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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한 고 제작 수업을 통해 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탐구하고, 학생

작품을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분석하 다. 제작자의 의도보다는 감상하는 수용자의 해석에 을 둔 바르트의 해석에

따라, 수용자로서 작품을 해석하 으며. 학생들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아 제작하 는지 사회 문화 의미에서 분석하 다.

수업은 총 4차시로 D고등학교 1학년 2개 학 총 64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고 제작 수업 후 학생들의 고작품을

기호학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르트의 기호학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의도가 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기호가 되어 의미작용을 하 다. 둘째, 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

계성의 특성이 있다. 셋째, 학생들의 고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화 의미를 끌어냄으로 그들의 가치 과 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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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and texts through advertising production using images 

and texts, and analyzes the student works with the semiotics of Roland Barth. Since Barth emphasized the 

interpreter's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producer's intention in his work, he interpreted the work as a receiver. It 

was analyzed in terms of socio-cultural meaning of what students produced in the works. A total of 64 classes were 

held for the first two classes in D high school. The results of analyzing students' works after the advertisement 

production clas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Barth 's myth structure model, advertisement image 

and text are symbols and have meaning. Second, advertising image and text complement each other and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terrelationship that constitutes meaning. Third, By attracting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inherent in the students' advertising, their values and interests could be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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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과거의 인류는 시각 이미지와 자 발명 후에는 문

자를 통해 소통해 왔다. 오늘날도 유아기에는 그림일기

를 통해 과 이미지로 화한다. 그림을 그리며 표 하

고자 하는 것을 이미지화시켰고, 이와 련된 문자나 문

장을쓰며 언어 능력을 키우고의사소통하고자하 다.

그림과 언어는 이 게 상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의도를

표 하기 한 필수 요소이다. 그림일기와 마찬가지로

고도 이미지의 시각 효과와 의 언어 효과를 모

두 지향한다. 텍스트 자체만을 제시하는 경우 보다 시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부하여 제시하는 고는 더욱

실감 나고 설득력이 있다. 고는 고 이미지와 텍스트

를 사용하여 정확한 의미 제공과 정보 달을 한다. 본 연

구는 고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고하고자 하는

상을 이미지로, 고하는 의도를 텍스트로 표 하는

고 제작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탄생한 학생들의

작품에서 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떤 계 속에서 의

미 작용하여 체 메시지를 산출하는지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기호학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바르

트의 기호학은 제작자의 의도보다 그 고를 보는 수용

자의 해석에 을 두고 있기에, 수용자로서 학생들이

제작한 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방향으로 연구하고

자한다. 이에본연구는다음과같은목 을가지고있다.

첫째,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

한 고 제작수업을한 후결과물을 통해학생들의 고

의도와 목 이 표 되었는지 분석한다.

둘째, 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탐색하여 고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 이 어떻게상호간에 작용하는지

를 규명한다.

셋째, 바르트의 신화 구조 모형으로 학생들의 고 작

품을 분석함으로써 탐색할 수 있는 교육 가치를 알아

본다.

고 제작 수업은 구시 소재 D고등학교 1학년 2개

학 총 64명에게 시행하 다. 수업내용은 고 이미지

의 시각 인 요소와 텍스트의 언어 요소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고를 제작하는 수업으로 총 4차시를 구성하

다. 이어서 수업의 결과물인 완성된 학생들의 고 작

품을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근하여분석하고자 한

다. 즉 작품의 이면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를 고 이미

지와 텍스트의 계에서 찾아 해석하고자 한다. 이미지

와 텍스트에 담겨진 정보와 의미는 서로 교류하며 체

메시지를 완성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작품 사례들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즉 바르트의 기호학 체계를 토

로 학생들이 자신의 고에 어떤 의미를 담아 제작하

는지 사회 문화 맥락까지 확장해 검토할 것이다.

2. 고 미지  텍스트  해

2.1 고 미지  텍스트  개념  특

고는 ‘ 리 세상에 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로는 ‘주의를 끌어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1]. 즉 ‘반복해서부르짖음으로써 고객의 주

의를 끌게 하는 것’이라는의미를 내포하고있다[2]. 이와

같은 어원에서 고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기 한

수단임을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

지되고 주목되도록 주의력을 끌고, 정보를 통해 소비자

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 목 이다. 이러한

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는데

고 이미지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정보량이 풍부하며,

수많은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고 이미지는 ‘다

의성’이라는 이미지가 지닌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앞에 재 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심상이

라 불리는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기호화한 폭넓은 이미

지까지 포함한다. 하나의 고 이미지에 다량의 시각 정

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각도의 해석과 여러 의미작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각각에 따라 자의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의미의 표출이 가

능하다.

텍스트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텍스투라, 즉 ‘짜다

(to weave)'와, '짜여진(woven)'의 의미로 ‘잘 짜여있는

직물’이란 말에서 유래하 다[3]. 즉 텍스트는 천이 짜이

는 것처럼 그 의미가 상호작용하여 일정한 목 을 해

짜이는 결합이다. 상품과 련된 목 을 분명하게 소비

자에게 달하는 것이 고에서의 일정한 목 이기에 텍

스트는 그 역할을 담당한다. 더 나아가 바르트는 독자의

능동 읽기를 통해 텍스트가 경험되는데, 그 경험은 사

회 맥락 속에서 자와 독자가 만나 끊임없이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이루어진다고 한다[4]. 고텍스트는

‘ 고와 텍스트의 합성어’로 고 텍스트는 제작자의 의

도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리 알리고 매하



합적 계로  미지  텍스트  상 계  분  연  - 고 제  수업  통하여- 157

고자 만들어진다. 제작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다양한 기법과 표 양식을 동원하여 고텍스트를 작성

하고 제작하여 소비자들을 설득한다[5]. 이와 같이 고

안에서 텍스트는 제작자와 구매자 사이의의사소통 연결

고리를 담당하며, 고의 목 을 수행하기 한 정보

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2 고 미지  텍스트  상 계  

명확한 목 을 소비자에게 달하고자 하는 고에서

텍스트가 이미지의 역할을, 이미지가 텍스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이미지는 텍스트로, 텍스트는 이미지로의

역을 넓 가고 있다. 즉 고를 구성하는 시각이미지

와 언어 텍스트는 서로 한 계를 유지하며 그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한 역할이 서로 이되고 융합

되고 있다[3].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계를 ‘상호 계성’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두 가지 요

소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미를 달하기 해 의미 으로 기능 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박 아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가 립

이거나 주종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가 상호

간에 작용하여 개별 으로는 창조해 낼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다고 하 다[6]. 이와 같은 의미로, 정윤

희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립 인 것의 표 이기보다는

상호 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집합체

라고 주장한다[7]. 이미지는 의미작용을 통해 텍스트를

낳고, 텍스트는 나름의 의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낳는

다. 이미지가 텍스트를, 텍스트가 이미지를 상호 완성할

수 있어야 상호 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이미

지와 텍스트는 상호 유기 으로 연 되어 고의 내용을

달하기 해 상호작용하는 포 인 의미구조를 지니

고 있다. 즉 시각 요소와 언어 요소 사이에는 ‘상호

계성’에 의해 함축 이고 새로운 의미를 해석할 수 있

는 단서를 상호간에 제공해 주고 있다.

3. 롤랑 르트  기 학  해

3.1 롤랑 르트  기 학적 체계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고를 분석하기 해서는

소쉬르의 기호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소

쉬르의 기호의 구조 계를 바르트는사회 기호로서

의 구조와 의미로 발 시켰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기호

와 그 수용자의 개인 이고 문화 인 경험이 상호작용하

여 암시 의미를 생성되는 분석체계를 최 로 제시했다

[8].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일 일 응 계를 주장하

다. 이와 달리 바르트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함으로써

일반화된 의미로 해석되고, 그 의미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미로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 이는 기표와 기의

가 결합하여 단순한 기호로서의 의미 달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사회 의미로 확 된다고 보았

다. 즉 기호가 사회 외연으로 확 됨을 주장한다. 소쉬

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한다. 기표는 표 형식

이라면 기의는 내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쉬르의 기호

에 한 개념을 확 한 바르트의 기호 체계를 Fig.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합해져의미

가 있게 되고 이때 기표가 일반화된 의미인 기의로 해석

되는 과정을 의미작용이라 한다. 바르트는 기호가 기호

학의 가장 근본 인 단 이며 기표와 기의의 결합하여

기호가 되고 의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 다. 한

기호학의 가장 기본 인 원칙으로 이 둘의 결합이 필연

인 것이 아니라 자의 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을 강조했다[10].

바르트는 Fig. 1에서 소쉬르가 제시한 ‘기표+기의=기

호’를 외시의미라고 정의하고 1차 의미작용으로 보았

다. 이는 객 이고 쉽게 인식된 기표와 기의로 안정

인 의미가치를 낳는다. 1차 의미작용으로부터 생성된 기

호를 다시 기표로 취하여 새롭게 생성된 기표와 그에 따

른 기의를 2차 의미작용이라고 한다. 이는 공시의미이며,

사회 문화 으로 해석이 가해지는 것으로 주 이며 다

의 이고 유동 인 의미가치를 갖는다. 이 단계는 개인

이나 문화의 경험에 따라 다른의미를부여할수 있는자

유로운 자의성의 차원이다. 이러한 내포된 의미를 창출

하는 단계로 바르트는 ‘신화’라고 하 는데 이 신화는 기

표와 기의의 이 연쇄 때문에 구성되는 기호학 체

계로 정의된다[11]. 즉 바르트는 기표와 기의가 이루는

의미작용을 1차 의미작용과 2차 의미작용으로 구분하여

그의 신화체계를 구성하 다. 이때의 기호는 고정된 의

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

되어진 여러 약호들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기호가 수용자의 문화 가

치와 만나면 상호과정에 의해 새로운 함축 의미가 창

출되는데 그것이 신화이다[12]. 바르트는 언어 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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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해서 그 속에 내포된 사회 인 기호의 의미를 찾

아내고자 했다. 즉 사회 속에서 기호들의 의미작용에

해 사회 문화 가치를 찾고자했다[4]. 이것을 고에

용하면 고의 함축 특성 때문에 그 함축 의미는 수

용자의 자의 인 주 의 개입으로 생성된다. 기호학연

에 의하면, 기호학은 작품에 숨겨진 사회 의미를 찾아

이를 읽어내고, 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회 의미는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발

참여를 통해 재생산된다고 한다[13]. 기호학의 입장에서

고 작품은 하나의 상으로 완 한 의미가 결정된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수용자의 해석에 의해서 계속해서

향을 받는 일종의유기체 존재인 것이다. 이를 통해 기

호학은 수용자가 기호에 담긴 형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

는지 자기 나름 로 해석하고 비 하는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허용은 수용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열린 해석이라

고 한다. 따라서 기호학에서는 독자 의지를 표 하는

수용자의 능동 역할이 요하며, 작품에 한 수용자

의 다양한 해석이 강조된다.

Fig. 1. Roland Barth's Myth Structure Model

3.2 롤랑 르트  텍스트  미지  계 

바르트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정박(ancrage)과

계(relais)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었다. 정박의 역

할은 텍스트가 정보량이 많은 이미지의의미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정시켜주며 텍스트의 역할을 인정하

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미지의 다의성과 이미지가 하나

이상의 기의를 지니는 모호성 때문에 텍스트를 활용하

여 이미지가 지닌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

장하 다[14]. 즉 정박은 다의성의 특성을 가진 이미지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기능을 하여 한기의를 선정하도

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15]. 정박이라는 의미는 닻을

내려 바다 에 선체를 고정하듯, 언어 기호는 무한하고

범 한 의미의 가진 시각 기호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4]. 정박의 기능은 주로 이미지 심의 텍스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미지 심이라고 해서 텍스트가 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이미지의 다의성을 해소해

주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텍스트는 정박

의 기능을 통하여 다의 이고 고정되지 않은 이미지의

기호들 속에서 수용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다.

고에 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텍스트는 다양성

을 제한함으로써 고가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

게 지시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인 시각 이미지와 언어 텍스트는 각각 독립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교류해가며 형성해 가는

데 이것을 계라고 한다. 고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혹

은 텍스트 한 가지만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함으로서 두 요소가 상호의존하며

체 인 의미를 산출하며, 두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악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계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동일한 요성을 부여하며 상호 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가능성의 집합체로 상호 계성 안에서 설명되

어질 수 있다.

4. 고 제  수업  개  실제

4.1 수업  목표  실제

고 제작 수업은 구시 소재 D고등학교 1학년 2개

학 총 64명을 상으로 총 4차시로 진행하 다. 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여 고를 제작하는 수업의 목

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에는 개성 있는 고 자

료의 감상하여 고의 개념과 그 기능을 이해하고, 각자

가 고할 물건을 Fig. 2와 같은 활동지와 마인드맵을 통

해 탐색한다. 2차시와 3차시에는 활동지를 바탕으로

고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가지 요소를 창의 으로 구성하

여 에스키스 스 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

여 고를 제작한다. 마지막 차시에는 고를 완성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고의 목 이나 작품에 한 설명을

작성한 후 감상 비평과 토의를 한다. 이를 통해 자기

평가와 동료평가가 이루어진다.

5. 학생 품  기 학적 분

서지원은 그의 연구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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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첫째, 이미지

심 계이다. 이것은 이미지를 심에 두고 텍스트를

더함으로써 이미지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다.

Fig. 2. The Sample of Mind Map Activity

둘째, 텍스트 심 계이다. 이것은 텍스트를 심

에 두고 이미지가 더해짐으로써 의미를보충하는 경우이

다. 셋째, 이미지와 텍스트 심 계이다. 이것은이미

지와 텍스트가 상호의존 으로 상호작용하여 체 의미

를 만들어나가는 경우이다[16]. 학생들이 제작한 64개의

고 작품을 다음의 세 가지 기 을 근거로 하여 이미지

와 텍스트의 계를 바르트의 기호학에따라 분석하 다.

5.1 미지 심적 계  고

이미지를 심에 두고 텍스트를 더함으로써 이미지의

의미를 한정하는이미지 심 작품의사례로 .Fig. 3 을

들 수있다. 작품을 에서부터살펴보면, 어떤 액체를 핏

발 서고 충 된 에 넣으니 우산 로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미지화 하 다. 그리고 에 ‘건

조한 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는 텍스트를 사용하 다.

이것은 1차 의미작용의 기표에 해당된다. 그리고 안약을

핏발선 에넣으면비가내려 오염이 씻기듯 이 건강

해진다는 1차 의미작용의 기의를 가지고 있다. Fig. 4에

서와같이 1차의미작용은하나의 기호가 되어 안약을핏

발 선 에 넣는 것은 미세먼지, 가뭄 그리고 황사 등의

오염으로 부터 깨끗하게 해 다는 2차 의미작용의 결과

를 낫는다. 종합 으로 단하면, 이 작품은 안약( 물약)

을 고하고 있다. 이 작품은 평소에 이 건조하여 자주

충 이 되거나 안약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작업했을 확

률이 높다. 기호 안에 내재한 함축 인 의미를 환경오염

과 련시켜 능동 으로 해석을 하 기 때문이다. 여기

서 개인의 경험, 는 문화에 따라 다른 내재된 의미를

부여할수있는자의성의차원, 즉 ‘신화’ 역을볼수있다.

5.2 텍스트 심적 계  고

텍스트를 심에 두고 이미지가 더해짐으로써 의미를

보충하는사례로 Fig. 5의 작품을들 수 있다. 1차의미작

용의기표로는 이어폰을 꽂은 소녀와 3 가지색의이어폰

의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텍스트로는 ‘어머!’, ‘오빠들이

내 귓가에 노래를 부르네!’, ‘최고의 음질! 최 의 가격!’

그리고 ‘어머! 건 사야 돼!’, 가 있다. 1차 의미작용으로

서의 기의는 소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음질 좋은 이어폰

으로 듣고 있어서 표정이 밝다는 것이다. 1차 의미 작용

의 기표와 기의는 ‘최고의 음질과 최고 가격의 이어폰’이

라는 기호가 되어 2차의미작용의기표가된다. 기호학

분석 결과를 Fig. 6에서 볼 수 있다.

Fig. 3. The First Sample of the Work

signifiant signifié

•A liquid that
falls into a
bloodstained
or congested
eye and falls
on an
umbrella as
it rains.
•Text that
says 'I'll
change your
dry eyes'.

•If you place
eye drops
(tears) in
your eyes
or
bloodshot
eyes, it will
rain and
wash your
eyes again.

Signifiant Signifié́

•It makes the blooded eyes
healthy and makes the dry
eyes moist.

•Placing eyedrops in bloody or
congested eyes is like rain
relieves dirt, dust, dirt and
other pollution.

Semantics(Myth)

• Poor eyes are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Fig. 4. Myth Structure Model of the Firs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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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econd Sample of the Work

signifiant signifié́

• An image of a
girl with an
earphone
plugged in,
and three
types of
earphones in
black and
white and hot
pink

•Text-'Oh! My
brothers are
singing in my
ear!', ' Oh! I
have to buy
that!', ' Best
sound quality!
The lowest
price! '

•The girl's face
is bright
because she
listens to her
favorite songs
with good
earphones.

Signifiant Signifié́

•Earphones with the best sound
quality and lowest price.

•To listen to your favorite
songs, you need cheap and
sound quality earphones.

Semantics(Myth)

•Earphones are a device to block out disturbances from the outside,
and wearing earphones means that you need time alone. In other
words, the earphone stands for an individualistic society.

Fig. 6. Myth Structure Model of the 2nd Sample

5.3 미지  텍스트 심적 계  품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의존 으로 상호작용하여

체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사례로는 Fig. 7이 있다. 그리고

Fig. 8은 기호학 분석을 한 결과이다.

Fig. 7. The Third Sample of the Work

signifiant signifié

•Images of
objects and
flowers in a
yellow case
with different
colors of red,
pink, and
orange.
•The black text,
'Flowers like
fragrant flower
like
moisturizing,
brightening your
lips and
moisturizing'.

•Using this item
can take the
same color and
aroma as the
flower.

Signifiant Signifié́

•Expressed the fragrance and
brightness of the tinted flower.
•In order to express what is called a
moist tint, the background is
expressed in concentration with water.

•The color of the lips will appear
like a flower, and it will be
fragrant and beautiful.

Semantics(Myth)

•Women who choose lips, such as tinted or lipgloss, that are not
lipsticks, are more sensitive to the color and smell of objects.

•A woman who chooses a tint rather than lipstick is a symbol of youth
in this age because she is young.

Fig. 8. Myth Structure Model of the 2nd Sample

5.4 고  기 학적 분  결과

학생들이 제작한 64개의 고 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

미지와텍스트의 3가지유형의 특성들로 분류할 수있었

다. 즉 이미지를 심에 두고 텍스트를 더함으로써 이미

지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고, 텍스트를 심에 두고 이

미지가 더해짐으로써 의미를 보충하는 고, 그리고 이

미지와 텍스트가 상호 계성을 유지하는 고들이 그

들이다. 학생들의 작품 에서 이미지 나 텍스트 심

계보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 계성을 유지하는 사례

가 가장 많았다. 이는언어 요소와 시각 요소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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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축된 의미의 해석에 단서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 표 의 장치로서 다양한 이미지와텍스트가 동원되

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작품들을 기호학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수 있다. 첫째, 고에사용된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 기호에 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 이 표 되었다. 학생 작품들을 바르트의 기호학인

신화구조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고 이미지와 텍스트

가 기호가 되어 의미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에 사용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의존 으로 상호

작용하여 체 의미를 만들어나갔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분류한 결과, 텍스트

심 계나 이미지 심 계보다 이미지와 텍스트

심 계의작품이수 으로더 많았다. 셋째, 바르트의 신

화구조 모형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작품에 내

재되어 있는 사회 문화 의미를 끌어냄으로 그들의 가

치 과 심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 수업은 다의

이고 모호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르트의 기호학

분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고 작품을체계 으로 검토

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학생들의 작품들을 기호학의 입

장에서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은 세가지 결론을도출

할 수 있다.

1 Advertising image and text are symbols and act as meaning.

2
Images and text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an
interdependent manner, creating a whole meaning.

3
Through the analysis of Barth's myth structure model, it was
possible to discover their values and interests by drawing
socio-cultural meaning inherent in the students' works.

Table 1. The Result of Semiotic Analysis 

6. 결론

지 까지 본 연구에서는 고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

으로 고하고자 하는 상을 이미지로, 고하는 의도

를 텍스트로 표 하는 고 제작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

과로 탄생한 학생들의 작품에서 고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떤 계 속에서 의미 작용하여 체 메시지를 산출하

는지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분석하 다. 바르트의

기호학은 제작자의 의도보다 그 고를 보는 수용자의

해석에 을 두고 있기에, 수용자로서 학생들이 제작

한 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하 다.

고 제작은 학생들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하여 더욱

풍부하고 창의 인 의미를 구성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교육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에 따라다음

과 같은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고에사용된 모든이

미지와 텍스트 기호에 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 이

표 되었다. 학생 작품들을 바르트의 기호학인 신화구조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기호가

되어 의미작용을 함을 알수 있었다. 둘째, 고에 사용되

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상호의존 으로 상호작용하여

체 의미를 만들어나갔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분류한 결과, 텍스트 심 계

나 이미지 심 계보다 이미지와 텍스트 심 계의

작품이 수 으로 더 많았다. 셋째, 바르트의 신화구조 모

형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작품에 내재되어 있

는 사회 문화 의미를 끌어냄으로 그들의 가치 과

심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 수업은 다의 이고 모호

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르트의기호학분석을활

용하여 학생들이 고 작품을 체계 으로 검토하고 분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 문가가 아닌 고등학교 1학

년 일반학생들의 고작품들을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으

로 분석한 은 한계 이 있으며 차후 문가 상의 연

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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