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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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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General arts classes based on movie
- Focused on the movie "Untouchables: 1%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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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영화를 기반으로 한 교양교과 수업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이에 영화를 기반으로 교양교과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영화 6편 중 ‘언터
처블: 1%의 우정’ 중심으로 수업 활동을 분석하여 전개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
대학 2016년 1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합’ 강좌에 수강한 대학생 44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한 창의성 수업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퀴즈
를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한 이후 과제, 발표, 실험, 체험 등을 정규 수업시간에 수행하는 교육방법
으로 15주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한 교양수업에 대한 인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움직임이 살아있는 교양수업이다’, ‘영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교양수업이다’, ‘나를 알게 하
는 교양수업이다’ 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교육매체와 틀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활동하는 교양수업이 대학생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더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 영화, 창의성, 교양교과, 대학,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made of centrally actual application in general arts classes based on movie in university.
Especially, I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class with 'Untouchable: 1% friendship' among 6 film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44 students of D university in Busan Metropolitan City who take ‘creative fusion
from movie’ general arts class which opened first semester in 2016. In this study, students wer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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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movies through the creative class, which was out of the traditional classroom method, and after 15
hours of learning the quiz online, they conducted 15 weeks as a teaching method to perform tasks,
presentation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in regular class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a general arts class that makes movements live,' 'It is a general arts class that shows mov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It is a general arts class that makes me know.' This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medium, which is easily accessible in everyday life, and the general arts class, which is active in the space
outside the framework, are perceived as stimulating curiosity and adding fun to college students.
Keywords : movie, creativity, general arts classes, university, student

1.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성 교육이 대두되기도 한다. 창의성
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개인이 지닌 특성을 지식에 기초하여 재조직하고, 개인
적인 내면화와 문화적인 외현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순환적인 연결고리로 새로운 생각과 산물을 창
조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1]. 그리고 창의성 교육은 경험의 내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창의성 교육은 살아있는 은유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간 삶 자체의 본질로 인해 인간 이해의 중
심에 두고[3], 실행적인 창의성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론적인 교수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창의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습자의 대상에 따른 교수자도 연구, 학습관
찰, 경험을 토대로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4][5].
최근 창의성 연구에서는 창의성 기반의 글쓰기 교육[6], 의사소통 능력[7], 대인관계 능력[8], 문
제중심학습[9] 등과 같은 연구를 볼 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은 대학생들에게도 개인의 성장, 성취,
성공뿐 아니라 조직,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양강좌를 통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영화’라는 교육적 매체에 주목하였다. 최근 미디어교
육으로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키우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교육이다. 미디어를 활
용한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한 창의성 교
육이 필요하리라 보았다[10-13].
대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심리적 요인과 동기가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연구[14-17]에서와 같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의 입장,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신의 내재된 본성을 경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
는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인 불안, 걱정,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
망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18]. 즉 학습자는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은 주로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은 등장인물들의 여러 속성을 평가할 때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심리적 요인과 동기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미디어로 대중들을 끄는 흡입력이 있어 많은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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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19]. 즉 대학생들에게 아주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적 매체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보여지는 영화의 인물을 향한 연민과 같은 감정이입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
게 하는 몰입적 특성도 있는 교육이 된다[20].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 생생한 사진
과 그림뿐 아니라 소리와 이미지 등을 활용한 교육적 매체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리라 본다[19][21].
또한 영화라는 매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다. 즉, 미
래사회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선두에서 볼 때,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이 현실
화되어 온 것으로 보아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영화는 사회문화적 재구성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측면과 영화가 주는 음향이나 시각적 효과와 같이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강한 호소력과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의 대학 교양수업에 대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영화 6편 중 ‘언터처블:

1%의 우정’ 수업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수업을 분석하여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 대학 교양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대학 2016-1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
합’ 강좌에 수강한 대학생 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교양과목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합’ 강
좌에 수강한 대학생들 44명은 현재 대학별로 경영대학 13명, 보건복지교육대학 7명, 인문사회대학

4명, 건축디자인대학 15명, 공과대학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 28명, 여자 16명으로 구
성되어 있고, 학년은 2학년 17명, 3학년 16명, 4학년 11명으로 다양하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2.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한 창의성 수업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퀴즈를 온라인
을 통해 선행학습한 이후 과제, 발표, 실험, 체험 등을 정규 수업시간에 수행하는 교육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2016년 1학기 교양과목에서 2016년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 동안 1주 오리엔테
이션, 8주 중간고사, 15주 기말고사를 제외한 매주 주차별 2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진 6
명에 의한 전공별로 교육, 정보기술, 문화예술 관련 교육적 개념과 관련된 영화 6편을 선정하여 창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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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합’ 교양교과 수업
[Table. 1] ‘Related pictures of creative fusion’ liberal arts classes from movie

2-3주

4-5주

6-7주

언터처블:1%의 우정

델마와 루이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9-10주

11-12주

13-14주

라이프 오브 파이

미션임파서블:로그네이션

인생은 아름다워

주차

영화
제목

주차

영화
제목

2.2.2 연구절차
2.2.2.1 교양교과 수업 절차

본 연구의 교양수업 영화 6편 중 ‘언터처블: 1%의 우정’ 수업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다음주 수업할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을 미리 시청해서 사
전활동으로 창의적 질문하기, 명장면 명대사 찾기, 도전골든벨 풀도록 하였다.

2주차는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활동한 것을 교수자와 함께 피드백을
하였다. 이어 영화에서 드러나는 관계성에 대해 교육적 개념으로 풀며 설명하였다.

3주차는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을 표현하였다. 혼자라는 숫자 1부터
시작하여 조별끼리 또 전체까지 차츰차츰 2→ 3→........ 6→ ..... 10→.... 20→....30→....40 숫자를 늘려

66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June (2017)

가며 학습자와 학습자 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성을 창
의·동작으로 활동하였다.
활동이 끝난 후 각자의 느낌을 발표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표 2] 영화- ‘언터처블: 1% 우정’ 교양교과 수업 진행 절차
[Table. 2] Movie - ’Untouchable: 1% Friendship' Curriculum Course Procedure

주차

1주

학습목표

크레페

활동사진

오리엔테이션 :
영화 시청하기

■ 교육적 개념
- 창의적 질문목록 작성해보기

2주

- 명장면 명대사 선정하기
- 도전 골든벨 활동
- 관계성의 교육적 개념
- 에릭슨의 8단계 분석

■ 교육적 활동
- 창의‧동작활동: 큰 원을

3주

만들어 관계성 맺기
- 이미지 활용활동해서 이미지
활용 결합법 창의적 활동
산출물 크레페 탑재

2.2.2.2 영화 기반 교양교과 수업 내용 예시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2주차 관계성에 대한 교육적 개념 수업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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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화- ‘언터처블: 1% 우정’ 교양교과 수업 내용 예시
[Table. 3] Movie - ’Untouchable: 1% Friendship' Examples of curriculu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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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움직임이 살아있는 교양수업이다
늘 책상에 앉아서 말 그대로 강의를 듣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이번 교양수업을
통하여 자기가 주체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문제해결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된 교양수업이었다. 그리고 매주 수업진행을 통해 흥미롭고 호기심이 자극되어 재미
있고 즐거운 수업이었다고 하였다. 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움
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강의였다고 학생들은 인식하였다.
총 6편의 영화로 2주씩 수업을 진행하며 각 영화마다 다른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한 번도 접해 본적이 없었던 형태의 교양수업이라서 호기심과 수업이 정말 재미있
고 즐거웠다.

(군사학과 14학번 고○호 남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닌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강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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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교양수업이다
여러 장르의 영화로 수업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의 강의
를 듣고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화의 장르를 넘어 다양한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업을 통해 모든 일들에 창의적 생각을 더하면 정말 아름다
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금까지 평소 재미로만 영화의 스토리를 봄으로써 대리만족 등을 느끼기만 했는데, 이번
교양과목을 접함으로써 영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주제로
영화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잘 알지 못하는 옛날 영화도 볼 수 있었고, 주제와
상관없이 영화자체의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도 알 수 있는 계기여서 좋았습니다.

(식품영영학과 15학번 이○정 여자)
숨은 영화들을 더 재미있게 본 거 같아서 끝이 아닌 영화의 포인트를 보면서 즐기는 법과
영화를 볼 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닌 다른 매력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2학번 김○빈 남자)

3.3 나를 알게 하는 교양수업이다
영화를 자세히 알고 또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쓰는 것에 대해 오랜만에 두뇌활동하는 느낌
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줄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고
토론‧토의활동하며 의외로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보다 자기
의 잠재적 능력에서 교수님의 칭찬으로 한 번 더 자신을 알게 되는 교양수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영역의 교양수업이라 재미있고 흥미로웠고, 특히 활동을 하며 하는 수업이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해서 좋았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물감이런거 좋아해
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잘한다고 해주셨어요.

(유통경영학과 14학번 민○향 여자)
창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쓴 것에 대해 서 오랜만에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 해 보아서 적응이 안 될 줄 알았지만 모르는 철학적인 내용과 같이 토론하며 함께하는 것도
의외로 재밌었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공학과 13학번 김○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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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의 대학 교양수업에 대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이 살아있는 교양수업이다, 둘째, 영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교양수업이다, 셋째, 나를 알게 하는 교양수업이다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는 교육매체와 틀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활동하는 교양수업이 대학생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더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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