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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디자인교육 감상학습을 위한 TV 광고 활용의
콘텐츠(contents) 연구
1)

임 남 숙*

< 요 약 >
시각 디자인에 담긴 요소와 상징을 이해하고, 현재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
적으로 조망하고 가치의 이해를 돕는 감상학습 콘텐츠(contents) 구성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현 디자인교육은 실생활과 유리된 표현 결과물 중심으로, 특히 감상학
습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 실생활에서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감상학
습이 요구되었다. 미술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미적 자각과 조형의식, 창의적 사고-논
리력, 언어와 문자 구사력의 발달로 감상학습의 최적기인 초등 6학년을 전제로 시각
디자인의 감상학습을 구성하나 현장 적용은 예비 초등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
생활과 밀접한 TV 광고를 감상학습 콘텐츠(contents)로 적합하다고 보고, 이 매체에
복합적으로 담긴 기호를 알아내고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3단계의 분석 단
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시각 디자인교육, 감상학습의 콘텐츠(contents), TV광고

Ⅰ. 서 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둔화되
고 문화적인 교류가 가속화되면서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의 매체 발달과
보급에 힘입어 정보의 접근과 생산, 공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유
입되는 현 디자인교육의 학습에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수많은 시각 정보에서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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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를 알아내고, 향수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알리는 것 꾸미기’라는 시각 디자인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영상세대를 위한 감상학습의 콘텐츠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필요성
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미술교과는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세를 길
러준다(교육부, 2002/2007a)고 제시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디자인교육은 실생활
과 유리된 표현 결과물 중심으로, 특히 감상학습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
습자와 현장이 고려된 감상학습의 콘텐츠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 우리 생활에서 가
치 기준을 알아 볼 수 있는 척도로 TV광고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의 시각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 이해를 알아본다(Buchanan & Margolin, 2000/2004: 9). 디자인에
숨겨진 기호의 이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용어 사용으로 디자인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 학습자가 영상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는 학습의 콘텐츠가 미미
하다. 그러므로 TV광고를 대상으로 삼아 영상세대인 현 학습자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상황이나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학습되는 단원 모두를 교사가 재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 현장 적용을 전제로 콘텐츠를 구성한다.
이상과 같이 시각 디자인교육의 감상학습에 대한 콘텐츠 구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
다. 이는 현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가치 이해와 연관 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제한점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시각 디자인교육의 구성 내용을 6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알아보고 시각 디자인
에 대한 학습의 구성과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미술 감상에 관한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감상학습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사회, 문화, 경제,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담는 디자인의 매체로 TV광고를 인식하고 이의 활용을 제안한다. 특히,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고루 담겨있는 TV광고의 매체 특성으로서, 문자-언어적인 내
용과 그림 이미지의 영상적 내용 및 청각과 시간의 흐름까지 균형 있게 분석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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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문헌고찰의 방법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시각 디자인교육의 감상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학습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미술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미적 자각과 조형의식, 창의적 사고-논리력, 언어
와 문자 구사력의 발달로 초등 6학년을 감상학습의 최적기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학습 콘텐츠의 현장적용은 교육대학교의 미술실기
강좌에 예비교사에 대한 2시간의 예비 실행으로 연구를 제한한다. 예비 실행을 통하
여 학습 적용에 대한 시사점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알아보고 이를 후차적인 연구에 활
용하도록 한다.

Ⅱ. 시각 디자인의 교육과정 분석과 감상 및 TV광고의
선행 연구와 시사점
1. ‘알리는 것 꾸미기’의 교육과정 분석과 시사점
미술교과의 연간 시간 배당은 64시간(1년)의 12단원 제재로 미적 체험, 표현, 감
상의 활동이 각 제재마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이
감상의 필수 학습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알리는 것 꾸미기(6시간)’의 단원은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디자인의 영역이다(교육부, 2007b: 34-37). 디자
인이라는 용어는 학습 영역을 미술의 장르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원 목표는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위한 책 표지, 신문, 포스터 기능 이해와 목적
에 맞게 꾸밀 수 있는 표현 능력 및 주변을 관심 있게 살피고 자료로 수집, 활용하는
태도 양성에 있다(교육부, 2002/2007a: 99).
수업은 미적 체험으로 ‘알리는 것 꾸미기’에 관하여 알아보고, ‘책표지 꾸미기’, ‘신문
꾸미기’, ‘포스터꾸미기’의 3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활동 하는 것과,
감상활동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 미적인 조형성, 목적성, 정보가 쉽게 나타나있는 지
와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하고 잘된 점을 메모하도록 구성된다(교육부, 2002/2007a:
101).
‘알리는 것 꾸미기’ 단원의 감상에 대한 텍스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의 작품에
서 알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징적인 표현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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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교육부, 2002/2007b: 37). 현 미술교과서에서의 감상은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로의 작품 감상’에는 작품의 표현 특징을 찾을 수
있고 표현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또한 ‘미술품 감상’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표현 특징 이해 및 표현 차이에 대한 토론이 강조됨(교육부,
2002/2007a: 8)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작품에서 알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 특징적인 표현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기’로 ‘알리는 내용’과 ‘특징적인 표현’만
을 감상에서 강조 한 것으로는 현 시대-문화, 정치, 경제, 사회, 경제, 과학, 윤리, 기
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준 복합체로서의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적인 경
험이 미미하다고 본다.
단원에 사용된 도판 사진은 미적 체험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독서의 달에
대한 포스터 및 책표지, 작품 전시회, 캐릭터 등의 모음집, 인터넷 자료 등이 있다. 표
현학습을 위한 도판으로는 학급 글모음집의 표지, 학급 신문, 환경 신문, 가족 신문,
불조심이 주제인 계몽 포스터, 한국이 주제인 관광포스터, 웃음을 생활화하자는 계몽
포스터, 음악회의 행사포스터 등이 있다. 감상학습을 위해서는 신문 모음, 인터넷 신
문, 일기 모음집의 도판들이 제시된다(교육부, 2002/2007b: 34-37).
단원에 사용된 도판 사진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이 강조된다고 하며 첨단 멀티미디어와 정보 통신 기술 도
입을 통한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의 필요성과 교육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적극 권장된다고 제시되나(교육부, 2002/2007a: 29-30), 다양한 매체의 참
고 작품이 미비하여 영상세대인 초등 학습자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적 대상을 생활에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
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세 함양에 중점 둔다고 하나 실제 참고 도판
에는 학습자의 현재 생활이나 관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흥미
를 파악하여 실생활에서의 시각 디자인에 대한 교육적 활용 접근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육은 교육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구성도 가능하므
로 영상세대인 학습자를 고려하면서 학습 목표가 쉽게 도달될 수 있는 감상학습의 콘
텐츠가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는 감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본 연구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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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상의 선행 연구와 시사점
초등에서의 감상학습은 다른 사람의 조형도 소중하게 다루며 이해하려는 태도와 생
활에서 미를 향유할 수 있는 점이 중시되고 미술교과의 전 단원을 통하여 강조된다.
감상은 표현활동에서 조형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감상자가 대상에서 미적인 가치를
탐색하고 발견하여 가치를 인식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주목 해야 하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전제된다(Walker, 1983/
1996: 8).
감상내용에 대하여 미술교육학개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이규선, 김동
영, 전성수, 1996: 308). 브라우디(H. S. Broudy)의 연구는 첫째, 작품 속에 담겨
진 감각적 생동감, 둘째, 미적 구성이나 선, 색, 명암 등의 형태, 표현 방법의 특성,
셋째,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법, 넷째,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표현성)의 4단
계로 나누고, 아이스너(E. Eisner)는 감상내용을 첫째, 재료나 다루는 기법, 둘째,
미적 구성력, 셋째, 창의성으로 나누며, 이규선, 김동영, 전성수는 첫째, 작품의 전체
느낌과 조형요소와 원리를 미적 형식 감상으로, 둘째, 표현 주제의 감상으로 표현 주
제 파악과 작품의 표현 의미를, 셋째, 표현방법의 감상으로 표현재료와 기법의 쓰임으
로 감상내용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대상의

(unstructured)된

복잡하거나(complex)
데이터가

가치

비조직화(unorganized)되고

있고(valuable)

의미

비구조화

있는(meaningful)정보로

변해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감상의 한 활동이라고 보는데, 사울 칼리너(Saul
Carliner)는 물리적 수준, 인지적 수준, 영향적(affective) 수준으로 디자인의 커뮤
니케이션 되는 과정을 구분하였다(류시천, 2004: 211-212).
물리적 수준은 사용자가 정보의 일반적 외형이나 특정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에 관계하는 것으로 레이아웃, 여백, 글꼴 등의 그래픽 장치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해당된다. 인지적 수준은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관계하기 때문
에 ‘지적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디자인된 대상에서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가 관
건이 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성 분석, 프로젝트의 목표 수립, 정보의 활용
이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한다. 영향적 수준의 디자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발견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도된 작업을 표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술변환, 교차 문화적 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
사회적-정책적 자극, 법과 윤리적 이슈, 커뮤니케이션 이해 방식 등이 이 과정에서 중
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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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더체스텔(Philip

관심체계(interest

Duchastel,

structure),

1998:

267)은

처리체계(transaction

접근체계(access
structure)의

structure),

3단계로

사이

버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설명한다. 접근체계는 원하는 정보를 단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고 관심체계는 사용자의 의욕, 상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
처리단계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문제 인식과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감상은 객관적인 대상 분석과 주관적인 상태가 통합된 활동으로 감상내용으로 감각
적 생동감, 선, 색, 명암, 형태, 대상의 미적 표현의 특징 및 방법, 재료와 기법, 미적
형식, 주제 등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디자인 된 대상에서 구성요소를 찾
는 물리적 수준의 접근체계 단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표현의 의미, 창의성을 감
상내용으로 하는 연구는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대상에 한하여 의미를 만
드는 인지적 수준의 관심체계 단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의미가 되는 단계를 기
반으로 디자인의 감상활동에는 영향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처리 단계의 가능성이 강
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Ⅲ장에서는 3단계의 감상 단계 콘텐츠를 구성
하도록 한다.
다음 장에서는 TV광고의 특징과 학습자의 흥미도를 알아본다.

3. TV광고의 특징과 학습자의 흥미도 조사 및 시사점
시각적 정보로서의 ‘형상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발달되는 전자 통신과 TＶ를 비롯
한 대중커뮤니케이션 시설 완비로 기존 문자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계에 주목을 끌게
된다(박선의, 최호천, 1996: 10).
광고는 경제, 사회, 언어, 과학, 미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이 관련되는 현
사회․문화, 과학, 윤리 등의 종합 시스템으로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규범, 가치까지
포함하는 대상이다(Bechstein, 1987: 42). 광고의 목적은 광고 대상이나 또는 광고
대상이 소속된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확장시키고, 선호도를 고양시키며 감성적
으로 자극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광고 대상이나 브랜드에 가치를 부여하여 판매나 소
비, 인지도의 확립을 꾀하는 것이다. TV광고는 대중 매체로서 전달성과 감각적 호소
력으로 현대인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을 통하여 친근성과 인지
도를 높인다. TV의 매체상의 특징으로 다양한 특수효과(카메라의 기법, 음향 효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색채 등의 시각적 변화) 활용, 실물이나 등장인물을 통한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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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조, 스토리의 전개, 색채 등으로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다(Korte, 1992: 13).
그러나 TV매체는 정보 판단을 떨어뜨리는 수동적 자세가 문제로 지적되므로 광고의
다양한 면이(미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능동적으로 학습되도록 유의한다.
광고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도를 중소 도시에 사는 초등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현
초등 6학년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디자인 대상과 TV광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모집단의 요소들은 표본으로 선출 될 수 있는 동일한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요소의 선
택은 다른 요소가 선택되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김형숙, 2004: 114) 무작
위적 표본을 택한다.
자신의 생활에서 받고 싶은, 갖고 싶은 물건과 이에 관한 TV광고의 흥미와 관심을
인터뷰로 알아보는데, 다음과 같은 3개의 질문으로 진행된다.
첫째, 선물 받고 싶은 품목은 무엇인가?
둘째, 선물 받고 싶은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에 관한 광고를 TV에서 유심히 보는가?
셋째, 그 품목에 관한 다른 TV광고 유형도 알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선물 받고 싶은 품목으로 핸드폰(총 30명중 18명)이 가장 많았고,
둘째 질문인 선물 받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는 TV에서 광고를 유심히 본다고 30명 전
원이 대답하였다. 셋째 질문인 여러 종류의 TV광고(30명중 22명)도 인식한다고 대
답하여 TV광고를 통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품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핸드폰은 초등학생도 선물 받고 싶은 품목의 수위에 속한다는 점과 핸드폰 브랜드
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인식하는 것으로 광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의 학습자들에게 핸드폰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는 경제성이 없
고 같은 반의 학습자들 간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및 핸드폰 기종에 따른 사회적
격차도 보이는 대상이기도 하다.
핸드폰은 우리나라의 이동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이미 2002년도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3,000만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기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전화 브랜드는 삼성의 ‘애니콜’,
LG전자의 ‘싸이언’, 팬택 & 큐리텔, SK 텔레텍의 ‘스카이’, 모토로라의 ‘모토’시리즈
가 대표적인 브랜드들이다. 이 중 애니콜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의 브랜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의 브랜드를 정
하지 않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 대상으로 핸드폰의 광고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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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의 콘텐츠 구성과 학습 방안
1.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의 콘텐츠 구성
TV광고를 ‘현대 미술’의 한 영역으로 보고 시각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시대-문화적
인 배경을 중심으로 감상학습의 콘텐츠로 개발하여 실생활에서의 시각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폭을 넓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개인적 선호도 및 발달 상황, 사용된
광고의 매체적 특징 등을 고려(Maier, 1998: 85)하고 선행된 감상과 시각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성한다.

1)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은 자신이 지각한 대상만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Korte,
1992: 14-15). 특히, 그림-문자 등의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및 시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TV매체 특징으로 혼합된 정보자료에서 객관적 분석의 태도로 자신이
지각한 대상만을 분석, 기술하므로 개인적인 수용도를 알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감상자의 객관적인 관찰의 태도가 중시되고 분석에 따른 묘사(문자나 스케치)가 중
심이 되는 프로토콜의 활용으로 문자의 텍스트적 내용과 그림 이미지의 영상적 내용,
음악 장르 분류, 성별에 따른 목소리 분류, 합창 및 독창 유무, 효과음 유무, 사용된
악기 분류, 시간의 흐름까지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카메라의 기법, 화면의 크기,
색채의 효과, 주제되는 대상의 분석, 스토리의 전개 등도 분석되어 기술할 수 있다.

2) 주관적인 느낌 분석
한 대상의 이해는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는
우리 옛 속담의 ‘자라보고 놀란 놈, 솥뚜껑 보고 놀란다’와 같이 자신이 직접 경험(자
라보고 놀랐던 경험)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솥뚜껑을 자라 등으로 인지)과 같은 맥
락이다. 객관적 분석의 프로토콜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과 결부
시키면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문장이나 스케치로서 기술한다.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숨겨져 있는 의미를 기술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대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한 얻은 느낌과 생각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으로 미적인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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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 사회와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발달될 수 있다.
사물을 볼 때 경험과 관련지어, 경험 속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 특별한 것, 관심 있
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주어지므로 TV광고에서도 이러한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해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TV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예술을 미적인 개념과 통합시키는데 주요
한 논점은 체험의 결과 질에 의한 것(김성재, 김택환, 원용진 외, 1998: 226)이므
로, 왜 이러한 조형의 요소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를 직관적인 느낌과 아울러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된 조형요소와 원리를 작품의 의미와
연계시키면서 자신의 느낌과 연관지어 본다.

3) 가치 분석
감상자들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찰과 느낌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
를 판단하고 이를 미술 및 영화적 용어의 사용으로 기술하고, 특히 디자인된 대상물을
이해하고 감상, 비평 할 수 있는 언어-사고적 비판 능력과 상징체계의 이해 능력이 요
구된다.
석기시대의 동굴벽화에서 오늘날 TV광고까지 시각적인 이미지는 사상을 전달해 왔
고 최초의 기록인 상형문자를 이룩한 것도 그림, 즉 시각 이미지였다. 우리는 단어들
을 시각적인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게 되며,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각
적 이미지를 창조해 낸다. 이와 같이 언어와 이미지, 즉 현상의 상호 작용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배경(Hurlburt, 1981/1993: 44)이 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디자
인 대상에서의 가치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의 시각적 이미지에 숨겨있는 다양
한 개념의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같은 흐름의 이야기에 선택적 기록으로 매우 다양하게 의미가 구성(Mishler,
1991: 255-280)되므로 학습자의 정신 연령이나 신체적 발달 정도, 사회-문화성, 주
변 세계와의 경험과 인지 등의 발달 정도는 의미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술용어 사용 정도로 학습자의 발달 정도를 역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용어 표현이
풍부하도록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요구되는데 <표 1>에 용어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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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술용어의 내용
미술용어의 내용
내 용

용 어

시각적 요소
(조형 요소)

점, 선, 면, 색채(색상, 채도, 명도), 서로의 상관관계

시각적 요소
(조형 원리)

균형, 강조, 조화, 대칭, 대비, 비례, 조화, 리듬감,
규모, 질감, 공간, 운동, 통일

지도점
적절하게 용어가 사용
되었는지 검토하고 풍부한
어휘력 발달을 유도

다음 장에서는 2차시 분량의 감상학습 방안을 구성하여, 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예
비 실행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시사점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알아본다.

2. 감상학습 콘텐츠에 대한 현장 적용 및 학습안
위 3단계 감상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대학교 미술실기 강좌의 감상학습에 적
용한다. 조형 요소와 원리 및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와 시각 디자인에 대한 표현학습을
한 2학년 32명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하여 6개의 조로 편성하여 2시간 동안 진행한다.
본 연구는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하나 아직 TV광고에 대하여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에게 먼저 현장 적용하고, 그 시사점을 차후 초등 현장에
반영하도록 한다.
수업은 2006년도 4월에 방영된 큐리텔의 TV광고인 개인비서 ‘지니’를 대상으로 한
다.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protocol)에 1시간을 배정하고, 주관적인 느낌 분석에 30
분, 나머지 가치 분석에 30분으로 수업의 시간을 배정한다. 현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으로 대조하면서 영상 매체인 TV광고에서 보여 지는 대상과 이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분석한다.
다음과 같은 학습안을 전개한다. 28초로 이루어진 TV광고의 전체스토리 파악 후
이해된 점을 이야기 한다. 5초 분량만을 대상으로 3단계의 감상 단계로 분석한다.

1)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에 관하여 1시간
배정되는데 TV광고의 5초 분량만을 객관적이고 사실적 대상만을 분석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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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개인적 주관은 보류하고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는 다양한 매체의 이미
지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정열해보면서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기호 관계를 이해
하도록 한다.
<표 2>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 예시: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1시간)

학습 목표

․광고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광고에 나오는 디자인 대상을 사실적, 객관적으로 구분하
고 분석할 수 있다.
․조형요소, 원리, 표현 방법 및 카메라의 구성에 따른 형식적 특징, 사용된 매체의 특
성과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풍부하고 적절한 어휘의 미술용어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학습 활동 및 유의점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느낌 보류, 객관적인 사실 분석)

분석

이미지 분석

장소 분석

․등장인물 수와 성별 및 차림새
․등장인물의 특정 동작
․등장 장소의 명칭
․특정 대상물 유무 및 명칭
․등장 장소의 색
․등장인물이나 특정 대상물이 화면
․전체화면에서 등장
비율 및 위치
장소 비율
․색채 특징
스토리 분석 ․사용된 카메라의 기법
(1-5초)
관련 이미지 스케치
↓

조 별 종합
관점 및
발견된 점

음향 효과, 문자 정보

․음악 유무(쟝르)
․대화의 유무
․문자 정보의 유무
․애니메이션의 유무

․엘리베이터가 배경, 여성 5인, 여성 2인, 남성 1인의 그룹 등장, 정장, 회색과 검정
색, 흰색의 색 배정, 떠드는 소리, 손으로 위협하여 서류를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귀
막는 동작, 팝송 제목은 ‘Do you remember’, 사무용의 소품(서류, 컵), 전체화면을
잡다가 남성으로 카메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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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느낌 분석(½차시)
1차시에 진행된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의
미를 알아본다.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느낌을 서술 후 조별로 검토 보충한다.
<표 3> 시각디자인 감상학습 예시: 주관적 느낌 분석
주관적 느낌 분석 (½차시)

학습 목표

․분석한 정보를 디자인의 요소를 이해하며 받은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림-형태의 의미, 언어-문자의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
․사용된 조형 요소의 심리적 측면으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및 유의점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느낌 서술)

단계
시간
(각 5초)

분석 대상

등장인물 수,
사회적, 직업적
관계

등장 장소

1～5초
↓

분석 내용

느낌 분석(의미 유추)

․2인은 친구 사이 또는 직장 동
․여성 7인(2인은 캐주얼 복장, 나머
료관계 연상,
지 5인 여성은 흑백정장)과 남성 1
․나머지 5인의 정장여성은 동료
인(회색 정장), 정돈되고 잘 가꾸어
관계 연상, 일반인 모델로 일
진 모습과 캐주얼한 모습의 대비
상생활 연상
․엘리베이터

카메라 기법과 ․전체에서 남성으로 카메라 이동,
음향
떠드는 소음에서 팝송으로 전환

․일상 직장, 우연한 만남, 좁은
공간
․클로즈업(남성)-중요 인물, 떠
드는 소리(스트레스 고조), 팝
송(스트레스 해소)

등장인물의
특정 동작

․떠드는 여성을 위협하는 비서 복장 ․여성 5인 비서 유니폼 연상,
여, 떨어지는 서류, 손가락으로
손가락은 MP3의 연상, 전체에
남성 귀를 막아주는 여성
서 남성으로 강조

특정 대상물

․종이 커피 컵, 검정색 안경, 서류
․일상적인 직장 단면
종이, 정장

등장인물에 ․2인(신체의 ⅔크기)→남성1인(클로
․무채색인 색채- 사무직의 직장
따른 화면크기
즈업)→전체7인
연상, 비율, 균형, 질감
및 색채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색)
조 별
종합 관점

․엘리베이터라는 장소로 평범한 일상의 좁은 밀폐된 공간 연상, 떠드는 소음으로 스트레
스 야기, 등장인물이 유명 스타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우리 일상의 단면 연상, 머리와
옷차림으로 직장인의 분위기, 비서 차림의 여성이 스트레스 해소(손가락으로 귀를 막는
것은 MP3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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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분석(½차시)
TV광고에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광고에서 자신이
크게 부각되는 점에 대한 숨겨 있는 상징을 관찰한다. 우리의 경험과 대상에 대한 이
미지를 현 사회-문화와 비교해보면서 광고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숨겨있는 메시지를
알아본다.
<표 4>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 예시: 가치 분석
가치 분석(½차시)
학습 목표
시간

1～5초
↓

․디자인 대상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합된 정보에서 숨겨진 가치를 선별할 수 있다.
․현대 디자인에서 숨겨있는 기호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시각적 상징(사회-문화 관점, 가치 분석)

등장인물과 사회적
역할

․떠드는 여성 2인(손에 서류, 커피 종이컵): 보조 사무직, 사
회 위치 낮음, 갈등 야기
․여성 5인: 갈등 해소의 비서 연상, 소음에서 손가락으로 지켜
줌, 핸드폰의 요술쟁이 ‘지니’로 5가지 일을 하는 개인 비서
연상, (5가지 핸드폰 기능 연상, 편안함, 사회적 지위 확인)
․남성: 평범한 남자에서 특별한 지위로 승격(비서 5인을 거느
린 사장과 같은 위치)

등장인물 화면 크기

․남성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 5인에게
보호받으며 미소 보내는 모습(소음의 스트레스에서 갈등 해
소, 자유라는 만족감)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역할의 핸드폰
은 요술쟁이 ‘지니’→힘→자유→경제력→사회적 지위상승
․핸드폰 인지도 및 필요성

정장, 종이컵, 검정색
안경, 서류 종이와
연상

․검정과 흰색의 정장, 올린 단정한 머리, 검정 안경-비서의 전
형적인 모습(보살핌, 갈등 해소)
․회색의 남성 정장-일상에서 보이는 직장인의 모습(무표정에서
눈 감고 웃는 모습으로 만족감)
․종이컵, 서류-직장인 연상

엘리베이터
음향 및 카메라 효과
조별
종합 관점

․좁은 폐쇄된 공간, 우연의 공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상
․소음과 팝송의 대비(스트레스와 만족감 대비), 카메라위치-전
체에서 남성으로 집중: 자유→경제력→사회적 지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스트레스 환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정, 평범한 직장인이
비서 5인을 거느린 사장처럼 보호되고 갈등 해소, 핸드폰은 자유, 신분 상승, 행복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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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적용의 시사점
시각 디자인 영역의 ‘알리는 것 꾸미기’에 대한 감상 콘텐츠로서 핸드폰 TV광고를
2시간의 교육대학교의 미술실기 강의에 적용하였는데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32명 전원이 주변 생활의 시각 디자인으로 TV광고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
음을 이해하였고, TV광고에 담겨진 시각적인 이미지와 숨겨진 상징과 가치를 분석,
인지하는 것을 이해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그림-문자 등의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및 시간적, 기술적 요소가 혼재해
있는 TV광고는, 30초 내의 짧은 시간이므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
므로 주의집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 배려가 요구되었다. 초등 학습자들에게 향후 적
용 시에는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수업을 전개할 것이 시사되었다.
셋째, 감상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시각적 관찰과 사고력, 언어 표현력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용어 사용에 유의하고, 기초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관점(조형
의 요소, 원리, 심리적 이해)등이 선수 학습되어야만 분석되는 대상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디자인된 대상과 자기 자신의 관계,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요
소 등의 이해와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력과 사고력 신장 유도를 위하여 학습자 스
스로의 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선택하며 이에 관하여 다
양한 감상 관점이 풍부한 미술용어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의하고 학습지의 지문도 향후
초등 적용에 맞추어 이해 폭을 조절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3단계 과정에 맞추어 분석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맞추어 전체적으로도 광고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숨겨있는 의미와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다는 것은 우
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Berger, J. 1972/
2002, 29-30 재인용). 시각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
화적 과정의 산물임을 인지할 수 있고(김민수, 2002, 29-30), 이러한 의미로 시각
디자인에서의 숨겨있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종합 할 수 있는, 안목 생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3단계에 걸친 감상 단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TV광고에서의
조형 요소를 광고 스토리만의 이해나 주제가 되는 단편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객관적
조형 요소 분석, 주관적 느낌 및 의미 분석, 현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까지 연결
시키면서 상징과 기호로 분석, 구성하므로 시각 디자인에 대한 역할과 특징, 의미 및
가치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학습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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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상세대인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시각 디자인의 감상학습 콘텐츠로
TV광고를 대상으로 문자-언어적인 내용과 그림 이미지의 영상적 내용이 균형 있게
분석될 수 있도록 객관적 분석 프로토콜, 주관적 느낌 분석, 가치 분석의 3단계 감상
학습을 구성하였다.
연구는 시각 디자인교육의 교육과정 분석과 감상 및 TV광고의 선행 연구와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의 콘텐츠 구성 및 학습방안 적용으로 전개되는데 초등 6학년을 감상
학습의 최적기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습 콘텐츠의 현장적용은 초등 디자
인 감상학습에 TV광고 활용이 전무하므로 교육대학교 미술실기 강좌로 제한하여 적
용의 진단 계기로 삼아 예비 실행만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향후 초등 현장 적용
시 유의점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초등 6학년 ‘꾸미기와 만들기’의 단원 분석으로 감상
보다는 표현에 치중되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자의 흥미와 실생활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분석되어 시각 디자인의 감상학습에 영상매체의 콘텐츠가 요구되는 점이 시사되
었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영상 메시지 이해를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감상 단계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각 디자인 감상학습 콘텐츠의 감상학습 1단계는 시각 디자인의 사실적인 분석과
조형적 특징(색상, 형태, 균형 등), 언어, 문자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묘
사가 강조되어, 무엇을 보고 있는 지, 무엇이 들리는지 등의 우리 감각기관에 의한 관
찰과 분석이 요구되어 사실만을 확인하여 열거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용된 문
자-언어, 음향 효과, 카메라 기법,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우리 느낌을 분석, 서술하
여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주관적인 반응으로 알아보았다. 우리의
느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역으로 생각하게 하는 단계
이다. 3단계에서는 사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통한 느낌이나 효과 등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가치 기술을 강조하였다. 교육
대학교의 미술 실기 강의 적용으로 일상생활의 시각 디자인에 대한 대상의 객관적 분
석과 주관적 느낌, 나아가 숨겨 있는 가치를 유추해봄으로써, 현대의 다양한 가치관
이해와 디자인에 숨겨있는 문화․사회적 가치를 쉽게 이해됨을 알 수 있었다.
감상학습은 디자인의 표현활동에도 도움을 주며 광고에 깃든 의미와 기호의 이해는
현대 시각디자인의 기능과 역할 및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이해 증진에도 영향 미치므
로 미술용어 이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영상매체의 초등 적용에 대한 현장 연구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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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nts for Appreciation Learning Focusing on TV
Commercials in Design Education
Im, Nam-Sook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hree-fold: to understand diverse
elements

including

perspective

on

symbols

various

in

visual

aspects

of

designs;

to

and

develop

life;

to

get

an

overall

contents

for

appreciation study which aims to help learners comprehend values. The
necessity of appreciation study comes from the reality that the primary
focus of design education is put on outputs disconnected with real life
and learners have rare opportunities for learning how to appreciate and
evaluate fine arts, although several attempts are made to integrate fine
arts

into

real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6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s. The year of grade 6 is considered as an optimal
period

for

appreciation

study,

because

in

this

period

young

learners

develop a broad eye sight for fine arts, sense of beauty, particularly of
shape,

creative

and

logical

thinking

and

a

high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The study notices the value of TV commercials as stuffs for
appreciation
helps

study,

learners

and

suggests

a

three-step

find out complicated signs

analysis

system

which

included in TV commercials,

interpret their implications and appreciate their values.
Key words: visual design, appreciation, TV commerc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