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텔레

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

다.

이에 교수․학습 활동 후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였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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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알고 의미 작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

다. 뉴스를 해독․분석함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

으로 기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제작 활동을 통해 뉴

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지식․촬영 기법 등의 기능․자신의 관점에

서의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미디

어 제작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함으로

써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읽기’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쓰

기’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고급사고력 함양에 기여한다.

다섯째, 수업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 것이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 강조한다. 학생들은 ‘미디어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물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미디어 리터러시, 텔레비전 뉴스, 사회과 수업 모형,

의미 작용

학 번 : 2010-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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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라디오의 노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나

운서의 꾀꼬리 같은 뉴스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연기자들의 대

사, 길거리를 거닐면 보이는 영화 홍보 게시판, 게임방, 메일과 뉴스 ․

정보검색을 위해 24시간 켜놓는 컴퓨터, 지난 여름 조회수 17억 건을 기

록하며 유투브를 통해 소개된 ‘강남스타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뉴미디

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맥루한

(Mcluhan)이 얘기한 미디어의 메시지에 빠져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디

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정보

를 분석하며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극

대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역기능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의식을 토대

로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하고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주체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미

디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매체 교육, 신문 활

용 교육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같은 매체 활용 교육, 옴부즈

맨식 텔레비전 비평이나 인터넷 선플(착한 댓글)달기 같은 단순한 수용

개선 운동에 그쳤었다. 이제는 미디어 교육이 올바르게 재창조하는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되어 ‘미디어를 통한 교육(Education by

media)'이 아닌 ‘미디어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media)’으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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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 문화가 차지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부분이 너무 미흡

하고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된 미디어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학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대중 문화

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거나

신문 기사 읽기 자료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주체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민주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

한 바람직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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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008년 한국 언론 재단에서 잡지, 라디오,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내용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신뢰하는가라는 설문 조사를 하

였다. 결과는 텔레비전 60.7%, 인터넷 20%, 신문 16%, 라디오 2.7%, 잡

지 0.4%로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는 가장 공신력 있고 파급력 있으며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사실을 보도해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것이

다. 하지만 뉴스가 ‘객관적인 보도’, ‘사실적인 보도’, ‘중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뉴스는 ‘편향적’, ‘파당적’으로 구성

되어진 미디어이다(이미나, 2011, p.113).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뉴스

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학생들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

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기호 체계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는지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뉴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연구 문제 1.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고 있는 기호 체계가 어떠한 의

미 작용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는가?

현재의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간

략히 소개하거나 학습 활동 또한 ‘읽기 자료’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들

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창출자로 상정하며 다양한 미디어 메시지

의 해독을 강조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

법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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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적 맥락에서

미디어의 정보를 해독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력 사고의 함양을 중시하는 사회과의 목표와도 합치한다. 비판적․창의

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는 바

이다.

연구 문제 2. 능동적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이 사회

과의 주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제안할 수 있는 사회과 수업 모

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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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미디어(media)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개체’이며, 줄여서 매체라 한

다.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국어사전은 매체를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

는 구실을 하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인

터넷이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필요한 메시

지 또는 정보를 실어다 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 종류의 매체인 미디

어에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영화, 모바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맥루한1)은 미디어를 ‘인간의 연장(extension of

man)’으로 이해하였다. 책․자동차․전구․텔레비전․옷 등 무엇이든 인

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은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고 옷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여 나타낸 연장시키는 미디어로 본다. 그는 인간의 어느 신체 부

위가 연장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강준만,

2001, pp.19-20).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미디어를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 등 공식적

이고 제도화된 수단으로 한정한다면 넓은 의미의 미디어는 언어와 표정,

몸짓 등을 포함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포괄한다. 넓은 의미

의 미디어는 사회과 수업의 소재로 삼기에는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개념을 ‘인간의 커뮤니케이

션 행위에 필요한 메시지 또는 정보를 실어다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

종류의 매개체’로서 신문, 잡지, 그림, 만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영

1) 맥루한은 미디어를 메시지의 정보가 분명한 정도인 ‘정밀성’과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

이는 사람이 그 뜻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 투입의 정도인 ‘참여성’을 가지고 ‘고

정밀성(high definition)’, ‘저참여성(low participation)’의 ‘핫미디어(hot media)'와 ‘저

정밀성(low definotion)’, '고참여성(high participation)의 ‘쿨미디어(cool media)'로 분

류하였다(강준만, 2001,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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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모바일 등 그 범주를 협의의 미디어로 제한하겠다.

‘리터러시(literacy)’는 문맹을 뜻하는 일리터러시(illiteracy)의 반대말

로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에서 더 나아가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1991년 전미리터러시협회보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한 개인이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자 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요구하

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리터리시가 단지 상황과 상관없는 부호․해

독 기술이 아니라, 이들이 이용되는 상황,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리터러시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

는 단어가 아니다. 리터러시는 사회․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김양은, 2009, p.116). 언어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확장 과정을 살펴보면 듣고 말하는 구두언어를 사용하는

구술문화에서 신문, 책, 잡지 등의 인쇄언어의 문자문화로 발달했다. 문

자문화에서는 쓰기와 읽기 같은 문자 리터러시가 필요했다.

텔레비전․미디어 등의 영상언어 등장은 영상문화를 만들었고 영상

제작과 시청과 같은 영상 리터러시가 요구되어 졌다. 영상 리터러시란,

주로 시각적인 기호로 이루어진 영상의 부호․해독화가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문자언어 이외의 다양한 표현 언어 중에서 주로 시각적인 표

현 언어가 갖는 상징체계를 분석해 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영상언어

의 의미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언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문

화를 형성하였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처리기술, 정보 작성․검

색․정리 등의 컴퓨터 리터러시․네트워크 리터러시 더 나아가 커뮤니케

이션 능력(통합 리터러시)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교육에 처음으로 도입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교육부(1989)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매스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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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특성과 매스미디어가 사용하는 기법, 이러한 기법이 주는 영향에

관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는 미디어가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며, 조직하고, 의미를 전달하며, 어떻

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와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

고 했다(한정선, 2000, pp170-171).

영국의 방송통신통합위원회인 오프컴(Ofcom)은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창조,

즉 생산과 제작의 역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과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오프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정의를

확립한 영국의 미디어 교육학자 데이비드 버킹엄(Buckingham)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요소로 비판적 인식, 민주적 참여, 즐기는 미디어

를 꼽았다.

미국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단체인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CML :

Center for Media Literacy)도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다. 즉 미디어 리터

러시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창

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린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21세기 교육적 접근법으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이

해함과 동시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탐구와 자기 표현의 기술을 습득

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12).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운동 전미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미디어 리터

러시란 시민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무언

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미디어에 의해 표현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도나 방법으로 구성되고 편집되

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말한다(오시미순야, 2006,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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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은 이러한 제 정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순히 미

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 평가하며,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정선, 2000, p.171)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강조한다(빅터 C.

스트라스버거․바바라 J. 윌슨 저, 2006, p.604).

1. 수용자들이 미디어 내용에 관해 독립적인 판단을 전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기술

2.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이해

3.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인식

4. 미디어 메시지들을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전략 개발

5. 지금 현재의 문화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텍스트

로서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인식

6. 미디어 내용에 대한 강화된 재미, 이해, 그리고 평가의 배양

7. 미디어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메시지

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종합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란 인간이 활용하는 다양한 매체들

의 정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환경과 상

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해독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메시지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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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대중 문화

매스미디어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 이

론과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판주의 이론으로 구분되어 진다. 실증

주의 이론은 매스미디어의 효과․기능에 대한 연구를 기능주의와 실용주

의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수용자들이 메시지

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용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서구 유럽의 비판주의 이론은

미디어를 인간이 둘러싼 환경의 하나로 인식하고 서구 유럽의 사회내에

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관계를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문화주의, 최근에

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이 지향하고자 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미디

어 접근법이 주로 다루고있는 ‘이데올로기’, ‘미디어 해독’, ‘기호학’, ‘수용

자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대중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이론, 포스

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판적 대중 문화론

마르크스시즘에 기반을 둔 서구 유럽의 비판적 대중 문화론은 프랑크

푸르트학파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대와 상부구조론

에 입각한 지배계급의 매스미디어의 소유와 통제, 이데올로기적 기능 등

은 미디어 해독 패러다임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1930～1940년대 영화, 공연 등 오락 산업이 융성하면서 대

중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체주의 정권이 선전

선동에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문화를 조작함으로써 대중을 선동하는데

성공하면서 대중 문화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또

한 미국에서 영화 음반 산업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이 생산한 문

화를 전세계의 수용자들이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중 문화 현상

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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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에 의해 문화가 생산되는 현실에 주목한

비판적 대중 문화론에서는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

었음을 강조한다.

대중 문화 이면에 감추어진 현상 유지 내지는 권력 강화의 이데올로

기를 드러냄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용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의식

과 사고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남성

과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거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특정 인물을 사

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과장하여 영웅화시킬 수 있다(미디어교육위

원회, 2009, pp.133-134).

2) 구조주의

미디어 교육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 틀 즉, 기호학은 구조주의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호학자들은 사회적 구조가 미디어 텍스트를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지적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요

소를 기호학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은 텍스트와 사회․역사

적 배경 간의 이해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화물의 내용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나 문화 텍스트가 주변과 갖는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만

들어진다고 본다.

구조주의자들은 첫째, 표출된 대중 문화가 어떻게 한 사회 안에서 특

정한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특정 현상과 관련한 문화적 표상을

만들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배열하는지 살펴

본다. 또한 어떤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지 등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의미

를 매우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구조주의자들은 문화적 표상이 의미를 내는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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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면서 대중 문화가 주로 선택하는 의미 체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대중 문화물의 내러티브가 안정과 현상 유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 문화가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변화를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을 가하기

도 한다.

셋째, 구조주의자들은 대중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다. 대중 문화의 의미화 과정은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1차 의

미화 과정(외연 : extension), 그러한 사물이나 대상에 가치나 의미를 부

여하는 2차 의미화 과정(내포 : connotation), 그리고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 가치, 태도와 연결되어 의미를 부여하는 3차

의미화 과정(신화 : myth)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떻게 사회의 지

배 이데올로기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가를 파

악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주의는 대중 문화의 의미화 과정과 구조를 체

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중 문화에 함축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를 겉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대중 문화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

용한 이론이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p.135-136).

그러나 구조주의에서 인간은 구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여 매스미디

어가 제시하는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된

다. 따라서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을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

없이 생산해내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커다란 구조에 복종하는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

3) 문화 이론

이에 반해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주의 이론은 마르크시즘이

제시하듯이 미디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도 수용자는 미디어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문화주

의는 본질적으로 문화의 영역을 물질적 토대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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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질적 토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용진, 2010, pp.236-237). 즉 사회의 문화는 수용자의 경험과 실천 영

역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하위 문화로 구성되며, 이것이 설사 지배 문화

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해석 영역에서의 창의성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

다고 설명한다. 홀(Hall)은 문화연구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

은 ‘경험’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고 존 피스크(Fiske)는 진정한 기호학의

힘은 수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즉 텔레비전에서 채택된 의미는 지배

계층의 관심에 봉사하는 것이나 하위 문화에 위치하는 다른 계층의 의미

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배계층이 제시하는 의미를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만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주의가 송신자의 메시지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면 문화주의는 창조적인 미디어 해독자로의 수용자 개념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에 의해서 제기된 포스트모더니즘과 만나면서 보

다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으로 개념

이 변화하게 된다.

4)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텍스트성’, ‘탈

중앙집중성’, ‘탈구조주의’를 표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각에서 바라본 대중 문화의 첫째 특징은 ‘깊이

없음’ 내지 ‘정서의 퇴조’이다. 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체의 자의식, 작가

주의가 실종하였으며, 문화물에는 어떤 깊이도 진정한 주체 의식도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스타일의 실종을 지적하는데 이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혼성모방(pastiche)이다. 패러디가 일정한 의도를 갖고 특

색을 흉내 내는 모방이라면, 혼성 모방은 모방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죽

은 언어들의 연속이다(원용진, 2010, p.427).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출발해 대중 문화 현상에 관심을 갖는 대표

적 학자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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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라시옹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가 실재가 되면서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만 남는 상태를 말한다. 미디어 이미지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한다. 예컨대 우리가

최근 유행하는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화장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화장품의 소비가 함축하는 기호(연

예인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소비한다. 시뮬라크르 이미지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기호와 이미지가 실재를 침범해서 실재보다 더 강력하게 우

리를 지배한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시뮬라시옹 사회가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제안하였다. 시

뮬라시옹 사회에 대한 저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

째는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독립된 삶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미디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이

나 왜곡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138).

포스트모더니즘은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

고 있다.(원용진, 2010, pp.440-442). 첫째, 문화가 과거의 구조 중심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 생활, 움직임, 의식 모두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적 권력이 아니며, 자기 생산적인 권력이라는 관점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일상 영역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하위문화와 수용자의 주체적

인 문화 생산 능력을 인정한다.

둘째, 문화적 동일성과 같은 구조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고 주

체적인 문화 생산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셋째, 수용자가 메시지의 정보를 구성한다고 보고 주체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본다.

인터넷상에서의 하이퍼텍스트는 과거의 구조주의적 시각으로는 해석

이 불가능하다.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텍스트의 선형성(線形性) · 고정성 ·

유한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한 텍스트 안에서 건너뛰어 읽거나

다른 텍스트를 참고하려고 읽기를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가 더 좋

을 듯싶어 읽기를 포기하는 등 수용자가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다각

도의 정보로 제공해 주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 14 -

발전이라는 변화의 흐름은 미디어 교육이 더 이상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수용자에게 창조적인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양은, 2009, 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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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적․문화적 배경을 바

탕으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살펴보자(안정임․전경란, 1999, pp

35-4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으로 미디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다르다.

사회 내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구조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안정임과 전경란은 예방적 접

근법․대중 문화적 접근법․학습 도구적 접근법․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로서의 접근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시간적 순서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예방적 접근법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지속된 예방적 접근법은 버킹엄의 보호주의적

교육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디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매스미디어

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동적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

다.

이 접근법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문화가 얼마나 상업적이고 조작적인

가를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미디어에 대항한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깊은 불신을 갖고 미디어를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짜 고급 문화의 가치와 상업적인 매스 미디어의 천박하고 반문화

적인 가치의 차이를 구분할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문

화를 타락시키는 요인으로써 미디어를 보는 관점은 교사들이 미디어 교

육 주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 수용자를 조종하고 물질주의적 가치

를 주입하며, 언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광고 연구, 싸구려 소설,

여성 잡지, 만화 등 대중적인 문학 형태의 뻔한 줄거리, 정형화된 캐릭

터, 진부한 언어가 문학 작품의 창의성․참신성 기준에서 면밀히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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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안정임․전경란, 1999, p.37).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를 교육하

여 각종 범죄와 인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예방적 교육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법은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동적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수용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미디어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정보를 자

신의 관점에서 해독하고 성찰하는 수용자 상과도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

이다.

2) 대중 문화적 접근법

대중 문화적 접근법은 1960년대 초반, 대중 문화가 갖는 가치를 인정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미디어에 대립하기보다 미디어 안에서 비판적

분별력을 길러보자는 것이다. 대중 문화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아 미디어 교육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으며 미디어를 보는 학생의 안목과 취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분별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었고, 예술에서 파생된 미학적인 기준을 다양한 미디

어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가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텍스트

분석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미디어 텍스트가 생산되고 소비되

는 맥락이 무시되어 소유의 문제, 통제 및 생산 결정, 마케팅, 세일즈, 배

포와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해석과 해독의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맥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안정

임․전경란, 1999,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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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도구적 접근법

학습 도구적 접근법은 매스미디어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는 가정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이 일반 사람들의 경험을 확

대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겪는

많은 미디어 경험을 중요시하며,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많은 매스 미

디어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일깨우는 것

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스미디어를 단순히 중립적인

정보 전달자나 정보원으로 보지 않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분별력을 함양

하는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술에

서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 차원으로 접

근한다.

영국의 <벌록 보고서 The Bullock Report>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으로 수용자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주므로 수업 중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매스미디어를 무조건 사회악 병균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매

스미디어 교육의 미적 ․창의적 특성을 향유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

다(안정임 ․전경란, 1999, pp. 39-40). 또한 최근 각국에서 실시되는 신

문의 교육적 활용(Newspapers In Education) 운동이 그 예에 해당된다.

이 접근법은 미디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미디어를 정보

원으로만 강조하는 단순한 시각은 미디어 정보가 갖는 ‘구성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2)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은 1980년대 초반 미디어 교

2) 김양은은 환경으로서의 미디어를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음

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김양은(2005),『학교로 간 미디어』,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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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들이 미디어 내용물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정보를 얻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총체적 인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디어 접근법은 위의 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용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수용자의 수용 경험을 중시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창출자로서의 수용자를 상정한다. 또한 미디어

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미디어의 속성과 그 사

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교사의 미디어에 대한 생

각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다양한 텍

스트 분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은 텍스트를 통해 의미가

창출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텍스트가 어떻게 특정한 기호 체

계 속의 기호, 부호 등에 의해 재구축되고 구조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신화(myths)와 내포(connotation) 등을 생성해 내

는가를 밝혀내는 기호학, 미디어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 어떻게 구성

되며,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데올로기 연구, 미디어의

소유와 통제 부문에 관심을 두고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기호학(semiotics/semiology)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

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주창된 학문으로 기호의 기능과 본

성, 의미 작용과 표현, 의사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한다.

패러다임 대중 예술적 관점 기술 도구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교육목적
보호주의/

예방적 차원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

환경적응능력

=미디어능력

미디어

정의
대중예술 미디어 산업 일상 환경

요구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생산과 창조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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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상(icon), 지표(index)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

한다. 여기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

위를 의미 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 작용과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기

호 작용(semiosis)이라 한다. 기호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호 작용에

관한 학문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는 기표(記表:signifiant)와 기의(記意:signifié)

그리고 기호 자체로 구성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했

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의이고, 꽃집에서 산 장미꽃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 곧 기표가 된다. 곧 기의가 기표와 결합

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미꽃을 받아 든 사람

은 그것을 선물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한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

작용이라고 한다. 기표로써 기의를 표현하는 쪽뿐만 아니라 기표를 대할

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쪽에서도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준 쪽과 받은 쪽의 의미 작용이 동일하게 일어날 경우 성공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네이버 참고)

기호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표상한다

는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미디어가 현실을 표상한다는

것은 미디어를 수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독되는 일종의 상징체계로

본 것이다.

표상체계․상징체계 접근법의 미디어 이데올로기 분석과 관련하여 그

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학생들이 상식화된 표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이데

올로기의 실천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한 계급

에 대한 다른 계급의 지배가 경제적, 물리적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의 신념체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의존한

다고 본다. 지배 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게끔 동의

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배 계급의 사상이 특정 계급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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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 지배 계

급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이 쉽게 달성된다는 것이다.

지배 계급은 정치, 경제적 질서만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역들 사회, 문화, 도덕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현대

의 지배가 폭력적 강제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자발적 복종에 뒷받침되

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헤게모니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가 당연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상식화된 표

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가 생산되는

정치적․역사적 맥락에 대해 넓은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안

정임․전경란, 1999, pp.44).

예방적 접근법은 수동적인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고 대중 문화적 접

근법은 메시지의 해독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적인 맥락을 경시하였다. 또

한 학습 도구적 접근법은 미디어의 구성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 소홀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상식화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는 미디어를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숨은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분석

적․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자들이 미디어 제작을 통해 창의적 사고

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법에 입각한 수업 모형을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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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영역 핵심 질문

미디어 제작자 (agencies) 누가, 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미디어 범주(categories) 어떤 유형의 텍스트인가?

미디어 기술(technologies)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미디어 언어 (language)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어떻

게 아는가?

미디어 수용자 (audience) 누가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미디어 표상( representation) 그 주체를 어떻게 표상하는가?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현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두 가지 범위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어떻게 제작물이 생산되고 유통

되고 있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디어 언어와 사람, 장소,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다(김영순 외, 2004, p.153).

데이비드 버킹엄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영역으로 제작

(Production), 언어(Language), 재현(또는 표상(Representation)), 수용자

(Audience)로 나눈다.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 작용을 ‘제작자’, ‘언어’, ‘재

현 및 표상’, ‘수용자’ 등과 같은 소통의 맥락속에 위치 지워 개념적 ․비

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표를 둔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p.96).

영국 영화 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 BFI)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표 Ⅱ-1]와 같이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표 Ⅱ-1] 영국 영화 연구소의 미디어 교육의 핵심영역

<출처 : 안정임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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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핵심 질문들

미디어 제작자

▶ 누가 미디어 텍스트를 만드는가?

▶ 누가 미디어의 제작과 보급을 통제하는가?

▶ 미디어를 사고 파는 회사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가?

미디어 범주

▶ 미디어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징은 어떠한가?

▶ 미디어의 유형이 텍스트가 읽히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미디어 기술

▶ 촬영․편집․조명․무대 장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 미디어의 특수 효과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 실제 영상물 제작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미디어 언어

▶ 미디어의 기호 체계에 따른 의미 작용은 어떻게 이

루어지나?

▶ 이미지, 음향, 단어들의 조합이나 배열을 통해 의미

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 미디어의 서사구조는 어떠한가?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가?

미디어 수용자
▶ 미디어가 제시하는 가치와 자신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수용자들은 미디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여러 가

지 면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상․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교육 목

표와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 내용을 [표 Ⅱ-2]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Ⅱ-2]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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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는 일상 생활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가?

▶ 수용자는 미디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디어 표상

▶ 미디어에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배제되

는가?

▶ 미디어는 특정한 사회 집단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

는가?

▶ 미디어는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나 견해를 지

지하고 있는가?

▶ 미디어는 ‘세상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

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가?

교사는 위에 제시한 미디어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영역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

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은 카메라의 조

작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강조될 수 있고, 특정한 관점은 수용자

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각각의 영역들을 유연하게 연결시키면서 가르칠 때 학

생들의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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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 모델

이 절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텍스트를 기호학적 분석하고 함축적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해 Barthes와 Greimas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Barthes의 1․2차적 의미 작용 과정

Barthes는 동일한 텍스트가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

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텍스트의 기호가 사용자

의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그의 분석 모델에서 ‘신화’는 자연적 사물의 생성이나 인물의 종

말과 출생에 대한 은유적이고 허구적이고 비사실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코드를 의미하며 의미 생성의 핵

심적인 기능을 한다(조창연, 2002, p.247).

그는 외시의미와 함축의미를 각각 1차적 의미 작용과 2차적 의미 작

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차적 의미 작용 과정은 한 기호 내에서 기표

와 기의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호가 표상하는 외부세계의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Barthes는 이를 외연적 의미(denotation)라 이름 붙이

며, 이는 기호의 상식적이고 명백한 의미로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

하게 드러난 명시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이나 지식의 확인

을 통해 이루어진다.

2차적 의미 작용 과정은 세 가지 방식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

(myth), 그리고 상징(symbo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함축의미는 기호 사

용자의 느낌이나 정서 혹은 사용자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Barthes는 함축의미에서 중요한 요소를 1차적

의미 작용의 기표라고 보았다. 사진으로 비유하자면, 외시 의미는 카메라

에 포착된 대상을 필름에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인 반면에 함축 의

미는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개입된 부분으로 노출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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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킬 것인지,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질의 필름을 사용할

것인지 등의 사용자의 의도적인 선택이 개입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외시

의미는 사진이 찍은 대상이며, 함축의미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다.

신화는 한 문화가 현실이나 자연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하나의 문화

적 방식이자 이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 기표 2. 기의

3. 기호

Ⅰ. 기표
Ⅱ. 기의

Ⅲ. 기호

[그림 Ⅱ-1] Barthes의 1․2차적 의미 작용 과정

<출처 : 박길자(2004), 광고 읽기와 제작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p.244>

[그림 Ⅱ-1]에서 1, 2, 3은 언어차원이고, Ⅰ, Ⅱ, Ⅲ은 신화차원이다.

이것을 Barthes가 본 흑인 병사가 프랑스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

‘파리마치’의 겉표지 사진으로 설명하면 1.기표는 그가 본 ‘파리마치’ 표

지 자체이다. 2.기의는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이 모여 Ⅰ.기표를 이루며, 이것에 담긴

Ⅱ.기의는 ‘흑임 병사가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표지’이다. 1.기표는 프랑스 당시 상황이라는 맥락과 작용하여 Ⅲ.기

호, 곧 제국주의 신화를 만든다(박길자, 2004, pp.244-245).

마지막으로 상징(symbols)이란 어떤 대상이 관습과 사용을 통해 어떤

것을 지시하는 의미를 얻게 될 때 그 대상이 상징이 됨을 의미한다(정재

훈, 200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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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구성 특 징

외시적

의미

미디어에서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

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명시적인 의미

이다. 주로 명백한 사실이나 명확한 지식의 확인을 통해서

의미구성이 이루어진다.

함축적

의미

미디어를 읽는 학생들의 느낌이나 정서적 차원, 혹은 문화

적 가치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수준

에서 구성되는 의미이다.

신화적

의미

신화적 의미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고하고 이해하는 방

식으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이야기

를 통해서 구성된 의미이다. 미디어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표Ⅱ-3] 미디어 읽기를 통한 외시적․함축적․신화적 의미구성

<출처 : 박길자(2003), 사회과 수업에서 읽기를 통한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p.99>

2)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텍스트, 콘텐츠, 영화, 광고, 노래, 사진 등

의 모든 담론의 의미가 심층구조, 서사구조, 표층구조 순으로 혹은 역으

로 의미의 생성(generation)과 서사성(narration)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논

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표층구조는 서사도식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가치가 구체적으로

비주얼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단계로 ‘표현의 형식’에 해당하는 미디어의

문체를 찾아낼 수 있다. 언어에서는 어휘의 선택과 배열, 문체, 표현법

음악에서는 음의 선택과 배열 그림에서는 형태, 선과 색의 배치 등을 통

해 표현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서사구조는 발화자가 수용자에게 전하는 이야기로서 심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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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표층 구조(비주얼 이미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캐릭터, 뮤지컬

 
2단계 : 서사구조(스토리텔링)

와 표층구조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서사구조에서는 텍스

트의 다양한 서술적 역할을 통해서 텍스트의 정체성이 구조화되는 단계

로 텍스트의 스토리텔링이 창출된다.

셋째, 심층구조는 미디어 텍스트의 비주얼 이미지와 서사구조를 창조

하는 원동력인 핵심적 코드가 설정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

디어는 ‘어떤 것을 재현’하고, 우리는 재현된 시니피앙(표현된 기호)의 의

미를 읽어내야 한다. 의미 작용은 1, 2차 의미 작용으로 나뉠 수 있으며,

1차 작용인 ‘외시’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자체로의 ‘사건’이며, 2차 의

미 작용 ‘공시’는 그 사건의 ‘메시지’인 시적 언어에 해당되는데 이는 이

데올로기에 의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위장된 사회의 고정관념들을 분석한

신화 체계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

즉 학습자는 표층구조와 서사구조의 두 가지 구조 층위에 대한 기호

학적 분석을 통하여 심층구조의 핵심적인 코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심층구조의 코드는 콘텐츠의 비주얼 이미지와 스토리를 생성하는

원동력이다. 결국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등

장하는 시각기호에서 심층구조의 핵심적 코드를 도출하는 과정을 시각적

으로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모델이다. 미디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 메시

지만을 단순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의미를 위해 어떤 방법으

로 표현했는가 하는 미디어 문체와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

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김영순․박지선, 2004, pp.106-108).

백승국은 [그림 Ⅱ-2]과 같이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를 의미생성모

델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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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프로그램(집시, 꼽추, 신부, 장교)

 
3단계 : 심층구조(문화원형과 코드)

사랑의 코드

[그림 Ⅱ-2] 노틀담의 꼽추의 의미생성모델

<출처 : 백승국(2004),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p.105>

한편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을 교수법에 적용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앞장선 Michel Tardy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쓰고, 재

창조하기 위해서는 서사도식의 두 번째 단계인 기호학적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하였다(김영순․박지선, 2004, p.100).

서사도식에서 능력은 미디어 속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단계인 ‘실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 능력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제간의 다양한 분석도구를 습득하고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 문화기호

의 의미 작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호학적 능

력의 습득 과정을 이야기하는 서사도식의 4단계는 ‘계약․조종 → 능력

→ 실행 → 평가’로 구분된다.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서사도식 프로세스에

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미디어의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서사 전략을 구축하며, 학습자에게 문화 기호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흥미와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조종 단계는 교수자의 영역이다. 곧, 문제제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서사 전략 수립 단계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콘텐츠

의 유형과 장르 선택을 통한 교육적 활용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교수자

가 선정한 미디어 속 문화콘텐츠와 주제를 도출하도록 학습자를 조종한

다.

능력 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역으로, 교수자는 학생의 능력을

키워주는 동기유발을 하고, 학습자를 의미 탐색의 역동적 주체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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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

를 탐색하며, 기호학의 분석도구를 습득시킨다.

실행 단계는 학습자의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하는 기호 의미 작용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역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분석 내용을

평가하고 학습자가 기호학의 이론과 분석도구를 정확하게 습득했는지 평

가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텍스트를 구축하는 다양한 기호들의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Greimas의 서사도식은 학습자가 영상 속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기호

의 상징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식이다. 즉 서사도식은 학습자의 기호학적 능력이 다양한 기호의 적극

적인 해독행위에 의해 습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영순․박지선,

2004, pp.99-101).

이상의 이론들은 미디어가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의미구조를 만듦을 밝히고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

는 큰 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Barthes의 의미 작용을

통해서는 언어 기사를 분석해 보고 뉴스의 이야기 구조는 Greimas의 의

미생성모델을 기초로 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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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과교육

1. 사회과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선행 연구

김기태(2010)는 1984년부터 2010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49종에 발표된 미디어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주제 논

문 11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미디어 교육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88.1%(103편)가 2001년 이후

발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 연구는 2001년

이후가 되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 교육 연구는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언론한 주도

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64.1%

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31.6%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교육학에서 연구된 미디어 교육 분야를 다시 주로 어느 과목에서 미

디어 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5.3%으로 그 필요성에 비해 사회 과목에서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최진선, 2011, p.15).

한관종(1999)은 사회과에서의 영상매체 활용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Gagne의 교수 학습 과정과 Keller의 동기 이론에 바탕을 둔 영상 매체

활용 수업 모형에 문제 해결 수업의 교수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 수업 문

제 설정 - 수업 과제 분석 - 구체적 수업 목표 진술 - 수업 조건 - 교

수 학습 활동 및 전략의 단계로 구성하였고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구체적

인 수업 과정은 시청 전 학습(주의 집중 - 성취 목표 제시) - 시청 전

학습(동기 유발) - 시청 후 학습(학습 안내 및 활동 - 정리)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효과의 효율성과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모

색하고, 미디어 자체가 갖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교사가 영상 매체를 이용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상 매체 자체를 분석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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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가 제시한 매체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학습자

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디어가 표상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정보를 반

성적으로 해독하고 선택하며 구성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

박길자․이미식(2002)은 영화「친구」를 사례로 교사와 학습자가 영

화 텍스트 읽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담론을

구성해 가는 사회과 수업이 되기 위하여 교사가 영화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기호학적 해석을

통해 미디어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을 사회과 수업 현장으로 끌여들였다

는 점에서 사회과 미디어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에 2시간이 넘는 긴 영화를 모두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영화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이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제약이 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미디어 활

용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김복영(2002)은 대중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매스미디어가 학생

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올

바른 소양을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제 중심,

매체 중심, 개념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으로써 미

디어 제작 교육, 시청각 자료․텔레비전 프로그램․실제 제작 과정․텍

스트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데 머물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저자 또한 맺음말을 통해 사회과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

다.

박길자(2003)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

고 있다. ‘사회과 수업에서 미디어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의미의

맥락화 방법, 의미 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사들이 미

디어 리터러시를 수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적 상징의 재현과 의미 구성에 치우치느라, ‘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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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미디어가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착하지 못했다. 상반되는

이해 관심과 이데올로기 등이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반성적으로

읽고 자신의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도 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적’ 논의는 사회과 학계가 미

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현장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박길자(2004)는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

에서 접근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 모형을 설정해 보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해 보았다.

후속 연구로서 박길자(2006)는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수용 가능한 대

중 문화의 학습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고 대중 문화 텍스트의 분석 모델

을 ‘생산자 → 텍스트 → 수용자’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교

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

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 문화의 수용과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 문화를 수용해야 할 근거와 텍스트

의 분석 모델과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제시된 기호학의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애니메이션 작가와 <짱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과제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버거워 보인다.

은지용(2005)은 하버마스(Habermas)의 논의를 응용하여 사회과교육

목표로 비판적 사고력 및 실천적 참여 태도 함양, 교육내용으로 비판적

담론 주제 및 담론 주제 선정의 근거, 담론 수업 실행을 위한 교수․학

습 방법을 제시하고 비판적 담론 교육 방안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

해 담론 주제를 단원으로 설정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사

회과교육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주제 스트랜드 및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담론 주제가 계속해서 꾸



- 33 -

준히 개발되기 위해 담론 주제, 적용 가능한 수업 모형, 관련 학습 자료

등의 개발 및 공유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간 공동 연구

및 협조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나 교사가 전달하려는 이미지

를 나타내는 사례를 찾고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에서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순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Ⅳ.인간과 문화 현상의 이해]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6종 교

과서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된 미디어를 통한 사례별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 관련 자료의 내용 발췌,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제

시되었고, 사례에 대한 설명과 비교, 읽기 자료,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와 영화 그리고 인터넷, 잡

지 등은 다른 미디어 텍스트에 비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김영순 외, 2006, p.139). 이 연구는 교과서의 형식적인 형태만

분석하고 있고 교과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지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박선웅․박길자(2007)는 사회과의 한 영역인 문화교육에서 비판적 시

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으로 Sinclair의 DT와 ET의

모델을 설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문화교육 방법을 수업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문화 교육의 영역을 미디어 영역으로 확

대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저자도 인정하듯이 미디어 리터

러시 방법을 실질적인 수업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미나(2009)는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를 제시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미디어의 속성을 파악하여, 미디어나 관련 집단들

의 이해관심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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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려는 시도로 크로핑과 프레이밍, 이데올로기, 가치, 스테레오타입

개념을 뉴스를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

는 무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던 학생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

의 속성들을 파악함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주의적 미디어 교육

을 피하기 위해 학생이 지닌 가치와 미디어가 나타내는 가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학생들이 기존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수

정하고 올바른 가치로 나아가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생각을 듣고, 스스로 본인 가치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이미나(2011)는 우리 미디어가 파당적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과 상관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두 가지 기

사를 읽은 집단은 한 개의 기사만을 읽은 집단에 비해,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자신의 패러다임에 기반해 정보를 수용하며

기사 수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들을 검증한 결과 두 가지 기사를 읽은 집단은 한 가지 기사를 읽은 집

단보다,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패러다임의 일치도가

더 높게 나왔고 보수 신문에서는 두 가지의 기사를 읽은 집단이 한 가지

기사를 읽은 집단보다,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기사

수용도가 더 낮게 나왔으나 진보 신문의 경우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프

레이밍’과 ‘객관보도원칙’을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균형성과 공정성의

시각을 갖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나 그 논의가 미디어 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커리큘럼을 제안하

거나, 미디어 활용 교육의 방법들이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더라도

광고 분석을 통한 소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호학적 접근에서 미

디어 콘텐츠의 의미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

질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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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원

본 그대로 수업 자료로 활용하여 교사의 의도대로 텍스트를 편집하여 보

여주는 방법을 탈피할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학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이데올로기를 탐구해 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의 뉴스의 의미를 해독해 볼 것이다. 또한 친근하고 생생한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 내용을 통해 학습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과 수

업 모형을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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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사회과에서 중요시되는가?

신문, 잡지 등의 올드미디어뿐만 아니라 웹 2.0의 인터넷은 쌍방향 의

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생

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면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디어는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 외부

환경 등에 선택과 배제의 영향을 받아 현실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S. Hall은 미디어를 한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재현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는 선택과 배제

의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에 의해서 새로운 현실이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때,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은 미디어가 선택적으로 재현한 다양

한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의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함

과 동시에 미디어 생산자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의미

화 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영순은 사회과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

다(김영순 외, 2006, p.128).

첫째,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려주고 시민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사회 안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

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둘째,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스스로를 표현

하고 리더십의 기술을 익히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합의를 도출해

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적 환경을 강화하고 지지해 준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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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기술을 익히지 못

한다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접근하도

록 학생들을 자극한다.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와 기술관련 산업의 소유

집중이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는 미디어 교육은 획일성, 편협성에서 벗

어나 좀 더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순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

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함양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서 균형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회과의 교육 목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교육부가 2007년 2월 28일에 개정․고시한 사회과교육과정 문서에서

는 사회과교육과정의 목표를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75).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력․탐구력․비판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우리 삶을 소재로 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

해독․창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같은 고급사고력

의 향상이 가능하므로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분석, 의

사 소통의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를 인식할 것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

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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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

지 깨닫게 되고 ‘정보 수단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력의 기본’이라는 생각

을 갖고 사회 안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상황에 직면했을때 효과적으

로 갈등을 해결하며 의사 소통 할 수 있으므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사

회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주인 의식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

해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

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

는 메시지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주제들을 다루는 사회과를 통해 미

디어 텍스트를 해독․분석․추론․생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정 속

에서 학생들은 비판적인 시민임과 동시에 참여적 생산자로서 성장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 39 -

Ⅳ. 텔레비전 뉴스

1.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과 사회과 수업의 함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지만 과연 ‘세계를

향한 창’인 텔레비전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현실’을 뉴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일까? 분별 있는 수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신문이 아무리 사건을 정확해 묘사한다 해도 시청각 방식의 텔레비전

화면을 따를 수 없다. 또한 신문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취재해 전달한다

해도 전파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은 뉴스

의 의미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속보성과 영상 가치를 중요시하는 쪽으

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독자이던 간에 신문에 소개된 뉴스를 모두 읽지는 않는다. 자신

이 읽고 싶은 뉴스만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읽고 버린다. 그러나 방송 뉴

스를 시청할 때 신문 뉴스처럼 원하는 뉴스를 선택해 볼 수 없다. 따라

서 뉴스 제작자는 시청자를 위해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 주어야 하고 시

청자는 뉴스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들리는 대로 그저 볼 수 밖에 없다.

신문 독자는 스스로 뉴스 편집자 구실을 하는 반면, 텔레비전 뉴스 시청

자는 누군가에 의해 선정된 뉴스에 일방적인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

텔레비전 뉴스가 게이트키퍼에 의해 선정되는 것을 ‘게이트키핑’이라

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모두가 뉴스가 되는 것

은 아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건 중에서 뉴스 편집국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특정 사건만이 몇 단계 관문을 거쳐 뉴스가 된다. 가장

시청률이 높고 방송시간이 긴 저녁 주요 뉴스는 많아야 50개 정도의 사

건을 다룰 수 있어 방송사의 기사 등록 파일박스에 하루 평균 약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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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신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50여개의 기사들은 기사화되지 못하

고 버려진다(김영순, 2005, p.120).

뉴스 선택은 뉴스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한 것보다는 수용자의 요구

와 고용주의 제재, 기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들로부터의 비공식

적 영향력,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뉴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사실’

과 ‘보도되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자들은 인지하고 뉴

스가 올바르게 보도되고 있는가에 대해 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뉴스를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할 때 갖는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뉴스의 기본 특징은 크게 ‘시사성’, ‘편향성’,

‘간결성’이다. 그 중 뉴스와 다른 영상매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사

성’이다. 뉴스의 시사성은 만들어진 허구의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도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사건, 과학적․사회적 현상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가장 강

력한 미디어이다.

이러한 점에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고민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빠른

시․청각 화면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게 신선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유리하다. 또한 시사성이 갖는 공감

대와 호기심은 사회과의 논쟁 문제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에서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뉴스의 특징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가장한 ‘편향성’이다. 뉴

스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요구되는 미디어이다. 그러나 실제

뉴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편향적’, ‘파당적’이다. 각 언론사

들의 이데올로기나 시각에 의한 주관적 틀짓기는 뉴스 제목의 내용, 부

각되는 사실과 배제된 사실의 방향성, 취재원의 이용 행태 등에서 잘 드

러난다. 언론이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나 공론장이 되어주기는 커녕,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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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갈등의 촉발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황치성, 2008, p.3).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소양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뉴스 시청은 편

향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에서 뉴스를 활용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읽고 탐색

하는 능력 함양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뉴스의 편향성은 사회과 수업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되기도 한다. 여러 편의 뉴스를 비교 대조하면서 현상에 대

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주장을 파악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뉴

스를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때는 균형성에 유의해야 하지만, 어떤 주장

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문제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지지하는 뉴스 기사들을 활용하여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 ‘뉴스 제작’ 활동을 통해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관점에

서 내용이 선택․가공되는가, 어떤 입장을 대변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안 제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다(손병노, 2011, pp.19-20).

뉴스는 ‘간결’하며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

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보이

지 않는 가치가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는 학생들

에게 보여줄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허구적인 이야

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현실․현상들을 표상하고 있

다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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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

텔레비전 뉴스가 신문기사의 뉴스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흥미 있는

기사 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뉴스진행자와 기자, 인터뷰 대상자

등의 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가 제공되어 생생한 의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

상(icon), 지표(index)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또한 텔레비전 뉴스 언어도 자막과 같은

문자, 뉴스진행자의 말, 기자나 정보원의 말과 같은 상징적 기호

(symbolic sign)와 시․청각적 이미지, 즉 도상적 기호(iconic sign)가 결

합하여 만들어 내는 기호 체계이다(김대행 외, 2004, p.59). 텔레비전 뉴

스에서 제공되는 시․청각적 이미지는 그것을 필름으로 만들어 내는 과

정에서 그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 현장, 취재 대상 등과 시․공간적인 근

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표적 기호(indexical sign)3)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로 제시되는 전언(傳言)은

이 중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상징)과 시․청각적 이미지(도상)로

구성되어 제시되며,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보도하는 말을 듣고 텔레비전 화면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시청각적 이미

지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사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텔레비

전 뉴스 언어의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두 기호

체계가 어떤 관련을 맺으며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 내용의

바탕이 되는 기호로 성립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표와 기의 사이에 물리적이고 인과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지표적 관계라

고 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코피(기표) - 콧속 출혈(기의), 종아리의 회초리 자국(기

표) - 종아리 체벌(기의), 36.5도(기표) -정상 체온(기의), 시체와 총알(기표) - 총기 

난동(기의)으로 기표가 기의의 결과로 생기는 지표적 기호의 예이다(네이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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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진보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미묘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나)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원내 제

3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

보를 떨어뜨리겠다며 강하게 비판한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

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또 진보성향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촛불 집회를 개최

하는 등 대국민 호소 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한때 선거연대를 맺었던 민주당

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

1) 상징적 기호(말)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사의 의미 내용을 구축하는 기호 체계는 뉴스진

행자나 기자 등의 말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말은 기사가 전하고자 하

는 사건이나 인물, 사회와 과학의 현상 등에 대해 사실을 기술하고 원인

을 파악하며 평가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해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술, 원인 파악, 사실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뉴스

제작자가 의도한 해독대로 시청자들의 기사에 대한 이해를 이끌고 있다.

[표 Ⅳ-1]는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에 보도된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언어 기사이다.

[표 Ⅳ-1]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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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녹취>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새누리당은 반국가,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지원

을 중단하는 법안을 새누리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은 대

체로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실에 대한

기술

(가)는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의 뉴스진행자

의 말이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

실에 대해 세 당의 입장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원인 파악

(나)는 기자가 각당의 의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

보당은 사실의 원인을 선거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

려고한 것, 정부의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의도로 설명하

고 있고 새누리당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

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평가

(나) 인터뷰 내용에서 통합진보당은 정치보복, 새누리

당은 정부의 판단 존중,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

태로 유감이라고 평가한다.

[표 Ⅳ-2]에서 제시된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해보자.

[표 Ⅳ-2]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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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나)의 인터뷰 내용에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 등의

대국민 호소전,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할 것이며, 새누리당은 이적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

안, 민주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

해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앞으로 전

망한다.

(나)의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

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가 ‘분위기’라는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개

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의 ‘미묘한 차이점’은 (나)의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과 내용의 일관성에서 벗

어난다. 뉴스 제작자가 의도한대로 진보 성향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통합진보당이라는 한축과 보수 성향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축이 되어 언론이 오히려 ‘남남 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시청자를 이끌고 있다.

반면에 2013년 11월 5일 같은 날 JTBC <뉴스9> 에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

여 뉴스진행자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8분 26

초 동안 사실관계에 대해 약식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통의 방송 뉴스의

한 주제를 1분 30초 동안 방송한다고 보았을 때 형식부터 파격적인 뉴스

진행이었다.

김재연 대변인은 ‘유신독재로 회귀’, ‘메카시즘의 광풍’, 북한이 사용하

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없음을 강조한다. 또

한 정당 해산의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

건 재판과 탄압이 당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당의 입장을 깊고 심도 깊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여 앞의 뉴스와 대조

를 보이고 있다. 타 방송 뉴스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를 취재

원으로 활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통합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취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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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삼각확인을 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11월 5일 같은 날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정부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정당해산 ①] 정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정당해산 ②]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정당해산 ③] 정부, 통진당 의원직 박탈과 추진

[정당해산 ④] ‘내란음모사건’ 재판 결과가 중요한 변수

[정당해산 ⑤] 통진당 지금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얼마?

[정당해산 ⑥] 통진당 맹비난 …“정권 몰락은 필연적”

[정당해산 ⑦] 새누리 “환영”…민주 “유감”

[정당해산 ⑧] 北 “진보 세력 탄압받고 있다.”

[정당해산 ⑨] 독일, ‘극단 성향 정당’ 2곳 해산

[정당해산 ⑩] 네티즌과 시민의 반응은?

[정당해산 ⑪] 통진당, 서울광장서 해체 반대집회 … 경찰과 무력 충

돌

총 11개의 항목(아이템)으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다.

[정당해산 ⑦]에서는 앞선 KBS <뉴스9>와는 다르게 기사를 이끄는

뉴스진행자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들과 손을 잡았던 통진당이 산산히 부서지고 있는 상황에

서도 민주당이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

면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산산히 부서진다.”, “아차하면

같이 죽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를 이끄는 뉴스진행자의 주관

적인 판단을 강조하며 그것을 사실화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지나

친 감정개입이 담겨진 뉴스진행자의 말은 ‘뉴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

도’ 해야 하는 객관보도규범을 어긴 것이다. 이러한 함축적 용어는 태도,

입장, 감정 등을 내포하는 상징 표현으로 함축적 상징의 말을 많이 사용

할수록 기사의 태도가 특정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정희선,

2002, p.119).

이외에도 시청자들은 ‘아수라장’, ‘눈물바다’, ‘날벼락’, ‘뼈를 깎는’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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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장되고 극단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는 “민주당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

게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말한다. KBS <뉴스9>의 김관영

대변인 말의 다른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뉴스 제작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과 손을 잡았던 민주당을 새누리당과 차별화한다.

[정당해산 ⑧] 北, “진보 세력 탄압받고 있다.”은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은연중에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두둔함으로

써 북한이 통합진보당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을 다시 제기한다.

[정당해산 ⑨] 독일, ‘극단 성향 정당’ 2곳 해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를 이용하면서도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정당에 대해, 독

일은 결코 관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자가 말한다. 자유주의 질

서를 저해하는 통합진보당에게도 결코 관용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뉴

스 제작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취재 기자의 사용 용어와 관련하여 ‘～지적입니다.’라는 말이 들

어가 있는 기사를 보면 문장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취재원이 불분

명한 상태에서 기자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가능

성이 크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는 리포트가 나갔을 경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반대 의견이 다수라는 생각에 반대의 입장

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동작의 주체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원이 불분명한 추측성․추론적 보도의 과용은

객관 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송사의 서로 다른 ‘말’들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게이트키퍼가 선호한 메시지 해독대로 수용자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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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도상적 기호(시․청각 이미지)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시․청각적 이미지는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전하는 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뉴스 기사 전체의 의미를 구

성하는 데에 보조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뉴스진행

자나 기자 등의 말과 맺는 관련성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청각 이미지는 직접적인 정보 확인 기

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청각 이미지가 뉴스진행자, 정보원 등의

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어 확인시

켜 주거나, 자막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여주거나, 도표, 그래프 등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이다(김대행 외, 2004, p.61).

2013년 1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영국에 부는 한식 열풍. 런던

중심부에는 불고기 냄새 ‘솔솔’]에서는 영국인들이 가정에서 직접 닭볶음

탕을 해먹는 모습이나 식당에서 삼겹살과 불고기를 구워 먹는 현장, 한

식 식당에 손님이 가득찬 분위기를 화면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

을 얻었다.

2013년 11월 9일 KBS <뉴스9> [만취 주한 미군들 뺑소니에 시민 폭

행] 사건을 설명하며 나온 모텔의 배경 화면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유흥

가임을 추측할 수 있고 주한 미군들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 시

민을 차에 매달고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 시민들이 길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현장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오늘의 날씨]를 보도하는 내용은 기상캐스터의 말과 함께 한 주간의

기온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구름 사진이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인 영상

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편집 과정에서는 기자가 보도하는 말과 화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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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자의 말 (나) 시․ 청각적 이미지

비명과 울음소리, 다급한 구조 요

청이 이어집니다.
차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수능시험장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

장으로 변했습니다.
넘어진 학생들과 모여든 사람들

오늘(7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교통사

고가 일어나

해당 학교 정문과 도로

수험생 1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

습니다.
다쳐서 넘어져 있는 학생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은

채 주차를 하던 감독관의 차량이
기자의 얼굴과 주차된 모습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학생

들을 덮친 겁니다.

기자가 내려가며 경사난 길을 가

리킴

그 시각 정문을 지나던 수험생 18

살 정 모 양과 응원 나온 학생, 교

사들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

습니다.

차에 깔려 앉아 있는 학생

병원으로 옮겨진 수험생 정 양은 광주 한국병원 모습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학생 관리하시는 경찰관

청각적 이미지는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편집되는데, [표 Ⅳ

-3]의 2013년 11월 7일 SBS <8시뉴스>에서 방영된 [지각 감독 차량에

수험생 부상 ... 현장 아수라장]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표 Ⅳ-3] 2013년 11월 7일 SBS <8시뉴스>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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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병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병실 입구

경찰은 차량 주인인 시험감독관

31살 함 모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모습과 차 열쇠를 들고 있

는 남자분의 하반신

이 뉴스를 살펴보면 기자의 말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와 함께 제

시되는 시․청각적 이미지 (나)가 더해져서 뉴스진행자나 기자 등이 말

로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진행자나 기자

의 보도가 실제의 현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공하는 화면의 시․청각적 이미

지(기표)를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기의와의 유사성, 즉 기호 동기가 높

은 기호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동기가 높은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각적 이미지

는 기표와 기의 사이가 자의적인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실제의 현실

로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시․청각 이미지로 고정시켜 시청자들이 오해하

거나 다의적인 해석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김태환, 2000,

pp.68-69).

둘째,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각 이미지는 간접적 정보 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전하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모든 텔레비전 뉴스는 뉴스진행자나 기자

의 말과 함께 적절한 시․청각적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체

가 지니고 있는 불가피한 속성이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건에 대한 설

명이나 해설 등을 직접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에도 텔레비

전 뉴스는 관련이 있는 화면을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과 함께 편집하여

방송해야 한다(김대행 외, 2004, pp.61-62).

예를 들면 2013년 11월 8일 KBS <뉴스9>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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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같은 협동조합에서 최근 각종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협동조합 자

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농협 로고가 부착된 건물 화면을 제

공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 KBS <뉴스9>에서는 법원이 ‘수습 직원이라도 문자

로 해고 통보는 무효’ 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커피점

바리스타가 예쁜 하트 모양의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직접적으로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관련이 되

지는 않지만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며,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시청자의 눈을 텔레비전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추가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시․청각적 이

미지가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 담겨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이다. 이 추가적인 정보는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는 나타

나지 않지만 그것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청자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뉴스 제작자가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특정한 함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김대행 외, 2004,

p.62).

예를 들면, 2013년 11월 10일 SBS <8시 뉴스>는 민주당이 국가기관

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한 장외집회의 모

습을 보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

면한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불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보도의 내용과 함께 비춰진 통합진보당의 서울광장 촛불집회는 참여

한 많은 사람들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롱숏’(long shot) 사진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있는 ‘미디엄숏’(medium shot)이 많았고 사진속의

인물들도 밝고 적극적인 얼굴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습이 아닌 어두운

표정이나 고개 숙인 사람들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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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호응이 적었다는 인식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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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비전의 의미 작용 방식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이란 뉴스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가 생성

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문화 텍스트들을 분석한 기호학의 이론들

을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 작용 방식을 분석하는 원리로 적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뉴스 보도틀에 의해 어떻게 다른 의미 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의미 작용을 통한 이데올로기

의미 작용은 기호가 어떤 것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

으로서 소쉬르(Saussure)는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어 일어나는 작용으로

보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바르트(Barthes)는 1단계로 의미 작용 체

계인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부가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 작용 2단

계라고 설명한다. 바르트는 <신화론>에서 기호의 의미 작용의 2단계에

서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에서 의미 작용의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데올

로기는 카메라가 뉴스진행자․기자․취재원 등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

지들을 필름에 담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적인 관여 내용, 즉 카메라의

각도, 초점, 기사의 배열 순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언어, 사용되어진 단

어나 촬영 대상의 선택 등에 의해 결정된다(김태환, 2000, p72).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의 개념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

념 또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한 문화가 그것이 갖는 사회 현실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영향을 받는

다. 확인할 수 있는 하위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기호 개념이

부가의미라면, 신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더라

도 최소한 그 하위 집단보다는 더 큰 사회 부문에서 공유되는 기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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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말과 인터뷰 내용 시 ․ 청각 이미지

숭례문 2층 문루의 기둥입니다. 기

둥 전체가 아래 위로 쩍 갈라져 하

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

다.

길게 갈라진 하얀 속살이 드러나

숭례문 기둥을 로우앵글(low

angle)로 잡음

기둥 4개 중 같은 나무를 사용한

두 개가 채색 뒤에 갈라진 겁니다.

갈라진 기둥사이로 기자가 손을 넣

어봄

"벌목해 와서 공사한 지가 불과 2,

3년. 그러면 건조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10년 정도는 자연 건조를

해야지만이..."

훼손된 숭례문 기둥을 바탕화면으

로 황평우(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얼굴 클로즈업 화면

덜 말린 부실 목재를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목재에 사용된 예산은 2억 3천만

목재비용을 지폐가 쌓인 그림과 전

체 예산에 목재에 사용된 비율을

원그래프로 보여줌

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순, 2009, p.190).

이러한 바르트의 기호 작용에 대한 설명은 뉴스진행자 또는 기자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가 결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을 기술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의

미 작용의 1단계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과 시․청각 이미지가 기표

가 되어 그것들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가 기의와 결합하여 그 기사가 전

달되는 형식(기호)을 이루고, 의미 작용의 2단계에서 이 형식은 그것이

표상하는 개념과 결합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김태환, 2000,

p74)

이러한 바르트가 말하는 부가의미로서의 이데올로기는 텔레비전 뉴스

의 텍스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Ⅳ-4]는 집중취재 [숭례문 '단청

훼손' 이어 '부실 기둥'…위아래로 틈 벌어져]라는 기사의 한 부분이다.

[표 Ⅳ-4] 2013년 11월 7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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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체 사업비의 1%도 되지 않

고 홍보성 사업비의 10분의 1 수준

입니다.

"그 기둥 터진 나무는 문화재청에

서 베어온 거라고요. 공사 기간은

짧고 나무 속까지 마르지 않은 걸

썼으니 터지는 건데..."

숭례문의 훼손된 바탕화면에 클로

즈업된 신응수(대목장) 얼굴 모습

복원 직후 색이 벗겨진 단청은 문

화재청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색칠한 표면이 벗겨져 훼손된 단청

모습

직사광선과 대기오염 때문에 타락

즉 색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직접 실험까지 해서 붉은 색 안료

는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게 확인

됐지만 그대로 공사에 사용됐습니

다.

숭례문 복구용 단청을 위한

천연 단청 안료 조사 결과보고서

문서화면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어떤 안료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표면이 박리된 단청을 배경화면으

로 홍창원(단청장) 클로즈업 사진

단청 안료로 사용된 수간분채가 싸

구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용된 안료 모습

"가격 문제죠.(최고급 천연석채가)

1백원 남는다면 이건(수간분채) 5

백원 남겠죠. 나쁜 말로 하면 엉터

리이고 좋게 얘기하면 모르고 했다

는 건"

홍수희(전통안료업체 대표) 인터뷰

화면

또 일부 문화재 전문가는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가 물 흡수율이 높아

숭례문의 기와 익스트림 클로즈업

(extreme close up)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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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얼어서 깨지는 동파 가능성

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기표)는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기의)와 결합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목재 비용을 잘못 책정하였고

잘못된 목재는 직접 문화재청에서 베어온 것이라고 취재원이 설명한다.

문제가 있는 기와와 값싼 안료의 사용으로 단청이 박피될 것을 이미 알

고서도 숭례문 복원에 사용하여 준공 6개월 만에 훼손된 기둥과 단청의

모습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라는 형식(기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재를 이미 정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결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일을 강행한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졸속 행정을 일삼고 있어

이로 인해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자재를 쓴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재 구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이데올로기를 만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

즉 기호 사용자가 갖는 주관적 느낌이나 정서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나 사회 또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관습을 가짐으로써 이루

어진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며, 텔레비전 뉴스에 의미

작용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이나 가치 즉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김태환, 2000,

p.75).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를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터

크만이 스미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 뉴스에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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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될 수 있다. 터크만

은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회 구조를 신비화시키고

아직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 마치 설명이 끝난 사실 또는 전제로 취급하

게 하며, 앎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 이데올로기로서의 뉴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시하여 사

건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는 다루지 않으며, 사회에 대한 진실의 확인을

방해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암시하는 정도

에 머문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제작자가 이끌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그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정보원을 통해 그 기사에서 생

략하거나 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미친 다

른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정치․문화적인 견해에서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등

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태환, 2000, pp.78-79).

2) 프레이밍을 통한 이데올로기

뉴스가 ‘만들어진다’, ‘구성되어 진다’는 성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

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프레이밍(framing) 이론이다. 뉴스 프레이밍

개념의 출발은 현실에 대한 구성주의적 인식의 철학적 토대인 Schultz의

현상학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복잡현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라 그것과 맺어지는 인간의

경험의 의미라고 주장했다(양윤선, 2012, p.11).

프레이밍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현실이 객관적이고 유일

한 실체로 존재하며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관점을 부정한다. ‘객관적 현실’보다는 ‘현실 인식과 해석 메커니즘 속에

주관적 경험으로 조직하는 양식’에 초점을 기울인다.

Entman은 프레임을 ‘텍스트의 구성에서 현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

고,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프레이밍에는 반드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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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현

저성은 선택한 정보를 수용자가 더 쉽게 알아차리고, 의미 있고 기억하

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현저성이 높아지면 수용자가 정보를 더 쉽

게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이미나, 2011, p.116).

Iyenger(1991)는 프레임을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진술하거나 제시하

는데 있어서의 미묘한 변형들(alteration)’이라고 했다. 뉴스해석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Iyenger는 '일화중심적 프레임'은 수용자의 즉각적이고 감

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주제중심적 프레임'은 수용자들이 현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Gitlin(1980)은 프레임의 정의에 ‘시간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는 미

디어 프레임을 ‘지각된 현실을 선택․강조․배제하는 조작자가 일상적으

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한다.’고 정의하였다(이미나, 2011,

p.116에서 재인용).

결론적으로 뉴스에서 프레임이란 ‘지각된 사건과 현상(현실)의 일부를

선택하여 뉴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 정의․인과 해석․도덕적 평가․해결 및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라고 하겠다.

텔레비전의 ‘숏(shot)'은 카메라에 담겨진 시․청각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뉴스진행자나 기자 등의 말로 구성된다.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이밍

이란 어떻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구성하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청각적 이미지와 결합시킬 것인가를 결

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다.

(1) 내용의 선택과 프레이밍

2013년 10월 1일 방송에 보도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각 방송

국의 뉴스는 [표 Ⅳ-5]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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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여야, 채동욱 前 검찰총장 ‘혼외아들’ 공방

5번째, 6번째 기사로 보도됨.

기사 1 : 채 前 총장, 폭로에 ‘무반응’…임 여인 ‘두문불출’

기사 2 : 여야, 채동욱 前 검찰총장 ‘혼외아들’ 공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권력에 밉보여서 쫓겨난 것일 뿐이라

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부터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

립성,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소신에는 변함이 아직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채동욱 총장과 같은 좋은 총장을 만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채 전 총장의 사퇴 원인을 , 새누리당은 혼외아들 논란에서 비롯됐다

고 민주당은 권력의 보복 때문이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

제입니다."

<녹취> 신경민(민주당 의원) : "고분고분하지 않은 눈엣가시 검찰총

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의혹이 있어 진상을 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장관/박범계 問) :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 Ⅳ-5] 2013년 10월 1일 방송사별 뉴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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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그만해. 너나 잘해."

채 전 총장이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미 8월에 "채 총장을 날린다."고 했다

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고성과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

채총장 관련 기사를 특종보도로 7개로 나누어 보도함

[기사 1] : 가정부 이씨 “채 전 총장 만날 용의 있다”

[기사 2] : 가정부 이씨 “아들, 목숨 위협 느껴 폭로 만류..”

[기사 3] : ‘임 여인 차용증’이 열쇠

[기사 4] : ‘임 여인, 연락 끊고 외삼촌 집에’

[기사 5] : 임 여인이 동원한 남성들 누구?

[기사 6] : 민주 ‘채동욱 감싸기’ …새누리, 새 의혹 제기

[기사 7] : ‘蔡 관련 기사마다 댓글 수천개’ …들끓는 인터넷

TJBC <뉴스9> 전직 검찰 간부 인사 검증, 왜?

<뉴스진행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청

와대가 일부 검찰 간부 출신 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이 채 전총장 사태의 배후가 청

와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전직 검찰 간부 두 명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김모 전고검장과 박모 전지검장입니다. 기본

인사 검증과 함께 검찰 내부의 평판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 시점은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

니다. 거론된 인사들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녹취> 인사검증대상법조인 : (인사검증 동의 했는지에 대해) 답변

이나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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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목적이 아닌 검찰 총장 인선을 위한 준비였다면 적법 절차

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녹취> 전해철 (민주당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청 법에 의하

면 검찰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찰 총장을 추천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등한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채총장 사태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별 채동욱 검찰 총장 사태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KBS

<뉴스9>는 관련 기사를 2개의 주제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1]은 언론 보

도에 채총장은 침묵, 임여인은 두문불출이라는 주제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2]는 혼외아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

료를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채총장 관련기사를 특종보도로 7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도

하고 있다.

[기사1]은 채총장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가정부 이씨는 채총장은

뻔뻔스럽고 채총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내용,

[기사2]는 이씨의 아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껴 폭로하는 것을 말렸다

는 내용,

[기사3]은 임 여인이 가정부 이씨에게 돈을 빌린 뒤 써준 차용증이

있는데 차용증에 적힌 인적 사항과 조선일보에 해명 편지를 보낸 사

람의 인적 사항이 같고 결국 이씨에게 차용증을 써 준 임 여인이 바

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낸 아이 엄마라는 내용,

[기사4] 채 전 총장을 존경할 뿐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임

모 여인 두문불출,

[기사5] 임 여인은 건장한 조직폭력배 남성들을 동원해 가정부 이씨

를 위협하고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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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6]은 민주당은 찍어내기, 새누리당은 민주당 여정치인과 채동욱

의 부적절한 관계 의심,

[기사7] 채 전 총장에 대한 가정부 이모씨의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채 전 총장에 대한 배신감부터, 가정부의 떼인 돈 문제까지…인터넷

이 들끓었다는 내용이다.

뉴스수용자 입장에서 미디어가 더 자주 보도한 이슈나 시각을 더 중

요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프라이스(Price & Tewksburg)등은 특정 주제

나 이슈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수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록 그 주제나 개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접근성이 높아진

다는 것은 수용자들이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이슈에 비해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

뉴스는 이슈별 균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양윤

선, 2012, p.68).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복 기사

가 시청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평가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JTBC <뉴스9>에서는 단독보도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가 일부 검찰 간부 출신에 대한 인사 검

증에 착수한 사실을 보도한다. 인사 검증 작업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

법행위로 야당이 채총장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처럼 각 방송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각 방송국의 뉴스 제작자들이 수집된 여러 정보들 중에서 선택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KBS는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를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채총장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가정부 이씨를 취재원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채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보도하고 있다.

JTBC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혼외아들 의혹 이

후 전직 검찰 간부의 인사 검증은 위법 행위임을 설명하며 채총장 사태

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야당의 주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의

선택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뉴스 제작자들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떠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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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뉴스의 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뉴

스 조작이 일어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집할 수 있는 같은 위상의 다양한 종류의 정보 수준에서 뉴스 제작

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내용은 매우 다른 텍스트로

구성될 수 있다. 채총장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관료와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정보라 하더라도 어느 당의 내용을

먼저 위치하느냐, 어느 당의 내용을 더 길게 편집하느냐, 어느 당의 육성

음성(soundbite)을 더 길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해석에 영

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9․11테러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 CNN보도 내용

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주제와 중심 주체에 있어 유럽과 이슬람의 입장

이 균형 있게 보도되지 못하여 뉴스의 중립성을 저해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McQuail(2005)이 뉴스 프레이밍을 ‘특정 뉴스가 강조, 축소,

반복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특정 뉴스를

특종으로 계속 반복해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

고 믿게 한다는 것이다(이미나, 2011, p.116).

또한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선택하는 어휘가 그 기사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10월 1일 TV조선 아나운서와 기자의

말 중에 [기사1]에서 ‘가정부 이모씨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기사2]

에서 ‘채 전 총장과 임씨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용기를 냈습니다.’, [기사

3] ‘가정부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임여인의 집에 드나든 아이 아빠, 채동

욱 전 총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불리

하도록 주관적 감정이 섞인 말로 시청자들에게 사실에 더해진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2) 카메라의 조작과 프레이밍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어떤 ‘숏’으로 잡느냐에 의해서도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4) 2012년 MBC <뉴스데스크> 대선 당시 여야 대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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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일정을 담은 13일간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군중 규모의 많고 적음

을 알려주는 풀숏(full shot)5)은 새누리당 37.7%, 민주통합당 24.8%로 새

누리당이 13% 많았다. 새누리당에 사용된 풀숏은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

다보는 촬영기법 부감숏(high angle)이 2회, 민주통합당은 한 번도 촬영

되지 않았고 풀숏도 유세 전체를 알 수 없는 각도가 많았다. 영상 내용

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현장 유세중이거나 악수를 많이 해서 붕대

감은 손이 클로즈업되었고 지지자로부터 꽃을 받는 장면 자주 등장하였

으나 민주당은 회의하거나 기자회견하는 화면이 많았다(네이버 카페 ‘꼽

사리다’ 참고).

2012년 3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시종일관 웃고 환영받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으나 한명숙 민주당 대표

4) 레벨 숏은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 '동료'이거나 혹은 ‘같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하이 앵글 숏(대상 위에서 카메라 놓고

아랫방향으로 찍는 숏)은 전형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작거나 약하다는 것을 제

시하는데 사용된다. 롱(망원렌즈)렌즈는 전경이나 배경을 축소하는 데 반해서,

와이드 앵글 렌즈는 분명한 거리를 늘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전형적으로 차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롱 렌즈를 사용한다. 반대로 자동차 광고는 전형적으로 넓게 뚫려있는

길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통수단의 고매한 인테리어를 시청자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 와이드 렌즈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쟁영화,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카메라 배치, 숏 프레

임, 전체 카메라 움직임 대 렌즈줌 작용과 계획을 통해서 한편이 다른 한편과

일직선으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롱렌즈 혹은 bird-eyes views로 특

정 국가의 사람들을 개인에 반대하는 모여든 군중으로 묘사하고

tripod-steadied medium shot로 어떤 뉴스 정보원을 안정적이고 권위적으로 묘

사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흔들거나 혹은 타이트 클로즈업을 사용하거나 카메라

의 뚫어지는 시선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신

체 이동을 통해서 다른 정보원을 비안정적이고, 위협적이고, 신뢰할 가치가 없

는 것으로 묘사한다(김양은, 2009, p.141).

5) 무대 전체를 찍기 위한 카메라 구도로 세트의 전경이나 출연자 전원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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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쓱하게 걸어가거나 악수하다말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어정쩡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카메라가 피사체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촬

영하는 롱숏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피사체를 보라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는 클로즈업숏은 촬영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좀 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2년 4월 2일, 3일 MBC <뉴스데스크> 에서는 여론 조사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자의 사진이 민주통합당 후보자보다 2배 정

도 크게 나왔다. 이는 해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시청자들

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자가 보도한 4월 4일 보

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앞서고 있었으나 같은 크기의 후보자

사진이 보도되었다(네이버 카페 ‘꼽사리다’ 참고).

Entman은 프레이밍 주요 기제로 ‘크기조작(sizing)’이 있다고 한다.

즉 한 가지 사건이나 이슈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 가운데 특정 시각에 관

한 내용에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이다(최윤정, 2008, p.371). 새

누리당의 후보자들이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진 시각은 시청자들이 해당 후

보의 당선을 사실화해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급격한 줌(zoom:

렌즈를 조작하여 촬영범위를 좁게 또는 넓게 잡는 것), 팬(pan: 카메라

헤드를 좌우로 돌려서 찍는 것)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 카메라를 최대한

조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카메라를 최대한 조작하면 뉴스가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돋보이는 장점

이 있으나, 사실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하려면 카메라를 작위적으로 조작

하는 행위를 절제해야 할 것이다(양영철, 2009, p.163).

(3) 내용의 배열과 프레이밍

텔레비전 뉴스 언어는 뉴스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화면을 통해 제

시되는 시․청각적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기호 체계이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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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뉴스 언어의 선형적인 특징은 시청자가 기사를 선택해 보거나,

전체의 내용을 띄엄띄엄 볼 수 없게 만들고 텔레비전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뉴스의 기본 구조에서 어떤 기사의 위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를 통해 그 기사의 내용, 중요도 등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것을 통해 그 기사의 내용, 중요도 등을 선험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선거 보도에 있어서 입후보자들의 활동이나 동향에 대한 보

도는 여당과 야당의 순서가 아닌 그 활동이나 동향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Anderson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메시지들이 함께 전달될 때, 앞에

배치된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초두효과(primary effect)를 지지했

다. 그는 수용자들이 처음에 전달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뒤로

갈수록 관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두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최윤정, 2006, p.369).

또한 기사의 전후에 어떤 기사가 놓이는가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내용이 영향을 받

게 된다. 앞서 2013년 11월 10일 SBS <8시 뉴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민주통합당의 집회 모습은 민주당 대표의 육성과 함께 모여 있는 군

중의 모습을 ‘롱숏’으로 촬영함으로써 집회가 호응도가 높았음을 암시한

다. 상대적으로 바로 뒤에 비춰진 통합진보당의 촛불집회 영상 화면은

의욕 없는 대중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고 당 대표의 육성도 나오지 않

아 대중들의 참여도가 낮았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어느 위치에 어떤 다른 기사와 어울려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기사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내용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기사가 어떤 위치에 어느 기사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뉴스 제작자들이 그 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 배열되느냐



- 67 -

에 따라서 보도되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2013년 10월 20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혼 4쌍중 1쌍 ‘황혼이혼’…사상 첫 신혼이혼 앞질러’]라

는 보도에서는 갈수록 늘고 있는 황혼이혼이라는 뉴스진행자의 리드멘트

이후 드라마 속의 배우가 자식을 결혼시킨 다음 결혼을 결심한다는 내용

이 나온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같이 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를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남자들은 권위와 명령, 복종

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반면에 여자들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남편으

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살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혼 이유로는 성

격 차이가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경제적 이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등이라고 통계 결과를 보도한다.

같은 날 2013년 10월 20일 KBS <뉴스9> [작년 황혼이혼이 신혼이혼

처음으로 앞질러]에서는 “부부간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게 되는 중․장년층의 이혼

은 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진행자의 리드멘트 다음에 재혼한 후 자식

없이 지내다가 이혼한 사례자가 2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변변한 아내

대접을 못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며, 자식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라고 말

한다. 대법원이 지난 한해 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47%였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은 줄어서 황혼이혼이 자녀 독립

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50대 이상 부부

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혼사 혹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심적 부담도 줄어들어서 황혼이혼을 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라고 말한다.

두 방송국은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많아졌다’는 같은 통계적 사실

을 가지고 MBC는 남자들은 권위와 명령, 복종을 강요하고 여자들은 나

이 들어서까지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살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이혼의 가

장 큰 이유로는 성격 차이 그 외의 경제적 이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

체적 학대를 들었다. 반면 KBS는 자식이 많을수록 이혼 비율이 낮아진

다는 사실을 뉴스진행자 언어 기사의 처음에 배열하여 강조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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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를 자식과 이혼을 연결시킨다. 재혼한 사람

도 자식이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황혼 이혼이 증가하

는 원인을 자식이 독립하여 자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는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이처럼 동일한 뉴스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떠

한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지

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뉴스 제작자들은 기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축소하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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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디어 이해하기

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과 수업 모형

제안

1.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

러시 수업 모형의 설계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수․학습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일정한 틀을 참고하여 자신

의 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틀을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179). 본

연구는 미디어 기호의 상징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기 위해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을 기초로 수업 모형을 제작해 보고

자 한다.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 영역에 해당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비판적 해석과 동시에 의미 있는 창조 활동 두

가지를 모두 지향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을 지

향한다. 미디어의 제작 활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되고 이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으로 성장하여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미의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참여하

는 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해독’과 ‘참여’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그림 Ⅴ-1]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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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미디어 바라보기


3단계 : 미디어 내용 줄거리 쓰기


4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하기


5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6단계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


7단계 : 창조된 미디어 발표 및 피드백하기

[그림 Ⅴ-1]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

1) 1단계 : 미디어 이해하기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하여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을 익히는 단계이다.

안정임 ․전경란은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의 역사와 구조 등에 대한 교육도 미디어 리터

러시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안정임․전경란, 1999,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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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역사, 미디어 산업, 일상 생활에서 선호했던 다양한 미디어(텔

레비전, 신문, 인터넷, 광고, SNS 등)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미디어

의 특성 및 미디어 본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인다.

(1)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 발표

드라마․영화․만화․영화 등 최근에 감상한 미디어 중에 가장 좋아

하는 미디어는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 삶속에서 깊숙히 자리 잡고 있음을 인지한다.

(2)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는 어떻게 발달해 왔으면 미디어의 기술 발달은 미디어 콘텐츠

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 무엇을 하며, 그들은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가,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

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윤을 얻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미

디어 콘텐츠에 반영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미디어의

역사, 산업, 집단,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3) 매스미디어 이론

본 수업은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고 있다. 텔레비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뉴스의 의미 작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텔레비전 뉴스가 어

떻게 선택되어지는 지를 설명하는 ‘게이트키핑’ 개념과 뉴스 보도틀에 의

해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서 ‘프레이밍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 2단계 : 미디어 바라보기

Greimas의 표층구조를 통한 외연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표층구

조는 미디어의 비주얼적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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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미디어 감상하기

뉴스진행자의 표정은 어떠한가, 뉴스진행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특징

은 어떠한가, 시․청각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도되는 장

소는 어디인가, 카메라의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 뉴스 화면을 흥

미를 갖고 본다. 영상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므로 집중하여 감상한다.

(2) 외연 의미 파악하기

영상의 비주얼적 이미지 특징을 기록한다.

(3) 영상의 느낌을 발표하기

미디어 텍스트를 보고 시각적․청각적 느낌을 발표하도록 하여 감상

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한다.

3) 3단계 : 미디어 내용 줄거리 쓰기

Greimas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함축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계

이다.

(1) 텔레비전 뉴스 언어 기호 체계 알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시․

청각적 이미지가 결합하여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

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2) 뉴스의 언어 기사 받아쓰기

뉴스진행자․기자․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받아쓰기 함으로써 스토

리의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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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사구조 파악하기

언어 기사와 함께 동시에 나오는 시․청각 화면을 자세히 묘사하여

본다. ‘숏’화면을 통해 몇 개의 서사구조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지 파

악하고 서사구조를 발표해본다.

4) 4단계 : 미디어 내용 해체 및 분석하기

Greimas의 심층구조 분석 단계로서 뉴스 텍스트에 담겨진 새로운 의

미를 뉴스의 기호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

기를 알아내는 과정으로 본 수업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미디

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가 어떤 것을 재

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한다. 즉 뉴

스 텍스트의 의미와 내용에 연관되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맥락을 읽어

내는 것을 말한다.

(1) 메시지의 사실성 검토하기

뉴스의 사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근거는 적절하였는지, 근거

자료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2) 메시지에서 추구하는 의미 찾기

뉴스 텍스트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에서 재현되는 가

치와 관점은 무엇인가, 배제되는 가치와 관점은 무엇인가, 누가 이 뉴스

를 만들었는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3) 카메라의 숏과 앵글 확인하기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가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고 카메

라의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뉴스의 시각적 화면을

분석해본다. 같은 상황을 다른 거리와 다른 각도로 촬영하였다면 어떤

분위기와 어떤 내용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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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미디어 검색하기

뉴스에서 다루고있는 내용이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등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비교한다.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

인지 파악한다.

5) 5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학생들은 해체 및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통

해 나의 생각들을 피드백 해본다.

(1) 새로쓴 뉴스 발표하기

학생들의 경험이나 지식, 신문, 인터넷, 서적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의 원인, 과정, 결과, 앞으로의 전망

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작성하고 발표한다.

(2) 발표 후 토론하기

학생들은 새로쓴 뉴스의 내용은 적절했는지 발표를 경청한 후 토론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관점, 사회가 현상을 바라보는 관

점을 이해하며 자신의 관점도 보완․수정한다.

6) 6단계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

Buckingham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드시 ‘읽기’와 ‘쓰기’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수용자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쓰기’와 ‘제작’의 과정은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감정

적이고 주관적으로 빠져 드는 현상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볼 기회를 준

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p.139, 223).

앞의 단계들을 통하여 뉴스 콘텐츠에 어떤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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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숨어져 있는지 읽어내는 방법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계속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점이 반영된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비판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자신

들이 원하는 의미를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 기호 체계와 기호 작용 방식을 학생들 스스로의 경험

을 통하여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효

과적으로 함양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모의 제작하는 실연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파악하기

만들고자 하는 뉴스 텍스트를 통해 제작자는 수용자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인가를 고민한다. 미디어 제작자가 수용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서로 다른 수용자 집단에게 어떤 방식

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2) 미디어 편집 과정 검토하기

미디어 편집 과정에서 뉴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다.

(3)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다른 방법으로는 가르치기 어려운 미디어의 리

터러시 영역을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미디어 영역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훨씬 더 생

동감 있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촬영감독, 편집부장, 뉴스진행자, 기자, 촬영기자

등의 역할을 맡아서 뉴스 기사의 선택과 배열, 각 기사에서 전할 뉴스진

행자와 기자의 말, 말에 따른 필요한 화면에 대한 결정과 구성 등을 토

의․제작․편집․시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

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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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7) 7단계 : 창조된 미디어 발표 및 피드백하기

모둠별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단계로 학생들

은 다른 모둠들이 어떻게 발표하는가 경청한 후 잘못된 부분을 평가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방송 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

되는가를 알 수 있다.

(1) 제작한 뉴스 발표하기

모둠별로 제작 ․편집한 뉴스를 발표한다.

(2) 자기 평가

처음 계획한 대로 뉴스가 제작되지 못한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

을 파악한다. 교사는 만들어진 결과물뿐만 아니라 만들어 지는 과정을

성찰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수용자들의 논평 활동

뉴스를 시청한 수용자들은 잘 만들어진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

은 수정 및 지시하는 등 다양한 논평을 개진한다.

(4) 피드백하기

모둠별로 수용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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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 제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기본으로 6

차시로 구성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단원 선정 및 수업 설계

(1) 단원 :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2. 대중매체의 역할과 비판적

수용 자세

(2) 단원 선정 이유

현대 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다.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속에서 청소년들은 범람하는 미디어 정

보의 홍수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속에서 나에

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정보안에 숨겨진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찾

아내어 자신의 관점에서 지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자신의 목소

리로 미디어를 만들어 세상의 정보들을 주체적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절

실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미디

어를 분석해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찾아낼 것이다. 학생들

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보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

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미

디어를 제작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임을 새롭게 느낄 것이다.

미디어를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이 사회의 소중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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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의 향상

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 참여자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당한 주인으

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3)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수업 사례는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6차

시로 구성해 보았다.

① 1차시 : 미디어 이해하기

<1차시>는 미디어 이해라는 주제로 2006년 3월 26일 방송된 EBS 교

육방송 지식채널e [뉴스1 :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를 시청한 후 우리에

게 던지는 메시지를 감상한다.

뉴스가 된 사실과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을 통해 어떤 내용이 우리에

게 전달되고 어떤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같은 사실을 정

치․경제․사회․연예에서는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지 살펴본다.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뉴스 제작자의 뉴스 가치에 의

한 선택, 수용자의 요구와 고용주의 제재, 기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들로부터의 비공식적 영향력,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결

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살펴본다.

현실 사건을 선택․가공․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현실을 바라

보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는 프레이밍 이론을 살펴본다. 두 개념은 뉴스

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매스미디어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편집권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의식에 다르게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

② 2차시 : 미디어 이해하기

<2차시>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해보고 뉴스에 나타난 상징적 기호

인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도상적 기호인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하

여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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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을 제시하여 하나의

사진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

이 좋아하는 시사만화에서 글을 지운 그림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사진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빈칸에 채워본다. 일상 생활에서 연속하

여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표상하고 있는지 뉴스를

구성하여 본 후 다른 학생들의 활동과 자신의 활동을 비교해본다. 학생

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그림, 사진, 만화가 그것과 어울리는

말에 의해 어떻게 다른 현실을 나타낼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말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여

주고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결합된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 체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

라 뉴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구성체임을 학습하게 될 것이

다.

③ 3 ～ 4차시 : 미디어 바라보기․내용 줄거리 쓰기․해체 및

분석 하기․토론하기

<3차시>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 후 텔레비전 텍스트를 글로 옮기

는 활동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가 어떤 기호 체계로 구성되고 어

떻게 의미 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

다.

첫째, 뉴스 시청 후 표층구조를 통해 외연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으로

아나운서의 표정은 어떠한가?,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시각

적 화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뉴스에 사용되어진 말은 어떠한 특징

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둘째, 서사구조를 통해 함축의미를 분석하는 단계로 뉴스의 스토리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을 받아쓰기

해보고 시․청각적 이미지를 묘사해 보아 뉴스의 이야기 전개 구조를 파

악한다. 시․청각적 이미지가 ‘말’로 이루어진 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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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정보를 통해 보완해주는 부분을 찾아 확인하고 글로 재구성해

본다. 내가 작성한 글과 다른 학생들의 글을 비교해보고 생략되거나 잘

못 파악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다.

<4차시> 심층구조 분석은 텔레비전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

기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바르트의 의미 작용을 적용하여 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 분석을 통해 뉴스에 더하여진 제작자가 새롭게 부여한 의미

를 살펴본다. 이 뉴스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의를 끄는 특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다른 사

람들은 이 메시지를 나와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메시지에서 재

현되는 가치와 관점은 무엇이고 배제되는 관점은 무엇인지, 제작자가 전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약화시킨

현실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각시킨 것은 무

엇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에서는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

는지 등을 분석해본다.

뉴스에 나타난 정보원들의 신뢰성을 비교해보고, 뉴스진행자와 기자

의 ‘말’에 나타난 주장이나 진술에 편견은 없는지, 숨겨진 의미와 가정을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뉴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약화시킨 현실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각시킨 현실을 영상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

적이다. 군중의 숫자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조작하거나, 뉴스 촬

영에서 불가피하지 않는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함에도 사실성을 훼손시키

기 위하여 줌렌즈를 사용한다거나, 피사체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로우

(low)앵글과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하이(high) 앵글을 기준 없이 사용하

는 행위, 조명의 위치와 밝음에 따라 피사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조명 조작 행위, 전면 촬영이나 후면 촬영이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을

악용한 카메라 위치 조작, 시간상 순서의 조작, 공중 연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조작 등은 영상 편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에서 다루

고 있는 현상의 원인, 과정, 결과, 전망 등이 포함되도록 본인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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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건들의 배열을 다시하여 재구성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는

자기 회사의 이해 관계나 입장에 맞춰 사회 문제를 고정된 시각으로 보

도하거나 편향적인 취재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사를 분

석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기사를 서술했는지 반대의 관점도 다루고 있

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발표하여 자신

의 관점과 다른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관점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하는 훈련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텔레비전 뉴스에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현

실의 모습과 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이 주체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하고 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 같은 사

회 현상이나 사건의 대본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이해와 수용의 자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가 사건의 배열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학생들 스

스로 습득할 수 있다.

④ 5 ～ 6차시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발표 및 피드백 하기

<5 ～ 6차시> 텔레비전 뉴스를 실제로 제작해보는 시뮬레이션 학습

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1차시에서 4차시까지 학습한 뉴스의 특성, 기호

작용 방식, 매체 해독 및 분석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텔레비전 뉴스를 모의 제작하는 과정이

다.

모둠별로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만들어 본다. 각 모둠의 학생들

은 촬영감독,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 촬영기사의 역할을 맡는다. 각

조의 촬영감독,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 촬영기사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협동 수업이 이루어진다.

모둠별로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들 중에 무엇을 뉴스로

만들것인지 토론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별로 전문가 집단에 모

여 자기의 역할에 대해 숙지한다. 전문가집단의 토의가 끝나면 각 모둠

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조원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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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따라 뉴스를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고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하고 뉴스진행자의 안내로 방송을 촬영한다.

학생들이 각자 맡은 역할속에서 한편의 정해진 분량의 뉴스 프로그램

을 만들면서 이들은 어떤 뉴스를 정할 것인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

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말속에 주관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지, 촬영한 장면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면을 어떤 카메라

각도로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라는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에 대한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들어진 뉴스를 시청하면서 뉴스의 말과 영상 화면의 특징, 어느 부

분이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두드러졌는지 또는 의미가 축소되었는지, 뉴

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서 주관적 언어가 쓰였는지에 대해 꼼꼼히 기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뉴스에 대해 피드백한다. 학생들과 토론을 하거나

조별 블로그나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같은 SNS 등

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 한다.

2) <1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뉴스가 된 사실,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키핑’ 과정을 통해 선택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뉴스는 사건이나 현실의 일부를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임을 ‘프레임’의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

② 기능면

․텔레비전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등의 다른 미디어

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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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의 선택은 누가 정하는가?

* 미디어 편집에서 외부적 요인은 없었는가?

* 만들어진 뉴스 내용은 과연 객관적이며 공정한가?

* 보여지는 뉴스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③ 가치․태도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그대로 믿지 않는

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이 수업은 EBS교육방송 지식채널e의 [표 Ⅴ-2] <무엇이 뉴스가 되는

가?>를 시청한 후 뉴스가 게이트키퍼들의 선택․배제 과정에서 현실을

구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지식채널e는 짧은 상영시간을 갖

는 EBS의 시사다큐프로그램으로 내용면에서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다양

한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고발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어떤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모범답안을 제시하지 않으

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구성주의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는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른 미디어가 특정 관점이나 가치관이 전부

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차별성이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5분간의 짧은 상영 시간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압축적

이고 간결한 자막 제시, 강렬하나 배경화면과 긴장감을 주는 음악의 리

듬 등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증폭시키면서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이경수, 2011, p4). 학생들은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를 감상

한 후 이야기의 줄거리를 써 본다. 학생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의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해 본다. 뉴스에 방영된 <킹

콩>이야기가 사회․경제․연예․문화․정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표 Ⅴ-1]와 같은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표 Ⅴ-1] 게이트키핑과 핵심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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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되지 못한 사실은 왜 그런가?

* 뉴스는 누구의 편에서 편집되는가?

* 뉴스가 왜곡되는 경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영상 :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자막>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게이트키핑(Gatekeeping)

미국 뉴스에 거대 괴수 출현

민간인 여성 1명 납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대 괴수가 출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괴수가 민간인

여성 1명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자막> 괴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도주

공군 1개 편대 사살 명령 받고 출동중

<기자> 기자 괴수가 지상군의 공격을 피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을 오르고 있습니다. 괴수는 납치한 민간인 여성을 방패로

삼아 공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괴수 공군과 교전중

납치 여성 구조 요청

<기자> 괴수가 전투기와 교전 중인 틈을 타 납치된 여성이 전투기

[표 Ⅴ-2]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 85 -

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계속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막> 공군 괴수 사살

납치 여성 생존한 것으로 추청

<기자> 납치된 여성이 괴수를 유인한 틈을 타 전투기가 괴수를 사

살했습니다. 괴수는 수십 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 빌딩 아래

로 떨어졌습니다.

<자막> 뉴욕 괴수 출현 사태 상황 종료

납치 여성 신원 확인중

<기자> 괴수 출현 사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괴수에게 납치됐던 민

간인 여성은 생존중이며 현재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

다. 이상으로 속보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9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사회〕 재산 피해액 뉴욕시 추산 2천억원. 각국에서 구호

물품 러시

〔경제〕 괴수를 잠재운 k시 전투기 차기 국내 도입 검토중

〔연예〕 괴수를 유인한 금발의 매혹녀는 누구?

〔문화〕 괴수의 모험을 담은 자서전 출간될까?

출판계는 지금 괴수의 여인으로 들썩

〔정치〕 백악관은 괴수 난동이 알카에다의 테러일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음

<자막> 뉴스가 된 사실

그리고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들

<여주인공> It's beautiful.

<자막>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게이트 키핑 : 뉴스미디어 조직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

은 뉴스결정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과정을 ‘게이

트키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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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디

어

이

해

하

기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뉴스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라고 생각되는가?의

주제를 던지며 학생

들에게 흥미유발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호기

심을 갖고 경청

한다.

▶학생들은 집중

한다.

▶교사

는 학

습목표

를 판

서한다.

전

개

▶동영상

감상

EBS

지식채널 e

<무엇이 뉴

스가 되는

가?>

▶‘게이트키

핑’ 개념 이

해

▶ ‘ 프 레 이

밍’ 개념 이

▶뉴스를 어떻게 바

라볼 것인가에 주안

점을 두고 감상할 것

을 강조한다.

▶감상한 내용의 줄

거리를 자세히 써 보

도록 한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연예면 기사

에서는 ‘킹콩’ 영화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각각 정리해보도록

하며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설명한다.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

▶학생들은 영상

을 집중하여 감

상한다

▶감상한 내용의

줄거리를 육하원

칙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연

예면에서 바라본

내용을 정리하며

본인은 ‘킹콩’영화

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기록

한다.

▶같은 내용이

다르게 방송된

▶학생

들이

다양한

시각에

서 사

실들을

해석할

수 있

음을

인지하

도록

지도한

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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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설명한다.

▶다른 관점에서 촬

영된 사진을 보여주

며 ‘프레이밍’개념을

설명한다.

뉴스를 MBC,

KBS, SBS,YTN,

JTBC, MBN

,TV조선 등의 예

를 들어 발표한

다.

▶같은 사실이

라도 이미지에

따라 다른 내용

이 전달될 수 있

음을 깨닫는다.

정

리

▶ 학습

내용정리

▶뉴스는 현실을 구

성한 것임을 강조한

다.

▶차시 예고 한다.

▶뉴스가 선택되

어지는 것임을

안다.

3) <2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텔레비전의 언어가 상징적 기호인 말과 도상적 기호인 시․청

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안다.

② 기능면

․시각적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텔레비전 뉴스의 들려지는 말과 보여지는 시․청각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숨은 의미를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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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이미지】 두 가지 관점

왼쪽 그림은 담배 피는 아저씨

또는 예쁜 여자의 얼굴로 보인다.

그림A 그림 B

그림A와 그림B는 같은 그림이다. 하지만 그림B는 그림A를 180도

회전시킨 그림인데 훨씬 젊고 표정이 밝아보인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2차시> 수업은 텔레비전 뉴스의 말과 시각적 이미지가 더해져서 의

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먼저 도상적 기호

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음을 [그림 Ⅴ-2], [그림 Ⅴ-3]

과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그림 Ⅴ-2]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그림 Ⅴ-3]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보이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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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만화의 글을 지워서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여 같은 이미지라도

말에 따라 다른 의미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림 Ⅴ-4]은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화하고자 하는 행위를 풍자한 6컷 만화이다. 만화

의 글을 지운 후 학생들에게 그림만 제시하여 글을 채워보게 한다. 같은

이미지라도 다른 의미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글을

채움으로써 그림의 의미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림 Ⅴ-4] 독도 사랑 만화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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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디

어

이

해

하

기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보는 시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사

진을 제시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신

기한 듯이 이미

지에 집중한다.

▶교사

는 학

습 목

표 판

서한

다.

전

개

▶텔레비전

뉴스 감상

▶텔레비전 뉴스는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시․청각 이미

지가 결합하여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한다

는 것을 설명한다.

▶뉴스 감상 후 말에

의해 시․청각 이미

지를 보완하는 부분

은 어디인지 이미지

가 말의 의미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부분

은 어디인가 찾아보

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

사의 말에 경청

한다.

▶이미지에 의

해 의미가 더해

지는 부분을 찾

고 말에 의해 의

미가 더해지는

부분을 찾아 말

과 이미지가 결

합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다른

학생들

이 발

표하는

내용을

통해

같은

이미지

라도

교사는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하는 사진을 배

부한다. 사진의 배열과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다른 말들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 파악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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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의

의미 작용

▶ 말이 채워지지 않

은 시사만화 그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빈칸을 채우도록 한

다.

▶ 우리 학교에서 있

었던 사실을 주제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

하고 이야기를 꾸며

보도록 한다.

▶시사만화의 그

림을 보면서 어

떤 이야기일까를

상상하여 빈칸을

채운다.

▶학생들은 사진

을 이해하는 정

도에 의해 또는

사진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다

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양한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

다는

것을

인식하

도록

지도한

다.

정

리

▶학습

내용 정리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의 말과 이미지

의 결합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차시를 예고한다.

▶말에 의해 또

는 이미지에 의

해 본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

미와 정보가 수

용자에게 전달된

다는 것을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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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텔레비전 뉴스의 표층구조 ․서사구조 ․심층구조 파

악하기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표층구조․서사구조․심층구조가 무엇인지 안다.

② 기능면

․텔레비전 뉴스를 표층구조․서사구조․심층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현실을 구성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갖는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미디어 바라보기 단계로 말과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감상할 뉴스의 ‘숏(shot)’ 단위로 자른 사진과

학습지를 모둠별로 나누어준다.

학생들은 뉴스의 언어 기사 부분만 들은 후 음성 언어인 말을 받아쓰

기한다. 받아쓰기한 후 영상과 함께 뉴스 전체를 감상한다. 음성을 듣기

만 했을 때의 뉴스 이해 정도와 영상 화면을 같이 시청했을 경우의 뉴스

이해 정도를 비교한다.

영상 화면의 사진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어떠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

는지 시․청각 이미지의 의미를 정리한다. 말과 영상이 어떻게 상호 연

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에 의해 영상이 강조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있는

지 모둠별로 토론한다. 말과 시․청각 이미지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표 Ⅴ-3]와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찾아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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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 뉴스 분석 시 유념할 질문들

뉴스 내용의

사실성과 중립성

▶ 뉴스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가?

▶ 뉴스진행자의 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뉴스진행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

거자료는 적절한가?

▶ 뉴스진행자의 말에서 감정적․주관적

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가?

▶ 뉴스의 배열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

여되고 있는가?

▶ 한쪽에 유리하도록 보도 내용의 길이

와 깊이를 차별화하여 말하고 있지 않

은가?

영상 화면의 공정성

▶ 카메라의 ‘숏’과 ‘앵글’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고 있는가?

▶ 뉴스 진행자의 얼굴 표정이 주제에 따

라서 달라지는가?

▶ 특정인과 단체에 유리하게 화면을 배

정하고 있지 않은가?

▶ 특정인과 단체에 유리하도록 영상을

편집하는지 않았는가?

▶ 화면 배열에 의해 내용이 더욱 강조되

는 부분이 있는가?

▶ 영상과 말을 통해 뉴스 제작자가 나타

내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표 Ⅴ-3] 뉴스 분석시 유념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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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의 균형성

▶ 인터뷰 대상자가 한쪽 의견에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주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

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두 명이상을

활용해 삼각 확인을 하고 있는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기장, 부기장 2명 사망

[뉴스진행자]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민간헬기 한 대가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과 부기장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오늘 아침 8시 54분, LG 전자 소속 8인승 헬기가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

터 21층까지, 유리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미디어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인터넷,

신문, 잡지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발표 시간을 통해 다른 모둠의 발표 내

용을 경청한다. 우리 모둠이 잘못 인지한 부분과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

한 부분을 모둠별 토론을 통해 수정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과 영

상언어가 어떻게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지, 뉴스 제작자에 의

해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중에 강요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뉴스를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Ⅴ-4]는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에 민간 헬기가 충돌한 사건을 보

도한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내용이다.

[표 Ⅴ-4]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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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추락한 헬

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

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 "119죠? 아이파크 102동에 헬리콥터가 부딪치고 떨어졌어

요."

(102동에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부딪혀서 떨어졌다고!"

(금방 갈게요!)

[기자]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와 동시에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

다.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목격자]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느낌이..."

[기자]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3백여명이 투입돼, 7시간 만에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사고헬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LG전자 임원

진을 태우려고 잠실 헬기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표현’ 또는

‘언어적 재현’, 과 ‘영상 표현’ 또는 ‘영상적 재현’의 두 범주로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언어 기사의 가장 중요한 기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동 아

이파크’, ‘헬기 충돌’, ‘사망’이다. 언어 기사 속에서 ‘삼성동 아이파크’의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다 . 기자의 말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로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의 기의적 의

미를 확대하고 있다. 이 건물의 기의는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라는 기

의와 만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부’의 기의와 붙게 되면서 ‘한

국의 경제 번영의 상징이자 한국 부의 중심’이라는 기의가 완성되게 된

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확대된 기의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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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영 상 언어 기사

숏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민간헬기 한 대가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과 부기장 2명

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숏2

오늘 아침 8시 54분, LG 전자 소속

8인승 헬기가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터

21층까지, 유리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는 과정을 보여준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터 21층까지, 유리

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아래로 추락’, ‘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추락한 헬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

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등의 기호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의 중심이었던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가 짧은 시간에 헬기와 충돌하

여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다양

한 기호들로 강조하여 기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더불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친 ‘산산조

각’, ‘아수라장’과 같은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표 Ⅴ-5]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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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숏3
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숏4

추락한 헬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

을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숏5

"119죠? 아이파크 102동에 헬리콥터

가 부딪치고 떨어졌어요."

(102동에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부딪혀서 떨

어졌다고!"

(금방 갈게요!)

숏6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숨졌습니다.

숏7
사고와 동시에 일대는 순간 아수라

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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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8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했

습니다.

숏9

[목격자]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느낌이..."

숏

10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3백여명

이 투입돼, 7시간 만에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숏

11

사고헬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LG

전자 임원진을 태우려고 잠실 헬기

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언어 기사는 [표 Ⅴ-5]와 같이 중요한 11개의 영상화

면 ‘숏’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서사구조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위치와 높이

로 강조하면서 건물이 지니는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서사

구조는 이러한 건물이 헬기의 충돌로 인해 기장과 부기장은 사망하고 주

민들은 놀라 긴급 대피하는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세 번째 서사구조는

사고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숏1’에서는 진행자의 귄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미디엄숏(medium

shot)으로 촬영하여 뉴스의 신뢰성을 강조한다. 뉴스진행자의 뒤의 배경

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 당시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시청자들에게 정보



- 99 -

를 제공해주고 있다. 얼마나 충돌했는지 말을 통해 상상하던 것을 영상

을 통해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첫 번째 서사구조 속에 나타나는 영상화

면의 가장 큰 의미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위용과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상징성이다. ‘숏2’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건물의 위치를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조망하는 ‘부감숏(high angle shot)’로 처리함으로써 건물이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숏11’은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의 높이를 ‘양각숏’(low angle shot)로 구

성하여, 이 건물의 높이와 위엄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이

건물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함으로써 건물이 지닌 위압, 선망,

복종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서사구조는 건물이 헬기의 충돌로 인해 심하게 붕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숏3’은 외벽과 창틀이 심하게 부서져내린 모습, ‘숏5’도

추락한 헬기를 클로즈업 화면으로 처리하여 헬기가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숏6’의 기표 ‘들것’은 ‘기장과 부기장의 죽음’이라는 기의를 강조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숏4’ ‘숏7’은 추락한 헬기를 ‘롱숏’(long shot)으로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어수선한 상황을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숏8’은 사람들을 ‘웨이스트숏’(waist shot)으로 촬영하여 사람들의 경

직된 얼굴 표정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숏9’는 인터뷰 대상자의 배경 화면을 통해 민간 헬기가 LG전자 것임

을 화면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사운드바이트(sound-bite, 인터

뷰 컷)도 짧고 전체적으로 숏의 화면전환이 빨라 사건이 긴박함을 더하

는 경성 뉴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서사구조는 헬기가 LG임직원을 태우기위해 출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영상화면 ‘숏11’과 긴밀한 연관성은 없지만 빠른 숏의 이동으로

시청자의 눈을 미디어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세 번째 서사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사

고의 원인이 LG임원진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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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 [8분간의 미스테리]

[뉴스진행자]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안갯속에 있습니다. 박소연, 이가혁 기자가 헬

기 사고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인근주민 : 하늘에서 진짜 뭐가 확 떨어지는 소리, 굉음소리가 났어요.

상당히 놀랐죠.]

[박원순/서울시장 : 고층 건물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이번 사고는 아주

아찔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라고 보고요.]

[기자]지난 16일,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뒤흔든 참사.

헬기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돌진한 사상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헬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아파트와 충돌할 때까지 8분의 시간을 재

구성해봤습니다.

16일 오전 8시 46분, LG전자 소속 HL 9294호는 김포공항을 이륙해 잠

실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면 되는 비교적 쉬운 경로였습니다.

헬기를 모는 기장과 부기장은 공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베테랑

조종사.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헬기는 경로를 벗어나 착륙장과 1km 이상 떨

어진 아파트 북서쪽에 충돌했습니다.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뉴스 제작자의 숨은 의도를 이러한 단어를

통해 유추하여 사건의 원인을 읽어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학생들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미디어의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파악

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에서 방송한 내용을 학생

들이 검색함으로써 확실히 할 수 있다. [표 Ⅴ-6]와 같이 학생들은 동일

한 사건이 미디어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6] 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의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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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재진은 미국 항공우주학회 석학 회원인 건국대 정성남 교수와

함께 충돌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 교수가 주목한 건 아파트 벽면의 파손 형태.

정 교수는 조종사들이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급

상승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

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선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급작스럽게 나타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급상승 비행을 마

지막 순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먼저 23, 24층을 스치

듯 지나가고 25, 26층을 통과해 거의 26층에 박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같은 추측은 헬기 프로펠러와 랜딩 기어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정

되는 위치와도 들어맞습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날개가 집중적으로 한

부위를 타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칼날이 지나간 듯한 파손 흔

적이 보이는데 앞 랜딩기어가 여기 부딪힌 흔적, 뒤쪽에 메인 랜딩기어

가 벽면에 접촉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런 긴급 기동이 이뤄진 주 원인은 물론 안개입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국부적으로 강한 안개

가 그 주변에 끼어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JTBC가 입수한 아이파크 인근 건물 옥상의 CCTV를 보면 사고 당일의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안개가 걷힌 뒤 선

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무역센터빌딩은 사고 순간엔 짙은 안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짙은 안갯속을 날다 갑자기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막판에 급상승을 시도하면서 아파트와 정면 충돌을 피

한 덕분에 그나마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충격량 자체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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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다소 적었던 것도 마지막 순간

에 조종사의 노력,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대변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

다.]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 조종사들이 왜 착륙 예정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뉴스진행자]사건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조종사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한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면한 것

같군요.

[기자]전문가와 분석해보니 사고 헬기는 시속 200km 정도로 날아온 걸

로 추정됩니다.

만약 정면 충돌 했다면 아파트 주민도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진행자]그런데 대통령 전용기까지 담당했던 베테랑 기장이 왜 이렇

게 무리한 운항을 한 걸까요?

[기자]그게 결국 핵심 의문인데요.

우리의 헬기 운행, 특히 기업 헬기 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헬기를 조종한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

정규 근무일도 아니었습니다.

[고 박인규 기장 지인/사고 직후 : 오늘 노는 날이야. 근무날은 월, 금이

야. 왜 나가 인규가.]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헬기의 랜딩기어.

짙은 안갯속에서도 착륙을 마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출발 시점으로 되돌아가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

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잠실 헬기장의 비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50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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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포공항을 출발한 건 오전 8시 46분, 예정보다 지연된 겁니다.

출발 전부터 잠실 헬기장과 LG 측 사이에 안개 상황 등에 대한 통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실헬기장 안전관리요원 : 8시에서 8시 반쯤? 이런 상태에서 (착륙)

곤란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기장하고 통화했는지 운항담당자하고 통화했

는지.]

헬기장 주변의 짙은 안개 상황이 전달됐고, 이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헬기장에 임원들이 도착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국 기장은 헬기

를 띄웠습니다. 안갯속 비행은 얼마나 위험할까. 당시 기상에 맞춰 모의

비행을 해봤습니다.

출발 직후 시정거리는 1km. 지상에선 활주로가 보이지만 이륙을 하자

곧 시야를 뿌예집니다.

[김종필/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기장 : 밑에 있는 지형 지물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계 상태입니다.]

시정거리 800m로 추정된 서울 강남 쪽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

니다.

착륙지인 잠실 헬기장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기장 : 실제 비행 상황이었을 때는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거의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지형이 아

니면.]

우선 기장이 잠실 헬기장을 약 2km를 남긴 상태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쪽은 비행금지구역이어서 남쪽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기가 잠실 착륙장 부근까지 비행했다가 착륙이 어렵자 선회했을 가능

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헬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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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헬기장 안전관리요원 : 소리가 나니까 여기(사무실) 있다가 저기

(밖으로) 갔다는 것이지.]

이 정도면 상당히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명진/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 헬리곱터가 여기에 (착륙을)

시도했다가 되돌아서 갔다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헬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다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악천후에서도 착륙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말

합니다.

바로 추락한 헬기의 랜딩기어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접혀진 랜딩기어가 사고 충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

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현직 조종사 A씨/(경력 30년 이상) : 착륙 준비하려고 가까이 가다 잘

안보이고. 그때는 랜딩기어를 올리는 것보다 빨리 거기를 피해 다른 데

로 기수를 돌려 나간다.]

결국 착륙이 어려운 안개 상황에서 LG 측은 최종적으로 기장의 결정이

라고 주장합니다.

[남상건/LG전자 부사장 : 운항에 대해서는 기장이 판단합니다.]

기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 조종사들은 기장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현직 조종사 A씨/(경력 30년 이상) : 대기업에 고용된 조종사로서 임원

들이 가자고 했을 때 과연 쉽게 떨쳐 버릴 수 있겠느냐.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밑에서 VIP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공중에서 휭 소리밖에

안 들리면 밑에서 봤을 땐 "저 OO이 시도도 안 해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

사후 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건, 위험한 상황에선 헬기가 뜨고 내리지 못

하도록 하는 초보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우린 아직 그것조차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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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텔

레비전 뉴스를 감상

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내

가 보는 텔레비

전 뉴스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달될 수 있다

는 것을 깨닫

는다.

▶교사

는 학

습 목

표를

판서한

다.

전

개

▶뉴스 감

상 후 줄거

리쓰기

▶뉴스 ‘숏’ 사진과

학습지를 나누어준다.

▶뉴스의 말에 해당

하는 부분만 음성으

로 들려주고 뉴스의

언어기사를 받아쓰도

록 한다.

▶사진을 통해

사건을 상상한다.

▶음성 언어를

학습지에 받아쓴

다.

이 뉴스는 LG직원의 말을 인용하여 안개라는 기상 악화속에서도 무

리한 운항을 한 것을 기장의 판단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고

용된 조종사로서 임원들이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음을 현직

조종사의 말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 대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짙은 안개속에서도 대기업의 임원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고용된

조종사의 구조적 문제, 갑과 을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학생들은 우리 모둠이 매체 해독․분석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 후 우리 모둠이 잘못 분석한 내용을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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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어

바

라

보

기

미

디

어

줄

거

리

쓰

기

미

디

어

해

독

․

분

전

개

▶화면을 같이 보여

주고 내가 들으면서

상상한 것과 어떤 점

이 다른지 기록하도

록 한다.

▶학습지에 사진

을 배열하고 말

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파악

한다.

▶뉴스

안에는

제작자

의 숨

은 의

도가

내재되

어 있

음을

인식

한다.

▶표층구조

분석

▶서사구조

분석

▶심층구조

분석

▶영상의 비주얼 이

미지인 표층구조를

통해 외연의미를 분

석하게 한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

물은 누구인가?

-이미지와 기호는 무

엇인가?

▶서사구조를 통해

함축의미를 분석한다.

-뉴스 스토리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뉴스에 사용된 문구

는 어떤 것들이 있

는가?

-기호들은 어떠한 기

의들을 나타내는가?

▶심층구조를 파악하

여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어느 편에서 뉴스를

만들었는가?

▶보여지는 비주

얼의 이미지를

정리한다.

▶이야기를 육하

원칙에 의해 분

석해본다.

▶뉴스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이

야기의 배열, 영

상의 특징, 외부

적 요인 등에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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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토

론

하

기

-주의를 끄는 카메라

기법은 무엇인가?

-재현되는 가치와 관

점은 무엇인가?

▶인터

넷이

가능한

컴퓨

터실

▶다른

미디어와

비교

▶다른 미디어와 내

용을 비교하도록 한

다.

▶미디어 간의

관점의 차이

를 분석한다.

▶모둠별

발표 및

토론

▶뉴스를 평가한 내

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도록 한다.

▶발표 내용을

듣고 토론을 거

쳐 나의 관점을

수정․보완한다.

정

리

▶학습내용

정리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에 숨은 이데올

로기가 있음을 강조

한다.

▶ 차시를 예고 한다.

▶뉴스에는 이데

올로기와 가치가

내재한다는 것을

안다.

▶경청한다.

5) <5～6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뉴스 제작 및 표현 활동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뉴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뉴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뉴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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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면

․뉴스를 다양한 기호 및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할 있

다.

․캠코더를 통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관점에서 창의

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는다.

․적극적인 미디어 참여자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주체임을 인식한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텔레비전 뉴스 제작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들을 선택하고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회 현

상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뉴스 제작 및 표현 활동은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① 뉴스 주제 및 방향 선정

모둠별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들 중에 무엇을 뉴스로

만들것인지 토론한다. 주제는 사회 현상, 가치관 및 신념이 표현되는 주

제를 선정한다.

② 전문가 집단 회의

모둠별로 학생들은 각각 촬영감독, 촬영기자,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

행자로 역할을 맡는다. 각 모둠의 촬영감독, 촬영기자,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협동수업이 이루

어진다.

학생들은 본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 모여 무엇을 할 것

인지 논의한다. 전문가 집단의 토의가 끝나면 각 조로 돌아가 각자의 역

할에 대해 모둠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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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작 계획서>

모둠명 모둠 구성원

주제

사용할

주요

기호

이야기

역할

분담

촬영감독 :

촬영기자 :

기자 :

뉴스진행자 :

편집부장 :

③ 뉴스 제작 계획

각자 맡은 역할을 인식하고 뉴스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표 Ⅴ-7]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표 Ⅴ-7] 뉴스 제작 계획서

④ 콘티 작성

주제에 맞게 뉴스 제작하기 위해 작업의 설계도인 콘티를 작성한다.

콘티는 뉴스 제작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표 Ⅴ-8]와

같이 숏, 대본, 효과음, 화면 구성, 문구, 시간 배정, 인터뷰 대상자, 자막

처리 등 자세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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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주제

뉴스 헤드라인

숏 번호 언어 기사 영상 화면 자막 음향 유의점

[표 Ⅴ-8] 작업 설계도

⑤ 촬영 및 제작

콘티를 작성한 것에 기반하여 촬영 계획서에 따라서 뉴스 촬영 및 제

작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뉴스를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

을 찾아가 촬영하고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뉴스 제작을 위한 장비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작 관행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이 각자 맡은 역할속에서 한편의 정해진 분량의 뉴스 프로그램

을 만들면서 이들은 어떤 뉴스를 정할 것인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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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관점
점

수

평가

근거

뉴스내용

뉴스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

는가?

뉴스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말속에 주관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지, 촬영한 장면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면을 어떤 카메라

각도로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라는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에 대한 과정을 익힌다.

1차적으로 뉴스 제작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조별로 만들어진 뉴스

를 편집한다. 편집과정은 미디어가 내용의 재배열과 불필요한 부분을 자

르는(cropping)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가 재구성 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있다. 편집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뉴스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의

도한 결과물을 얻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

하다.

⑥ 발표 및 평가적 토론

학생들은 만들어진 뉴스를 시뮬레이션한다. 이는 뉴스를 발표하는 과

정을 통해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가치 등을 제대로 담아내었는지 반성

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 제작 계획서대로 뉴스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완성된 뉴스가

제작 계획서에 비추어보아 달라졌다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최종결과물

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 대해 모둠별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둠의 뉴스제작 발표 시간이 끝나면 다른 모둠의 뉴스 제작 발

표를 경청한 후 [표 Ⅴ-9]의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본다.

[표 Ⅴ-9] 뉴스 제작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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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의 배열은 적절한가?

뉴스진행자의 단어 구성은 중립적이고 공

정한가?

근거자료

근거 자료가 뉴스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다양한 의견을 갖은 인터뷰 대상자를 선

정하였는가?

영상화면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이 사실을 변형시키

지 않고 있는가?

영상의 길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배

분되지 않았는가?

특정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의 조

작을 과장하지 않았는가?

활동내용
준비 모둠원이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하

고 서로 협동하였는가?

단 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새

도

입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확인

▶전시 학습 확인한

다.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전시 학습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및

학습과정을 이해

이러한 단계는 자신들이 의도한 신념, 가치관이 뉴스라는 텍스트를

통해 재현되는 과정이다. 미디어 생산자이며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자신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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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미

디

어

창

조

하

기

․

발

표

․

피

드

백

하

기

한다.

전

개

▶뉴스 주

제 및 방향

설정

▶모둠별로 제작할

뉴스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뉴스의 목적, 대상

▶모둠별로 어떤

사건을 주제로

할 것인지 토론

한다.

▶소집

단 협

동 수

업이

잘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전문가

집단 구성

및 회의

▶모둠별 역할 분담

을 조직하고 같은 역

할을 맡은 구성원끼

리 토의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끼

리 모여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뉴스 제

작 계획

▶뉴스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에

서 숙지한 역할

을 바탕으로 계

획한다.

▶콘티

작성

▶모둠별로 제작할

콘티를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숏

- 뉴스의 언어 기사

- 효과음

- 자막처리

▶모둠별로 토론

과정을 통해 제

작할 뉴스의 콘

티를 짠다.

▶촬영 및

제작

▶뉴스의 제작․편집

과정을 설명한다.

▶계획대로 뉴스

제작 및 편집한

다.

▶발표 및

피드백

▶모둠별로 제작한

뉴스를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제작

한 뉴스를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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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를 학생들에

게 배부한다.

▶다른 모둠의

작품을 평가지에

평가한다.

▶모둠별

평가

▶모둠별로 다른 사

람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정적 평가 내용

에 대해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 모둠별로 다

른 사람들의 평

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토론한

다.

▶계획대로 뉴스

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

해 토론한다.

정

리

▶정리

▶차시예고

▶학생들의 미진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

고 활동에 대해 총평

한다.

▶차시를 예고한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에

대하여 반성한다.

▶차시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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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부른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면 바보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꼬집은 말일 것이

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퇴근 후에 쇼파에 누워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다양한 텔

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미

디어로부터 수집하고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다. 미디어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구성해주며

우리의 사고와 행위 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주로 재미나 흥미를 얻기 위해 이용하며

미디어 자체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

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관심

을 갖아야 한다. 즉,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

락에서 구성되었는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현실을 표상하

는지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과 수업 모형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학습 영역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이 지향하고자 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

체계 미디어 접근법이 주로 다루고있는 ‘이데올로기’, ‘미디어 해독’, ‘기

호학’,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적 대중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

터러시 패러다임을 예방적 접근법, 대중 문화적 접근법, 학습 도구적 접

근법,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의 접근법으로 나누어 시대 흐름에 따라 살

펴보았다.

미디어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숨은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분석

적․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자들이 미디어 제작을 통해 창의적 사고

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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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리터러시 접근법에 입각한 수업 모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사회과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

며,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력․탐구력․비

판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우리 삶을 소

재로 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

적 사고와 같은 고급사고력의 향상이 가능하므로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공신력 있고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

에서 뉴스가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있다는 인식하에 텔레비전 뉴스를 중

심으로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는 ‘언어 기사인

말’과 ‘영상 화면인 시․청각 이미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텔레비전

뉴스를 예로 제시하여 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

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뉴스를 예로 제시하여 뉴스

의 배열 순서, 뉴스 보도 내용,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 언어 기사의 주관

성, 취재원의 균형성 등을 중심으로 뉴스 보도틀(프레이밍)에 의해 만들

어진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학습한 후 미디어 리

터러시를 위한 수업 설계를 7단계로 구성하였다.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 후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였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알고 의미 작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

다. 뉴스를 해독․분석함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

으로 기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제작 활동을 통해 뉴

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지식․촬영 기법 등의 기능․자신의 관점에

서의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미디

어 제작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갖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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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읽기’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쓰

기’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고급사고력 함양에 기여한다.

다섯째, 수업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 것이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 강조한다. 학생들은 ‘미디어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물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디어가 전

달하는 언어적․상징적 표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거대 자본뿐만 아니라 권력에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디어는 힘 있는 세력의 영향력에 굴절되어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

어의 속성을 파악하여 뉴스가 된 사실이 아니라 뉴스가 되지 못한 많은

진실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디어 홍수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세상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것

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 체계를 분석하여 의미 생성 과정을 통해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교육적 의의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 모형을 학습한 학생들이 훨씬 비판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

회과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의 교육적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

다.





- 119 -

참 고 문 헌

KBS․MBC․SBS․JTBC․TV조선․YTN 뉴스.

교학사(2012).『사회․문화』.

금성출판사(2012). 『사회․문화』.

천재교육(2012).『사회․문화』.

강준만(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김기태 외(2005). 『학교로 간 미디어』. 다할미디어.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

판부.

김양은(2009). 『디지털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영순 외(2004). 『미디어교육과 사귐』. 연극과 인간.

김영순(2005). 『미디어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김영순 외(2006). 『미디어교육과 교육과정』.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우룡(2002).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데이비드 버킹엄(2003) 저․기선정․김아미 역(2004). 『미디어 교

육』. jNBook.

류희림(2007). 『우리는 뉴스에 속고 있다』. 글나래.

마샬 맥루한 저 ․박정규 역(1997).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문혜성 외(2006). 『미디어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정순(2009). 『대중매체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선기(2003).『텔레비전 영상 기호학』. 미디어24.

백승국(2004).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미디어.

안경임․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양영철(2009). 『TV뉴스의 이해』. 한림대학교출판부.

원용진(2010). 『새로쓴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 120 -

정현선(2007).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9). 『미디어의 이해』. 한국전파

진흥원.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2009). 『미디어의 활용』. 한국전파

진흥원.

김복영(2002). 「사회과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회과

교육』제41권 4호.

김영순․박지선(2004).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김태환(2000). 「국어과 텔레비전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

학교.

박길자․이미식(2002). 「영화 텍스트 읽기와 사회과 수업」. 『시민

교육연구』제34권 2호.

박길자(2003). 「사회과 수업에서 미디어 읽기를 통한 의미구성 과정

에 대한 이론적 논의」.『사회과교육연구』제10권 2호.

박길자(2004). 「‘왕따 동영상’에서 나타난 미디어 담론 분석」.『청소

년학연구』제11권 1호.

박길자(2004). 「사회과 교수․학습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모형 설

정과 실제」.『사회과교육』제43권 3호.

박길자(2004). 「광고 읽기와 제작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열린교

육연구』.

박길자(2006). 「초등사회과교육에서 대중 문화 텍스트의 분석모델과

실제」.『초등교육연구』.

박남수(2004). 「주체적 정보 활용 능력 육성을 위한 사회과교육에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회과교육연구』.

박선웅․박길자(2007). 「사회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문화교

육」.『시민교육연구』제39권 1호.



- 121 -

양윤선(2012). 「18대 대통령선거 방송 보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은지용(2005). 「사회과에서 매체 해독을 활용한 비판적 담론 교육 방

안에 관한 연구」.『사회과교육』제44권 2호.

이미나(2009).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제안」.

『시민교육연구』제41권 3호.

이미나(2011). 「청소년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효과 연구」.

『시민교육연구』제43권 1호.

정재훈(2007). 「사회과 문화교육 방법론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교원대학교.

정희선(2002). 「미디어 뉴스 보도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조창연(2002). 「디지털 신대의 제품 의미 생성 작용에 대한 광고 기

호학적 접근」.『기호학연구』.

최병모․박길자(2004).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를 통한 문화교육의

방향 모색」.『시민교육연구』제36권 1호.

최윤정(2006). 「방송 뉴스에서 신(scene)의 순서효과 및 비중효과 검

증과 이미지-이슈 조절기능에 대한 연구」.『한국방송

학보』제22권 3호.

최진선(2011). 「코미디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리터러시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한관종(1999). 「사회과에서의 영상매체 활용 수업모형 개발」.『사회

과교육』32호.

한정선(2000).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교육공학연

구』제16권 2호.

황치성(2008). 「갈등보도의 새로운 접근. ‘입장’(position)을 넘어 ’이

해관계‘(interests)로」.『미디어인사이트』제8호.

Art Silverblatt․Jane Ferry․Barbara Finan(1998). 『Approaches to

media literacy』. M.E.Sharpe.

Art Silverblatt(2001).『Media literacy: key to interpreting Media



- 122 -

messages』. Praeger Publishers.

David Buckingham(2003).『Media education :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Polity Press.

Len Masterman(1980).『Teaching about Television』.The Macmillan

Press.

Marshall McLuhan(1994).『Understanding Media』. MIT Press.

Victor C. Strasburger․Barbara J. Wilson(2002).『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SagePubns.

Yoshimi Shunya(2004).『Media Bunk Ron』. Yuhikaku Publishing.



- 123 -

Abstract

An Instructional Model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Lee, Hee-S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Lee Mi Na, Ph. D.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Unknowingly, our eyes and ears are constantly exposed to media

(news, music, newspaper, Internet, advertisement, radio, television,

etc.). We have accepted contents of media uncritically. We search for

information through media. Media influences our thinking, values and

actions. The potential of media on modern society is huge.

In addition, students are vulnerable to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media. Especially, students are needed to cultivate and actively use

critical thinking of mass medi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eal the basis of deepening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and further develop a media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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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model that is applicable in social studies.

With this aim, the study interpreted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paradigm of media literacy, and mass media theory, such as

postmodernism, constructism, cultual theory, theoretical trend on

previous research, and sphere of media literacy.

Also,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vision

news and the semiotic analysis of the language system of television

new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nalyzed.

Our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is not organized by protective

media education model but by new media education. Our education

model enables students to access complete narrative structure;

analyze, evaluate and discuss different ideas; and produce media

based on their own value and belief.

If students learn this media skill thru instruction, they will be able

to look at the frame media contents critically and will be able to read

between the lines. Not only will they be media consumers but also

sophisticated producers and democratic citizens.

Therefore, media literacy education is essential in a democratic

society that encourages diversified thinking and established identity.

   keywords : media literacy, television news,

education model, social studies, si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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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디어는 사실 모두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는 누군가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다.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 창

에 비추어진 일부의 모습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누군

가의 시각’에서 만든 구성물에는 그 사람이 담고 싶은 마음이 녹아 있으

니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대 사

회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

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미디어의 생산에 참여하는 창의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근거를 밝히고, 그 근거를 통하여 사회과교실에서 활용 가

능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대중 문

화․미디어 리터러시 패러다임 및 교육의 영역 등을 정리하였다. 사회과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 소재인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텔레비전 뉴

스의 특성을 알아보고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한 의미 작용 방식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전달의 통로

인 텔레비전 뉴스는 기호 체계인 말과 영상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더해

지는 과정임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

모델을 살펴보고 일상 생활과 연관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텔레

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

다.

이에 교수․학습 활동 후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였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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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알고 의미 작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

다. 뉴스를 해독․분석함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

으로 기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제작 활동을 통해 뉴

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지식․촬영 기법 등의 기능․자신의 관점에

서의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미디

어 제작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함으로

써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읽기’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쓰

기’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고급사고력 함양에 기여한다.

다섯째, 수업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 것이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 강조한다. 학생들은 ‘미디어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물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미디어 리터러시, 텔레비전 뉴스, 사회과 수업 모형,

의미 작용

학 번 : 2010-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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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라디오의 노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나

운서의 꾀꼬리 같은 뉴스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연기자들의 대

사, 길거리를 거닐면 보이는 영화 홍보 게시판, 게임방, 메일과 뉴스 ․

정보검색을 위해 24시간 켜놓는 컴퓨터, 지난 여름 조회수 17억 건을 기

록하며 유투브를 통해 소개된 ‘강남스타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뉴미디

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맥루한

(Mcluhan)이 얘기한 미디어의 메시지에 빠져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디

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정보

를 분석하며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극

대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역기능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의식을 토대

로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하고 선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주체적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미

디어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매체 교육, 신문 활

용 교육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같은 매체 활용 교육, 옴부즈

맨식 텔레비전 비평이나 인터넷 선플(착한 댓글)달기 같은 단순한 수용

개선 운동에 그쳤었다. 이제는 미디어 교육이 올바르게 재창조하는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되어 ‘미디어를 통한 교육(Education by

media)'이 아닌 ‘미디어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media)’으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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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 문화가 차지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부분이 너무 미흡

하고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된 미디어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학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대중 문화

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하거나

신문 기사 읽기 자료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주체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민주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

한 바람직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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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008년 한국 언론 재단에서 잡지, 라디오, 인터넷, 신문,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내용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신뢰하는가라는 설문 조사를 하

였다. 결과는 텔레비전 60.7%, 인터넷 20%, 신문 16%, 라디오 2.7%, 잡

지 0.4%로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는 가장 공신력 있고 파급력 있으며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사실을 보도해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것이

다. 하지만 뉴스가 ‘객관적인 보도’, ‘사실적인 보도’, ‘중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뉴스는 ‘편향적’, ‘파당적’으로 구성

되어진 미디어이다(이미나, 2011, p.113).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뉴스

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학생들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

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기호 체계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는지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뉴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연구 문제 1.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고 있는 기호 체계가 어떠한 의

미 작용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는가?

현재의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간

략히 소개하거나 학습 활동 또한 ‘읽기 자료’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들

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창출자로 상정하며 다양한 미디어 메시지

의 해독을 강조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

법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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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적 맥락에서

미디어의 정보를 해독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력 사고의 함양을 중시하는 사회과의 목표와도 합치한다. 비판적․창의

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는 바

이다.

연구 문제 2. 능동적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이 사회

과의 주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제안할 수 있는 사회과 수업 모

형은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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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미디어(media)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개체’이며, 줄여서 매체라 한

다.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국어사전은 매체를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

는 구실을 하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인

터넷이 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필요한 메시

지 또는 정보를 실어다 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 종류의 매체인 미디

어에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영화, 모바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맥루한1)은 미디어를 ‘인간의 연장(extension of

man)’으로 이해하였다. 책․자동차․전구․텔레비전․옷 등 무엇이든 인

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은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고 옷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여 나타낸 연장시키는 미디어로 본다. 그는 인간의 어느 신체 부

위가 연장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강준만,

2001, pp.19-20).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미디어를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 등 공식적

이고 제도화된 수단으로 한정한다면 넓은 의미의 미디어는 언어와 표정,

몸짓 등을 포함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포괄한다. 넓은 의미

의 미디어는 사회과 수업의 소재로 삼기에는 다루어야 할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개념을 ‘인간의 커뮤니케이

션 행위에 필요한 메시지 또는 정보를 실어다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

종류의 매개체’로서 신문, 잡지, 그림, 만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영

1) 맥루한은 미디어를 메시지의 정보가 분명한 정도인 ‘정밀성’과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

이는 사람이 그 뜻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 투입의 정도인 ‘참여성’을 가지고 ‘고

정밀성(high definition)’, ‘저참여성(low participation)’의 ‘핫미디어(hot media)'와 ‘저

정밀성(low definotion)’, '고참여성(high participation)의 ‘쿨미디어(cool media)'로 분

류하였다(강준만, 2001,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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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모바일 등 그 범주를 협의의 미디어로 제한하겠다.

‘리터러시(literacy)’는 문맹을 뜻하는 일리터러시(illiteracy)의 반대말

로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에서 더 나아가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1991년 전미리터러시협회보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한 개인이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자 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요구하

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리터리시가 단지 상황과 상관없는 부호․해

독 기술이 아니라, 이들이 이용되는 상황,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개념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리터러시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

는 단어가 아니다. 리터러시는 사회․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김양은, 2009, p.116). 언어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확장 과정을 살펴보면 듣고 말하는 구두언어를 사용하는

구술문화에서 신문, 책, 잡지 등의 인쇄언어의 문자문화로 발달했다. 문

자문화에서는 쓰기와 읽기 같은 문자 리터러시가 필요했다.

텔레비전․미디어 등의 영상언어 등장은 영상문화를 만들었고 영상

제작과 시청과 같은 영상 리터러시가 요구되어 졌다. 영상 리터러시란,

주로 시각적인 기호로 이루어진 영상의 부호․해독화가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문자언어 이외의 다양한 표현 언어 중에서 주로 시각적인 표

현 언어가 갖는 상징체계를 분석해 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영상언어

의 의미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언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문

화를 형성하였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정보처리기술, 정보 작성․검

색․정리 등의 컴퓨터 리터러시․네트워크 리터러시 더 나아가 커뮤니케

이션 능력(통합 리터러시)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교육에 처음으로 도입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교육부(1989)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매스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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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특성과 매스미디어가 사용하는 기법, 이러한 기법이 주는 영향에

관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는 미디어가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며, 조직하고, 의미를 전달하며, 어떻

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와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

고 했다(한정선, 2000, pp170-171).

영국의 방송통신통합위원회인 오프컴(Ofcom)은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는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창조,

즉 생산과 제작의 역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과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오프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정의를

확립한 영국의 미디어 교육학자 데이비드 버킹엄(Buckingham)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요소로 비판적 인식, 민주적 참여, 즐기는 미디어

를 꼽았다.

미국의 대표적 미디어 교육 단체인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CML :

Center for Media Literacy)도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다. 즉 미디어 리터

러시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창

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린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21세기 교육적 접근법으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이

해함과 동시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탐구와 자기 표현의 기술을 습득

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12).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운동 전미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미디어 리터

러시란 시민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무언

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미디어에 의해 표현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도나 방법으로 구성되고 편집되

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말한다(오시미순야, 2006,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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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은 이러한 제 정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순히 미

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 평가하며,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정선, 2000, p.171)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강조한다(빅터 C.

스트라스버거․바바라 J. 윌슨 저, 2006, p.604).

1. 수용자들이 미디어 내용에 관해 독립적인 판단을 전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기술

2.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이해

3.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인식

4. 미디어 메시지들을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전략 개발

5. 지금 현재의 문화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텍스트

로서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인식

6. 미디어 내용에 대한 강화된 재미, 이해, 그리고 평가의 배양

7. 미디어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메시지

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종합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란 인간이 활용하는 다양한 매체들

의 정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환경과 상

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해독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메시지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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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대중 문화

매스미디어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 이

론과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판주의 이론으로 구분되어 진다. 실증

주의 이론은 매스미디어의 효과․기능에 대한 연구를 기능주의와 실용주

의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수용자들이 메시지

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용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반면에 서구 유럽의 비판주의 이론은

미디어를 인간이 둘러싼 환경의 하나로 인식하고 서구 유럽의 사회내에

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관계를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문화주의, 최근에

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이 지향하고자 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미디

어 접근법이 주로 다루고있는 ‘이데올로기’, ‘미디어 해독’, ‘기호학’, ‘수용

자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대중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이론, 포스

트모더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판적 대중 문화론

마르크스시즘에 기반을 둔 서구 유럽의 비판적 대중 문화론은 프랑크

푸르트학파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대와 상부구조론

에 입각한 지배계급의 매스미디어의 소유와 통제, 이데올로기적 기능 등

은 미디어 해독 패러다임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1930～1940년대 영화, 공연 등 오락 산업이 융성하면서 대

중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체주의 정권이 선전

선동에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문화를 조작함으로써 대중을 선동하는데

성공하면서 대중 문화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또

한 미국에서 영화 음반 산업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이 생산한 문

화를 전세계의 수용자들이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중 문화 현상

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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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에 의해 문화가 생산되는 현실에 주목한

비판적 대중 문화론에서는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

었음을 강조한다.

대중 문화 이면에 감추어진 현상 유지 내지는 권력 강화의 이데올로

기를 드러냄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용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의식

과 사고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남성

과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거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특정 인물을 사

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과장하여 영웅화시킬 수 있다(미디어교육위

원회, 2009, pp.133-134).

2) 구조주의

미디어 교육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 틀 즉, 기호학은 구조주의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호학자들은 사회적 구조가 미디어 텍스트를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지적한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요

소를 기호학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은 텍스트와 사회․역사

적 배경 간의 이해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구조주의자들은 문화물의 내용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나 문화 텍스트가 주변과 갖는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만

들어진다고 본다.

구조주의자들은 첫째, 표출된 대중 문화가 어떻게 한 사회 안에서 특

정한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특정 현상과 관련한 문화적 표상을

만들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배열하는지 살펴

본다. 또한 어떤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지 등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의미

를 매우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구조주의자들은 문화적 표상이 의미를 내는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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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면서 대중 문화가 주로 선택하는 의미 체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대중 문화물의 내러티브가 안정과 현상 유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 문화가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변화를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을 가하기

도 한다.

셋째, 구조주의자들은 대중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다. 대중 문화의 의미화 과정은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1차 의

미화 과정(외연 : extension), 그러한 사물이나 대상에 가치나 의미를 부

여하는 2차 의미화 과정(내포 : connotation), 그리고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 가치, 태도와 연결되어 의미를 부여하는 3차

의미화 과정(신화 : myth)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떻게 사회의 지

배 이데올로기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가를 파

악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주의는 대중 문화의 의미화 과정과 구조를 체

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중 문화에 함축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를 겉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대중 문화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

용한 이론이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p.135-136).

그러나 구조주의에서 인간은 구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여 매스미디

어가 제시하는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된

다. 따라서 구조주의에서는 인간을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

없이 생산해내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커다란 구조에 복종하는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

3) 문화 이론

이에 반해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주의 이론은 마르크시즘이

제시하듯이 미디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도 수용자는 미디어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문화주

의는 본질적으로 문화의 영역을 물질적 토대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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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질적 토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용진, 2010, pp.236-237). 즉 사회의 문화는 수용자의 경험과 실천 영

역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하위 문화로 구성되며, 이것이 설사 지배 문화

가 아니더라도 수용자의 해석 영역에서의 창의성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

다고 설명한다. 홀(Hall)은 문화연구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

은 ‘경험’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고 존 피스크(Fiske)는 진정한 기호학의

힘은 수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즉 텔레비전에서 채택된 의미는 지배

계층의 관심에 봉사하는 것이나 하위 문화에 위치하는 다른 계층의 의미

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배계층이 제시하는 의미를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만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주의가 송신자의 메시지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

다면 문화주의는 창조적인 미디어 해독자로의 수용자 개념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에 의해서 제기된 포스트모더니즘과 만나면서 보

다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으로 개념

이 변화하게 된다.

4)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텍스트성’, ‘탈

중앙집중성’, ‘탈구조주의’를 표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각에서 바라본 대중 문화의 첫째 특징은 ‘깊이

없음’ 내지 ‘정서의 퇴조’이다. 문화를 생산해 내는 주체의 자의식, 작가

주의가 실종하였으며, 문화물에는 어떤 깊이도 진정한 주체 의식도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스타일의 실종을 지적하는데 이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혼성모방(pastiche)이다. 패러디가 일정한 의도를 갖고 특

색을 흉내 내는 모방이라면, 혼성 모방은 모방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죽

은 언어들의 연속이다(원용진, 2010, p.427).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출발해 대중 문화 현상에 관심을 갖는 대표

적 학자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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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라시옹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가 실재가 되면서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만 남는 상태를 말한다. 미디어 이미지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한다. 예컨대 우리가

최근 유행하는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화장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화장품의 소비가 함축하는 기호(연

예인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소비한다. 시뮬라크르 이미지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기호와 이미지가 실재를 침범해서 실재보다 더 강력하게 우

리를 지배한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시뮬라시옹 사회가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제안하였다. 시

뮬라시옹 사회에 대한 저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

째는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독립된 삶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미디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이

나 왜곡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미디어교육위원회, 2009, p.138).

포스트모더니즘은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

고 있다.(원용진, 2010, pp.440-442). 첫째, 문화가 과거의 구조 중심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 생활, 움직임, 의식 모두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적 권력이 아니며, 자기 생산적인 권력이라는 관점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일상 영역안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하위문화와 수용자의 주체적

인 문화 생산 능력을 인정한다.

둘째, 문화적 동일성과 같은 구조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고 주

체적인 문화 생산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셋째, 수용자가 메시지의 정보를 구성한다고 보고 주체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본다.

인터넷상에서의 하이퍼텍스트는 과거의 구조주의적 시각으로는 해석

이 불가능하다.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텍스트의 선형성(線形性) · 고정성 ·

유한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한 텍스트 안에서 건너뛰어 읽거나

다른 텍스트를 참고하려고 읽기를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가 더 좋

을 듯싶어 읽기를 포기하는 등 수용자가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다각

도의 정보로 제공해 주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 14 -

발전이라는 변화의 흐름은 미디어 교육이 더 이상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수용자에게 창조적인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양은, 2009, 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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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적․문화적 배경을 바

탕으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살펴보자(안정임․전경란, 1999, pp

35-4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으로 미디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다르다.

사회 내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구조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안정임과 전경란은 예방적 접

근법․대중 문화적 접근법․학습 도구적 접근법․표상체계 및 상징체계

로서의 접근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시간적 순서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예방적 접근법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지속된 예방적 접근법은 버킹엄의 보호주의적

교육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디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매스미디어

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동적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

다.

이 접근법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문화가 얼마나 상업적이고 조작적인

가를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미디어에 대항한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깊은 불신을 갖고 미디어를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짜 고급 문화의 가치와 상업적인 매스 미디어의 천박하고 반문화

적인 가치의 차이를 구분할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문

화를 타락시키는 요인으로써 미디어를 보는 관점은 교사들이 미디어 교

육 주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 수용자를 조종하고 물질주의적 가치

를 주입하며, 언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광고 연구, 싸구려 소설,

여성 잡지, 만화 등 대중적인 문학 형태의 뻔한 줄거리, 정형화된 캐릭

터, 진부한 언어가 문학 작품의 창의성․참신성 기준에서 면밀히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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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안정임․전경란, 1999, p.37).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를 교육하

여 각종 범죄와 인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예방적 교육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법은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동적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수용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미디어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고 정보를 자

신의 관점에서 해독하고 성찰하는 수용자 상과도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

이다.

2) 대중 문화적 접근법

대중 문화적 접근법은 1960년대 초반, 대중 문화가 갖는 가치를 인정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미디어에 대립하기보다 미디어 안에서 비판적

분별력을 길러보자는 것이다. 대중 문화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아 미디어 교육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으며 미디어를 보는 학생의 안목과 취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분별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었고, 예술에서 파생된 미학적인 기준을 다양한 미디

어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가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텍스트

분석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미디어 텍스트가 생산되고 소비되

는 맥락이 무시되어 소유의 문제, 통제 및 생산 결정, 마케팅, 세일즈, 배

포와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해석과 해독의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맥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안정

임․전경란, 1999,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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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도구적 접근법

학습 도구적 접근법은 매스미디어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는 가정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이 일반 사람들의 경험을 확

대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겪는

많은 미디어 경험을 중요시하며,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많은 매스 미

디어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일깨우는 것

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스미디어를 단순히 중립적인

정보 전달자나 정보원으로 보지 않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분별력을 함양

하는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술에

서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실용적 차원으로 접

근한다.

영국의 <벌록 보고서 The Bullock Report>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으로 수용자에게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 주므로 수업 중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매스미디어를 무조건 사회악 병균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매

스미디어 교육의 미적 ․창의적 특성을 향유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

다(안정임 ․전경란, 1999, pp. 39-40). 또한 최근 각국에서 실시되는 신

문의 교육적 활용(Newspapers In Education) 운동이 그 예에 해당된다.

이 접근법은 미디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미디어를 정보

원으로만 강조하는 단순한 시각은 미디어 정보가 갖는 ‘구성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2)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은 1980년대 초반 미디어 교

2) 김양은은 환경으로서의 미디어를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음

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김양은(2005),『학교로 간 미디어』,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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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들이 미디어 내용물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정보를 얻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총체적 인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디어 접근법은 위의 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용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수용자의 수용 경험을 중시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창출자로서의 수용자를 상정한다. 또한 미디어

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미디어의 속성과 그 사

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교사의 미디어에 대한 생

각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다양한 텍

스트 분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은 텍스트를 통해 의미가

창출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텍스트가 어떻게 특정한 기호 체

계 속의 기호, 부호 등에 의해 재구축되고 구조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신화(myths)와 내포(connotation) 등을 생성해 내

는가를 밝혀내는 기호학, 미디어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 어떻게 구성

되며, 어떤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데올로기 연구, 미디어의

소유와 통제 부문에 관심을 두고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기호학(semiotics/semiology)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

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주창된 학문으로 기호의 기능과 본

성, 의미 작용과 표현, 의사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연구한다.

패러다임 대중 예술적 관점 기술 도구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교육목적
보호주의/

예방적 차원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

환경적응능력

=미디어능력

미디어

정의
대중예술 미디어 산업 일상 환경

요구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생산과 창조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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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상(icon), 지표(index)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

한다. 여기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

위를 의미 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 작용과 기호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기

호 작용(semiosis)이라 한다. 기호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호 작용에

관한 학문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는 기표(記表:signifiant)와 기의(記意:signifié)

그리고 기호 자체로 구성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했

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의이고, 꽃집에서 산 장미꽃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 곧 기표가 된다. 곧 기의가 기표와 결합

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미꽃을 받아 든 사람

은 그것을 선물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한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

작용이라고 한다. 기표로써 기의를 표현하는 쪽뿐만 아니라 기표를 대할

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쪽에서도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준 쪽과 받은 쪽의 의미 작용이 동일하게 일어날 경우 성공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네이버 참고)

기호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표상한다

는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미디어가 현실을 표상한다는

것은 미디어를 수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독되는 일종의 상징체계로

본 것이다.

표상체계․상징체계 접근법의 미디어 이데올로기 분석과 관련하여 그

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학생들이 상식화된 표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이데

올로기의 실천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한 계급

에 대한 다른 계급의 지배가 경제적, 물리적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의 신념체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의존한

다고 본다. 지배 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게끔 동의

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배 계급의 사상이 특정 계급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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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 지배 계

급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이 쉽게 달성된다는 것이다.

지배 계급은 정치, 경제적 질서만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역들 사회, 문화, 도덕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현대

의 지배가 폭력적 강제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자발적 복종에 뒷받침되

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헤게모니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가 당연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상식화된 표

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가 생산되는

정치적․역사적 맥락에 대해 넓은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안

정임․전경란, 1999, pp.44).

예방적 접근법은 수동적인 수용자상을 가정하고 있고 대중 문화적 접

근법은 메시지의 해독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적인 맥락을 경시하였다. 또

한 학습 도구적 접근법은 미디어의 구성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 소홀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상식화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는 미디어를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숨은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분석

적․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자들이 미디어 제작을 통해 창의적 사고

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

의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법에 입각한 수업 모형을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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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영역 핵심 질문

미디어 제작자 (agencies) 누가, 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미디어 범주(categories) 어떤 유형의 텍스트인가?

미디어 기술(technologies)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미디어 언어 (language)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어떻

게 아는가?

미디어 수용자 (audience) 누가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미디어 표상( representation) 그 주체를 어떻게 표상하는가?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현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두 가지 범위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어떻게 제작물이 생산되고 유통

되고 있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디어 언어와 사람, 장소,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다(김영순 외, 2004, p.153).

데이비드 버킹엄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영역으로 제작

(Production), 언어(Language), 재현(또는 표상(Representation)), 수용자

(Audience)로 나눈다.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 작용을 ‘제작자’, ‘언어’, ‘재

현 및 표상’, ‘수용자’ 등과 같은 소통의 맥락속에 위치 지워 개념적 ․비

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표를 둔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p.96).

영국 영화 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 BFI)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표 Ⅱ-1]와 같이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표 Ⅱ-1] 영국 영화 연구소의 미디어 교육의 핵심영역

<출처 : 안정임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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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핵심 질문들

미디어 제작자

▶ 누가 미디어 텍스트를 만드는가?

▶ 누가 미디어의 제작과 보급을 통제하는가?

▶ 미디어를 사고 파는 회사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가?

미디어 범주

▶ 미디어의 유형과 그에 따른 특징은 어떠한가?

▶ 미디어의 유형이 텍스트가 읽히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미디어 기술

▶ 촬영․편집․조명․무대 장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 미디어의 특수 효과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 실제 영상물 제작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미디어 언어

▶ 미디어의 기호 체계에 따른 의미 작용은 어떻게 이

루어지나?

▶ 이미지, 음향, 단어들의 조합이나 배열을 통해 의미

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 미디어의 서사구조는 어떠한가?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가?

미디어 수용자
▶ 미디어가 제시하는 가치와 자신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수용자들은 미디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여러 가

지 면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상․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교육 목

표와 관련하여 사회과 교육 내용을 [표 Ⅱ-2]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Ⅱ-2]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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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는 일상 생활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

가?

▶ 수용자는 미디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디어 표상

▶ 미디어에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배제되

는가?

▶ 미디어는 특정한 사회 집단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

는가?

▶ 미디어는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나 견해를 지

지하고 있는가?

▶ 미디어는 ‘세상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

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는가?

교사는 위에 제시한 미디어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영역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

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은 카메라의 조

작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강조될 수 있고, 특정한 관점은 수용자

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각각의 영역들을 유연하게 연결시키면서 가르칠 때 학

생들의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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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 모델

이 절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텍스트를 기호학적 분석하고 함축적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해 Barthes와 Greimas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Barthes의 1․2차적 의미 작용 과정

Barthes는 동일한 텍스트가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

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텍스트의 기호가 사용자

의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그의 분석 모델에서 ‘신화’는 자연적 사물의 생성이나 인물의 종

말과 출생에 대한 은유적이고 허구적이고 비사실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코드를 의미하며 의미 생성의 핵

심적인 기능을 한다(조창연, 2002, p.247).

그는 외시의미와 함축의미를 각각 1차적 의미 작용과 2차적 의미 작

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차적 의미 작용 과정은 한 기호 내에서 기표

와 기의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호가 표상하는 외부세계의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Barthes는 이를 외연적 의미(denotation)라 이름 붙이

며, 이는 기호의 상식적이고 명백한 의미로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

하게 드러난 명시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이나 지식의 확인

을 통해 이루어진다.

2차적 의미 작용 과정은 세 가지 방식 함축의미(connotation), 신화

(myth), 그리고 상징(symbo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함축의미는 기호 사

용자의 느낌이나 정서 혹은 사용자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Barthes는 함축의미에서 중요한 요소를 1차적

의미 작용의 기표라고 보았다. 사진으로 비유하자면, 외시 의미는 카메라

에 포착된 대상을 필름에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인 반면에 함축 의

미는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개입된 부분으로 노출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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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킬 것인지,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질의 필름을 사용할

것인지 등의 사용자의 의도적인 선택이 개입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외시

의미는 사진이 찍은 대상이며, 함축의미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다.

신화는 한 문화가 현실이나 자연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하나의 문화

적 방식이자 이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 기표 2. 기의

3. 기호

Ⅰ. 기표
Ⅱ. 기의

Ⅲ. 기호

[그림 Ⅱ-1] Barthes의 1․2차적 의미 작용 과정

<출처 : 박길자(2004), 광고 읽기와 제작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p.244>

[그림 Ⅱ-1]에서 1, 2, 3은 언어차원이고, Ⅰ, Ⅱ, Ⅲ은 신화차원이다.

이것을 Barthes가 본 흑인 병사가 프랑스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

‘파리마치’의 겉표지 사진으로 설명하면 1.기표는 그가 본 ‘파리마치’ 표

지 자체이다. 2.기의는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둘이 모여 Ⅰ.기표를 이루며, 이것에 담긴

Ⅱ.기의는 ‘흑임 병사가 프랑스 국기 아래에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표지’이다. 1.기표는 프랑스 당시 상황이라는 맥락과 작용하여 Ⅲ.기

호, 곧 제국주의 신화를 만든다(박길자, 2004, pp.244-245).

마지막으로 상징(symbols)이란 어떤 대상이 관습과 사용을 통해 어떤

것을 지시하는 의미를 얻게 될 때 그 대상이 상징이 됨을 의미한다(정재

훈, 200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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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구성 특 징

외시적

의미

미디어에서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

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명시적인 의미

이다. 주로 명백한 사실이나 명확한 지식의 확인을 통해서

의미구성이 이루어진다.

함축적

의미

미디어를 읽는 학생들의 느낌이나 정서적 차원, 혹은 문화

적 가치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수준

에서 구성되는 의미이다.

신화적

의미

신화적 의미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고하고 이해하는 방

식으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이야기

를 통해서 구성된 의미이다. 미디어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표Ⅱ-3] 미디어 읽기를 통한 외시적․함축적․신화적 의미구성

<출처 : 박길자(2003), 사회과 수업에서 읽기를 통한 의미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p.99>

2)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텍스트, 콘텐츠, 영화, 광고, 노래, 사진 등

의 모든 담론의 의미가 심층구조, 서사구조, 표층구조 순으로 혹은 역으

로 의미의 생성(generation)과 서사성(narration)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논

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표층구조는 서사도식에서 구조화된 텍스트 가치가 구체적으로

비주얼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단계로 ‘표현의 형식’에 해당하는 미디어의

문체를 찾아낼 수 있다. 언어에서는 어휘의 선택과 배열, 문체, 표현법

음악에서는 음의 선택과 배열 그림에서는 형태, 선과 색의 배치 등을 통

해 표현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서사구조는 발화자가 수용자에게 전하는 이야기로서 심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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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표층 구조(비주얼 이미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캐릭터, 뮤지컬

 
2단계 : 서사구조(스토리텔링)

와 표층구조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서사구조에서는 텍스

트의 다양한 서술적 역할을 통해서 텍스트의 정체성이 구조화되는 단계

로 텍스트의 스토리텔링이 창출된다.

셋째, 심층구조는 미디어 텍스트의 비주얼 이미지와 서사구조를 창조

하는 원동력인 핵심적 코드가 설정된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

디어는 ‘어떤 것을 재현’하고, 우리는 재현된 시니피앙(표현된 기호)의 의

미를 읽어내야 한다. 의미 작용은 1, 2차 의미 작용으로 나뉠 수 있으며,

1차 작용인 ‘외시’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 자체로의 ‘사건’이며, 2차 의

미 작용 ‘공시’는 그 사건의 ‘메시지’인 시적 언어에 해당되는데 이는 이

데올로기에 의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위장된 사회의 고정관념들을 분석한

신화 체계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

즉 학습자는 표층구조와 서사구조의 두 가지 구조 층위에 대한 기호

학적 분석을 통하여 심층구조의 핵심적인 코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심층구조의 코드는 콘텐츠의 비주얼 이미지와 스토리를 생성하는

원동력이다. 결국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등

장하는 시각기호에서 심층구조의 핵심적 코드를 도출하는 과정을 시각적

으로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모델이다. 미디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 메시

지만을 단순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의미를 위해 어떤 방법으

로 표현했는가 하는 미디어 문체와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

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김영순․박지선, 2004, pp.106-108).

백승국은 [그림 Ⅱ-2]과 같이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를 의미생성모

델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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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프로그램(집시, 꼽추, 신부, 장교)

 
3단계 : 심층구조(문화원형과 코드)

사랑의 코드

[그림 Ⅱ-2] 노틀담의 꼽추의 의미생성모델

<출처 : 백승국(2004),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p.105>

한편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을 교수법에 적용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앞장선 Michel Tardy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쓰고, 재

창조하기 위해서는 서사도식의 두 번째 단계인 기호학적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하였다(김영순․박지선, 2004, p.100).

서사도식에서 능력은 미디어 속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단계인 ‘실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 능력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제간의 다양한 분석도구를 습득하고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 문화기호

의 의미 작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호학적 능

력의 습득 과정을 이야기하는 서사도식의 4단계는 ‘계약․조종 → 능력

→ 실행 → 평가’로 구분된다.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서사도식 프로세스에

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미디어의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서사 전략을 구축하며, 학습자에게 문화 기호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흥미와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약․조종 단계는 교수자의 영역이다. 곧, 문제제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서사 전략 수립 단계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콘텐츠

의 유형과 장르 선택을 통한 교육적 활용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교수자

가 선정한 미디어 속 문화콘텐츠와 주제를 도출하도록 학습자를 조종한

다.

능력 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역으로, 교수자는 학생의 능력을

키워주는 동기유발을 하고, 학습자를 의미 탐색의 역동적 주체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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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

를 탐색하며, 기호학의 분석도구를 습득시킨다.

실행 단계는 학습자의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하는 기호 의미 작용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영역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분석 내용을

평가하고 학습자가 기호학의 이론과 분석도구를 정확하게 습득했는지 평

가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텍스트를 구축하는 다양한 기호들의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Greimas의 서사도식은 학습자가 영상 속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기호

의 상징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식이다. 즉 서사도식은 학습자의 기호학적 능력이 다양한 기호의 적극

적인 해독행위에 의해 습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영순․박지선,

2004, pp.99-101).

이상의 이론들은 미디어가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의미구조를 만듦을 밝히고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

는 큰 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Barthes의 의미 작용을

통해서는 언어 기사를 분석해 보고 뉴스의 이야기 구조는 Greimas의 의

미생성모델을 기초로 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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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과교육

1. 사회과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선행 연구

김기태(2010)는 1984년부터 2010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49종에 발표된 미디어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주제 논

문 11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미디어 교육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88.1%(103편)가 2001년 이후

발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미디어 교육 연구는 2001년

이후가 되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 교육 연구는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언론한 주도

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64.1%

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31.6%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교육학에서 연구된 미디어 교육 분야를 다시 주로 어느 과목에서 미

디어 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5.3%으로 그 필요성에 비해 사회 과목에서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최진선, 2011, p.15).

한관종(1999)은 사회과에서의 영상매체 활용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Gagne의 교수 학습 과정과 Keller의 동기 이론에 바탕을 둔 영상 매체

활용 수업 모형에 문제 해결 수업의 교수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 수업 문

제 설정 - 수업 과제 분석 - 구체적 수업 목표 진술 - 수업 조건 - 교

수 학습 활동 및 전략의 단계로 구성하였고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구체적

인 수업 과정은 시청 전 학습(주의 집중 - 성취 목표 제시) - 시청 전

학습(동기 유발) - 시청 후 학습(학습 안내 및 활동 - 정리)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 효과의 효율성과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모

색하고, 미디어 자체가 갖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교사가 영상 매체를 이용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상 매체 자체를 분석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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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가 제시한 매체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학습자

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디어가 표상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정보를 반

성적으로 해독하고 선택하며 구성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

박길자․이미식(2002)은 영화「친구」를 사례로 교사와 학습자가 영

화 텍스트 읽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담론을

구성해 가는 사회과 수업이 되기 위하여 교사가 영화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기호학적 해석을

통해 미디어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을 사회과 수업 현장으로 끌여들였다

는 점에서 사회과 미디어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에 2시간이 넘는 긴 영화를 모두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영화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이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제약이 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미디어 활

용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김복영(2002)은 대중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매스미디어가 학생

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올

바른 소양을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제 중심,

매체 중심, 개념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으로써 미

디어 제작 교육, 시청각 자료․텔레비전 프로그램․실제 제작 과정․텍

스트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데 머물고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저자 또한 맺음말을 통해 사회과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

다.

박길자(2003)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

고 있다. ‘사회과 수업에서 미디어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의미의

맥락화 방법, 의미 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사들이 미

디어 리터러시를 수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적 상징의 재현과 의미 구성에 치우치느라, ‘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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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미디어가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착하지 못했다. 상반되는

이해 관심과 이데올로기 등이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반성적으로

읽고 자신의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도 논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적’ 논의는 사회과 학계가 미

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현장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박길자(2004)는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

에서 접근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 모형을 설정해 보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해 보았다.

후속 연구로서 박길자(2006)는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수용 가능한 대

중 문화의 학습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고 대중 문화 텍스트의 분석 모델

을 ‘생산자 → 텍스트 → 수용자’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교

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

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 문화의 수용과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 문화를 수용해야 할 근거와 텍스트

의 분석 모델과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제시된 기호학의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애니메이션 작가와 <짱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과제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버거워 보인다.

은지용(2005)은 하버마스(Habermas)의 논의를 응용하여 사회과교육

목표로 비판적 사고력 및 실천적 참여 태도 함양, 교육내용으로 비판적

담론 주제 및 담론 주제 선정의 근거, 담론 수업 실행을 위한 교수․학

습 방법을 제시하고 비판적 담론 교육 방안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기 위

해 담론 주제를 단원으로 설정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사

회과교육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주제 스트랜드 및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담론 주제가 계속해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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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개발되기 위해 담론 주제, 적용 가능한 수업 모형, 관련 학습 자료

등의 개발 및 공유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간 공동 연구

및 협조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나 교사가 전달하려는 이미지

를 나타내는 사례를 찾고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에서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순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Ⅳ.인간과 문화 현상의 이해]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6종 교

과서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된 미디어를 통한 사례별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 관련 자료의 내용 발췌,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제

시되었고, 사례에 대한 설명과 비교, 읽기 자료,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와 영화 그리고 인터넷, 잡

지 등은 다른 미디어 텍스트에 비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김영순 외, 2006, p.139). 이 연구는 교과서의 형식적인 형태만

분석하고 있고 교과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지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박선웅․박길자(2007)는 사회과의 한 영역인 문화교육에서 비판적 시

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으로 Sinclair의 DT와 ET의

모델을 설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문화교육 방법을 수업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문화 교육의 영역을 미디어 영역으로 확

대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저자도 인정하듯이 미디어 리터

러시 방법을 실질적인 수업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미나(2009)는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를 제시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미디어의 속성을 파악하여, 미디어나 관련 집단들

의 이해관심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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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려는 시도로 크로핑과 프레이밍, 이데올로기, 가치, 스테레오타입

개념을 뉴스를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

는 무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던 학생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

의 속성들을 파악함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보호주의적 미디어 교육

을 피하기 위해 학생이 지닌 가치와 미디어가 나타내는 가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학생들이 기존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수

정하고 올바른 가치로 나아가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생각을 듣고, 스스로 본인 가치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이미나(2011)는 우리 미디어가 파당적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과 상관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두 가지 기

사를 읽은 집단은 한 개의 기사만을 읽은 집단에 비해,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자신의 패러다임에 기반해 정보를 수용하며

기사 수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들을 검증한 결과 두 가지 기사를 읽은 집단은 한 가지 기사를 읽은 집

단보다,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패러다임의 일치도가

더 높게 나왔고 보수 신문에서는 두 가지의 기사를 읽은 집단이 한 가지

기사를 읽은 집단보다, 미디어 교육을 받은 집단은 아닌 집단보다 기사

수용도가 더 낮게 나왔으나 진보 신문의 경우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프

레이밍’과 ‘객관보도원칙’을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균형성과 공정성의

시각을 갖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나 그 논의가 미디어 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커리큘럼을 제안하

거나, 미디어 활용 교육의 방법들이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더라도

광고 분석을 통한 소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호학적 접근에서 미

디어 콘텐츠의 의미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실

질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 35 -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를 원

본 그대로 수업 자료로 활용하여 교사의 의도대로 텍스트를 편집하여 보

여주는 방법을 탈피할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학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이데올로기를 탐구해 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의 뉴스의 의미를 해독해 볼 것이다. 또한 친근하고 생생한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 내용을 통해 학습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과 수

업 모형을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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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사회과에서 중요시되는가?

신문, 잡지 등의 올드미디어뿐만 아니라 웹 2.0의 인터넷은 쌍방향 의

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생

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면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디어는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 외부

환경 등에 선택과 배제의 영향을 받아 현실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S. Hall은 미디어를 한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재현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는 선택과 배제

의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에 의해서 새로운 현실이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때,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은 미디어가 선택적으로 재현한 다양

한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의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함

과 동시에 미디어 생산자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의미

화 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영순은 사회과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

다(김영순 외, 2006, p.128).

첫째,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려주고 시민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사회 안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

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둘째,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스스로를 표현

하고 리더십의 기술을 익히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합의를 도출해

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적 환경을 강화하고 지지해 준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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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기술을 익히지 못

한다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접근하도

록 학생들을 자극한다.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와 기술관련 산업의 소유

집중이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는 미디어 교육은 획일성, 편협성에서 벗

어나 좀 더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순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

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함양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서 균형 있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회과의 교육 목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교육부가 2007년 2월 28일에 개정․고시한 사회과교육과정 문서에서

는 사회과교육과정의 목표를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75).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력․탐구력․비판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우리 삶을 소재로 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

해독․창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같은 고급사고력

의 향상이 가능하므로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분석, 의

사 소통의 기술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를 인식할 것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

론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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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

지 깨닫게 되고 ‘정보 수단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력의 기본’이라는 생각

을 갖고 사회 안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상황에 직면했을때 효과적으

로 갈등을 해결하며 의사 소통 할 수 있으므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사

회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주인 의식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

해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

보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로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

는 메시지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주제들을 다루는 사회과를 통해 미

디어 텍스트를 해독․분석․추론․생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정 속

에서 학생들은 비판적인 시민임과 동시에 참여적 생산자로서 성장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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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텔레비전 뉴스

1.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과 사회과 수업의 함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지만 과연 ‘세계를

향한 창’인 텔레비전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현실’을 뉴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일까? 분별 있는 수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과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신문이 아무리 사건을 정확해 묘사한다 해도 시청각 방식의 텔레비전

화면을 따를 수 없다. 또한 신문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취재해 전달한다

해도 전파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은 뉴스

의 의미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속보성과 영상 가치를 중요시하는 쪽으

로 발전하고 있다.

어느 독자이던 간에 신문에 소개된 뉴스를 모두 읽지는 않는다. 자신

이 읽고 싶은 뉴스만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읽고 버린다. 그러나 방송 뉴

스를 시청할 때 신문 뉴스처럼 원하는 뉴스를 선택해 볼 수 없다. 따라

서 뉴스 제작자는 시청자를 위해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 주어야 하고 시

청자는 뉴스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들리는 대로 그저 볼 수 밖에 없다.

신문 독자는 스스로 뉴스 편집자 구실을 하는 반면, 텔레비전 뉴스 시청

자는 누군가에 의해 선정된 뉴스에 일방적인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

다.

텔레비전 뉴스가 게이트키퍼에 의해 선정되는 것을 ‘게이트키핑’이라

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모두가 뉴스가 되는 것

은 아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건 중에서 뉴스 편집국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특정 사건만이 몇 단계 관문을 거쳐 뉴스가 된다. 가장

시청률이 높고 방송시간이 긴 저녁 주요 뉴스는 많아야 50개 정도의 사

건을 다룰 수 있어 방송사의 기사 등록 파일박스에 하루 평균 약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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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신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50여개의 기사들은 기사화되지 못하

고 버려진다(김영순, 2005, p.120).

뉴스 선택은 뉴스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한 것보다는 수용자의 요구

와 고용주의 제재, 기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들로부터의 비공식

적 영향력,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뉴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사실’

과 ‘보도되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자들은 인지하고 뉴

스가 올바르게 보도되고 있는가에 대해 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뉴스를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할 때 갖는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뉴스의 기본 특징은 크게 ‘시사성’, ‘편향성’,

‘간결성’이다. 그 중 뉴스와 다른 영상매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사

성’이다. 뉴스의 시사성은 만들어진 허구의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도 아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사건, 과학적․사회적 현상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가장 강

력한 미디어이다.

이러한 점에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고민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빠른

시․청각 화면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게 신선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유리하다. 또한 시사성이 갖는 공감

대와 호기심은 사회과의 논쟁 문제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에서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뉴스의 특징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가장한 ‘편향성’이다. 뉴

스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요구되는 미디어이다. 그러나 실제

뉴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편향적’, ‘파당적’이다. 각 언론사

들의 이데올로기나 시각에 의한 주관적 틀짓기는 뉴스 제목의 내용, 부

각되는 사실과 배제된 사실의 방향성, 취재원의 이용 행태 등에서 잘 드

러난다. 언론이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나 공론장이 되어주기는 커녕,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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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갈등의 촉발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황치성, 2008, p.3).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소양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뉴스 시청은 편

향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에서 뉴스를 활용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읽고 탐색

하는 능력 함양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뉴스의 편향성은 사회과 수업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되기도 한다. 여러 편의 뉴스를 비교 대조하면서 현상에 대

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주장을 파악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뉴

스를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때는 균형성에 유의해야 하지만, 어떤 주장

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문제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지지하는 뉴스 기사들을 활용하여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 ‘뉴스 제작’ 활동을 통해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관점에

서 내용이 선택․가공되는가, 어떤 입장을 대변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안 제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다(손병노, 2011, pp.19-20).

뉴스는 ‘간결’하며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

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보이

지 않는 가치가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는 학생들

에게 보여줄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허구적인 이야

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현실․현상들을 표상하고 있

다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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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

텔레비전 뉴스가 신문기사의 뉴스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흥미 있는

기사 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뉴스진행자와 기자, 인터뷰 대상자

등의 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가 제공되어 생생한 의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symbol)과 도

상(icon), 지표(index)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를 소통한다. 또한 텔레비전 뉴스 언어도 자막과 같은

문자, 뉴스진행자의 말, 기자나 정보원의 말과 같은 상징적 기호

(symbolic sign)와 시․청각적 이미지, 즉 도상적 기호(iconic sign)가 결

합하여 만들어 내는 기호 체계이다(김대행 외, 2004, p.59). 텔레비전 뉴

스에서 제공되는 시․청각적 이미지는 그것을 필름으로 만들어 내는 과

정에서 그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 현장, 취재 대상 등과 시․공간적인 근

접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표적 기호(indexical sign)3)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로 제시되는 전언(傳言)은

이 중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상징)과 시․청각적 이미지(도상)로

구성되어 제시되며,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보도하는 말을 듣고 텔레비전 화면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시청각적 이미

지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사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텔레비

전 뉴스 언어의 체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두 기호

체계가 어떤 관련을 맺으며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 내용의

바탕이 되는 기호로 성립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표와 기의 사이에 물리적이고 인과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지표적 관계라

고 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코피(기표) - 콧속 출혈(기의), 종아리의 회초리 자국(기

표) - 종아리 체벌(기의), 36.5도(기표) -정상 체온(기의), 시체와 총알(기표) - 총기 

난동(기의)으로 기표가 기의의 결과로 생기는 지표적 기호의 예이다(네이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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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합진보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미묘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나)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원내 제

3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

보를 떨어뜨리겠다며 강하게 비판한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

니다.

<녹취>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또 진보성향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촛불 집회를 개최

하는 등 대국민 호소 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한때 선거연대를 맺었던 민주당

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

1) 상징적 기호(말)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사의 의미 내용을 구축하는 기호 체계는 뉴스진

행자나 기자 등의 말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말은 기사가 전하고자 하

는 사건이나 인물, 사회와 과학의 현상 등에 대해 사실을 기술하고 원인

을 파악하며 평가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해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술, 원인 파악, 사실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뉴스

제작자가 의도한 해독대로 시청자들의 기사에 대한 이해를 이끌고 있다.

[표 Ⅳ-1]는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에 보도된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언어 기사이다.

[표 Ⅳ-1]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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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녹취>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새누리당은 반국가,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지원

을 중단하는 법안을 새누리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은 대

체로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실에 대한

기술

(가)는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의 뉴스진행자

의 말이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

실에 대해 세 당의 입장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원인 파악

(나)는 기자가 각당의 의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

보당은 사실의 원인을 선거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

려고한 것, 정부의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의도로 설명하

고 있고 새누리당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

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평가

(나) 인터뷰 내용에서 통합진보당은 정치보복, 새누리

당은 정부의 판단 존중,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

태로 유감이라고 평가한다.

[표 Ⅳ-2]에서 제시된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해보자.

[표 Ⅳ-2] 2013년 11월 5일 KBS <뉴스9>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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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나)의 인터뷰 내용에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 등의

대국민 호소전,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할 것이며, 새누리당은 이적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법

안, 민주당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

해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앞으로 전

망한다.

(나)의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

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가 ‘분위기’라는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개

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의 ‘미묘한 차이점’은 (나)의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과 내용의 일관성에서 벗

어난다. 뉴스 제작자가 의도한대로 진보 성향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통합진보당이라는 한축과 보수 성향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축이 되어 언론이 오히려 ‘남남 갈등’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시청자를 이끌고 있다.

반면에 2013년 11월 5일 같은 날 JTBC <뉴스9> 에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

여 뉴스진행자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8분 26

초 동안 사실관계에 대해 약식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통의 방송 뉴스의

한 주제를 1분 30초 동안 방송한다고 보았을 때 형식부터 파격적인 뉴스

진행이었다.

김재연 대변인은 ‘유신독재로 회귀’, ‘메카시즘의 광풍’, 북한이 사용하

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없음을 강조한다. 또

한 정당 해산의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

건 재판과 탄압이 당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당의 입장을 깊고 심도 깊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여 앞의 뉴스와 대조

를 보이고 있다. 타 방송 뉴스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를 취재

원으로 활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통합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취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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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삼각확인을 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11월 5일 같은 날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정부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정당해산 ①] 정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정당해산 ②]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정당해산 ③] 정부, 통진당 의원직 박탈과 추진

[정당해산 ④] ‘내란음모사건’ 재판 결과가 중요한 변수

[정당해산 ⑤] 통진당 지금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얼마?

[정당해산 ⑥] 통진당 맹비난 …“정권 몰락은 필연적”

[정당해산 ⑦] 새누리 “환영”…민주 “유감”

[정당해산 ⑧] 北 “진보 세력 탄압받고 있다.”

[정당해산 ⑨] 독일, ‘극단 성향 정당’ 2곳 해산

[정당해산 ⑩] 네티즌과 시민의 반응은?

[정당해산 ⑪] 통진당, 서울광장서 해체 반대집회 … 경찰과 무력 충

돌

총 11개의 항목(아이템)으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다.

[정당해산 ⑦]에서는 앞선 KBS <뉴스9>와는 다르게 기사를 이끄는

뉴스진행자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들과 손을 잡았던 통진당이 산산히 부서지고 있는 상황에

서도 민주당이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하

면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산산히 부서진다.”, “아차하면

같이 죽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를 이끄는 뉴스진행자의 주관

적인 판단을 강조하며 그것을 사실화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지나

친 감정개입이 담겨진 뉴스진행자의 말은 ‘뉴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

도’ 해야 하는 객관보도규범을 어긴 것이다. 이러한 함축적 용어는 태도,

입장, 감정 등을 내포하는 상징 표현으로 함축적 상징의 말을 많이 사용

할수록 기사의 태도가 특정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정희선,

2002, p.119).

이외에도 시청자들은 ‘아수라장’, ‘눈물바다’, ‘날벼락’, ‘뼈를 깎는’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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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장되고 극단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는 “민주당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

게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말한다. KBS <뉴스9>의 김관영

대변인 말의 다른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뉴스 제작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과 손을 잡았던 민주당을 새누리당과 차별화한다.

[정당해산 ⑧] 北, “진보 세력 탄압받고 있다.”은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은연중에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두둔함으로

써 북한이 통합진보당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을 다시 제기한다.

[정당해산 ⑨] 독일, ‘극단 성향 정당’ 2곳 해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를 이용하면서도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정당에 대해, 독

일은 결코 관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자가 말한다. 자유주의 질

서를 저해하는 통합진보당에게도 결코 관용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뉴

스 제작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취재 기자의 사용 용어와 관련하여 ‘～지적입니다.’라는 말이 들

어가 있는 기사를 보면 문장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취재원이 불분

명한 상태에서 기자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가능

성이 크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는 리포트가 나갔을 경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반대 의견이 다수라는 생각에 반대의 입장

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동작의 주체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원이 불분명한 추측성․추론적 보도의 과용은

객관 보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송사의 서로 다른 ‘말’들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게이트키퍼가 선호한 메시지 해독대로 수용자들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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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도상적 기호(시․청각 이미지)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시․청각적 이미지는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전하는 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뉴스 기사 전체의 의미를 구

성하는 데에 보조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뉴스진행

자나 기자 등의 말과 맺는 관련성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청각 이미지는 직접적인 정보 확인 기

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청각 이미지가 뉴스진행자, 정보원 등의

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어 확인시

켜 주거나, 자막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여주거나, 도표, 그래프 등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이다(김대행 외, 2004, p.61).

2013년 1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영국에 부는 한식 열풍. 런던

중심부에는 불고기 냄새 ‘솔솔’]에서는 영국인들이 가정에서 직접 닭볶음

탕을 해먹는 모습이나 식당에서 삼겹살과 불고기를 구워 먹는 현장, 한

식 식당에 손님이 가득찬 분위기를 화면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

을 얻었다.

2013년 11월 9일 KBS <뉴스9> [만취 주한 미군들 뺑소니에 시민 폭

행] 사건을 설명하며 나온 모텔의 배경 화면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유흥

가임을 추측할 수 있고 주한 미군들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 시

민을 차에 매달고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 시민들이 길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현장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오늘의 날씨]를 보도하는 내용은 기상캐스터의 말과 함께 한 주간의

기온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구름 사진이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인 영상

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편집 과정에서는 기자가 보도하는 말과 화면의 시․



- 49 -

(가) 기자의 말 (나) 시․ 청각적 이미지

비명과 울음소리, 다급한 구조 요

청이 이어집니다.
차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수능시험장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

장으로 변했습니다.
넘어진 학생들과 모여든 사람들

오늘(7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수능시험장에서 교통사

고가 일어나

해당 학교 정문과 도로

수험생 1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

습니다.
다쳐서 넘어져 있는 학생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은

채 주차를 하던 감독관의 차량이
기자의 얼굴과 주차된 모습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학생

들을 덮친 겁니다.

기자가 내려가며 경사난 길을 가

리킴

그 시각 정문을 지나던 수험생 18

살 정 모 양과 응원 나온 학생, 교

사들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

습니다.

차에 깔려 앉아 있는 학생

병원으로 옮겨진 수험생 정 양은 광주 한국병원 모습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학생 관리하시는 경찰관

청각적 이미지는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편집되는데, [표 Ⅳ

-3]의 2013년 11월 7일 SBS <8시뉴스>에서 방영된 [지각 감독 차량에

수험생 부상 ... 현장 아수라장]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표 Ⅳ-3] 2013년 11월 7일 SBS <8시뉴스>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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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병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병실 입구

경찰은 차량 주인인 시험감독관

31살 함 모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모습과 차 열쇠를 들고 있

는 남자분의 하반신

이 뉴스를 살펴보면 기자의 말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와 함께 제

시되는 시․청각적 이미지 (나)가 더해져서 뉴스진행자나 기자 등이 말

로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진행자나 기자

의 보도가 실제의 현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이것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공하는 화면의 시․청각적 이미

지(기표)를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기의와의 유사성, 즉 기호 동기가 높

은 기호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동기가 높은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각적 이미지

는 기표와 기의 사이가 자의적인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실제의 현실

로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시․청각 이미지로 고정시켜 시청자들이 오해하

거나 다의적인 해석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김태환, 2000,

pp.68-69).

둘째,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각 이미지는 간접적 정보 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전하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모든 텔레비전 뉴스는 뉴스진행자나 기자

의 말과 함께 적절한 시․청각적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체

가 지니고 있는 불가피한 속성이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건에 대한 설

명이나 해설 등을 직접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에도 텔레비

전 뉴스는 관련이 있는 화면을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과 함께 편집하여

방송해야 한다(김대행 외, 2004, pp.61-62).

예를 들면 2013년 11월 8일 KBS <뉴스9>에서는 농협이나 축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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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같은 협동조합에서 최근 각종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협동조합 자

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농협 로고가 부착된 건물 화면을 제

공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 KBS <뉴스9>에서는 법원이 ‘수습 직원이라도 문자

로 해고 통보는 무효’ 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커피점

바리스타가 예쁜 하트 모양의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직접적으로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관련이 되

지는 않지만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며,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시청자의 눈을 텔레비전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추가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시․청각적 이

미지가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 담겨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이다. 이 추가적인 정보는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는 나타

나지 않지만 그것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청자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뉴스 제작자가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특정한 함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김대행 외, 2004,

p.62).

예를 들면, 2013년 11월 10일 SBS <8시 뉴스>는 민주당이 국가기관

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한 장외집회의 모

습을 보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에 반대하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

면한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불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보도의 내용과 함께 비춰진 통합진보당의 서울광장 촛불집회는 참여

한 많은 사람들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롱숏’(long shot) 사진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있는 ‘미디엄숏’(medium shot)이 많았고 사진속의

인물들도 밝고 적극적인 얼굴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습이 아닌 어두운

표정이나 고개 숙인 사람들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



- 52 -

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호응이 적었다는 인식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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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비전의 의미 작용 방식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이란 뉴스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가 생성

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문화 텍스트들을 분석한 기호학의 이론들

을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의미 작용 방식을 분석하는 원리로 적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뉴스 보도틀에 의해 어떻게 다른 의미 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의미 작용을 통한 이데올로기

의미 작용은 기호가 어떤 것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

으로서 소쉬르(Saussure)는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어 일어나는 작용으로

보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바르트(Barthes)는 1단계로 의미 작용 체

계인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부가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 작용 2단

계라고 설명한다. 바르트는 <신화론>에서 기호의 의미 작용의 2단계에

서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에서 의미 작용의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데올

로기는 카메라가 뉴스진행자․기자․취재원 등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

지들을 필름에 담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적인 관여 내용, 즉 카메라의

각도, 초점, 기사의 배열 순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언어, 사용되어진 단

어나 촬영 대상의 선택 등에 의해 결정된다(김태환, 2000, p72).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의 개념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

념 또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한 문화가 그것이 갖는 사회 현실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이 영향을 받는

다. 확인할 수 있는 하위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기호 개념이

부가의미라면, 신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더라

도 최소한 그 하위 집단보다는 더 큰 사회 부문에서 공유되는 기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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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말과 인터뷰 내용 시 ․ 청각 이미지

숭례문 2층 문루의 기둥입니다. 기

둥 전체가 아래 위로 쩍 갈라져 하

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

다.

길게 갈라진 하얀 속살이 드러나

숭례문 기둥을 로우앵글(low

angle)로 잡음

기둥 4개 중 같은 나무를 사용한

두 개가 채색 뒤에 갈라진 겁니다.

갈라진 기둥사이로 기자가 손을 넣

어봄

"벌목해 와서 공사한 지가 불과 2,

3년. 그러면 건조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10년 정도는 자연 건조를

해야지만이..."

훼손된 숭례문 기둥을 바탕화면으

로 황평우(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얼굴 클로즈업 화면

덜 말린 부실 목재를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목재에 사용된 예산은 2억 3천만

목재비용을 지폐가 쌓인 그림과 전

체 예산에 목재에 사용된 비율을

원그래프로 보여줌

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순, 2009, p.190).

이러한 바르트의 기호 작용에 대한 설명은 뉴스진행자 또는 기자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가 결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 방식을 기술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의

미 작용의 1단계에서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과 시․청각 이미지가 기표

가 되어 그것들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가 기의와 결합하여 그 기사가 전

달되는 형식(기호)을 이루고, 의미 작용의 2단계에서 이 형식은 그것이

표상하는 개념과 결합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김태환, 2000,

p74)

이러한 바르트가 말하는 부가의미로서의 이데올로기는 텔레비전 뉴스

의 텍스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Ⅳ-4]는 집중취재 [숭례문 '단청

훼손' 이어 '부실 기둥'…위아래로 틈 벌어져]라는 기사의 한 부분이다.

[표 Ⅳ-4] 2013년 11월 7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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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체 사업비의 1%도 되지 않

고 홍보성 사업비의 10분의 1 수준

입니다.

"그 기둥 터진 나무는 문화재청에

서 베어온 거라고요. 공사 기간은

짧고 나무 속까지 마르지 않은 걸

썼으니 터지는 건데..."

숭례문의 훼손된 바탕화면에 클로

즈업된 신응수(대목장) 얼굴 모습

복원 직후 색이 벗겨진 단청은 문

화재청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색칠한 표면이 벗겨져 훼손된 단청

모습

직사광선과 대기오염 때문에 타락

즉 색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직접 실험까지 해서 붉은 색 안료

는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게 확인

됐지만 그대로 공사에 사용됐습니

다.

숭례문 복구용 단청을 위한

천연 단청 안료 조사 결과보고서

문서화면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어떤 안료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졌어요."

표면이 박리된 단청을 배경화면으

로 홍창원(단청장) 클로즈업 사진

단청 안료로 사용된 수간분채가 싸

구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용된 안료 모습

"가격 문제죠.(최고급 천연석채가)

1백원 남는다면 이건(수간분채) 5

백원 남겠죠. 나쁜 말로 하면 엉터

리이고 좋게 얘기하면 모르고 했다

는 건"

홍수희(전통안료업체 대표) 인터뷰

화면

또 일부 문화재 전문가는 숭례문에

사용된 기와가 물 흡수율이 높아

숭례문의 기와 익스트림 클로즈업

(extreme close up)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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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얼어서 깨지는 동파 가능성

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의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기표)는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기의)와 결합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목재 비용을 잘못 책정하였고

잘못된 목재는 직접 문화재청에서 베어온 것이라고 취재원이 설명한다.

문제가 있는 기와와 값싼 안료의 사용으로 단청이 박피될 것을 이미 알

고서도 숭례문 복원에 사용하여 준공 6개월 만에 훼손된 기둥과 단청의

모습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라는 형식(기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재를 이미 정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결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일을 강행한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졸속 행정을 일삼고 있어

이로 인해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자재를 쓴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재 구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이데올로기를 만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의미

작용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

즉 기호 사용자가 갖는 주관적 느낌이나 정서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나 사회 또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관습을 가짐으로써 이루

어진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며, 텔레비전 뉴스에 의미

작용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이나 가치 즉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김태환, 2000,

p.75).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를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터

크만이 스미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 뉴스에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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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될 수 있다. 터크만

은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회 구조를 신비화시키고

아직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 마치 설명이 끝난 사실 또는 전제로 취급하

게 하며, 앎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 이데올로기로서의 뉴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중시하여 사

건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는 다루지 않으며, 사회에 대한 진실의 확인을

방해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암시하는 정도

에 머문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제작자가 이끌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그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정보원을 통해 그 기사에서 생

략하거나 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미친 다

른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정치․문화적인 견해에서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등

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태환, 2000, pp.78-79).

2) 프레이밍을 통한 이데올로기

뉴스가 ‘만들어진다’, ‘구성되어 진다’는 성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

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프레이밍(framing) 이론이다. 뉴스 프레이밍

개념의 출발은 현실에 대한 구성주의적 인식의 철학적 토대인 Schultz의

현상학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복잡현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라 그것과 맺어지는 인간의

경험의 의미라고 주장했다(양윤선, 2012, p.11).

프레이밍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현실이 객관적이고 유일

한 실체로 존재하며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관점을 부정한다. ‘객관적 현실’보다는 ‘현실 인식과 해석 메커니즘 속에

주관적 경험으로 조직하는 양식’에 초점을 기울인다.

Entman은 프레임을 ‘텍스트의 구성에서 현실의 어떤 측면은 강조하

고,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프레이밍에는 반드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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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현

저성은 선택한 정보를 수용자가 더 쉽게 알아차리고, 의미 있고 기억하

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현저성이 높아지면 수용자가 정보를 더 쉽

게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이미나, 2011, p.116).

Iyenger(1991)는 프레임을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진술하거나 제시하

는데 있어서의 미묘한 변형들(alteration)’이라고 했다. 뉴스해석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Iyenger는 '일화중심적 프레임'은 수용자의 즉각적이고 감

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주제중심적 프레임'은 수용자들이 현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Gitlin(1980)은 프레임의 정의에 ‘시간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는 미

디어 프레임을 ‘지각된 현실을 선택․강조․배제하는 조작자가 일상적으

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한다.’고 정의하였다(이미나, 2011,

p.116에서 재인용).

결론적으로 뉴스에서 프레임이란 ‘지각된 사건과 현상(현실)의 일부를

선택하여 뉴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 정의․인과 해석․도덕적 평가․해결 및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라고 하겠다.

텔레비전의 ‘숏(shot)'은 카메라에 담겨진 시․청각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뉴스진행자나 기자 등의 말로 구성된다.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이밍

이란 어떻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구성하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청각적 이미지와 결합시킬 것인가를 결

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다.

(1) 내용의 선택과 프레이밍

2013년 10월 1일 방송에 보도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각 방송

국의 뉴스는 [표 Ⅳ-5]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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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여야, 채동욱 前 검찰총장 ‘혼외아들’ 공방

5번째, 6번째 기사로 보도됨.

기사 1 : 채 前 총장, 폭로에 ‘무반응’…임 여인 ‘두문불출’

기사 2 : 여야, 채동욱 前 검찰총장 ‘혼외아들’ 공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권력에 밉보여서 쫓겨난 것일 뿐이라

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부터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

립성,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의원) : "소신에는 변함이 아직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채동욱 총장과 같은 좋은 총장을 만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채 전 총장의 사퇴 원인을 , 새누리당은 혼외아들 논란에서 비롯됐다

고 민주당은 권력의 보복 때문이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문

제입니다."

<녹취> 신경민(민주당 의원) : "고분고분하지 않은 눈엣가시 검찰총

장을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기어코 내쫓았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의혹이 있어 진상을 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장관/박범계 問) :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 Ⅳ-5] 2013년 10월 1일 방송사별 뉴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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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그만해. 너나 잘해."

채 전 총장이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미 8월에 "채 총장을 날린다."고 했다

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고성과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뉴스쇼 판>

채총장 관련 기사를 특종보도로 7개로 나누어 보도함

[기사 1] : 가정부 이씨 “채 전 총장 만날 용의 있다”

[기사 2] : 가정부 이씨 “아들, 목숨 위협 느껴 폭로 만류..”

[기사 3] : ‘임 여인 차용증’이 열쇠

[기사 4] : ‘임 여인, 연락 끊고 외삼촌 집에’

[기사 5] : 임 여인이 동원한 남성들 누구?

[기사 6] : 민주 ‘채동욱 감싸기’ …새누리, 새 의혹 제기

[기사 7] : ‘蔡 관련 기사마다 댓글 수천개’ …들끓는 인터넷

TJBC <뉴스9> 전직 검찰 간부 인사 검증, 왜?

<뉴스진행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청

와대가 일부 검찰 간부 출신 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이 채 전총장 사태의 배후가 청

와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전직 검찰 간부 두 명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김모 전고검장과 박모 전지검장입니다. 기본

인사 검증과 함께 검찰 내부의 평판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 시점은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

니다. 거론된 인사들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녹취> 인사검증대상법조인 : (인사검증 동의 했는지에 대해) 답변

이나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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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목적이 아닌 검찰 총장 인선을 위한 준비였다면 적법 절차

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녹취> 전해철 (민주당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청 법에 의하

면 검찰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찰 총장을 추천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도 등한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채총장 사태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별 채동욱 검찰 총장 사태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KBS

<뉴스9>는 관련 기사를 2개의 주제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1]은 언론 보

도에 채총장은 침묵, 임여인은 두문불출이라는 주제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2]는 혼외아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

료를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채총장 관련기사를 특종보도로 7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도

하고 있다.

[기사1]은 채총장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가정부 이씨는 채총장은

뻔뻔스럽고 채총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내용,

[기사2]는 이씨의 아들이 목숨에 위협을 느껴 폭로하는 것을 말렸다

는 내용,

[기사3]은 임 여인이 가정부 이씨에게 돈을 빌린 뒤 써준 차용증이

있는데 차용증에 적힌 인적 사항과 조선일보에 해명 편지를 보낸 사

람의 인적 사항이 같고 결국 이씨에게 차용증을 써 준 임 여인이 바

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낸 아이 엄마라는 내용,

[기사4] 채 전 총장을 존경할 뿐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임

모 여인 두문불출,

[기사5] 임 여인은 건장한 조직폭력배 남성들을 동원해 가정부 이씨

를 위협하고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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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6]은 민주당은 찍어내기, 새누리당은 민주당 여정치인과 채동욱

의 부적절한 관계 의심,

[기사7] 채 전 총장에 대한 가정부 이모씨의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채 전 총장에 대한 배신감부터, 가정부의 떼인 돈 문제까지…인터넷

이 들끓었다는 내용이다.

뉴스수용자 입장에서 미디어가 더 자주 보도한 이슈나 시각을 더 중

요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프라이스(Price & Tewksburg)등은 특정 주제

나 이슈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수용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록 그 주제나 개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접근성이 높아진

다는 것은 수용자들이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이슈에 비해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

뉴스는 이슈별 균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양윤

선, 2012, p.68).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복 기사

가 시청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평가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JTBC <뉴스9>에서는 단독보도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가 일부 검찰 간부 출신에 대한 인사 검

증에 착수한 사실을 보도한다. 인사 검증 작업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

법행위로 야당이 채총장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처럼 각 방송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각 방송국의 뉴스 제작자들이 수집된 여러 정보들 중에서 선택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KBS는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를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채총장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TV조선은 가정부 이씨를 취재원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채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보도하고 있다.

JTBC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취재원으로 활용하여 혼외아들 의혹 이

후 전직 검찰 간부의 인사 검증은 위법 행위임을 설명하며 채총장 사태

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야당의 주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의

선택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뉴스 제작자들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떠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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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뉴스의 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뉴

스 조작이 일어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집할 수 있는 같은 위상의 다양한 종류의 정보 수준에서 뉴스 제작

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내용은 매우 다른 텍스트로

구성될 수 있다. 채총장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관료와

인터뷰한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정보라 하더라도 어느 당의 내용을

먼저 위치하느냐, 어느 당의 내용을 더 길게 편집하느냐, 어느 당의 육성

음성(soundbite)을 더 길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해석에 영

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9․11테러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 CNN보도 내용

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주제와 중심 주체에 있어 유럽과 이슬람의 입장

이 균형 있게 보도되지 못하여 뉴스의 중립성을 저해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McQuail(2005)이 뉴스 프레이밍을 ‘특정 뉴스가 강조, 축소,

반복 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특정 뉴스를

특종으로 계속 반복해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

고 믿게 한다는 것이다(이미나, 2011, p.116).

또한 뉴스진행자나 기자가 선택하는 어휘가 그 기사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10월 1일 TV조선 아나운서와 기자의

말 중에 [기사1]에서 ‘가정부 이모씨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기사2]

에서 ‘채 전 총장과 임씨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용기를 냈습니다.’, [기사

3] ‘가정부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임여인의 집에 드나든 아이 아빠, 채동

욱 전 총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불리

하도록 주관적 감정이 섞인 말로 시청자들에게 사실에 더해진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2) 카메라의 조작과 프레이밍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어떤 ‘숏’으로 잡느냐에 의해서도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4) 2012년 MBC <뉴스데스크> 대선 당시 여야 대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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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일정을 담은 13일간의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군중 규모의 많고 적음

을 알려주는 풀숏(full shot)5)은 새누리당 37.7%, 민주통합당 24.8%로 새

누리당이 13% 많았다. 새누리당에 사용된 풀숏은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

다보는 촬영기법 부감숏(high angle)이 2회, 민주통합당은 한 번도 촬영

되지 않았고 풀숏도 유세 전체를 알 수 없는 각도가 많았다. 영상 내용

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현장 유세중이거나 악수를 많이 해서 붕대

감은 손이 클로즈업되었고 지지자로부터 꽃을 받는 장면 자주 등장하였

으나 민주당은 회의하거나 기자회견하는 화면이 많았다(네이버 카페 ‘꼽

사리다’ 참고).

2012년 3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시종일관 웃고 환영받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으나 한명숙 민주당 대표

4) 레벨 숏은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 '동료'이거나 혹은 ‘같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하이 앵글 숏(대상 위에서 카메라 놓고

아랫방향으로 찍는 숏)은 전형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작거나 약하다는 것을 제

시하는데 사용된다. 롱(망원렌즈)렌즈는 전경이나 배경을 축소하는 데 반해서,

와이드 앵글 렌즈는 분명한 거리를 늘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전형적으로 차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롱 렌즈를 사용한다. 반대로 자동차 광고는 전형적으로 넓게 뚫려있는

길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통수단의 고매한 인테리어를 시청자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 와이드 렌즈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쟁영화,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카메라 배치, 숏 프레

임, 전체 카메라 움직임 대 렌즈줌 작용과 계획을 통해서 한편이 다른 한편과

일직선으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롱렌즈 혹은 bird-eyes views로 특

정 국가의 사람들을 개인에 반대하는 모여든 군중으로 묘사하고

tripod-steadied medium shot로 어떤 뉴스 정보원을 안정적이고 권위적으로 묘

사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흔들거나 혹은 타이트 클로즈업을 사용하거나 카메라

의 뚫어지는 시선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신

체 이동을 통해서 다른 정보원을 비안정적이고, 위협적이고, 신뢰할 가치가 없

는 것으로 묘사한다(김양은, 2009, p.141).

5) 무대 전체를 찍기 위한 카메라 구도로 세트의 전경이나 출연자 전원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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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쓱하게 걸어가거나 악수하다말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어정쩡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카메라가 피사체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촬

영하는 롱숏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피사체를 보라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는 클로즈업숏은 촬영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좀 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2년 4월 2일, 3일 MBC <뉴스데스크> 에서는 여론 조사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새누리당의 후보자의 사진이 민주통합당 후보자보다 2배 정

도 크게 나왔다. 이는 해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시청자들

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자가 보도한 4월 4일 보

도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앞서고 있었으나 같은 크기의 후보자

사진이 보도되었다(네이버 카페 ‘꼽사리다’ 참고).

Entman은 프레이밍 주요 기제로 ‘크기조작(sizing)’이 있다고 한다.

즉 한 가지 사건이나 이슈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 가운데 특정 시각에 관

한 내용에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이다(최윤정, 2008, p.371). 새

누리당의 후보자들이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진 시각은 시청자들이 해당 후

보의 당선을 사실화해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급격한 줌(zoom:

렌즈를 조작하여 촬영범위를 좁게 또는 넓게 잡는 것), 팬(pan: 카메라

헤드를 좌우로 돌려서 찍는 것)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 카메라를 최대한

조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카메라를 최대한 조작하면 뉴스가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돋보이는 장점

이 있으나, 사실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하려면 카메라를 작위적으로 조작

하는 행위를 절제해야 할 것이다(양영철, 2009, p.163).

(3) 내용의 배열과 프레이밍

텔레비전 뉴스 언어는 뉴스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화면을 통해 제

시되는 시․청각적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기호 체계이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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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뉴스 언어의 선형적인 특징은 시청자가 기사를 선택해 보거나,

전체의 내용을 띄엄띄엄 볼 수 없게 만들고 텔레비전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뉴스의 기본 구조에서 어떤 기사의 위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를 통해 그 기사의 내용, 중요도 등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것을 통해 그 기사의 내용, 중요도 등을 선험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선거 보도에 있어서 입후보자들의 활동이나 동향에 대한 보

도는 여당과 야당의 순서가 아닌 그 활동이나 동향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Anderson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메시지들이 함께 전달될 때, 앞에

배치된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초두효과(primary effect)를 지지했

다. 그는 수용자들이 처음에 전달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뒤로

갈수록 관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두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최윤정, 2006, p.369).

또한 기사의 전후에 어떤 기사가 놓이는가에 따라 기사 내용에 대한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내용이 영향을 받

게 된다. 앞서 2013년 11월 10일 SBS <8시 뉴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민주통합당의 집회 모습은 민주당 대표의 육성과 함께 모여 있는 군

중의 모습을 ‘롱숏’으로 촬영함으로써 집회가 호응도가 높았음을 암시한

다. 상대적으로 바로 뒤에 비춰진 통합진보당의 촛불집회 영상 화면은

의욕 없는 대중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고 당 대표의 육성도 나오지 않

아 대중들의 참여도가 낮았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어느 위치에 어떤 다른 기사와 어울려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 기사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내용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기사가 어떤 위치에 어느 기사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느냐를

통해서 뉴스 제작자들이 그 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 배열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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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보도되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2013년 10월 20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혼 4쌍중 1쌍 ‘황혼이혼’…사상 첫 신혼이혼 앞질러’]라

는 보도에서는 갈수록 늘고 있는 황혼이혼이라는 뉴스진행자의 리드멘트

이후 드라마 속의 배우가 자식을 결혼시킨 다음 결혼을 결심한다는 내용

이 나온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같이 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를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남자들은 권위와 명령, 복종

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반면에 여자들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남편으

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살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혼 이유로는 성

격 차이가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경제적 이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등이라고 통계 결과를 보도한다.

같은 날 2013년 10월 20일 KBS <뉴스9> [작년 황혼이혼이 신혼이혼

처음으로 앞질러]에서는 “부부간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게 되는 중․장년층의 이혼

은 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진행자의 리드멘트 다음에 재혼한 후 자식

없이 지내다가 이혼한 사례자가 2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변변한 아내

대접을 못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며, 자식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라고 말

한다. 대법원이 지난 한해 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47%였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은 줄어서 황혼이혼이 자녀 독립

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50대 이상 부부

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혼사 혹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심적 부담도 줄어들어서 황혼이혼을 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라고 말한다.

두 방송국은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많아졌다’는 같은 통계적 사실

을 가지고 MBC는 남자들은 권위와 명령, 복종을 강요하고 여자들은 나

이 들어서까지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살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이혼의 가

장 큰 이유로는 성격 차이 그 외의 경제적 이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

체적 학대를 들었다. 반면 KBS는 자식이 많을수록 이혼 비율이 낮아진

다는 사실을 뉴스진행자 언어 기사의 처음에 배열하여 강조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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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를 자식과 이혼을 연결시킨다. 재혼한 사람

도 자식이 없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황혼 이혼이 증가하

는 원인을 자식이 독립하여 자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는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이처럼 동일한 뉴스 대상이라 하더라도 어떠

한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지

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뉴스 제작자들은 기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축소하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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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미디어 이해하기

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과 수업 모형

제안

1.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

러시 수업 모형의 설계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수․학습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일정한 틀을 참고하여 자신

의 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틀을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179). 본

연구는 미디어 기호의 상징적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기 위해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을 기초로 수업 모형을 제작해 보고

자 한다. Greimas의 의미생성모델은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 영역에 해당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비판적 해석과 동시에 의미 있는 창조 활동 두

가지를 모두 지향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로서의 미디어 접근법을 지

향한다. 미디어의 제작 활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되고 이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으로 성장하여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미의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 참여하

는 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해독’과 ‘참여’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그림 Ⅴ-1]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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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미디어 바라보기


3단계 : 미디어 내용 줄거리 쓰기


4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하기


5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6단계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


7단계 : 창조된 미디어 발표 및 피드백하기

[그림 Ⅴ-1]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

1) 1단계 : 미디어 이해하기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하여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을 익히는 단계이다.

안정임 ․전경란은 ‘미디어 교육의 내용은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의 역사와 구조 등에 대한 교육도 미디어 리터

러시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안정임․전경란, 1999,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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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역사, 미디어 산업, 일상 생활에서 선호했던 다양한 미디어(텔

레비전, 신문, 인터넷, 광고, SNS 등)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미디어

의 특성 및 미디어 본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인다.

(1)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 발표

드라마․영화․만화․영화 등 최근에 감상한 미디어 중에 가장 좋아

하는 미디어는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 삶속에서 깊숙히 자리 잡고 있음을 인지한다.

(2)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는 어떻게 발달해 왔으면 미디어의 기술 발달은 미디어 콘텐츠

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 무엇을 하며, 그들은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가,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

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윤을 얻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미

디어 콘텐츠에 반영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미디어의

역사, 산업, 집단,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3) 매스미디어 이론

본 수업은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고 있다. 텔레비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뉴스의 의미 작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텔레비전 뉴스가 어

떻게 선택되어지는 지를 설명하는 ‘게이트키핑’ 개념과 뉴스 보도틀에 의

해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서 ‘프레이밍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 2단계 : 미디어 바라보기

Greimas의 표층구조를 통한 외연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표층구

조는 미디어의 비주얼적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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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미디어 감상하기

뉴스진행자의 표정은 어떠한가, 뉴스진행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특징

은 어떠한가, 시․청각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도되는 장

소는 어디인가, 카메라의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 뉴스 화면을 흥

미를 갖고 본다. 영상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므로 집중하여 감상한다.

(2) 외연 의미 파악하기

영상의 비주얼적 이미지 특징을 기록한다.

(3) 영상의 느낌을 발표하기

미디어 텍스트를 보고 시각적․청각적 느낌을 발표하도록 하여 감상

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한다.

3) 3단계 : 미디어 내용 줄거리 쓰기

Greimas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함축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계

이다.

(1) 텔레비전 뉴스 언어 기호 체계 알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텔레비전 뉴스에서 진행자와 기자 등의 말과 시․

청각적 이미지가 결합하여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말과 시․청각적 이미지

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2) 뉴스의 언어 기사 받아쓰기

뉴스진행자․기자․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받아쓰기 함으로써 스토

리의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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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사구조 파악하기

언어 기사와 함께 동시에 나오는 시․청각 화면을 자세히 묘사하여

본다. ‘숏’화면을 통해 몇 개의 서사구조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지 파

악하고 서사구조를 발표해본다.

4) 4단계 : 미디어 내용 해체 및 분석하기

Greimas의 심층구조 분석 단계로서 뉴스 텍스트에 담겨진 새로운 의

미를 뉴스의 기호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

기를 알아내는 과정으로 본 수업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미디

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가 어떤 것을 재

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한다. 즉 뉴

스 텍스트의 의미와 내용에 연관되는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맥락을 읽어

내는 것을 말한다.

(1) 메시지의 사실성 검토하기

뉴스의 사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근거는 적절하였는지, 근거

자료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2) 메시지에서 추구하는 의미 찾기

뉴스 텍스트가 추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에서 재현되는 가

치와 관점은 무엇인가, 배제되는 가치와 관점은 무엇인가, 누가 이 뉴스

를 만들었는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3) 카메라의 숏과 앵글 확인하기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가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고 카메

라의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뉴스의 시각적 화면을

분석해본다. 같은 상황을 다른 거리와 다른 각도로 촬영하였다면 어떤

분위기와 어떤 내용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74 -

(4) 다른 미디어 검색하기

뉴스에서 다루고있는 내용이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등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비교한다.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

인지 파악한다.

5) 5단계 : 미디어 해체 및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학생들은 해체 및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통

해 나의 생각들을 피드백 해본다.

(1) 새로쓴 뉴스 발표하기

학생들의 경험이나 지식, 신문, 인터넷, 서적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의 원인, 과정, 결과, 앞으로의 전망

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작성하고 발표한다.

(2) 발표 후 토론하기

학생들은 새로쓴 뉴스의 내용은 적절했는지 발표를 경청한 후 토론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관점, 사회가 현상을 바라보는 관

점을 이해하며 자신의 관점도 보완․수정한다.

6) 6단계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

Buckingham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드시 ‘읽기’와 ‘쓰기’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수용자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쓰기’와 ‘제작’의 과정은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감정

적이고 주관적으로 빠져 드는 현상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볼 기회를 준

다는 사실에 가치가 있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p.139, 223).

앞의 단계들을 통하여 뉴스 콘텐츠에 어떤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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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숨어져 있는지 읽어내는 방법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계속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점이 반영된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비판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자신

들이 원하는 의미를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 기호 체계와 기호 작용 방식을 학생들 스스로의 경험

을 통하여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효

과적으로 함양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모의 제작하는 실연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파악하기

만들고자 하는 뉴스 텍스트를 통해 제작자는 수용자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인가를 고민한다. 미디어 제작자가 수용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서로 다른 수용자 집단에게 어떤 방식

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2) 미디어 편집 과정 검토하기

미디어 편집 과정에서 뉴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다.

(3)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다른 방법으로는 가르치기 어려운 미디어의 리

터러시 영역을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미디어 영역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훨씬 더 생

동감 있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촬영감독, 편집부장, 뉴스진행자, 기자, 촬영기자

등의 역할을 맡아서 뉴스 기사의 선택과 배열, 각 기사에서 전할 뉴스진

행자와 기자의 말, 말에 따른 필요한 화면에 대한 결정과 구성 등을 토

의․제작․편집․시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

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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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7) 7단계 : 창조된 미디어 발표 및 피드백하기

모둠별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단계로 학생들

은 다른 모둠들이 어떻게 발표하는가 경청한 후 잘못된 부분을 평가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방송 뉴스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

되는가를 알 수 있다.

(1) 제작한 뉴스 발표하기

모둠별로 제작 ․편집한 뉴스를 발표한다.

(2) 자기 평가

처음 계획한 대로 뉴스가 제작되지 못한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

을 파악한다. 교사는 만들어진 결과물뿐만 아니라 만들어 지는 과정을

성찰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수용자들의 논평 활동

뉴스를 시청한 수용자들은 잘 만들어진 부분은 칭찬하고 미진한 부분

은 수정 및 지시하는 등 다양한 논평을 개진한다.

(4) 피드백하기

모둠별로 수용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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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한 사회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 제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기본으로 6

차시로 구성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단원 선정 및 수업 설계

(1) 단원 : 『사회․문화』

Ⅴ.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2. 대중매체의 역할과 비판적

수용 자세

(2) 단원 선정 이유

현대 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다.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속에서 청소년들은 범람하는 미디어 정

보의 홍수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속에서 나에

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정보안에 숨겨진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찾

아내어 자신의 관점에서 지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자신의 목소

리로 미디어를 만들어 세상의 정보들을 주체적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절

실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미디

어를 분석해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찾아낼 것이다. 학생들

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보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

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미

디어를 제작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임을 새롭게 느낄 것이다.

미디어를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이 사회의 소중한 영향력을



- 78 -

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의 향상

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 참여자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당한 주인으

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3)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수업 사례는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6차

시로 구성해 보았다.

① 1차시 : 미디어 이해하기

<1차시>는 미디어 이해라는 주제로 2006년 3월 26일 방송된 EBS 교

육방송 지식채널e [뉴스1 :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를 시청한 후 우리에

게 던지는 메시지를 감상한다.

뉴스가 된 사실과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을 통해 어떤 내용이 우리에

게 전달되고 어떤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같은 사실을 정

치․경제․사회․연예에서는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지 살펴본다.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뉴스 제작자의 뉴스 가치에 의

한 선택, 수용자의 요구와 고용주의 제재, 기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들로부터의 비공식적 영향력,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결

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살펴본다.

현실 사건을 선택․가공․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현실을 바라

보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는 프레이밍 이론을 살펴본다. 두 개념은 뉴스

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매스미디어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편집권자의 시각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의식에 다르게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

② 2차시 : 미디어 이해하기

<2차시>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해보고 뉴스에 나타난 상징적 기호

인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도상적 기호인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하

여 구성하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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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에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을 제시하여 하나의

사진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

이 좋아하는 시사만화에서 글을 지운 그림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사진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빈칸에 채워본다. 일상 생활에서 연속하

여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표상하고 있는지 뉴스를

구성하여 본 후 다른 학생들의 활동과 자신의 활동을 비교해본다. 학생

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그림, 사진, 만화가 그것과 어울리는

말에 의해 어떻게 다른 현실을 나타낼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 언어에서 말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여

주고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결합된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 체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

라 뉴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구성체임을 학습하게 될 것이

다.

③ 3 ～ 4차시 : 미디어 바라보기․내용 줄거리 쓰기․해체 및

분석 하기․토론하기

<3차시>는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 후 텔레비전 텍스트를 글로 옮기

는 활동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가 어떤 기호 체계로 구성되고 어

떻게 의미 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

다.

첫째, 뉴스 시청 후 표층구조를 통해 외연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으로

아나운서의 표정은 어떠한가?,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시각

적 화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뉴스에 사용되어진 말은 어떠한 특징

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둘째, 서사구조를 통해 함축의미를 분석하는 단계로 뉴스의 스토리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뉴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을 받아쓰기

해보고 시․청각적 이미지를 묘사해 보아 뉴스의 이야기 전개 구조를 파

악한다. 시․청각적 이미지가 ‘말’로 이루어진 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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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정보를 통해 보완해주는 부분을 찾아 확인하고 글로 재구성해

본다. 내가 작성한 글과 다른 학생들의 글을 비교해보고 생략되거나 잘

못 파악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다.

<4차시> 심층구조 분석은 텔레비전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

기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바르트의 의미 작용을 적용하여 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 분석을 통해 뉴스에 더하여진 제작자가 새롭게 부여한 의미

를 살펴본다. 이 뉴스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의를 끄는 특정한 기술은 무엇인지, 다른 사

람들은 이 메시지를 나와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메시지에서 재

현되는 가치와 관점은 무엇이고 배제되는 관점은 무엇인지, 제작자가 전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약화시킨

현실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각시킨 것은 무

엇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에서는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

는지 등을 분석해본다.

뉴스에 나타난 정보원들의 신뢰성을 비교해보고, 뉴스진행자와 기자

의 ‘말’에 나타난 주장이나 진술에 편견은 없는지, 숨겨진 의미와 가정을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뉴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약화시킨 현실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각시킨 현실을 영상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

적이다. 군중의 숫자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조작하거나, 뉴스 촬

영에서 불가피하지 않는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함에도 사실성을 훼손시키

기 위하여 줌렌즈를 사용한다거나, 피사체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로우

(low)앵글과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하이(high) 앵글을 기준 없이 사용하

는 행위, 조명의 위치와 밝음에 따라 피사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조명 조작 행위, 전면 촬영이나 후면 촬영이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을

악용한 카메라 위치 조작, 시간상 순서의 조작, 공중 연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조작 등은 영상 편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에서 다루

고 있는 현상의 원인, 과정, 결과, 전망 등이 포함되도록 본인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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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건들의 배열을 다시하여 재구성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는

자기 회사의 이해 관계나 입장에 맞춰 사회 문제를 고정된 시각으로 보

도하거나 편향적인 취재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사를 분

석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기사를 서술했는지 반대의 관점도 다루고 있

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발표하여 자신

의 관점과 다른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관점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통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하는 훈련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텔레비전 뉴스에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현

실의 모습과 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이 주체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하고 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 같은 사

회 현상이나 사건의 대본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이해와 수용의 자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가 사건의 배열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학생들 스

스로 습득할 수 있다.

④ 5 ～ 6차시 : 새로운 미디어 창조하기․발표 및 피드백 하기

<5 ～ 6차시> 텔레비전 뉴스를 실제로 제작해보는 시뮬레이션 학습

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1차시에서 4차시까지 학습한 뉴스의 특성, 기호

작용 방식, 매체 해독 및 분석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텔레비전 뉴스를 모의 제작하는 과정이

다.

모둠별로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를 만들어 본다. 각 모둠의 학생들

은 촬영감독,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 촬영기사의 역할을 맡는다. 각

조의 촬영감독,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 촬영기사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협동 수업이 이루어진다.

모둠별로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들 중에 무엇을 뉴스로

만들것인지 토론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별로 전문가 집단에 모

여 자기의 역할에 대해 숙지한다. 전문가집단의 토의가 끝나면 각 모둠

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조원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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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따라 뉴스를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고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하고 뉴스진행자의 안내로 방송을 촬영한다.

학생들이 각자 맡은 역할속에서 한편의 정해진 분량의 뉴스 프로그램

을 만들면서 이들은 어떤 뉴스를 정할 것인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

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말속에 주관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지, 촬영한 장면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면을 어떤 카메라

각도로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라는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에 대한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들어진 뉴스를 시청하면서 뉴스의 말과 영상 화면의 특징, 어느 부

분이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두드러졌는지 또는 의미가 축소되었는지, 뉴

스진행자나 기자의 말에서 주관적 언어가 쓰였는지에 대해 꼼꼼히 기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뉴스에 대해 피드백한다. 학생들과 토론을 하거나

조별 블로그나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같은 SNS 등

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 한다.

2) <1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뉴스가 된 사실,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뉴스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키핑’ 과정을 통해 선택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뉴스는 사건이나 현실의 일부를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임을 ‘프레임’의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

② 기능면

․텔레비전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등의 다른 미디어

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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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의 선택은 누가 정하는가?

* 미디어 편집에서 외부적 요인은 없었는가?

* 만들어진 뉴스 내용은 과연 객관적이며 공정한가?

* 보여지는 뉴스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③ 가치․태도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그대로 믿지 않는

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이 수업은 EBS교육방송 지식채널e의 [표 Ⅴ-2] <무엇이 뉴스가 되는

가?>를 시청한 후 뉴스가 게이트키퍼들의 선택․배제 과정에서 현실을

구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지식채널e는 짧은 상영시간을 갖

는 EBS의 시사다큐프로그램으로 내용면에서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다양

한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고발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어떤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모범답안을 제시하지 않으

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구성주의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는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른 미디어가 특정 관점이나 가치관이 전부

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차별성이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5분간의 짧은 상영 시간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압축적

이고 간결한 자막 제시, 강렬하나 배경화면과 긴장감을 주는 음악의 리

듬 등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증폭시키면서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이경수, 2011, p4). 학생들은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를 감상

한 후 이야기의 줄거리를 써 본다. 학생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의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해 본다. 뉴스에 방영된 <킹

콩>이야기가 사회․경제․연예․문화․정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표 Ⅴ-1]와 같은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표 Ⅴ-1] 게이트키핑과 핵심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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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되지 못한 사실은 왜 그런가?

* 뉴스는 누구의 편에서 편집되는가?

* 뉴스가 왜곡되는 경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영상 :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자막>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게이트키핑(Gatekeeping)

미국 뉴스에 거대 괴수 출현

민간인 여성 1명 납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대 괴수가 출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괴수가 민간인

여성 1명을 납치했다고 합니다.

<자막> 괴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도주

공군 1개 편대 사살 명령 받고 출동중

<기자> 기자 괴수가 지상군의 공격을 피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을 오르고 있습니다. 괴수는 납치한 민간인 여성을 방패로

삼아 공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괴수 공군과 교전중

납치 여성 구조 요청

<기자> 괴수가 전투기와 교전 중인 틈을 타 납치된 여성이 전투기

[표 Ⅴ-2]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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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계속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막> 공군 괴수 사살

납치 여성 생존한 것으로 추청

<기자> 납치된 여성이 괴수를 유인한 틈을 타 전투기가 괴수를 사

살했습니다. 괴수는 수십 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 빌딩 아래

로 떨어졌습니다.

<자막> 뉴욕 괴수 출현 사태 상황 종료

납치 여성 신원 확인중

<기자> 괴수 출현 사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괴수에게 납치됐던 민

간인 여성은 생존중이며 현재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

다. 이상으로 속보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9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사회〕 재산 피해액 뉴욕시 추산 2천억원. 각국에서 구호

물품 러시

〔경제〕 괴수를 잠재운 k시 전투기 차기 국내 도입 검토중

〔연예〕 괴수를 유인한 금발의 매혹녀는 누구?

〔문화〕 괴수의 모험을 담은 자서전 출간될까?

출판계는 지금 괴수의 여인으로 들썩

〔정치〕 백악관은 괴수 난동이 알카에다의 테러일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음

<자막> 뉴스가 된 사실

그리고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들

<여주인공> It's beautiful.

<자막>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게이트 키핑 : 뉴스미디어 조직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

은 뉴스결정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과정을 ‘게이

트키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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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디

어

이

해

하

기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뉴스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라고 생각되는가?의

주제를 던지며 학생

들에게 흥미유발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호기

심을 갖고 경청

한다.

▶학생들은 집중

한다.

▶교사

는 학

습목표

를 판

서한다.

전

개

▶동영상

감상

EBS

지식채널 e

<무엇이 뉴

스가 되는

가?>

▶‘게이트키

핑’ 개념 이

해

▶ ‘ 프 레 이

밍’ 개념 이

▶뉴스를 어떻게 바

라볼 것인가에 주안

점을 두고 감상할 것

을 강조한다.

▶감상한 내용의 줄

거리를 자세히 써 보

도록 한다.

▶정치․경제․사회

․문화․연예면 기사

에서는 ‘킹콩’ 영화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각각 정리해보도록

하며 ‘게이트키핑’의

개념을 설명한다.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

▶학생들은 영상

을 집중하여 감

상한다

▶감상한 내용의

줄거리를 육하원

칙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연

예면에서 바라본

내용을 정리하며

본인은 ‘킹콩’영화

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기록

한다.

▶같은 내용이

다르게 방송된

▶학생

들이

다양한

시각에

서 사

실들을

해석할

수 있

음을

인지하

도록

지도한

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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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설명한다.

▶다른 관점에서 촬

영된 사진을 보여주

며 ‘프레이밍’개념을

설명한다.

뉴스를 MBC,

KBS, SBS,YTN,

JTBC, MBN

,TV조선 등의 예

를 들어 발표한

다.

▶같은 사실이

라도 이미지에

따라 다른 내용

이 전달될 수 있

음을 깨닫는다.

정

리

▶ 학습

내용정리

▶뉴스는 현실을 구

성한 것임을 강조한

다.

▶차시 예고 한다.

▶뉴스가 선택되

어지는 것임을

안다.

3) <2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텔레비전의 언어가 상징적 기호인 말과 도상적 기호인 시․청

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안다.

② 기능면

․시각적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텔레비전 뉴스의 들려지는 말과 보여지는 시․청각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숨은 의미를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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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이미지】 두 가지 관점

왼쪽 그림은 담배 피는 아저씨

또는 예쁜 여자의 얼굴로 보인다.

그림A 그림 B

그림A와 그림B는 같은 그림이다. 하지만 그림B는 그림A를 180도

회전시킨 그림인데 훨씬 젊고 표정이 밝아보인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2차시> 수업은 텔레비전 뉴스의 말과 시각적 이미지가 더해져서 의

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먼저 도상적 기호

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음을 [그림 Ⅴ-2], [그림 Ⅴ-3]

과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그림 Ⅴ-2]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그림 Ⅴ-3]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보이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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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만화의 글을 지워서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여 같은 이미지라도

말에 따라 다른 의미의 이미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림 Ⅴ-4]은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화하고자 하는 행위를 풍자한 6컷 만화이다. 만화

의 글을 지운 후 학생들에게 그림만 제시하여 글을 채워보게 한다. 같은

이미지라도 다른 의미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글을

채움으로써 그림의 의미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림 Ⅴ-4] 독도 사랑 만화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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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디

어

이

해

하

기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보는 시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사

진을 제시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신

기한 듯이 이미

지에 집중한다.

▶교사

는 학

습 목

표 판

서한

다.

전

개

▶텔레비전

뉴스 감상

▶텔레비전 뉴스는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과 시․청각 이미

지가 결합하여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한다

는 것을 설명한다.

▶뉴스 감상 후 말에

의해 시․청각 이미

지를 보완하는 부분

은 어디인지 이미지

가 말의 의미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부분

은 어디인가 찾아보

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

사의 말에 경청

한다.

▶이미지에 의

해 의미가 더해

지는 부분을 찾

고 말에 의해 의

미가 더해지는

부분을 찾아 말

과 이미지가 결

합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다른

학생들

이 발

표하는

내용을

통해

같은

이미지

라도

교사는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하는 사진을 배

부한다. 사진의 배열과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다른 말들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 파악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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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의

의미 작용

▶ 말이 채워지지 않

은 시사만화 그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빈칸을 채우도록 한

다.

▶ 우리 학교에서 있

었던 사실을 주제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

하고 이야기를 꾸며

보도록 한다.

▶시사만화의 그

림을 보면서 어

떤 이야기일까를

상상하여 빈칸을

채운다.

▶학생들은 사진

을 이해하는 정

도에 의해 또는

사진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다

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양한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

다는

것을

인식하

도록

지도한

다.

정

리

▶학습

내용 정리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의 말과 이미지

의 결합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차시를 예고한다.

▶말에 의해 또

는 이미지에 의

해 본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

미와 정보가 수

용자에게 전달된

다는 것을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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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텔레비전 뉴스의 표층구조 ․서사구조 ․심층구조 파

악하기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표층구조․서사구조․심층구조가 무엇인지 안다.

② 기능면

․텔레비전 뉴스를 표층구조․서사구조․심층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현실을 구성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를

갖는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미디어 바라보기 단계로 말과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단계이다. 교사는 감상할 뉴스의 ‘숏(shot)’ 단위로 자른 사진과

학습지를 모둠별로 나누어준다.

학생들은 뉴스의 언어 기사 부분만 들은 후 음성 언어인 말을 받아쓰

기한다. 받아쓰기한 후 영상과 함께 뉴스 전체를 감상한다. 음성을 듣기

만 했을 때의 뉴스 이해 정도와 영상 화면을 같이 시청했을 경우의 뉴스

이해 정도를 비교한다.

영상 화면의 사진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어떠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

는지 시․청각 이미지의 의미를 정리한다. 말과 영상이 어떻게 상호 연

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에 의해 영상이 강조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있는

지 모둠별로 토론한다. 말과 시․청각 이미지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표 Ⅴ-3]와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 찾아보도

록 한다.



- 93 -

주안점 뉴스 분석 시 유념할 질문들

뉴스 내용의

사실성과 중립성

▶ 뉴스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가?

▶ 뉴스진행자의 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뉴스진행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

거자료는 적절한가?

▶ 뉴스진행자의 말에서 감정적․주관적

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가?

▶ 뉴스의 배열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

여되고 있는가?

▶ 한쪽에 유리하도록 보도 내용의 길이

와 깊이를 차별화하여 말하고 있지 않

은가?

영상 화면의 공정성

▶ 카메라의 ‘숏’과 ‘앵글’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고 있는가?

▶ 뉴스 진행자의 얼굴 표정이 주제에 따

라서 달라지는가?

▶ 특정인과 단체에 유리하게 화면을 배

정하고 있지 않은가?

▶ 특정인과 단체에 유리하도록 영상을

편집하는지 않았는가?

▶ 화면 배열에 의해 내용이 더욱 강조되

는 부분이 있는가?

▶ 영상과 말을 통해 뉴스 제작자가 나타

내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표 Ⅴ-3] 뉴스 분석시 유념할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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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의 균형성

▶ 인터뷰 대상자가 한쪽 의견에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주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

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두 명이상을

활용해 삼각 확인을 하고 있는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기장, 부기장 2명 사망

[뉴스진행자]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민간헬기 한 대가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과 부기장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오늘 아침 8시 54분, LG 전자 소속 8인승 헬기가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

터 21층까지, 유리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미디어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인터넷,

신문, 잡지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발표 시간을 통해 다른 모둠의 발표 내

용을 경청한다. 우리 모둠이 잘못 인지한 부분과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

한 부분을 모둠별 토론을 통해 수정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과 영

상언어가 어떻게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지, 뉴스 제작자에 의

해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중에 강요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뉴스를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Ⅴ-4]는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에 민간 헬기가 충돌한 사건을 보

도한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내용이다.

[표 Ⅴ-4]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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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추락한 헬

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

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 "119죠? 아이파크 102동에 헬리콥터가 부딪치고 떨어졌어

요."

(102동에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부딪혀서 떨어졌다고!"

(금방 갈게요!)

[기자]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와 동시에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

다.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목격자]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느낌이..."

[기자]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3백여명이 투입돼, 7시간 만에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사고헬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LG전자 임원

진을 태우려고 잠실 헬기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표현’ 또는

‘언어적 재현’, 과 ‘영상 표현’ 또는 ‘영상적 재현’의 두 범주로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언어 기사의 가장 중요한 기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동 아

이파크’, ‘헬기 충돌’, ‘사망’이다. 언어 기사 속에서 ‘삼성동 아이파크’의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다 . 기자의 말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로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의 기의적 의

미를 확대하고 있다. 이 건물의 기의는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라는 기

의와 만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부’의 기의와 붙게 되면서 ‘한

국의 경제 번영의 상징이자 한국 부의 중심’이라는 기의가 완성되게 된

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확대된 기의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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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 영 상 언어 기사

숏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민간헬기 한 대가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과 부기장 2명

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숏2

오늘 아침 8시 54분, LG 전자 소속

8인승 헬기가 서울 삼성동의 38층

짜리 고층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터

21층까지, 유리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는 과정을 보여준다. ‘창문을 들이받은 헬기는 27층부터 21층까지, 유리

창을 잇따라 부딪치며 아래로 추락’, ‘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추락한 헬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

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등의 기호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의 중심이었던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가 짧은 시간에 헬기와 충돌하

여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다양

한 기호들로 강조하여 기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더불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친 ‘산산조

각’, ‘아수라장’과 같은 주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표 Ⅴ-5] 2013년 11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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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숏3
아파트 외벽과 창틀은 폭격을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내렸고,

숏4

추락한 헬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

을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숏5

"119죠? 아이파크 102동에 헬리콥터

가 부딪치고 떨어졌어요."

(102동에 헬기가 떨어졌다고요?)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부딪혀서 떨

어졌다고!"

(금방 갈게요!)

숏6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박인규 씨와

부기장 고종진 씨는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숨졌습니다.

숏7
사고와 동시에 일대는 순간 아수라

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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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8
8개 가구 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했

습니다.

숏9

[목격자] "와장창 쾅 하는 데 파편

조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 느낌이..."

숏

10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3백여명

이 투입돼, 7시간 만에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숏

11

사고헬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LG

전자 임원진을 태우려고 잠실 헬기

장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언어 기사는 [표 Ⅴ-5]와 같이 중요한 11개의 영상화

면 ‘숏’으로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서사구조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위치와 높이

로 강조하면서 건물이 지니는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서사

구조는 이러한 건물이 헬기의 충돌로 인해 기장과 부기장은 사망하고 주

민들은 놀라 긴급 대피하는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세 번째 서사구조는

사고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숏1’에서는 진행자의 귄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미디엄숏(medium

shot)으로 촬영하여 뉴스의 신뢰성을 강조한다. 뉴스진행자의 뒤의 배경

에 나와 있는 영상을 통해 당시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시청자들에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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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주고 있다. 얼마나 충돌했는지 말을 통해 상상하던 것을 영상

을 통해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첫 번째 서사구조 속에 나타나는 영상화

면의 가장 큰 의미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위용과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상징성이다. ‘숏2’는 삼성동 아이파크의 건물의 위치를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조망하는 ‘부감숏(high angle shot)’로 처리함으로써 건물이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숏11’은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의 높이를 ‘양각숏’(low angle shot)로 구

성하여, 이 건물의 높이와 위엄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이

건물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함으로써 건물이 지닌 위압, 선망,

복종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서사구조는 건물이 헬기의 충돌로 인해 심하게 붕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숏3’은 외벽과 창틀이 심하게 부서져내린 모습, ‘숏5’도

추락한 헬기를 클로즈업 화면으로 처리하여 헬기가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숏6’의 기표 ‘들것’은 ‘기장과 부기장의 죽음’이라는 기의를 강조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숏4’ ‘숏7’은 추락한 헬기를 ‘롱숏’(long shot)으로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어수선한 상황을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숏8’은 사람들을 ‘웨이스트숏’(waist shot)으로 촬영하여 사람들의 경

직된 얼굴 표정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숏9’는 인터뷰 대상자의 배경 화면을 통해 민간 헬기가 LG전자 것임

을 화면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사운드바이트(sound-bite, 인터

뷰 컷)도 짧고 전체적으로 숏의 화면전환이 빨라 사건이 긴박함을 더하

는 경성 뉴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서사구조는 헬기가 LG임직원을 태우기위해 출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영상화면 ‘숏11’과 긴밀한 연관성은 없지만 빠른 숏의 이동으로

시청자의 눈을 미디어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세 번째 서사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사

고의 원인이 LG임원진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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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 [8분간의 미스테리]

[뉴스진행자]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안갯속에 있습니다. 박소연, 이가혁 기자가 헬

기 사고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인근주민 : 하늘에서 진짜 뭐가 확 떨어지는 소리, 굉음소리가 났어요.

상당히 놀랐죠.]

[박원순/서울시장 : 고층 건물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이번 사고는 아주

아찔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라고 보고요.]

[기자]지난 16일, 평온한 토요일 아침을 뒤흔든 참사.

헬기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돌진한 사상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헬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아파트와 충돌할 때까지 8분의 시간을 재

구성해봤습니다.

16일 오전 8시 46분, LG전자 소속 HL 9294호는 김포공항을 이륙해 잠

실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면 되는 비교적 쉬운 경로였습니다.

헬기를 모는 기장과 부기장은 공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베테랑

조종사.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헬기는 경로를 벗어나 착륙장과 1km 이상 떨

어진 아파트 북서쪽에 충돌했습니다.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뉴스 제작자의 숨은 의도를 이러한 단어를

통해 유추하여 사건의 원인을 읽어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학생들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미디어의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파악

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에서 방송한 내용을 학생

들이 검색함으로써 확실히 할 수 있다. [표 Ⅴ-6]와 같이 학생들은 동일

한 사건이 미디어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6] 2013년 11월 23일 JTBC <뉴스9>의 언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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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재진은 미국 항공우주학회 석학 회원인 건국대 정성남 교수와

함께 충돌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 교수가 주목한 건 아파트 벽면의 파손 형태.

정 교수는 조종사들이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급

상승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

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선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급작스럽게 나타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급상승 비행을 마

지막 순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먼저 23, 24층을 스치

듯 지나가고 25, 26층을 통과해 거의 26층에 박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같은 추측은 헬기 프로펠러와 랜딩 기어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정

되는 위치와도 들어맞습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날개가 집중적으로 한

부위를 타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칼날이 지나간 듯한 파손 흔

적이 보이는데 앞 랜딩기어가 여기 부딪힌 흔적, 뒤쪽에 메인 랜딩기어

가 벽면에 접촉한 흔적도 보입니다.]

이런 긴급 기동이 이뤄진 주 원인은 물론 안개입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국부적으로 강한 안개

가 그 주변에 끼어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JTBC가 입수한 아이파크 인근 건물 옥상의 CCTV를 보면 사고 당일의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안개가 걷힌 뒤 선

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무역센터빌딩은 사고 순간엔 짙은 안개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짙은 안갯속을 날다 갑자기 나타난 아파트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막판에 급상승을 시도하면서 아파트와 정면 충돌을 피

한 덕분에 그나마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남/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 충격량 자체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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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다소 적었던 것도 마지막 순간

에 조종사의 노력,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대변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

다.]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 조종사들이 왜 착륙 예정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뉴스진행자]사건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조종사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한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면한 것

같군요.

[기자]전문가와 분석해보니 사고 헬기는 시속 200km 정도로 날아온 걸

로 추정됩니다.

만약 정면 충돌 했다면 아파트 주민도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진행자]그런데 대통령 전용기까지 담당했던 베테랑 기장이 왜 이렇

게 무리한 운항을 한 걸까요?

[기자]그게 결국 핵심 의문인데요.

우리의 헬기 운행, 특히 기업 헬기 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헬기를 조종한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

정규 근무일도 아니었습니다.

[고 박인규 기장 지인/사고 직후 : 오늘 노는 날이야. 근무날은 월, 금이

야. 왜 나가 인규가.]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헬기의 랜딩기어.

짙은 안갯속에서도 착륙을 마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출발 시점으로 되돌아가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

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잠실 헬기장의 비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50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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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포공항을 출발한 건 오전 8시 46분, 예정보다 지연된 겁니다.

출발 전부터 잠실 헬기장과 LG 측 사이에 안개 상황 등에 대한 통화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실헬기장 안전관리요원 : 8시에서 8시 반쯤? 이런 상태에서 (착륙)

곤란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기장하고 통화했는지 운항담당자하고 통화했

는지.]

헬기장 주변의 짙은 안개 상황이 전달됐고, 이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헬기장에 임원들이 도착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국 기장은 헬기

를 띄웠습니다. 안갯속 비행은 얼마나 위험할까. 당시 기상에 맞춰 모의

비행을 해봤습니다.

출발 직후 시정거리는 1km. 지상에선 활주로가 보이지만 이륙을 하자

곧 시야를 뿌예집니다.

[김종필/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기장 : 밑에 있는 지형 지물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계 상태입니다.]

시정거리 800m로 추정된 서울 강남 쪽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

니다.

착륙지인 잠실 헬기장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기장 : 실제 비행 상황이었을 때는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거의 힘들어요. 자기가 아는 지형이 아

니면.]

우선 기장이 잠실 헬기장을 약 2km를 남긴 상태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쪽은 비행금지구역이어서 남쪽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헬기가 잠실 착륙장 부근까지 비행했다가 착륙이 어렵자 선회했을 가능

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헬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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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헬기장 안전관리요원 : 소리가 나니까 여기(사무실) 있다가 저기

(밖으로) 갔다는 것이지.]

이 정도면 상당히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명진/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 헬리곱터가 여기에 (착륙을)

시도했다가 되돌아서 갔다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헬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다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악천후에서도 착륙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말

합니다.

바로 추락한 헬기의 랜딩기어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접혀진 랜딩기어가 사고 충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

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현직 조종사 A씨/(경력 30년 이상) : 착륙 준비하려고 가까이 가다 잘

안보이고. 그때는 랜딩기어를 올리는 것보다 빨리 거기를 피해 다른 데

로 기수를 돌려 나간다.]

결국 착륙이 어려운 안개 상황에서 LG 측은 최종적으로 기장의 결정이

라고 주장합니다.

[남상건/LG전자 부사장 : 운항에 대해서는 기장이 판단합니다.]

기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 조종사들은 기장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현직 조종사 A씨/(경력 30년 이상) : 대기업에 고용된 조종사로서 임원

들이 가자고 했을 때 과연 쉽게 떨쳐 버릴 수 있겠느냐.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밑에서 VIP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공중에서 휭 소리밖에

안 들리면 밑에서 봤을 땐 "저 OO이 시도도 안 해보고…"]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

사후 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건, 위험한 상황에선 헬기가 뜨고 내리지 못

하도록 하는 초보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우린 아직 그것조차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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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미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텔

레비전 뉴스를 감상

하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

▶학생들은 내

가 보는 텔레비

전 뉴스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전달될 수 있다

는 것을 깨닫

는다.

▶교사

는 학

습 목

표를

판서한

다.

전

개

▶뉴스 감

상 후 줄거

리쓰기

▶뉴스 ‘숏’ 사진과

학습지를 나누어준다.

▶뉴스의 말에 해당

하는 부분만 음성으

로 들려주고 뉴스의

언어기사를 받아쓰도

록 한다.

▶사진을 통해

사건을 상상한다.

▶음성 언어를

학습지에 받아쓴

다.

이 뉴스는 LG직원의 말을 인용하여 안개라는 기상 악화속에서도 무

리한 운항을 한 것을 기장의 판단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고

용된 조종사로서 임원들이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음을 현직

조종사의 말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 대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짙은 안개속에서도 대기업의 임원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고용된

조종사의 구조적 문제, 갑과 을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학생들은 우리 모둠이 매체 해독․분석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 후 우리 모둠이 잘못 분석한 내용을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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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어

바

라

보

기

미

디

어

줄

거

리

쓰

기

미

디

어

해

독

․

분

전

개

▶화면을 같이 보여

주고 내가 들으면서

상상한 것과 어떤 점

이 다른지 기록하도

록 한다.

▶학습지에 사진

을 배열하고 말

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파악

한다.

▶뉴스

안에는

제작자

의 숨

은 의

도가

내재되

어 있

음을

인식

한다.

▶표층구조

분석

▶서사구조

분석

▶심층구조

분석

▶영상의 비주얼 이

미지인 표층구조를

통해 외연의미를 분

석하게 한다.

-뉴스에 등장하는 인

물은 누구인가?

-이미지와 기호는 무

엇인가?

▶서사구조를 통해

함축의미를 분석한다.

-뉴스 스토리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뉴스에 사용된 문구

는 어떤 것들이 있

는가?

-기호들은 어떠한 기

의들을 나타내는가?

▶심층구조를 파악하

여 뉴스가 재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어느 편에서 뉴스를

만들었는가?

▶보여지는 비주

얼의 이미지를

정리한다.

▶이야기를 육하

원칙에 의해 분

석해본다.

▶뉴스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이

야기의 배열, 영

상의 특징, 외부

적 요인 등에서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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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토

론

하

기

-주의를 끄는 카메라

기법은 무엇인가?

-재현되는 가치와 관

점은 무엇인가?

▶인터

넷이

가능한

컴퓨

터실

▶다른

미디어와

비교

▶다른 미디어와 내

용을 비교하도록 한

다.

▶미디어 간의

관점의 차이

를 분석한다.

▶모둠별

발표 및

토론

▶뉴스를 평가한 내

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도록 한다.

▶발표 내용을

듣고 토론을 거

쳐 나의 관점을

수정․보완한다.

정

리

▶학습내용

정리

▶교사는 텔레비전

뉴스에 숨은 이데올

로기가 있음을 강조

한다.

▶ 차시를 예고 한다.

▶뉴스에는 이데

올로기와 가치가

내재한다는 것을

안다.

▶경청한다.

5) <5～6차시> 교수․학습 과정

(1) 주제 : 뉴스 제작 및 표현 활동

(2) 학습 목표

① 지식․이해면

․뉴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뉴스를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뉴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뉴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 108 -

② 기능면

․뉴스를 다양한 기호 및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할 있

다.

․캠코더를 통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 가치․태도면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관점에서 창의

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는다.

․적극적인 미디어 참여자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주체임을 인식한다.

(3) 교수․학습 계획 및 활동

텔레비전 뉴스 제작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들을 선택하고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회 현

상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뉴스 제작 및 표현 활동은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① 뉴스 주제 및 방향 선정

모둠별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들 중에 무엇을 뉴스로

만들것인지 토론한다. 주제는 사회 현상, 가치관 및 신념이 표현되는 주

제를 선정한다.

② 전문가 집단 회의

모둠별로 학생들은 각각 촬영감독, 촬영기자,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

행자로 역할을 맡는다. 각 모둠의 촬영감독, 촬영기자, 편집부장, 기자,

뉴스진행자들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소집단 협동수업이 이루

어진다.

학생들은 본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 모여 무엇을 할 것

인지 논의한다. 전문가 집단의 토의가 끝나면 각 조로 돌아가 각자의 역

할에 대해 모둠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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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작 계획서>

모둠명 모둠 구성원

주제

사용할

주요

기호

이야기

역할

분담

촬영감독 :

촬영기자 :

기자 :

뉴스진행자 :

편집부장 :

③ 뉴스 제작 계획

각자 맡은 역할을 인식하고 뉴스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표 Ⅴ-7]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표 Ⅴ-7] 뉴스 제작 계획서

④ 콘티 작성

주제에 맞게 뉴스 제작하기 위해 작업의 설계도인 콘티를 작성한다.

콘티는 뉴스 제작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표 Ⅴ-8]와

같이 숏, 대본, 효과음, 화면 구성, 문구, 시간 배정, 인터뷰 대상자, 자막

처리 등 자세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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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주제

뉴스 헤드라인

숏 번호 언어 기사 영상 화면 자막 음향 유의점

[표 Ⅴ-8] 작업 설계도

⑤ 촬영 및 제작

콘티를 작성한 것에 기반하여 촬영 계획서에 따라서 뉴스 촬영 및 제

작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뉴스를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

을 찾아가 촬영하고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뉴스 제작을 위한 장비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작 관행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이 각자 맡은 역할속에서 한편의 정해진 분량의 뉴스 프로그램

을 만들면서 이들은 어떤 뉴스를 정할 것인지, 뉴스진행자와 기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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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관점
점

수

평가

근거

뉴스내용

뉴스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

는가?

뉴스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말속에 주관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지, 촬영한 장면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장면을 어떤 카메라

각도로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텔레비전 뉴스라는 매체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에 대한 과정을 익힌다.

1차적으로 뉴스 제작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조별로 만들어진 뉴스

를 편집한다. 편집과정은 미디어가 내용의 재배열과 불필요한 부분을 자

르는(cropping)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가 재구성 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있다. 편집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뉴스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의

도한 결과물을 얻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

하다.

⑥ 발표 및 평가적 토론

학생들은 만들어진 뉴스를 시뮬레이션한다. 이는 뉴스를 발표하는 과

정을 통해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가치 등을 제대로 담아내었는지 반성

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 제작 계획서대로 뉴스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완성된 뉴스가

제작 계획서에 비추어보아 달라졌다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최종결과물

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 대해 모둠별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둠의 뉴스제작 발표 시간이 끝나면 다른 모둠의 뉴스 제작 발

표를 경청한 후 [표 Ⅴ-9]의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본다.

[표 Ⅴ-9] 뉴스 제작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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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의 배열은 적절한가?

뉴스진행자의 단어 구성은 중립적이고 공

정한가?

근거자료

근거 자료가 뉴스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다양한 의견을 갖은 인터뷰 대상자를 선

정하였는가?

영상화면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이 사실을 변형시키

지 않고 있는가?

영상의 길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배

분되지 않았는가?

특정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의 조

작을 과장하지 않았는가?

활동내용
준비 모둠원이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하

고 서로 협동하였는가?

단 계 학습활동 교사 학생 유의점

새

도

입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확인

▶전시 학습 확인한

다.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전시 학습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및

학습과정을 이해

이러한 단계는 자신들이 의도한 신념, 가치관이 뉴스라는 텍스트를

통해 재현되는 과정이다. 미디어 생산자이며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자신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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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미

디

어

창

조

하

기

․

발

표

․

피

드

백

하

기

한다.

전

개

▶뉴스 주

제 및 방향

설정

▶모둠별로 제작할

뉴스의 주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뉴스의 목적, 대상

▶모둠별로 어떤

사건을 주제로

할 것인지 토론

한다.

▶소집

단 협

동 수

업이

잘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전문가

집단 구성

및 회의

▶모둠별 역할 분담

을 조직하고 같은 역

할을 맡은 구성원끼

리 토의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끼

리 모여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뉴스 제

작 계획

▶뉴스 제작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에

서 숙지한 역할

을 바탕으로 계

획한다.

▶콘티

작성

▶모둠별로 제작할

콘티를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숏

- 뉴스의 언어 기사

- 효과음

- 자막처리

▶모둠별로 토론

과정을 통해 제

작할 뉴스의 콘

티를 짠다.

▶촬영 및

제작

▶뉴스의 제작․편집

과정을 설명한다.

▶계획대로 뉴스

제작 및 편집한

다.

▶발표 및

피드백

▶모둠별로 제작한

뉴스를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제작

한 뉴스를 발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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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를 학생들에

게 배부한다.

▶다른 모둠의

작품을 평가지에

평가한다.

▶모둠별

평가

▶모둠별로 다른 사

람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정적 평가 내용

에 대해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 모둠별로 다

른 사람들의 평

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토론한

다.

▶계획대로 뉴스

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

해 토론한다.

정

리

▶정리

▶차시예고

▶학생들의 미진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

고 활동에 대해 총평

한다.

▶차시를 예고한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에

대하여 반성한다.

▶차시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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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부른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면 바보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꼬집은 말일 것이

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퇴근 후에 쇼파에 누워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다양한 텔

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미

디어로부터 수집하고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다. 미디어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구성해주며

우리의 사고와 행위 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주로 재미나 흥미를 얻기 위해 이용하며

미디어 자체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

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관심

을 갖아야 한다. 즉,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

락에서 구성되었는지, 어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현실을 표상하

는지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과 수업 모형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학습 영역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수업 모형이 지향하고자 하는 표상체계 및 상징

체계 미디어 접근법이 주로 다루고있는 ‘이데올로기’, ‘미디어 해독’, ‘기

호학’, ‘수용자의 능동성’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적 대중 문화론, 구조주의,

문화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

터러시 패러다임을 예방적 접근법, 대중 문화적 접근법, 학습 도구적 접

근법, 표상체계 및 상징체계의 접근법으로 나누어 시대 흐름에 따라 살

펴보았다.

미디어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숨은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분석

적․비판적 사고와 능동적 참여자들이 미디어 제작을 통해 창의적 사고

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표상체계․상징체계로서의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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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리터러시 접근법에 입각한 수업 모형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사회과교육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

며, 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력․탐구력․비

판적 사고력․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우리 삶을 소

재로 한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해독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

적 사고와 같은 고급사고력의 향상이 가능하므로 사회과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공신력 있고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

에서 뉴스가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있다는 인식하에 텔레비전 뉴스를 중

심으로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가 구성하는 ‘언어 기사인

말’과 ‘영상 화면인 시․청각 이미지’의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텔레비전

뉴스를 예로 제시하여 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

떠한 의미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뉴스를 예로 제시하여 뉴스

의 배열 순서, 뉴스 보도 내용,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 언어 기사의 주관

성, 취재원의 균형성 등을 중심으로 뉴스 보도틀(프레이밍)에 의해 만들

어진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내용을 학습한 후 미디어 리

터러시를 위한 수업 설계를 7단계로 구성하였다.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 후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텔레비전 뉴스를 소재로 하였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뉴스 언어의 기호 체계를 알고 의미 작용 과정을 파악할 수 있

다. 뉴스를 해독․분석함으로써 비판적인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

으로 기를 수 있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제작 활동을 통해 뉴

스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지식․촬영 기법 등의 기능․자신의 관점에

서의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미디

어 제작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갖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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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읽기’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쓰

기’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고급사고력 함양에 기여한다.

다섯째, 수업은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한 것이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 강조한다. 학생들은 ‘미디어는 사실을 말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물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디어가 전

달하는 언어적․상징적 표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디어는 거대 자본뿐만 아니라 권력에도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디어는 힘 있는 세력의 영향력에 굴절되어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

어의 속성을 파악하여 뉴스가 된 사실이 아니라 뉴스가 되지 못한 많은

진실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디어 홍수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세상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것

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의 기호 체계를 분석하여 의미 생성 과정을 통해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교육적 의의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업 모형을 학습한 학생들이 훨씬 비판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

회과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형의 교육적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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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Unknowingly, our eyes and ears are constantly exposed to media

(news, music, newspaper, Internet, advertisement, radio, television,

etc.). We have accepted contents of media uncritically. We search for

information through media. Media influences our thinking, values and

actions. The potential of media on modern society is huge.

In addition, students are vulnerable to external environments, such

as media. Especially, students are needed to cultivate and actively use

critical thinking of mass medi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eal the basis of deepening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and further develop a media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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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model that is applicable in social studies.

With this aim, the study interpreted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paradigm of media literacy, and mass media theory, such as

postmodernism, constructism, cultual theory, theoretical trend on

previous research, and sphere of media literacy.

Also,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vision

news and the semiotic analysis of the language system of television

new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nalyzed.

Our media literacy education model is not organized by protective

media education model but by new media education. Our education

model enables students to access complete narrative structure;

analyze, evaluate and discuss different ideas; and produce media

based on their own value and belief.

If students learn this media skill thru instruction, they will be able

to look at the frame media contents critically and will be able to read

between the lines. Not only will they be media consumers but also

sophisticated producers and democratic citizens.

Therefore, media literacy education is essential in a democratic

society that encourages diversified thinking and established identity.

   keywords : media literacy, television news,

education model, social studies, signification

Student Number : 2010-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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