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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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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で៣㇏# 㾻ㄋ⮨# ⚆# ┠㉸
새로운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소통의 양식이 다양하게, 그리
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교육에서도 매체언어(media
language)의 소통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문어 매체 중심의 국어교육이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의 신장을 중시했다면 디지털 정보로 통합된 새로운 매체 환경
에서는 읽고 보는 능력과 쓰고 만드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보다 폭넓은 의미의 문식성(literacy) 신장과 관련이 있다(이삼형
외, 2000: 17-20).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같은 매체에 기반을 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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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식성은 말, 소리, 글, 동영상, 이미지 등의 다양한 양식이 결합되
어 있는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ies)’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 양식 문식성’은 매체언어에 대한 분석과 해석뿐만 아니라
생산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에서의 매체언어
교육도 매체언어에 대한 이해 교육과 매체언어로 표현하고 생산하는 교
육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윤여탁 외, 2008: 8-10).
이러한 교육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매체 생산 교육 실천 경
험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근래에 들어 매체언어 생산과 관련한 실천적인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1) 여전히 교실에서의 매체 생산 교육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2)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수업 시수나 교사 변인 등과 같은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교실에
서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을 다루기란 쉽지 않다.3)
1) 매체언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 실천에 대한 논의로는 최지현(2007),
이채연(2007), 서유경(2009), 정현선(2012) 등이 있으며, 매체언어 생산 교육과 관련하
여 최미숙(2006), 김대희(2009), 이상우․이철진(2010)을 살펴볼 수 있다. 매체언어 교
육에서 교사 변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손예희(2008), 김대희(2010) 등이 있다. 특히 김
대희(2009)의 연구는 영상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본고에 주는 시사점이 많으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상우․이철진(2010)의 경우 학습자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자료가 소
략하여 역동적인 학습자의 제작 과정 자체를 살피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정현선(2004)은 미디어 텍스트를 ‘쓰는’ 교육 혹은 ‘제작’ 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
을 위한 기자재 등의 시설이 학교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점이다.
3) 매체 생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본격적인 매체언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수
행평가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제작 활동은 대체적으로 학습자의
재량과 자율에 맡겨지며,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의 경험적 의미를 중시하기보다 결
과로서 생산된 매체 텍스트 자체에 평가가 집중되는 편이다. 매체 생산 교육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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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현장의 교사들
에게 수업을 설계할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업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나,
수업과 같은 교육 경험들을 이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4) 이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 사례를 연구
하고자 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매체 텍스트 제작과 관련한 학습자들의
실제적 경험 양상을 확인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
정에서 제작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 어떠한 매체언어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Ⅱ. で៣# ᵷ⬸# ⚆# ⚠✌
1. ⤻Ⴗ# ᙋ␌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한 것은 국어 수업5)에서 수행평가 과제로 UCC를 제작한 2개 모
고 있는 많은 논의들은 매체 제작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매체 생산 교육은 결과물로서의 매체 형식보다는 매체 텍스트 제작 전 과정에
서 발현되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최지현(2007: 172)의 지적
은 매우 타당하다.
4) 정현선(2004: 218-219)에서는 교육 연구가 보다 실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학의 이론과 실천을 접맥할 수 있는, 질적 접근을 통한 현장 연구들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5) 연구자는 2012학년도 2학기에 S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풍자’라는 주제로 수업
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실시한 수업은 ‘진도에 맞춰’ 교과서의 태평천하와 봉
산탈춤의 양반과장을 감상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었다. 두 작품 모두 풍자의 형식
을 띠고 있으므로 이 수업을 위해 큰 주제를 ‘풍자’로 설정하고 우선 풍자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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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8명)의 UCC 제작 경험이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수합
된 UCC 중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였으며 그 중
매체 텍스트를 통해 ‘풍자’의 주제 의식을 잘 나타낸 모둠과 다소 주제 전
달이 미흡했던 모둠6)을 1개씩 선정하여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모둠 선정의 기준은 첫째, 제작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모둠이 제
작 과정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둘째 ‘주제
전달’이라는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는 두 모둠의 경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
이다. 이러한 사례의 추출은 양 극단의 사례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이해로
진행하는 목적지향적 표본추출이며, 표본 내의 다양성을 최대화하여 현
장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나 차이의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표본추출이라
할 수 있다(Patton, 1990: Flick, 임은정 외 역, 2009: 135-136에서 재인용).

형식, 효과를 학습한 후, 교과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그 후 풍자 방법에 대한 수용과
생산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자신들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풍자 UCC
를 만드는 수행평가 과제를 제시하였다. 풍자 UCC 제작을 위해 지식채널, 만평, 개
그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의 다매체를 통해 ‘풍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매체언어
표상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기획부터 편집까지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과 안내 후,
2～3시간의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기획안과 촬영 대본 예시 및 형식은 전국
국어교사모임(2005)의 뺷국어시간에 매체읽기뺸에 나온 것을 활용하였다.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에 있어 특히 풍자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게, 서사적 형식을 갖춘 동영상을
제작해야함을 주지시켰다. 그러나 이 수업이 본격적인 매체 텍스트 제작 교육을 실
시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 점에 있어서 매체언어 교육을 적용하거나 효과를
검증하는 실천 연구로서의 한계는 지니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매체언어 교육에 대
한 명시적인 교육 없이 매체 텍스트 제작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그리고 그 경험의 양상을 실제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연구로
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이 모둠의 경우 스스로 풍자를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편집 과정에서 장
문의 엔딩 크레딧을 덧붙여서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였다.
‘…사실 풍자 UCC를 만드는 건데, 아무도 뭘 풍자하는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다
쓰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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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편의상 매체 텍스트 제작을 통해 성공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한
모둠을 A모둠이라 하고, 주제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모둠을 B모둠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모둠원도 A1～A4, B1～B4의 기호를 부여
하여 구분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 맥락과 각 모둠이
제작한 풍자 UCC의 기본적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
<祢 1> 磲珪枪 勾巿 汾瘶拶櫖 焾櫲穢 穟枻沖 廫岃

모둠

기호
A1
A2

A
A3

A4
B1
B

B2
B3

학습자 맥락
주로 전체 연출하는 데 기여함, 장면 구상,
음악 선택, 대본 작성 등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음.
유명한 UCC는 보긴 하지만 스스로 찾아보
거나 한 적은 없음.
주로 앵글이나 편집 기술에 대해 조언함.
초등 6학년 때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교사
의 지도로 UCC 제작 도 대회 동상 수상 경
험이 있음. 중3 졸업 동영상에 출연함.
시나리오 작성에 기여하고 편집을 도맡아함
캠프에 참여하여 하루만에 동영상을 제작
한 경험이 있음. 그때도 편집을 함.
주제 선정, 매체 형식 선정, 카메라 촬영 등
에 기여함.
편집을 도맡아함.
촬영 단계에 기여함. 뮤직비디오의 많은 부
분 촬영
중3 음악 UCC 수행평가 만들어 본 적이 있

매체 텍스트 명시적 매체
제작 경험 텍스트 생산
학습 여부
여부
×

×

×

×

○

○

○

×

×

×

×

×

○

×

7) 학습자들이 제작한 매체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 의식이나 매체언어 형식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매체언어 능력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 그리고
매체 텍스트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그 제작과 관련된 방법론을 논하는 것 또한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후술될 학습자의 매체 제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학습자 맥락과 주제, 형식, 내용에 대한 간략한 매체 텍스트 정보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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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으나 이 과제를 할 때 그 경험은 도움이 되
지 않았음.
배우로 출연함.

×

×

A3, A4, B3를 제외한 다른 학습자들은 그 이전에 한 번도 매체 텍스트

제작을 해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수업을 통해 명시적인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텍스트 제작의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의 경우도 A3
를 제외하고 ‘한 번 해 봤다’식의 일회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
<祢 2> 穟枻沖儆 洢沗穢 廪熺 癓枪瞾 廫岃

주제
형식

내용
및
참고
사항

주제
형식
내용
및
참고
사항

A모둠: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맹목적인 입시제도 풍자
지식채널
맹목적인 입시 제도를 ‘삽질’로 상징화하여 그 비효율성을 풍자하고자 하
였다. 영상 속 가상세계에서는 19살이 되는 청소년들은 어디에 묻혀 있을지
도 모르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이아몬드를 찾을
확률이 불분명하므로 세상은 얼마나 깊고 빠르게 파는지를 평가의 기준으
로 삼고 이것을 진로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삽질을 하는 도구
도 삽, 귀이개, 숟가락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는 엄마가 함께 삽질
을 해 주는 친구도 있다. “꿈”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과 세상이
요구하는 삽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그린다. 상징적인 상황
을 설정하여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풍자를 나타내었고, 전반적으
로 지식채널의 형식을 잘 구현하였다.
B모둠: 그 애 참 싫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비판
뮤직비디오
삼각관계로 보이는 두 남학생과 여학생. 그러나 사실 그 애가 좋아하는 사
람은 여자 친구가 아닌 남자 친구이다. 전체적으로 한 여학생이 각각의 남
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 셋이 찍은 사
진을 한 남학생이 찢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남학생 사이에 있던 여학생의
사진을 버리고 그 둘의 사진을 나란히 대어 본다. 마지막 장면은 두 남학생
이 정면을 응시하며 끝을 맺는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를 풍자
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전체 작품에서 풍자의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2. ⤻Ⴗ# ὴ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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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은 교사의
일방적 수업이나 단편적 지식의 습득, 혹은 일회성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매체 텍스트 제작의 전 과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맥락에서 매체 텍스트 제
작과 관련된 경험의 의미와 양상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면
담을 통한 질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8) 모둠별로 이루어진
매체 창작 경험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로 모둠별로 이루어진 매체 창작 활동에서 개인적인 경험은
물론 집단이 공유하는 매체 창작의 경험에 근접하기가 더욱 용이한 면담
법이다. 또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의견이나 극단적인 견해를 배제
할 수 있도록 상호 체크를 하며 균형을 취할 수 있어 자료수집의 질을 관
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Patton, 1990: Uwe Flick, 2002, 임은정 외 역,
2009: 211-212에서 재인용).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조정자와 사

회자 역할을 맡아 매체 창작 과정과 매체 창작 경험의 의미에 대한 반구
조화된 질문을 통해 주제에 대한 그룹 전체의 회답을 최대한 얻을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인터뷰의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사후 전사하여 질
적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둠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일시 및 장
소는 다음과 같다.
<祢3> 微奦懊 磲珪枪 勾巿 汾瘶拶 滊窏 斲穳

모둠

인터뷰 일시 및 장소

A모둠

2012년 11월 22일(목) 16:00～17:00

8)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한 연
구 방법이다. 또한 참여관찰에 비해 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 대한 심층적 정
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199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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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명)

교내 국어연구실

B모둠
(남 3명, 여 1명)

2012년 12월 13일(목) 16:00～17:00
교내 국어연구실

Ⅲ. 㿐㈇㇏# 㜫# 㯄ⴛ㴯# ㊓㈈# ᜴䁏# ⟻⮔
1. ⏷ᮋ# ⑨⪣# 㘋
매체 텍스트 제작과 관련한 학습자 경험을 보다 유의미하게 분석 기술
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매체 텍스트 제작의 각 단계에서 겪었던 제작 경험
과 전반적인 제작 활동을 통해 자신이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유의미한 학
습 경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얻은 경험의 의미와 결과
로서 얻게 된 경험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둘을 나누어 보는 까닭은 우선 학습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9), 다음으로 매체 텍
스트 제작 활동이라는 교육적 기획을 통해 학습자가 체험한 국어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학습자의 진술을 통해 성찰적으로 바라보고자 함이다.10)
9) 최지현(2007: 171-172)에서는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은 주로 교실 밖에서 학습자 주
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지속적인 학습 동기 부여와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 관
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업이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은 비연속적이며, 점검 및 송환은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이처럼 점검 및 송환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찾는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10)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매체언어 교육
에서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와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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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ᴯ# 㒘◯㘃# ⭧⫝̸# ၇⭠⤛⑧⪣# ဈ㤣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은 기획부터 제작 및 평가까지를 아우르는 것이
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연과 같은 평가 과정이 생략된 학습
자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일
련의 과정들에 한해 학습자의 경험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매체 텍스트 제작의 과정은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등의 기획 과정,
실제 카메라를 통해 기획안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촬영 과정, 촬영한 장면
들을 연결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편집 과정으로 나누
어 논의하고자 한다.11)
11) 매체 텍스트 제작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선행 연구
들을 검토해 보았다. 최지현(2007)에서는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프로그램형 다차
시 수업 활동으로 보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법의 절차인 ‘목적(목표) 확인→
기획→실행→시연(평가)’을 제시하였다. 매체 언어 쓰기 교육의 방향에 대해 탐색하
고 있는 김대희(2009)에서는 작문의 하위 과정들을 참고하여 매체 텍스트 제작 과
정을 ‘구상, 생성, 조직, 재현’의 4단계로 설정하였다. 동영상 UCC 제작 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 이상우․이철진(2010)에서는 제작 과정을 ‘발상하기, 자료수집 및 정리,
시놉시스(synopsis) 및 시나리오 작성하기, 동영상 UCC 촬영하기, 편집하기’의 단계
로 제시하고 있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은 기본적으로 매체 텍스트를 통한 인지
적 의미 구성의 과정이며, 동시에 모둠원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최지현(2007)의 경우 일반적 프로젝트 학습법을 나타내므로 매체
텍스트 제작이라는 과제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 쓰기에는 제한이
있다. 김대희(2009)의 경우는 인지적 과정이 주로 제시된 반면 협동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이 또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우․ 이철진
(2010)은 동영상 제작의 일반적인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자 경험의 경우 발상하기, 자료 수집 및 정리,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작성하기
는 1～2시간의 모둠별 토의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경향이 있어서 이 과정
들을 기획 과정으로 묶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하였다. 결국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획 과정, 촬영 과정, 편집 과정은 일반적이고 범박한 용어이지만 실제 수업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 학습자들의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도 이 세 과정의 의미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계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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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과정에서의 학습자 경험
기획 과정에서는 주제 선정하기, 주제를 이야기로 표현하기, 매체적 장
면 구상하기, 시나리오 쓰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김대희(2009: 10-11)에
따르면 만들어낼 메시지를 구상하는 것, 표현될 메시지의 아이디어를 생
성하는 작업을 아우르는 단계이다. 이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 단계라 할 수 있다.12) 실제 수업에서 모둠별 토의를
통해 원활한 기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 2～3시간을
배당하였다. 이때 모둠별로 기획안과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1)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주제 선정과 매체 형식의 선택
A모둠은 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활발한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들은 모둠 활동 초반에 합의를 통해 ‘맹목적인 입시 제도 비판’이라는 주
제를 선정하였고 곧바로 이것을 어떠한 이야기로 형상화해 낼 것인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러한 진행이 가능했던 것은 모
둠원 각자의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모둠원 모두가 자신의 의사
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한편으로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 그 중에서 좋은
안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주제 설정 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A2: 사실 그건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용하고자 한다. 단 각 단계별로 김대희(2009)의 인지적 과정을 참고하기로 한다.
12) 김대희(2009: 16)에서는 매체 언어 쓰기 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어
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매체 언어 쓰기의 의도와 목적(무엇)에 따라
텍스트의 장르를 결정하고 매체 텍스트 장르가 지니고 있는 특징에 맞추어 재현하
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해야(어떻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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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조별 활동하면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이 조는 서로 뭐하자, 뭐

하자, 뭐하자 이러니까…….
A2: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거 다 적어가면서 좋은 것

골라서 할 수 있었어요.

A모둠의 경우 제작 단계 끝까지 주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전 과정에

걸쳐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특히 지식
채널이라는 매체의 형식도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매
체라는 측면에서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아래 학습자의 진술에
서, 다루고자 하는 매체언어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으며, UCC 제작
을 위해 효과적인 매체언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자: 지식채널을 차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1: 진행이 그게 가장 깔끔하고, 영상들 보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

하고 깔끔하고 해서 지식채널e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A2: 저희가 막 만들기도 쉬웠을 것 같아요.
A1: 예, 그리고 그게 자막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A3: 이게 우리가 다 직접 찍으면은 진짜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거의 산으로

가거나 볼 때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렇게 자막처리를 하면
A1: 우리가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 수가 있잖아요.

연구자: 그럼 평소에 지식채널을 많이 봐요?
A4: 평소에 많이 보기도 했고 그게 보면서 어떻게 편집을 하면 이렇게 전

달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하는구나, 비디오가 전환되거나 사진
을 넣거나 배경음악을 고르는 것에 따라서도 기분이 다르잖아요.

반면 B모둠은 주제 선정 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의 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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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모둠 활동 50분 중 40분 동안 이런 주제 저런 주제에 대해 이야
기만 나누면서 결국 주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0분을 남기고
막장 드라마를 비판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주제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비판
할 것인지 초점화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B모둠의 경우 이러한 초점
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국 나머지 시간 동안 막장 드라마의 여러 장
면들에 대해서만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모둠별 활동이 끝이 났다. B
모둠의 진술에 의하면 주제 선정 과정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있었지만 서
로 의견을 내고 통일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모둠별 활동이 어려웠다
고 한다.
B4: 주제가 막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거, 얘기하고 저기서 이거

얘기하고. 주제가 막장 드라마로 정해졌을 때에도 막장 드라마의 시놉
시스에 대해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래서 결국 뭔가 막장스러운 게 완
성되었다가도 그것도 결국 폐지되고 그래서 ……. 주제 설정하는 게 가
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구자: 막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을 때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B1: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안들을 막 제시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막장

드라마와 관련해서 예전에 UCC 같은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이런 게
또 아이디어다 해서 보여줬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자고 애들끼리 이
야기를 했었는데……. 막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또 우리의 형식을
새롭게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B모둠의 활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 모둠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 형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매체 형식을 먼저
선정하고 그것을 통해 보다 쉽게 혹은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
과정이 흥미롭다. 이러한 선택에는 매체 텍스트 제작에 있어 특정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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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을 고려하고 그 특징에 따라 영상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학습자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자신이 매체 텍스
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바, 즉 주제를 정한 후 이를 잘 구현할 수 있
는 매체 텍스트 형식을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B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매체 텍스트에 대한
직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섣불리 ‘나타낼 수 있는 주제’와 ‘나타낼 수 없는
주제’를 판단하고 있다.
연구자: 그럼 주제를 정할 때 풍자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한 건지 아
님 특정한 형식으로 잘 구현할 수 있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건
지?
B3: 후자 아닌가?
B2: 그런 것 같은데. 풍자 안 돼서 엔딩 크레딧 막 썼잖아

연구자: 그럼 주제 선정의 과정은 어땠는지? 설득 과정을 거쳤는지?.
B3: 어쩌다 보니
B4: 그냥 B1이 뮤직비디오 보여줬는데 다들 괜찮아서 그걸로 하기로 했어

요. B2빼고 다.
B2: 막장도 처음에 보고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전반적으로.

B모둠의 경우 주제 선정이 적극적 토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다소 즉흥

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 대해 ‘그냥, 괜찮겠다 생각해서’
정도의 진술밖에 하지 못했다. 결국 B모둠은 이때 선정한 주제를 바꾸게
되고, 그 과정 또한 주제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특정한 매체 형식에 따
라 주제 선정을 번복한 결과라 진술했다.
기획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주제의 선택과 합의
이다. 물론 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매체 형식의 선택도 중
요하지만, 매체언어 교육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교육임을 잊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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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것이 다양한 매체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실제 학습자들의 활동
에서는 매체 창작의 결과물만을 미리 생각하여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매체 형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표현을 위해 주제
가 바뀌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주제 선정의 단계에서부터 모둠별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
도록 촉진하고, 주제의 초점화 등 필요한 부분에서 개입하여 주제 선정의
방향을 안내하고 그 의사 결정의 단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력자
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
요한 도움이기도 하다. 학습자들 또한 이 지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다.
A3: 그게 그때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토론을 해도 방향이 잘 안 잡힐

수 있으니, 촬영할 때 시간이 없거나 촬영할 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
아요.
A1: 선생님이 적절하게
A3: 언제까지 기획을 하고 언제부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마감을 정해주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B1: 아 맞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조별 시간을 주시는 것보다

딱 언제까지 뭘 해 와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계획적으로 작업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몰아치기 하니까.

(2)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주제의 형상화와 매체적 장면화
A모둠에 있어 주제 선정보다 더욱 어려웠던 과정은 주제를 매체적 장

면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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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아 사실 주제까지는 좋았는데 어딜 중점을 맞출 거냐 해서 의견이 안

맞았던 것이 있어가지고.
연구자: 예를 들자면?
A3: 그게, 큰 틀은 잡혔는데, 대본을 짜다 보니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화면을 잡으면서 그 일정한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들을 넣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숟가락으로 파는 사람이
나, 시멘트에서 삽질하고 있는 사람이나
A1: 그걸 어떻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난잡하고, 안 들어가면 너무 평이하

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포커스를 수능이
한 번만 딱 본다는 걸, 한 번에 딱 끝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걸 보여주
느냐 아니면 본질을 잃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비판할 것인지도 고
민했고
A4: 사실 생각한 대로, 대본 짤 때부터 생각한 대로 생각으로 있었던 걸 명

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걸 또 바꿔주어야 하
는 문제점도 생기고

특히 A모둠은 주제와 관련하여 수능 제도의 어떠한 점을 어디까지 비
판할 것인가와 이것을 ‘삽질이라는 비유적 상황’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
가의 두 측면에 대한 고민으로 더욱 힘들어 했다. 채트먼의 서사 이론에
의하면 전자는 ‘이야기’로서 서사물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고 후
자는 ‘담론’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형식 즉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다.1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조가 매체적 장면화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매체적 장면화가 특정 매체 텍스트의 장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주제를 영상 서사로 나타내는 ‘무엇’
13) 영화와 소설에 공통이 될 수 있는 서사 이론을 확립하고자 했던 채트먼은 서사물을
‘이야기’와 ‘담론’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정의했다. 이때 ‘이야기’는 사건, 행위, 등장
인물, 배경 등을 의미하고, ‘담론’은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형식을 의미한다(강현옥,
201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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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야기’ 형상화에 대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에
해당하는 매체적 장면화를 바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획하기의 과정을 세밀하게 챙긴 A모둠에 비해 B모둠은 주제 선정
후, 모둠 토의를 통해 장면에 대한 생각만 공유하였다. 따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강의 장면을 공유하면 촬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
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촬영을 할 때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결국 주제 변경이라는 큰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주제 변
경 후에도 첫 번째 활동 때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이나 편집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B3: 병실 같은 것, 결정적인 씬이 안 돼서…….
B4: 처음에 장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했는데, 막상 찍어보면

하나도 안 됐어요. 불가능한 여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B1: 막장 드라마 어떻게든 찍어볼까 하다가 뮤직비디오로 바꾸게 되었어요.

매체 텍스트 제작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이야기’로 형상화한 후
이것을 어떻게 매체적 장면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기획 활동
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별로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 없이 바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매체적 장면화 구상에
돌입하여 주제를 영상 텍스트로 나타내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도 단계에서 선택한 주제를 ‘이야기’로 형상화하는 연습이 필
요하다. 그런데 주제를 ‘이야기’로 형상화하는 연습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
해서 가능하다. 김동환(2010)에서는 소설 자체를 하나의 매체 서사 텍스트
로 보는 인식적 전환을 전제로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
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플롯과 인물, 형상화와 시점, 거리, 서술자
와 묘사와 같은 서사 요소를 통해 소설과 매체 서사의 원리가 상호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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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각의 이해와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
학을 제재로 한 단원에서 매체 언어적 접근의 토대가 되는 활동들이 구상
되고 제시되어야 매체언어교육의 실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그런데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
체언어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들이 주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
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문학’이나 ‘문법’ 영역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최미숙 외, 2012:
380-387). 특히 교실에서의 문학 수업도 텍스트 이해에만 치중되는 경향

이 있어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할 수 있는 문학 작품 생산 교육과 함께 매
체 텍스트 제작 교육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이 어려운 것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 언어는 이미지, 음성,
문자, 음악 등 다양한 양식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매
체언어이다. 정현선(2007: 106-112)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매체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선 다루고자 하는 매체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며, 이는 명시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매체 변환
(transformation of media)과 같은 익숙한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 서유경(2009: 89-90)에서도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기본 소
양으로 매체언어나 매체 기술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면으로 구체화한 것도 막상 촬영에 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나 소품 문제 등으로 찍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면을 구체화할
때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14) 만약 기획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다면 촬영 단계에서 더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14) 김대희(2009)에서는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법, 색깔 모양,
음향, 대화, 나레이션, 조명, 움직임, 화면 구성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
하고 그 기법에 따라 메시지의 구성을 조정하고 배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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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습자들 또한 이에 대한 교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A4: 사실 대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영상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그래서 영상, 화면 구성 이런 걸 미리 미리 같이 생각해내면 좋
지 않을까요?

(3) 기획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A모둠은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 전 과정에 걸쳐서 기획 과정의 중요성

을 재차 강조하였다. 기획 과정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장면을 구체화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둠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표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공유하였으며 이것이 촬영 단계,
편집 단계에까지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A1: 맨 처음 계획, 촬영까지 계획대로 갔는데, 아마 편집 과정에서 순서를

바꿨을걸요. 구성을. 그 때 바뀐 게 있었을 거예요.
A4: 근데 사실 상을 거의 완벽하게 한 다음에 촬영도 할 만큼하고 편집할

때 큰 틀이 잡혀 있고, 편집하기 전까지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큰
틀이 잡혀 있어서, 편집할 때 상황이나 제한적인 요소에 따라서 소소하
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동시에 병행하거나 구상이 잘 안 되어
있었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자: 찍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한 걸 보니까 원래보다 더 상당히 잘 나
온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A2: 그 이유가 나름 편집도 잘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애초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방향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나가면 스토리 진
행이 잘 되어서 결과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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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B모둠은 대본도 마련하지 않고 장면만 공유하고 찍었다고
경험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획 과정의 부실은 촬영과 편집 단계
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주제는 포기하게
되었고, 두 번째 주제는 영상을 통해 주제를 잘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연구자: 기획하기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B1: 대본은 없었어요. 뮤직비디오다 보니, 장면 변환만 있지 특별한 대본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연구자: 대본 없이 진행했나요?
B4: 사실 막장 찍을 때도 대본 없었어요. 장면만 설정하고 대사 없었어요.

그래서 찍었을 때 망했죠.
B3: 연기도 안 되고……, 장면에 대해서 모둠활동하면서 공유했으니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A모둠과 B모둠의 이러한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 차이는 기획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단계에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은 그 방법과 중
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계
획을 세우고 협동하여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그러
므로 각 단계별로 인지적 도움은 물론 필요한 활동들이 충분히 실천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촬영 과정에서의 학습자 경험
촬영 과정은 기획 과정에서 생성한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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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김대희(2009)가 제시한 매체 언어 쓰기
단계에서는 조직(organization) 단계에 해당하며, 매체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음향, 음성, 영상, 이미지 등을 적절하게 배열하는 구성
과 관련된 원리, 시간과 공간을 미디어 텍스트에 재현시키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저기, 다른 어떤 곳 등을 조직하는 내용 전개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1) 장면 구현의 문제
기획 과정을 탄탄하게 준비해 온 A모둠도 촬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머릿속에서 구상한 장면들을 실제
영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장면 구현 자체의 문제, 환경적 문제, 소품 문
제 등에 봉착하였다. A모둠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설정
한 장면은 ‘삽질’을 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소품인 ‘삽’을 구하기가 어려웠
고 결국 기획 과정에서 설정한 장면을 바꾸어 촬영에 임했다. ‘삽질’ 행위
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구덩이를 파는 것 외에 다
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필요한 장면들을 구할 수 없
었다는 의견과, 작품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 직접 땅을 파는 장면을 넣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소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수용자
의 해석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15) 다만 기획 과정에서 장

15) 강현옥(2012)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영상은 송신자가 의도하는 영상이라
도 수신자의 입장에서 재해석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이때 영상 텍스트 속의 이미지,
기호, 텍스트 소리 등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맥락을 형성하면
서 이야기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수신자는 이러한 맥락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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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구체화할 때에는 장소나 소품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
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모든 장면에서 완벽하게 소품을 갖추어 놓고 찍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반드
시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연구자: 촬영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A1: 삽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전체가 파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는

데, 한 명씩 파는 장면으로 바꿨고
A2: 아,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야외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찍을 때 계속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낮이나 4시나 계속 해가 안 나와서, 화면 전
체가 다 어두컴컴하고
A1: 구덩이 실제로 파기가 어려워서요.

연구자: 그러면 땅 팔 때 구상하는 단계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상징적
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A1: 원래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 플래쉬 말고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자고

했잖아.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연구자: 그럼 실제로 땅을 파자고 제안한 이유는?
A1: 그런 걸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A2: 아니,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땅을 실제로 안 파면, 저희가 비

중이 없어요.
A1: 맞아요, 화면 전체가 자막하고 그걸로 진행되는데
A3: 제 생각에는 그걸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대체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연구자: 실제감 그런 것을 말하나요?
A1: 네, 보는 사람이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2) 영상 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 부재: 촬영 기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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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모둠은 촬영 과정에서 특히 화면을 매끄럽게 영상으로 담아내는 기술

에 집중하였다. 핸드폰으로 찍다보니 화면이 흔들리기 쉽고, 시선의 이동
도 자유롭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B모둠은 촬영 장소 내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카메라
를 고정하고 회전의자를 통해 카메라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회전하
면서 촬영하는 패닝(panning)기법을 구사하였다. B모둠의 학습자 중 B1은
촬영의 문제를 해결한 이 상황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B1: 저는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카메라 촬영하는 것이 기억

에 남아요.
연구자: 음, 어떤 점이 기억에 남나요?
B1: 실험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를 딱 고정시키면 퀄러티를 높이는

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의자에다가 박스 올려놓고 그 위
에 세숫대야 올려놓고.
B4: 아니 세숫대야 위에 박스 올려놓고, 박스 뚜껑 위에 핸드폰 올려 가지

고 각도를 조절하고, 핸드폰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B1: 그렇게 했더니 정말 놓은 퀄러티가 완성되었어요.

촬영 과정은 두 모둠에게 모두 문제해결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획 과정을 탄탄하게 마련해왔던 A모둠도 장면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과
정에서 소품이나 환경적 여건 등의 변인을 잘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촬영
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이 작품을 통해 잘 반영되고 있
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매체언어 특히 영상 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무지라기보다는
영상 언어의 특징과 의미 작용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 없이 학습자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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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경험에 의존하여 촬영 과정을 진행하게 하는 교육적 책임이 크다.
특히 촬영 과정은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기술을 직접
요구하는 과정이므로 매체언어교육에서 촬영방법이나 카메라의 앵글이
나 숏과 같은 영상 문법의 기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16)
정현선(2007)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언어의 작용을 이해하
지 못하면 영상언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
였다. 그러므로 매체 생산 교육에서는 영상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산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러한 매체언어나 매체 기술에 대한 교육은 고유의 목적이나 의도와 연결
될 때 의미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제작 활동에도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Buckingham, 기선정․김아미 역, 2004: 215-216). 그러므로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교육은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의 구체적 맥
락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교육 경험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
시한 B조의 상황 맥락이 바로 매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유의미한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면이다.
3) 편집 과정에서의 학습자 경험
편집의 과정은 촬영 단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영상들을 엮어 하나의 완전
한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삭제, 재구성, 자막처리
등 일반적인 편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16) 이와 관련하여 B1 학습자는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 미리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가르
쳐 주거나, 영상 언어가 잘 구현된 작품을 보여 주기를 원했다. 연구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주었으나 촬영의 국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진술했다. 즉 실제 촬영의 맥락에서 영상언어의 의미 작용을 잘 드러내는
구체적 텍스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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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장면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이
라는 점이다. 김대희(2009)에서는 조직(organization) 단계에서 촬영과 함께
편집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즉 생성된 아이디어를 학습자의 의도에 맞게
조직하고 구성하는 단계의 의미로 편집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다.
(1) 편집의 부담: 기술적 맥락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인터뷰 초기에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말해달라
는 질문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편집의 부담에 대해 토로했었다. 두 모둠
다 편집은 다른 모둠원에 비해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사양의
컴퓨터나 편집 프로그램 구비와 같이 편집 환경이 갖추어진 학습자 1명
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모둠원이 4명이고 기획, 촬영, 편집의 과정을 적
절히 배분하다보니 1명이 편집을 전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편집은
대체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집자가 집에서 혼자서
긴 시간을 집중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4: 편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왜 가장 기억에 남아요?
A4: 혼자서 편집을 7시간 정도 했어요.

연구자: 혼자서 그 시간을?
A1: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편집은 역할 분담이 되지 않더라구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러 명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 가
있는 상태여서 연락도 힘들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러면 모둠 토의 없이 개인적인 주관으로 편집 작업을 한 건가요?
A4: 앞부분 소통했으나 뒤에 부분은 대본 보고 의견만 듣고 편집했어요.
B4: 편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벽 4시까지 혼자서 편집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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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편집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B4: 딱히 기술이 있다기보다 우리 집 컴퓨터가 편집하기에 최적이라는 판

단 하에…….
B4: 이번에 편집하면서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편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A, B 모둠 모두 편집 과정은 편집자의 개인적인 몫으로 남겨졌다. 당연

히 편집을 맡은 사람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수업 현장에
서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편집과 같
은 기술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학습자들이 편집을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을 이용한 장면의 연결
이라는 기술적 의미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마감
시간이 촉박하여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집의 과정에서 기획
이나 촬영 단계로의 점검 및 송환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제한
적이다.
(2) 편집의 의미: 적극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편집
편집 과정에서도 A모둠은 기획 과정에서의 계획과 시나리오에 충실히
근거하여 장면들을 연결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가졌다. 시간적 여
건상 다른 모둠원들과의 직접적인 토의를 통해 편집의 여러 과정을 결정
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할 때보다 편집하고 나니 훨씬 작품이 잘 나왔다
는 모둠원들의 반응이 있었다.
A4: 그게 약간 미스한 감이 없진 않긴 한데, 최대한 리얼리티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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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그래도 우리가 촬영할 때 생각하면 촬영할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편집한 거 보니까 상당히 더 잘 나온 것 같았어요.
연구자: 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A2: 그 이유가 나름 편집도 잘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애초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방향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로 나가면 스토리 진
행이 잘 되어 갖고 결과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A4: 대본도 잘 짜야 하고, 그러니까 대본에서 생각을 잘 표현해야 하고, 실

제 활용할 때 대본에 잘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도 결국에는
같은 대본으로 하든가 아님 대본보다 더 강조할 수 있으면 강조하고.
연구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학생들: 네.

B모둠의 경우도 편집자 혼자서 편집 과정을 진행한 것은 동일하다. 그

러나 편집 결과물에 대한 모둠원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커 보였다. 특히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을 삭제한 것에 대해 모둠원들은 매
우 아쉬워하였다. B모둠의 편집자는 주제의 전달보다는 매끄러운 화면의
연결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라도 연기가
이상하거나 다른 학생의 팔이 나왔다거나 걸어오는 방향이 맞지 않았거
나 하면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대신 이 부분에 뮤직비디오의 노래를 립
씽크하는 장면을 삽입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집해 놓고 보니 촬
영할 때보다 영상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더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이 문제
를 스스로 깨달은 편집자는 UCC 작품의 마지막에 장문의 자막을 통해 자
신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를 설명하였다. 이 글의 내용에서도 특히 주
제가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편집 단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B4: 촬영할 때 찍으면 알아서 연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매끄럽게 연결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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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색한 곳도 있고 촬영할 때 예상했던 거랑 다르고, 맘에 안 드
는 장면 없애고.
연구자: 편집한 거 보니까 원래 촬영한 거랑 많이 다르나요?
B2: 많이 달라요. 색감도 많이 바뀌고.
B4: 옛날 영화처럼 보이려고 주황색 감을 넣다 보니, 애들 얼굴이 너무 빨

갛게 나왔어요.
연구자: 편집 과정은 의논을 했나요?
학생들: 아니요, 아니요.
B4: 퇴사해서 집에서 해야 해서요. 시간이 늦어서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못

했어요.
연구자: 그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나요?
학생들: 불만 많아요.
B2: 완성된 걸 보니까, 우리 둘이 나오는 장면 너무 길게 집어넣고, B4가 넣

은 장면 중 핵심적인 장면들이 다 빠지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
더라구요.
B4: 그거 매끄럽지 않아서 뺐는데, 그거 하느라 30분 더 소요됐어.

연구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은 누가 넣었나요?
B4: 제가요.

연구자: 혼자서, 의논 없이?
B4: 4시라서 전화할 수 없었어요. 편집해 놓고 다 봤는데 이게 뭔소린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봐도 모르겠다 싶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
아서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두 모둠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편집은 단순히 장면과 장면의 ‘기
술적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과 보완을 통해 주제를 보다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적극적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집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기획 과정이나 촬영 과정 못지않게 모둠원들의 적극
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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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수업에서는 기획 과정과 함께 편집 과정에서도 모둠원들이 충
분한 토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을 배당하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3. ᴯ# 㒘◯㘃# ⭧⫝̸# 㦧ᜤ⪣# ၇ᮧ# ⤆⪋# ⩫⪣ὃ㢧# 㢤☀# ဈ㤣
학습자들에게 매체 텍스트 제작 자체는 무척 부담스러운 과정이었다.
특히 시간적, 기술적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는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에 만족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점에서 매체 텍
스트 제작 활동 그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활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의미한 경
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단 인지적인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프
로젝트 과정에서 협동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들이 잘 조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이 단지 모둠별로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활
동에만 그치거나 고차원적인 편집 기술의 습득에만 일조했다만 국어교육
적 의미를 오롯이 지니기는 힘들다. 국어교육으로서의 매체언어 수업을
통해서는 국어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적 경험이 다루어져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편집 활동 면에서나 부담이 많은, 그렇지만 유익한
이러한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하고 난 후 학습자들은 어떤 국어교육적
경험을 획득하였을까?
우선 ‘풍자’라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하여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이 어
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A3: UCC 만들면서 풍자 수업에 도움이 됐어요. 방식 중에서 옛날 풍자 방

법들도 보고, 현재 안 쓰이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기도 했어요. 주제 잡
을 때도 풍자를 염두에 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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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제작하면서 풍자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풍자인

지, 어디까지가 풍자가 아닌지. 그거 가지고 애들이랑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나리오 작성할 때 아마...
B1: 직접 풍자를 해 본다는 데서 의의가 있었어요. 더 알아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풍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어떤 걸 바라볼 때 재미있
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어요. 풍자의 대상을 찾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도 같고요.
B2: 처음에는 풍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알지 못했

는데, 실제로 풍자의 예 같은 걸 생각하게 되니까 좀 더 알게 되었어요.
B4: 풍자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잘 쓰이나?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찍고 나서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어 그 자체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요즘 풍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변에 풍자가 되
는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됐어요.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매체 텍스트를 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풍자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감상했던 풍자에 대해 경험적
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B1이나 B4의 반응처럼 풍자와 관련하여 대
상을 참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고, 또한 주변에서
풍자가 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를 경험하게 되었
다. B모둠의 경우 풍자 UCC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지만 개념을 생
각하고 적절한 예를 찾아보고 장면으로 구현해 보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
풍자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A4: 주인공이 찾으려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삽질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결

국 결과물이 의미 있게 나왔으니까, 결국 그 삽질들이 삽질이 아니었어
요.
연구자: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만족 차원이 아니라 매체 창작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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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을 얻게 되었나요? 교육활동으로서의 매체 창작 과정에서.
A4: 글로 표현하던 건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UCC 만드는 것 자체

가 또 다른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새로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알
기도 힘들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배
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군요.
A1: 의견을 맞추는 것을 많이 해 본 것 같아요.

연구자: 소통하면서 의사 결정하는 경험을 말하나요?
A1: 네.
A3: 저는 무엇보다 수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연구자: 아,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
죠?
A3: 수능이 안 좋다 하면은 안 좋다 하고 그냥 끝나는데 아무래도 UCC를

만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A1: 맞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우리가 두 사람 대화한 게 그런 식으로 논리

적으로 그렇게 된 거 다 생각해서 넣은 거라서. 그런 걸 생각한 게 이
게 처음이어서.
연구자: 음,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A2: 글이나 그림이나 UCC나 마찬가지인데, 그 만드는 사람보다 작품을 봤

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식의 생각이 드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웠어요.

A모둠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

적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편집을 도맡았던 A4의 경우
UCC 제작 자체가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며, 제작 활동을 통해 이러한 새

로운 소통 방법에 대해 스스로 배우게 된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UCC
제작 자체가 소통의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매체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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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되어 있다. 새로운 매체언어의 특성과 그 소통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다매체 시대의 생산자로서의 경험
을 했던 것이다. A1은 제작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둠원들끼리 의사를 소통
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집단적인 프로젝트 수행으
로 진행되는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조율의 단계는 각 단계의
의사를 결정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A3는 ‘수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를 표현하는 기회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특
히 ‘수능 제도’와 같이 공적인 대상에 대한 의견을 보다 논리적이고 효과
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는 기회
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경
험하게 되었다.17) A2는 생산의 과정에서 독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
요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어 활동 전반에 해당하는
인식이지만 한편으로 이미지, 기호, 텍스트, 소리 등의 다매체를 영상 맥
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맥락에서 수용자의 해석을 고려한 것이
므로 UCC를 제작하면서 체득하게 된 특수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UCC
를 제작하면서 일방적인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
는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연구자: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적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
17) 특히 다른 모둠원들에 비해 동영상 제작 경험이 여러 번 있는(특히 도 대회 입상
등 성공적인 경험을 지닌) A3의 경우 동영상과 같은 매체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주
장을 타인들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서 동영상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고3 수험생들에게 자신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경험은 매체언어
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ᶢԾἏᷞ՚ 32↿

을까요?
B3: 있어?
B1: 난 있는데. 전 일단 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B3: 그런데 늘지 않았잖아.(웃음)
B1: 그렇긴 한데...

연구자: 연기 중요하잖아요. 전달력이잖아요.
B1: 네 연기는 전달력.
B3: 그런데 어쨌든 전달은 잘 안 됐잖아요.
B1: 어쨌든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 좀 깨달은 거 같아요. 그리

고 나는 장면 그런 거 생각도 많이 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
로, 분명히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B2: 기구도 없고 한데 어찌어찌하다보니 우드락 박스도 활용하여 촬영도

하고. 기구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에서 임기응변을 경험...
B4: 편집 기술을(웃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동영상 찍을 때 흔들림 없이

찍는 거는 전혀 쓸모없는 짓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돌아가는 장면에
서 아까 본 것처럼 너무 흔들림이 없으면 밋밋하더라구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 왜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쓰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B3: 딱히 없는데……. 솔직하게 애들이랑 친해진 것?

B모둠의 경우 B1은 UCC에서의 연기 또한 효과적인 주제 전달의 과정

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B2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그것을 효
율적으로 해결해 나간 과정을 높이 샀다. 편집을 도맡았던 B4는 무엇보다
편집의 기술적 습득을 교육적 경험으로 꼽았다. 이 모둠에서 유일한 여학
생인 B3는 교육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진 것과 제작
활동의 재미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매체 제작의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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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몰입하여 참여하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교
육 경험 인식의 차이는 학습자 개개별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모
둠별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의 분위기와 과제 집중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작 활동이 그저 흥미 있고 재미있는 활
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국어교육의 한 활동으로 학습자들에게 매체
언어 수용과 생산에 대한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모둠원과 함께, 혹은 학습자 스스로 여러 과정을 거치
면서 이 활동들의 의미를 탐색하고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
동은 교사의 조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학습자 상호 간의
교육적 영향 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교육 경험은 국어교육을 통해 누차 강조해 오
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밝힌 것은 지식을 통한
복합 양식 문식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것을 경험으로서 체득하였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들은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앞으로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흥
미, 동기, 나아가 국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도 작용할 수 있다.18)
18) 학습자들이 UCC를 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학습자들에게 개별
적으로 간략하게 추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학습자들은 2학년이 된 2013학년도에
역사, 음악, 생물 등 여러 과목에서 UCC를 제작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연구의 과
정에서 경험했던 UCC 제작 경험이 이후의 UCC 제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UCC 제작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되었고, 영상
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방법이나 촬영 방법, 제작 과정에서의 시간 안배 등을 이전
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습자들에 대한 인터
뷰와 함께 UCC 과제를 내 주신 역사, 생물 선생님께도 UCC 과제의 주제와 수업 맥
락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았다. 두 수업에서의 UCC 과제는 각 교과
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으
며(역사적 인물에 대한 UCC, 나전칠기에 대한 이해와 그 홍보에 대한 UCC), 3주 내
지 1달의 넉넉한 기간을 두고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에 의존하는 수행평가로 진행
되었다. 물론 각 교과에서 매체 텍스트 제작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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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ᜧ⋗
이 연구는 매체언어 생산 교육의 하나인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
해 학습자들이 얻게 된 교육적 경험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이 학습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련의 활동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경험의 양상이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교육
경험 연구는 현장 수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우선 학습자들은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의 과정에서 주제 선정, 주제의
형상화, 매체적 장면화 등 기획하기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였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은 근본적으로 매체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
현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획하기의 단계는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재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중요한 과
정으로 의미가 있었다.
또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 자체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장기간
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에서의 활발한 협의와 조
율이 무척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단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 결
정의 과정은 모둠원 간에 적극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하
다. 단계 단계에 대한 합의와 내용의 공유 없이는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려
우며, 일관된 텍스트 제작 활동도 어려워진다. 또한 학습자들은 주제를
이야기로 만들고 영상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대체적으로 어려워하
였다. 물론 학습자들은 영상 언어를 접한 경험이 많고 그것을 읽어 낼 수
교육은 없었다. UCC 제작 활동이 범교과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육적 활
동임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국어교과에서 명시적인 매체 텍스트 생산 교육을 제공
하여 타교과 활동에도 전이가 일어나도록 해 주는 일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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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영상 언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영상
언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매체 텍스트 제
작 교육을 위해서는 매체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시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 이러한 교육은 매체언어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매체 텍스트 창작이라는 구체적 활동 속에
서 교육적으로 조직되고 ‘경험’되어야 한다. 촬영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
들이 기획하고 구상한 생각들을 실제 영상으로 담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
적 요건이나 영상 언어 표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학습자들은 자신들
이 생각한 바를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
해야 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표현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한 경
우도 있었다. 촬영하기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영상 언어
문법이나 카메라 촬영의 기술과 같은 기초적인 매체언어 소양에 대해 교
사가 조력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편집의 과정은 주로 편집 기술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 그것도 과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
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편집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편
집자의 주관으로만 편집을 하거나 주제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화면의
연결에만 치중하여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자들은 의미 구성 과
정으로서의 편집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모둠별
의사소통을 거쳐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또한 학습자
들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교사가 편집 과정에서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업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교사는 매
체언어 표상, 촬영 기술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뿐 아니
라 학습자들이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
도록 이끌어 주는 절차적 차원에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해 복합 양식을 통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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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참여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웠고, 소통의 과정에서 독자를 배려하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매체 텍스트 제작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
음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창작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매체언어 교육을 통해 길
러주어야 할 학습자의 능력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학습자들과 심층 면담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활동
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매체
제작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학습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구체
적 맥락 속에서 자기 나름의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 활동 자체가 바로 버킹엄(Buckingham, 2003)이 강조하고 있는 자기
-평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19) 이러한 자기-평가의 과정이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의 평가로 교실에서 실제로 수행될 수 있다면 결과물로서의 매
체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제작 과정의 경험적 의미를 질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에 있어서 창작된 매체 텍스트의 의미만큼 중요한 것은 매체 텍스트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겪었던 숱한 의사소통과 그 경험의 의
미이다. 이러한 과정적 경험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20)

19) 그는 제작 과정의 끝에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자기 작업을
평가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기 평가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매체 텍스트 제작과 같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이 논문은 2013. 10. 31. 투고되었으며, 2013. 11.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3.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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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処姷穟旣汞 UCC 洢沗 凃竞汊 渗柲求嵢 -

남지애
이 연구는 매체언어 생산 교육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 양상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학습자 주도적인 과정에서
그들은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였고, 그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유의미한 교육적 경
험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UCC를 제작한 고등학교 학
습자 2모둠,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경험
은 매체 텍스트 제작 과정에 대한 경험과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유의미한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은 시간적, 기술적 부담이 큰 경험
이면서도 한편으로 재미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매
체 텍스트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 주제의 선택, 주제의 형상화, 매체적 장면화, 매
체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학습, 적극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편집의 의미
인식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각 단계별 교사의 점검과 진단이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매체 텍스트 제작 활동을 통해 얻은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으로 학습자
들은 그들이 복합 양식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진술했다. 학습자들은 자기평가를 통해 다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표현 방법을 터
득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협력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큰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생각하였다.
[주제어] 매체언어교육, 학습자의 매체 텍스트 제작 경험, 복합 양식 문식성, 자
기평가, UCC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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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Fdvh#Vwxg|#rq#Ohdqhuv’#H{shulhqfhv#ri#Phgld
Wh{w#Surgxfwlrq
-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ᅷ experiences in making UCC -

Nam, Ji-ae
This study deals with learners’ experience of media text production for
media language education. What do they experience during each stage of
media text production, and what important educational experiences do they
gain through the whole project? To determine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wo group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produced UCC in the Korean class.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students’ experience during each stage of media text production, and the
meaning of media text making practice as a Korean educational exper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each stage of media text production,
leaners experienc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eaning and problem solving.
Additionally, they need the teacher’s assistance in learning how media
language works and in supervising each stage of a long-term project. The
students in this study reported that through the whole project, they facilitated
the active communication of multimodal media: they learned new ways of
expression using multimedia, experienced differences of opinions, and
participated in social communication.
[Key words] Media language education, Learners’ experience in media text
production, Multimodal literacy, Self-evaluation, Making U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