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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술교과서 애니메이션 단원의 구성  오류 분석

함종호

초 록

상매체에 한 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애니메이션 분야의 비 이 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

과서의 단원 구성과 오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을 해서 매우 요한 일이다. 2001년도부터 출 되

어 사용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학교 검인정 미술교과서 7종 21권의 애니메이션 단원에 한 구성  오류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 우선, 애니메이션 단원에 한 교과서 분량의 차이가 집필진에 따

라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한 실기내용은 부분 기의 실험 상기기의 제작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설명  용

어, 그림에 해서는 비효과 인 제작과정을 제시한다거나, 부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미술교과서, 분석, 오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술교육에 있어서 시각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 

및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 매체로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

는 부분이 ‘ 상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

션’분야는 만화와 화, 게임등과 결합하면서 예술

적 표현이나 산업적 활용도면에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 적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교육기관

에서 상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

램이 실시되고 있다. 국내의 상애니메이션 특성

화고등학교와 학 및 학원 과정에는 컴퓨터 그

래픽과 멀티미디어, 상편집, 애니메이션 관련 학

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점

차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 하고 있는 상황이

다.

2001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7차 교육과정의 미술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 하여 상, 애니

메이션 분야에 관한 교육내용들을 출판사별로 다

양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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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

년도에 완성될 새 교육과정에서는 

 -사진, 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기

 - 상물 등을 찾아보기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미술교과서에 ‘ 상’에 

한 부분을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1) 

  그러나 상부분에 한 교육내용은 학교의 

상황이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수학습의 수준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검인정 교과서의 제시 수준

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그것은 교과서 제작 집필진

의 의도나 역량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

이다.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 관한 부분은 전

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

재의 교과서들은 내용체계가 빈약하거나 잘못 기

술된 부분이 적지 않다. 교과서에서 부정확한 내용

을 다루거나 일부분만을 전체의 특성으로 취급하

는 오류가 있다면,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나 학생

들에게 심각한 악 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새 교육과정에서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분야,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분야에 

관한 각종 오류를 중학교 7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내용을 제시하는데 밑거

름이 되고자 한다. 

1) 교육인 자원부장 ,『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2.28), p.199.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중학교 미술 검인정 교과서 7종의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이 있다.

가. 7차 교육과정의 시행년도인 2001년 이후의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애니메이션 관련 단원으로 

한정하 다. 

나. 오류 유형의 기준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

하여, 본 연구 상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정하 다. 

다. 오류의 판단은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 으

나, 오류내용의 설명이나 개선방향에 해서는 연

구자의 주관이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오류에 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Ⅱ. 연구의 범 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검정심사를 하여 2001년부터 

발행한 한국중학교 미술교과서 7종(21권)중에서 애

니메이션 관련 단원의 내용구성 및 오류분석에 

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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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무순) 저자 발행년도

교학연구사 김정희 외 6인 2001.3.1

한교과서 김기숙 외 7인 2001.3.1

지학사 노부자 외 4인 2001.3.1

교학사 노 자 외 1인 2001.3.1

삶과 꿈 홍명섭 외 1인 2001.3.1

두산 고승혜 외 4인 2001.3.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서석례 외 2인 2001.3.1

표 1.  검인정 7종 미술교과서
 

출판사

(무 순)

학

년
 애니메이션 단원  쪽번호

교학연구사 1 캐릭터와 만화로 알리기 39

한교과서 3 움직이는 그림 38-39

지학사 1 만화와 애니메이션 49

교학사
2 애니메이션 46-47

3 애니메이션 만들기 42-43

삶과 꿈 3 공연과 애니메이션 35

두산

1 움직이는 그림-애니메이션 49

3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봅시다
45

중앙교육진

흥연구소
3 컴퓨터와 애니메이션 44-45

표 2. 애니메이션 단원

  

2. 연구의 방법 

 단원구성에 한 분석은 각 출판사별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애니메이션 관련 단원에 하여 몇 

쪽을 할애하고 있는지, 도판은 몇 개인지, 수업내

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내용 

중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어떤 내용을 

빠뜨렸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

선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오류분석은 7종 미술교과서의 애니메이션 단원

의 내용에 하여 직접 조사 분석하 으며, 오류분

석의 항목은 선행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항목을 참

조하여 미술교과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정하

다. 

 오류(Error)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남’, ‘이치에 어긋난 인식’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논리학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논리적 과정, 참이 

아닌 것’등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논문에

서 오류분석의 항목은 논문의 성격과 연구 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나상현2)은 오류의 유형으로 제외된 부분3), 단순 

오류4), 보편성 차이5), 오개념6) 형성 가능 부분으

로 정하 고, 구창회7)는 내용의 오류8), 용어의 오

2) 나상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물 1 교과서 오류 조사 분
석, 남 교육 학원 생물교육과 석사학 논문,(2005.2).

3) 제외된 부분은 학습내용의 차이나 학습 결손이 우려될 수 
있는 내용상의 락을 의미한다.

4) 교과서 제작이나  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단순한 실수
로 인한 오류를 의미한다.

5) 보편성 차이에 한 원인은 학자에 따른 견해의 차이, 새로
운 연구 결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으로 옳다고 논의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어떤 기 없이 아무
지 않게 사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6) 오개념(Misconception)은  개념에  한 부정확한 이해, 개
념간의  당하지  않은 계 계,  개념의  과   는  과
소한 일반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체계 으로  일어
나는 오류의  원인으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학습
할 때  잘못된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선행지식이  새
로운 개념과  알맞게  연결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본 연
구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개념과 그 의미를 다르게  이
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개념을  오개념이라 한다.

7) 구창회, 고등학교 생물 1교과서 물질 사 련 내용  잘못 
기술된 부분 분석, 공주 학교 교육학석사학 논문(2005.2).

8) 제외되거나 락된 내용, 효과 이지 않는 내용의 개, 학
생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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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9), 표현의 오류10), 그림의 오류11)로 정하 다. 

그리고 김유미12)는 도판 및 주석이 틀린 경우로 

한정하 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오류분석의 유형은 내용의 

오류와 그림에 관한 오류, 설명에 관한 오류로 나

뉘어 지고, 설명에 관한 오류에 있어서는 , 단순한 

용어의 오류, 표현의 오류, 오개념에 관한 오류 등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내용에 해서는 별도의 단원 구성 분석에서 다

루므로, 본 연구에서의 오류분석 항목은 설명의 오

류와 용어의 오류, 그림의 오류로 분류하고자 한

다. 

설명의 오류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나 부적절한 

설명을 조사하고, 용어의 오류는 이름이나 명칭의 

오기, 오탈자등을 조사하 고, 그림의 오류에서는 

부적합한 그림을 제시하 거나, 설명과 그림이 맞

지 않는 것, 비효과적인 그림의 제시 등을 조사하

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도서 및 논

문을 참고하 다.

9) 용어의 사용이 잘못되었거나 , 개념 표 이 다르게 된 것.

10) 맞춤법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단어의 사용이 하지 못
한 것, 표 이 부 한 것.    

11) 시그림이 부 하거나, 그림이 잘못되었거나, 그림의 제
목이 잘못된 것.

12) 김유미, 학교 미술 교과서의 내용분석  황과 오류 분
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 학교 교육 학원 미술교
육과 석사논문,(2007.7).

분류 제목 비고

 

단행본

애니메이션 용어사전 넬슨 신.한창완 지음

애니메이션 북
키트 레이번 

지음/나호원 역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의 

모든 것

리처드 테일러 

지음/한창완 역

애니메이션의 이해 황선길 지음

애니메이션 화사 황선길 지음

초등학교 5.6학년 만화 

.애니메이션
김재웅 외

중학교 애니메이션 교재 김재웅 외

 논문

고등학교 생물 1교과서 

물질 사관련 내용 중 

잘못 기술된 부분 분석

구창회/공주  

석사,2005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물 1 교과서 오류 조사 

분석

나상현/전남  

석사,2005년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분석 및 현황과 

오류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고려

석사,2007년

초등학교 

애니메이션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에 관한 연구

윤혜연/중앙  

석사,2002년

표 3. 참고도서

   Ⅲ. 분석  연구 결과

   1. 단원 구성 분석

단원 구성에 해서는 출판사별로 애니메이션 

단원에 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하고, 몇 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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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하고, 도판은 몇 개를 실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1) 출 사별 애니메이션 단원의 비 도

출판사

(무 순)

전체

쪽수

(전학

년)

 애니메이션 관련 단원

    애니메이션 단원            애니메

이션 

쪽수/

전체쪽

수(%)

학

년

역 및 

중단원
소단원명 

도

판

수

쪽수

교학

연구사
209

3학년

표현-사진과 상 이미지-새롭게 나타나는 

사진, 상으로 타나내기 4쪽 

1
디자인 

여행

캐릭터와 만화로 

알리기
1 1 0.47

한

교과서
216

1학년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캐릭터의 세계 

2쪽

3
상의 

세계
움직이는 그림 15 2 0.93

2학년 만화의 세계 2쪽

3학년

상의 세계-새로운 기법의 세계 2쪽

지학사 214

3학년

컴퓨터그래픽의 세계 2쪽

비디오 아트 1쪽

1 표현 만화와 애니메이션 5 2 0.93

교학사 222

1학년

생각을 만화로 그리기,캐릭터 2쪽
2 표현 애니메이션 8 2

4 1.80

. 3 표현 애니메이션 만들기 8 2

삶과 꿈 202
상미술 2쪽

일러스트레이션과 만화 2쪽
3

이야기를 

보여주자
공연과 애니메이션 6 1 0.50

두산 216

. 1
상

디자인

움직이는 

그림-애니메이션
5 2

3 1.39

. 3
상

디자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봅시다

8 1

중앙교

육진흥

연구소

213
만화와 캐릭터만들기  2쪽 컴퓨터그래픽 

2쪽
3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컴퓨터와 

애니메이션
10 2 0.94

평균
213.1

4
7.33 2.14 0.99

표 4. 출 사별 애니메이션 단원의 쪽수  도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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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출판사별 애니메

이션 단원에 한 단원의 명칭이나 쪽수, 도판 수 

등을 비교해 보면 출판사별로 차이가 크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애니메이션 단원에 한 학년별 배치’를 

비교해 보면, 교학연구사는 1학년, 한교과서는 3

학년, 지학사는 1학년, 교학사는 2,3학년, 삶과 꿈

은 3학년, 두산은 1,3학년,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3

학년에 배치하 다.  

7개 출판사 중에서 5개 출판사는 1개 학년에 배

치하 고, 교학사와 두산의 2개 출판사만이 2개 학

년에 애니메이션 단원을 배치하 다. 학년별 배치

현황을 보면 1학년에 애니메이션 단원이 있는 출

판사가 3곳, 2학년에는 1곳, 3학년에는 5곳을 배치

하 다. 

학년 배치는 주로 3학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 1

학년, 그 다음 2학년의 순서인데, 3학년에 애니메

이션 단원이 특히 많은 이유는 수업시수가 1,2학년

의 주당 한 시간에 비해서 3학년은 두 시간으로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단원과 소단원의 명칭’에 하여 분석해 보

면, 교학연구사는 ‘디자인- 캐릭터와 만화로 알리

기’에 배치하 고, 한교과서는 ‘ 상의 세계’에, 

삶과 꿈은 ‘이야기를 보여주자’에, 두산은 ‘ 상디

자인’에,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디자인’에 애니메

이션 단원을 배치하 다. 이것으로 보아 ‘애니메이

션’은 ‘디자인, 상디자인, 만화’의 역과 접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있는 단원’의 배치에 해

서 비교해보면 교학연구사는 3학년에 ‘사진, 상

으로 나타내기’를 4쪽 다루었으며, 한교과서는 

1학년에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캐릭터의 세계’

를 2쪽, 2학년에 ‘만화의 세계’ 2쪽, 3학년에 ‘상

의 세계-새로운 기법의 세계‘ 2쪽을 다루었으며, 

지학사는 3학년에 ‘컴퓨터그래픽의 세계’ 2쪽, ‘비

디오 아트’1쪽을 다루었으며, 교학사는 1학년에 

‘생각을 만화로 그리기’, ‘캐릭터’ 2쪽을 다루었으

며, 삶과 꿈은  3학년에 ‘ 상미술’ 2쪽, ‘일러스트

레이션과 만화’ 2쪽을 다루었으며, 중앙교육진흥연

구소는 3학년에 ‘만화와 캐릭터 만들기’ 2쪽, ‘컴퓨

터그래픽’ 2쪽을 다루었다. 

이를 살펴보면 만화와 컴퓨터, 상에 한 단

원을 애니메이션과 학년별로 연계를 지어 골고루 

배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쪽수와 도판수’를 비교해 보면 교학연구사는 1

컷, 한교과서는 2쪽 15컷, 지학사는 1쪽 5컷, 교

학사는 4쪽 16컷, 삶과 꿈은 1쪽 6컷, 두산은 2쪽 

13컷,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2쪽 10컷을 할애하

다.

출판사별 1, 2, 3 학년 미술교과서 전체 쪽수를 

비교해 보면 교학연구사는 209쪽, 한교과서는 

216쪽, 지학사는 214쪽, 교학사는 222쪽, 삶과 꿈은 

202쪽, 두산은 216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213쪽

이다.

1, 2, 3학년 미술교과서의 전체 쪽수는 202쪽에

서 222쪽까지이며, 이 중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단

원의 쪽수는  1쪽에서 4쪽까지로 0.5%에서 1.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사별로 보면 교학사가 4쪽으로 가장 많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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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무 순)

학

년
쪽 단원 제목 단원의 학습내용 도판 수 계

교학연구

사
1 39

캐릭터와 만화로 

알리기
애니메이션 연속동작 장면-학생작품 1 1

한교과

서
3 38-39 움직이는 그림

애니메이션의 원리,플립북 설명 0

15

애니메이션의 종류(클레이,3D,2D) 5

애니메이션의 기원

(알타미라동굴벽화,이집트벽화,소마트
3

페나키스토스코프만들기 4

연속동작그리기 3

지학사 1 49 만화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개념

5
참고도판 1

연속장면 2

플립북 2

교학사

3 42-43 애니메이션 만들기

애니메이션 개념

8

입체 캐릭터 만들기-학생작품 1

애니메이션 종류-클레이 예시작품

 (곡스,월리스와 그로밋,어린왕자)  
3

클레이 제작 과정-곡스 1

클레이 캐릭터 제작 3

2 46-47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개념 및 활용도

8

캐릭터 상품 2

일러스트레이션 1

연속사진-달의 모습 1

애니메이션 과정-캐나다 1

스토리보드-학생작품 1

연속장면-학생작품 1

그림자 연극 사진 1

학연구사가 1쪽(도판 1컷)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애니메이션 단원은 전체 쪽수가 많은 

교학사, 두산, 한교과서에서 2쪽 이상을 차지하

고 있고, 전체쪽수가 적은 삶과 꿈, 교학연구사가 

1쪽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분량이 많

을수록 다양한 내용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출 사별 애니메이션 단원의 학습 내용

다음은 각 출판사별 애니메이션 단원에 한 세

부 학습내용이다. 학습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하

는지, 참고도판은 몇 개를 활용하 는지를 알아보

고, 내용이 치우치거나 제외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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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꿈 3 35 공연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개념

6
참고사진-오돌또기 1

컷아웃 애니 참고사진-섬블리나 1

제작과정-조트로프 4

두산

1 49
움직이는 

그림-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개념

5

참고그림-발라-매달린 개 1

만화 화와 콘티-심청 1

종이인형극-인형애니메이션 1

애니메이션제작과정-동화 1

캐릭터디자인-컴퓨터 1

3 45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난감 

장난감 만들기-프락시노스코프 만들기 5
8

장난감 만들기-소마트로프 민들기 3

중앙교육

진흥연구

소

3

44
여러 가지 컴퓨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개념

4컴퓨터애니메이션-내친구 부릉이 1

2D애니메이션-고향,이성강 3

45

인간이 희망하던 

움직이는 그림의 

시작

만화 화의 시작-에  콜(판타스마고리), 백설공주 2

6

참고그림-계단을 내려오는 여인-뒤샹 1

실루엣 애니메이션-마호메트 왕자의 모험 1

연속장면-발레 1

연속장면-뛰는 동작 그림 1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표 5. 출 사별 애니메이션 단원의 학습 내용

                

<표 5>에서 보듯이 애니메이션 단원의 세부 학

습내용은 각 출판사별로 다루는 내용의 편차가 매

우 심하다.  

교학연구사는 연속동작 한 컷만이 실려 있어서 

애니메이션에 해서 가장 적게 다루고 있다. 한

교과서는 15컷의 도판을 참고로 애니메이션의 원

리, 기원과 종류 그리고 페나키스토스코프 만들기

와 걷기동작에 한 연속장면의 예시가 되어 있다. 

지학사는  5컷의 참고도판을 활용하여 애니메이

션 예시작품 1점을 보여주고, 농구하는 연속장면과 

머이브릿지의 달리는 말의 모습을 연속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플립북의 예시작품을 12컷의  

                                              

                                              

                                              

                                              

                                              

                                              

                                              

                                              

                                              

                                              

                                              

                                              

                                              

                                              

                                              

                                              

                                            

그림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점은 플립

북의 예시작을 교과서 위쪽 구석에 직접 그려 넣

어 시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 점인데, 좀 더 확실

히 움직이는 느낌이 나도록 변화가 큰 동작으로 

나타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는  2,3학년에 애니메이션 단원을 4쪽이

나 비중있게 다루었다. 도판 수가 16컷으로 가장 

많고, 2학년에서는 애니메이션의 개념 및 활용에 

한 설명과  제작과정 참고도판, 달걀이 떨어지는 

순간의 연속동작 그림과 스토리보드, 그림자 연극 

등의 도판을 활용하 다. 3학년에서는 클레이애니

메이션과 입체캐릭터 만들기에 한 예시작품을 

주로 다루었는데, 뼈 만들기 등의 자세한 과정 제

시가 되지 않고 있다.



- 97 -

출판사

(무 순)

연

속

동

작

플

립

북

페

나

키

스

토

스

코

프

프

락

시

노

스

코

프

조

트

로

프

소

마

트

로

프

클

레

이

캐

릭

터

계

교학연구사 . . . . . . . 0

한교과서 1 . 1 . . . . 2

지학사 . 1 . . . . . 1

교학사 . . . . . . 1 1

삶과 꿈 . . . . 1 . . 1

두산 . . . 1 . 1 . 2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1 . . . . . . 1

표 6.  제작과정을 제시한 실기 유형

삶과 꿈은 3학년 과정에 6컷의 참고도판을 활용

하여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예시작품, 그리고  컷아

웃 애니메이션 예시작품과 조트로프의 제작과정을 

다루었다.

두산은 1학년과 3학년에 13컷의 참고도판을 활

용하 다. 1학년과정에는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만

화 화, 콘티, 컷아웃애니메이션에 한 예시작품

을 제시하 고, 탐구학습에 애니메이션 동화 제작

과정과 컴퓨터 캐릭터디자인  예시작품을 제시하

다. 3학년 과정에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재미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소단원 아래 프

락시노스코프와 소마트로프 만들기의 과정을 제시

하 다.  2개 학년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종류, 애니메이션 동화를 예로 들었고, 실습과정으

로 프락시노스코프와 소마트로프 만들기를 제시하

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3학년 과정에만 2쪽 10컷

의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초기애니메이션 

관련작품, 컴퓨터애니메이션 예시작품, 그리고 발

레의 연속동작 그림과 뛰기의 연속동작 동화그림

을 참고로 제시하 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종류, 기원, 연속동작 화면제시, 애니메이션 

동화의 참고작품 제시 등의 개념 이해부분에 있어

서는 부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실

습내용에 있어서는 페나키스토스코프 만들기와 연

속동작그리기, 플립북 만들기, 클레이캐릭터 만들

기, 조트로프 만들기, 프락시노스코프와  소마트로

프만들기 등의 제작과정이 출판사별로 각각 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부분의 출판사에서 설정

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주된 실습 방향이, 촬 과 

컴퓨터 작업 과정을 거치는 보통의 애니메이션 제

작방식에 접근하지 못하고 초기의 애니메이션 도

구 만들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집필진들이 중학

교 미술교육의 현 상황과 중학교 수준의 발달단계

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목표 설

정이 과연 적합한지에 해서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활발하게 실

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애니메

이션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학교 애니메이션의 교육내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합하게 설정하

여야 할 것이다. 



- 98 -

또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감상활동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올바른 감상활동은 창작활동만큼이나 

중요하고, 바람직한 교양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애니메이션 감상활동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종류나 기법에 관한 장면을 보여주

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느낀 것을 그리거나 쓰

거나 발표하게 하면서 비판하고, 내면화시키는 과

정이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제작 실기활동 만큼

이나 감상활동에 하여도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 하여야 할 것이다.   

 2. 오류 분석

오류 분석은 각 출판사별로 설명의 오류, 용어

의 오류, 그림의 오류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 다. 

 1) 설명의 오류 

 
그림 65. 교학연구사, 1학년 39쪽, 

애니메이션 연속 동작 장면

교학연구사는 3개 학년 중에서 단 한 컷만이 애

니메이션 관련 내용이 있는데 높이뛰기를 하는 연

속동작의 <그림1>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캐릭터

와 만화로 알리기’단원에 포함되어 있어, 도판의 

의도를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1학년 39쪽). 

한교과서는 애니메이션의 예시작중에서 ‘환타

지아’를 소개하 는데,  음악을 소재로 한 애니메

이션이라는 설명이 부족하 다(3학년 38쪽).

 

교학사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입체로 만들

어보자’는 단원으로, 2쪽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내용만으로 채우고 있는데, 캐릭터제작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뼈 나 관절 등에 한 제작 과

정 제시가 부족하 다. 또한  ‘한 컷 씩 촬 한 후, 

연결하여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 는데, 

촬 과정이나 편집 등에 한 자세한 과정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3학년 42-43쪽). 클레이 외에 종이

인형으로 만든다든지, 철사 등의 보다 손쉬운 제작 

과정에 한 제시가 필요하다.

두산에서 제시한 ‘조트로프 만들기’는 제작의도 

및 과정 도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보이

지 않는다. ‘쏘마트로프 만들기’는 제작과정이 간

단하므로 3학년보다는 1학년과정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3학년 45쪽). 또한 1학년 

애니메이션 단원의 탐구학습2 의 ‘만화 화나 인형

극 등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과정으로 제

작되는지 알아봅시다’라는 문장은 오히려 애니메

이션의 개념을 혼란시키고 있다. 인형극에 애니메

이션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여, 잘

못된 지식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종이인형극 개구리 왕자<그림2>를 ‘그림

자로 움직이도록 한 인형애니메이션’이라고 기술

하고 있는데, 용어 및 해설이 애매하다. 컷아웃애

니메이션(절지애니메이션)이 적합한 표현이다(3학

년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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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두산, 3학년 49쪽, 

종이인형극

그림 67. 삶과 꿈, 3학년

 35쪽, 조트로  만들기

   

삶과 꿈 3학년 35쪽의 평가란에는 ‘발상이 재미

있고 창의적인 캐릭터와 내용의 구성이 독창적인

가?’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 단원보다

는 캐릭터 디자인 단원에 적합한 평가문항이다. 또

한 실기예시로 제시한 

<그림3>의 조트로프 만

들기는 플라스틱원통 

등 미리 만들어진 세트

가 없으면 재료도 구하

기 어렵고 만들기도 어

려운 주제이다.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쉽도록 

제작과정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지학사는 애니메이션

에 해서 ‘각각의 그림

들을 연결하여 움직이

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고 정의를 하 는데, 넬

슨 신은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해서 ‘애니메

이션은 생명력이 없는 어떤 형태의 그림이나 물체

를 조금씩 옮겨가며 한 프레임씩 촬 한 후에 

상을 재생함으로써 동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을 뜻한다’고 하 다. 지학사에서는 그림외의 사

물 등의 입체물을 촬 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상으로 만든다는 개념 제시나 과정 제시가 없다

(1학년 49쪽).

2) 용어의 오류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애니메이션에 한 설명

에서 ‘2D에니메이션, 3D에니메이션, 동화에니메이

션’이라고 표기하 는데, ‘에’가 아니라 ‘애’로 표기

하여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에 한 종류에서 

‘동화애니메이션’이라고 제시하 는데 ‘동화애니메

이션’이라고 하는 명칭은 통상 쓰이지 않는 애매한 

표현이다(3학년 44쪽). 그리고 예시작품 중에서 ‘고

향’(드로잉, 컴퓨터 작업)의 작가명이 이승강이라고 

기술하 는데, 이승강이 아니라 이성강이고, 세 개

의 참고 도판 중에서 세 번째 것은  마리이야기중

의 한 장면이다(3학년 44쪽).

 그리고 1908년 세계 최초의 만화 화를 제작 

상 한 사람을 프랑스의 ‘에골’이라고 하 는데, 

에골이 아니라 ‘에  콜( Emile Cohl )’13)이다. 그

리고  ‘1914년 미국에서 셀룰로이드 동화로 그려 

셀 에니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기

술하고 있는데, ‘셀 에니’가 아니라 ‘셀애니메이션’

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3학년 45쪽).

두산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단원에서 <그림4>의 ‘프락시노스코프’

13) 황선길,『애니메이션 화사』,범우사, 199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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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8. 두산, 3학년 45쪽, 

락시노스코  

그림 72. 교학사, 2학년 47쪽, 

그림자의 움직임

만들기 과정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프락시노스

코프가 아니라 ‘조트로프’이다. 프락시노스코프는 

조트로프의 드럼 중앙에 여러 개의 거울을 장착시

켜 상이 보다 부드럽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3학

년 45쪽).

  3) 그림의 오류

지학사는  플립북의 예시작<그림5>를 교과서의 

상단구석에 직접 넘겨보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한 컷 씩 그려놓았다. 이런 의도

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제시한 그림이 움직임이 

폭이 작아서 효과가 덜 나타난다. 좀 더 동작이 큰 

예시작으로 하 으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림 69. 지학사, 1학년 49쪽, 립북

 

교학사는 참고그림과 단원의 내용 및 설명이 적

합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다(2학년  46-47쪽). 

그림 70. 교학사, 

2학년 46쪽, 

시리우스의 왕녀

  그림 71. 교학사, 

2학년 47쪽,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으로 제시한 <그림6>의 

‘시리우스의 왕녀’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아니

라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의 예시작품<그림7>은 그냥 한 쪽 만화

이지 애니메이션 스

토리보드가 아니다. 

그리고 몸동작에 의

한 다양한 그림자의 

움직임<그림8>은 애

니메이션과 관련이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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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립 화제작소의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은 좀 더 상세하게 ‘배경과 캐릭터의 합성과정’이

라든지 하는 설명을 덧붙 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산 1학년의 탐구학습2에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한 예시그림으로 뛰기 동작의 동화<그림 

9>를 여러 장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이라고 제목을 써놓았다. 

그림 73. 두산, 1학년 49쪽,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그러나 이것은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중의 하나인 

동화 제작과정일 뿐,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이라는 

표성을 띈 장면이 아니다. ‘애니메이션 동화제작

과정의 한 예’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그림 74. 삶과 꿈, 3학년 35쪽, 오돌 기

삶과 꿈 3학년 35쪽의 예시작품중의 하나인 오

돌또기<그림10>은 1997년의 만화 화라고 기술되

어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인 

작품이다.

 3. 분석결과 및  개선 방향 

지금까지 단원구성 분석과 오류분석에 한 결

과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단원구성에 한 분석 결과  개선 방향

우선 쪽수와 도판의 분량을 살펴보면, 중학교 

미술교과서에서 애니메이션 단원이 차지하는 쪽수

의 비율은 0.5%에서 1.8% 정도이다. 교과서의 쪽

수를 많이 확보한 출판사가 애니메이션 단원에 

해서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출판사는 

교학사로 총 2개 학년 4쪽을,  가장 적은 출판사는 

교학 연구사로 총 1개 학년에 단 1컷을 싣고 있다.  

애니메이션에 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과 원만한 

실기내용의 제시를 위해서는 1,2,3 학년 전체 쪽수

의 평균인 213쪽을 기준으로 하 을 때, 현재의 평

균인 2.14쪽과 7.3개의 도판을 최소로 하고, 최 로

는 교학사 수준인 4쪽, 16개 내외의 도판 분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

인 이론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반면, 실

기는 조트로프 만들기나 페나키스토스코프 만들기 

등의 애니메이션 초기의 실험적인 상기기 제작

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등학교부

터 실시되어 온 애니메이션 수업의 연계성을 고려

하지 않은 결과이다. 

윤혜연14)은 “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플

14) 윤혜연, 등학교 애니메이션 교육을 한 수업모형에 
한 연구, 앙 학 상 술학과 애니메이션 공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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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기초단계 제작기법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의

모든 것

-스토리제작

-스토리보드

-캐릭터 제작

-움직임

-셀 애니메이션

-컷아웃 애니메이션

-스크래치 애니메이션

-모래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모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북

-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조에트로프

-프락시노스코프

-플립북

-스크래치애니메이

션

-오브제애니메이션

-컷아웃 애니메이션

-픽실레이션

-스토리보드

-키네스태시와 콜라주

-모션그래픽스

-모래애니메이션

-페인트온 

글래스애니메이션

-스톱모션애니메이션

-로토스코핑

-셀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의 이해

-기획

-극본

 (시나리오,콘티)

-캐릭터

 (성격,연기)

-셀애니메이션

-인형애니메이션

-모래애니메이션

-종이애니메이션

-실루엣애니메이션

-실험애니메이션

-핸드메이드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합성애니메이션

표 7.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 단계와 제작기법

립북은 저, 중학년에도 가능하며 컷아웃, 클레이 

애니메이션제작의 경우 고학년 단계에서 적합하

다”라고 밝히고 있고,  김재웅15)은 초등학교 5,6학

년을 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수업에서 gif애니메

이션 만들기, 스토리보드 그리기, 그림자 연극 만

들기,구슬애니메이션,클레이애니메이션,컷아웃애니

메이션만들기 등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볼 때 이미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 기

초적인 애니메이션 뿐 만 아니라, 클레이 애니메이

션이나 컷아웃 애니메이션 수업을 일부 해오고 있

으며,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수준과 초.중등의 수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할 수 있

는 플립북이나 페나키스토스코프 등의 애니메이션 

초기 상기기의 실습 위주에서 벗어나 컴퓨터와 

카메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수업

을 할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과 기법에 관한 참고문헌

을 정리한 <표7>을 보면, 애니메이션 제작내용은 

기초단계와 제작기법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기초

단계는 움직임이나 캐릭터, 시나리오 등에 관한 것

과 플립북이나 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등 

초기 애니메이션 상기기에 한 것으로 구분되

고, 제작기법 단계로는 셀애니메이션, 컷아웃애니

메이션, 모래애니메이션, 픽실레이션, 로토스코핑,  

논문,(2002.8),p.96.

15) 김재웅 외 6인, 등학교 5,6학년 만화.애니메이션,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05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부분의 애니메이션 제작

은 카메라로 촬 하고 편집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펴낸 중학교 애니메이션 교

재16)는 학습 역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내용도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수업

모형에 해서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은 총 60쪽 분량으로 12개의 단원으로 이

16) 김재웅 외 6인, 학교 5,6학년 만화.애니메이션,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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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고, 1단원에 5쪽의 수업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체험

-애니메이션에 재미 붙이기

-애니메이션으로 놀기

-손으로, 몸으로 하는 체험

감상

-애니메이션 이해하기

-애니메이션 제 로 보기

-애니메이션 통해 세상보기

창작

-심화체험/창작력 높이기

-주제 끌어내고 스타일 창조하기

-전문 실습의기초

제작
-직접 만들어 보기

-창의력을 결과물로!

표8. 교재의 씨 구성     

단

계
수업내용

기

초

과

정

1.애니메이션의 원리와 역사-잔상효과

1단

계

애니

메이

션과 

친해

지기

체험

과 

감상 

중심

2.움직임과 애니메이션-원동화 구분

3.음악과 애니메이션

-음악과 리듬의 역할

4.과학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기계, 물리법칙

5.사진과 애니메이션-로토스코핑 등

6.미술과 애니메이션-회화적 표현기법

7.국어와 애니메이션-소재 얻기

2단

계

애니

메이

션에 

빠져

들기

창작

과제

작실

기 

중심

8.이야기와 애니메이션

-디즈니 화와 플롯

9.캐릭터애니메이션-지브리애니메이션

10.아날로그애니메이션

-칠판,점토애니메이션

11.디지털 애니메이션

-미디어,인터넷 제작 툴

12.장르 넘나들기/창작 작품 발표

-컨버전스 사례

표9. 교재의 날 구성

단원마다 체험, 감상과 창작실기 내용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1단계에 체험실기 내용이, 2단계에 

창작실기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감상

수업에 하여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과 애

니메이션’ 단원을 보면,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픽실레이션, 로토스코핑, 콜라주등의 다양한 기법

들의 작품의 예를 보여주고, 이해와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감상과 토론의 과정 후에는 픽실레

이션 창작수업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

다.

점토애니메이션과 같은 본격적인 창작단계의 수

업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레이어나 크로마키 실

습이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실기를 할 수 있게 고

려되어 있다.   

위 책의 내용구성을 본보기로 할 경우에, 미술

교과서의 역 구성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체험 창작

감상 제작

표10. 미술교과서가 2쪽일 

경우의 역 구성

체험 감상 창작 제작

표11. 미술교과서가 4쪽일 경우의 역 구성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술교과서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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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니메이션 단원의 분량은 2~4쪽이며, 초등학

교와 중학교간의 애니메이션 수업에 해서 연계

성이 있어야 하고, 수업은 체험, 감상, 창작의 역

을 골고루 하고, 단원의 설정에 해서는 애니메이

션 기초 원리와 애니메이션 이해를 위한 초기 

상기기 실습 활동, 그리고 카메라와 컴퓨터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 점토나 클레이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의 수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오류에 한 분석결과  개선 방향

설명의 오류를 보면, 도판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설명 부족, 과정 제시 부족 등이 7건 있었다.

출판사 오류내용 건

교학연구사 도판 부적절 1

한교과서 도판 설명 부족 1

교학사 과정 제시 부족(클레이 제작과정) 1

두산

개념 혼란(인형극) 1

설명 및 명칭 

오류(인형애니메이션)
1

삶과 꿈 비핵심 용어(평가-캐릭터) 1

지학사 애니메이션 개념 오류 1

계 7

표 12. 내용의 오류

용어의 오류는 애니메이션 용어 및 맞춤법 사용

이 잘못된 것이 9건 있었다.

출판사 오류내용 건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표기 잘못(맞춤법) 7

명칭오류(동화애니메이션) 1

두산 명칭표기 잘못(조트로프) 1

계 9

표 13.  용어의 오류

그림에 한 오류를 보면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참고도판을 사용한 것이 4건, 그림설명이 부정확한 

것이 2건, 예시작품이 비효과적인 것이 1건, 도판

이 부적합한 것이 1건 등 모두 8건이 있었다. 

출판사 오류내용 건

지학사 비효과적인 예시작품(플립북) 1

교학사

부적합한 참고도판(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보드,

그림자 연극, 빨강머리 캐릭터)

4

두산
그림설명 부정확(동화제작) 1

도판 부적합(캐릭터 디자인) 1

삶과 꿈 그림설명 부정확(오돌또기) 1

계 8

표 14 .  그림의 오류

오류분석을 정리하면,  제작과정에 한 자세한 

안내가 미흡하며, 애니메이션의 개념 및 명칭이 부

정확하거나 참고도판이 부적절한 것이 다소 있었

고, 그림에 한 설명이 부정확한 것도 더러 있었

다.   

이에 한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필진과 출판사는 오류에 관하여 조사하

고, 수정된 내용을 각 학교 미술교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여 잘못된 개념의 형성 가능성을 최

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편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교사와 학습자에게 혼돈이나 잘못된 개념이 형성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는 잘못된 개념의 형성 가능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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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리 점검하고, 집필진과 출판사에 오류를 수

정하도록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다.

Ⅳ. 결론  제언

상매체에 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교과서의 단원구성

의 내용과 오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도부터 출판되어 사용하고 있는 7차 교육

과정의 검인정 미술교과서 7종 21권의 애니메이션 

단원에 한 단원 구성과 오류에 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단원에 한 교과서분량의 차이가 적

게는 그림 1칸에서부터 많게는 4쪽, 16컷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집필진에 따라 비중을 두는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내용체계에서는 애니메이

션의 개념 및 종류, 기원, 애니메이션 동화의 원리 

이해 등에 해서는 부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

으나, 실습에 해서는 애니메이션수업의 핵심인 

촬 과 편집과정을 기피하고, 부분 초기의 실험

상기기인 조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 등의 제

작에 머무르고 있었다.

설명 및 용어, 그림에 한 오류로는 비효과적

인 제작과정을 제시한다거나, 부정확한 개념과 용

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그림을 사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러난 오류에 관한 내용은 공지를 통하여 

수정하고, 앞으로의 교과서 제작과정 시에는 폭넓

은 정보를 수집하여 오류 형성 가능성을 최소화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단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비중을 높여서 최소 2쪽에서 4

쪽 이상을 확보하고, 수업에 있어서는 체험과 감

상, 창작의 역을 골고루 반 하고, 수업의 수준

은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메

라와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수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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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configuration and errors in animation sections of 

middle school art textbook

Ham, Jong-Ho

As the importance of visual media has been highlighted, the proportion of the animation curriculum is growing in 

middle school curriculum. However, the analysis of errors in the textbook  is very important for the authentic education. 

The present art textbooks were authorized as 7 kinds-total 21 books of the 7th curriculum and have been used in 

junior high schools since 2001. As an analysis configuration or errors in the animation section of art textbooks, the 

problem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animation section has considerable differences depend on the contents and the 

authors of the textbooks. Secondly, the most practical contents are at the first stage of the production of video 

equipment. In addition,  ineffective picture process, incorrect concepts and terminology are  presented. There were also 

errors in using them.

Key Word : animation, art textbook, analysis,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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