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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창작방법 연구

- 민담 에듀테인먼트를 활용한 트리즈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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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트리즈’ 이론 중에서도 기술 분야만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OTSM-TRIZ’ 이론
을 통하여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에듀테인먼트 창작방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담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부닥치는 모순을 분석

해가며 표준해결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민담 이야기의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

는 인지교육에 효과가 높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하도록 구상하였다. 이것은 나아가

OTSM-TRIZ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후속담론을 파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원형을 결합한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 창작 방법론을 구축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에듀테인먼트, 민담, 트리즈, 창의적 사고

Abstract In this paper, the creation method of edutainment content among cultural content types was studied. 
Edutainment aimed to enhance the creative thinking power through the "TRIZ theory" as an element of fun 
and education for learners at the same time. In this study, the modified OSTM-TRIZ theory was used not 
only in the technical field but also in the general sector. I proposed a model in which creative thinking can 
be enhanced to solve problems by analyzing contradiction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problems. 
Nonlinear digital storytelling in animated folktales can elicit sufficient curiosity from learners, and problem 
presentation, problem resolution and contradiction analysis using OTSM-TRIZ work as an educational system 
to develop learner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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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창작 방법론의 하나로서

에듀테인먼트 창작에 있어 민담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

안하려고 한다. 민담에 나타나는 민속 문화적 요소나

이야기의 서사에 중점을 두고 단순히 민담 이야기를 재

미있게 구성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재구성된 민담 이야

기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방법론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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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트리즈(TRIZ, ТРИЗ: теория решения изобрет

ательских задач) 교육이 이루어지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과학이나

수학, 역사, 지리와 같은 특정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토대가 되는 창의성을 기르는 에듀테인

먼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 문제 해결 이론’이라

는 러시아어의 첫 글자를 딴 트리즈는 ‘창의성 이론’ 혹

은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으로도 불린다. 트리즈는 구

소련 시대에 알츠슐러에 의해 완성되어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만 집중 활용된 이론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이

론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결합시키려 한다. 이 같은 연

구는 창의성 이론의 대표적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를

인문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트리즈 이론의 해석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트리즈 교육이 민담을 활용한 에

듀테인먼트 콘텐츠 속에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의 참신성과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담보한다. 또한 민담을 통한

트리즈 교육이 콘텐츠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

인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표이다.

강제적으로 지루하게 학습해야 하는 지식을 흥미롭

고 관심이 가는 재미있는 대상으로 바꿔주는 성공적인

방법은 이야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미있는 이

야기 구조에 지식을 섞어 넣는 스토리텔링이 에듀테인

먼트 스토리텔링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과학 상식 도

서인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는 어렵고 지루한 과학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형식의 스토리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상에서 익힌 과학 상식을

이용해 미로를 통과하는 게임 형식을 접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마법

을 이용해 악과의 대결 이야기를 통해 한자를 익히도록

한 <마법천자문>,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세계 여러 나

라의 역사나 문화를 알 수 있는 <먼 나라 이웃나라>

등도 국내에서 성공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사례이다.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서는 너무 오락적이어도 안 되

며 그렇다고 교육적 측면에 치중하여 재미를 잃어서도

안 된다.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본 연구의 대상인 민담 에듀테인먼트는 전문지식을 전

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고의 토대가 되는 창의성

교육이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재미와 잘 조화를 이루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트리즈 이론 중에서도

기술 분야만이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OTSM-TRIZ’ 창의성 교육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개발

을 위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원형을 결합한 새롭

고 흥미로운 콘텐츠 창작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기여하

는 것이다.

Ⅱ. 민담과 트리즈

1. OTSM-TRIZ 기법

트리즈는 러시아의 발명가인 겐리흐 알츠슐러(Г.С.

Альтшуллер)와 그의 동료, 제자들에 의해 1946년부

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이

론이다. 초기에는 기술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점점

그 사용 분야가 확대되어 경영, 사회, 소프트웨어 등의

비기술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심리에까지 사용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리즈는 구소련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서방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있었다. 몇

몇 망명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본

격적으로 트리즈가 알려진 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

고 1989년에 알츠슐러를 회장으로 하는 러시아 트리즈

협회가 설립된 이후였다. 또한 이론의 언어적 특수성

때문에 러시아에서만 주로 사용되던 이론은 그 효용성

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되어 적용되는 사례

가 많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2]. 기술

분야에서 도출된 원리들을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기

그림 1. OTSM-TRIZ 도식 [3]

Figure 1. schema of OTSM-TRI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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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민담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배우는 사례[6]

Table 1. an example of learning creativity by using folktales[6]

왕을 위한 참나무

어느 날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숲을 지나가다 들판에 서 있는 20그루의 크나 큰 참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왕은 그 크기에 놀라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서 바라보았지요. “이 참나무들을 나의 궁전에 옮겨 심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항상보고싶구나.” 과연몇백년된크나큰나무를어떻게옮겨심을수있을까요? 그 당시에는지금처럼좋은기계들도없을

옛날이라 무겁고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주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은 명령을 내렸답니다. 궁전의 기술자들이 모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있을까요?

힌트) 참나무를 옮기는 것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만약 왕이 자신의 궁전에서 참나무가 자라기를 바란다면 왕의 명령대로 해야겠죠?

파트라생각) 만약어린참나무를궁전에심는다면? 나무가크게자라려면몇백년이나걸릴텐데과연왕이그때까지살수있을까?

아이디어) 궁전의 한기술자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참나무를 궁전으로 옮기지 말고 참나무가 심어져있는 들판으로 궁전을 옮기자고요.

왕은 그 제안대로 하였고 매우 흡족해했답니다. 참나무도 궁전 옆에 있고 궁전도 참나무 옆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파트라 생각) 참나무를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서 궁전 안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위하여 OTSM(ОТСМ:общая теория сильного мыш

лениящ General theory of powerful thinking)이라는

이름의 트리즈 방법론이 개발되었는데, 이 방법론에 대

해서는 알츠슐러의 제자인러시아의트리즈마스터니콜라

이 코멘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OTSM-TRIZ

의 기본요소는 새로운 문제(NEW PROBLEM), 표준해결

(TYPICAL SOLUTIONS), 모순(CONTRADICTION), 문제

흐름(PROBLEM FLOW)의네가지구성요소로이루어진다.

새로운 문제는 특정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세부문제들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후 표준해결은 선택된 세부 문제들에 적용된

다. 모순은 해결자에게 모순 분석과 해결을 위한 것들

을 제공하고 문제흐름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이 있는 작업을 위한 구성요소이다. 문제흐름의

응용 과정에서 최종 결정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부분적

인 해결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방법은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트리즈를 교육시키기 위한 창

의적 사고 기법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기법 도

구들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학

기술의 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4].

2. 민담을 활용한 트리즈 교육

기술 엔지니어 부분에 활용된 트리즈 방법론이 세계

각국에서 고루 연구되고 적용 발전된데 비해 아직

OTSM-TRIZ는 주로 러시아 교육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고 적용되었으며 그 사례 또한 많지 않다. 예고로바

(Егорова)는 문학작품 분석에 트리즈 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트리즈

모델의 이용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유형을 형성하여 독

해 과정에서 작품 속으로, 주인공들에게로 빠져 들어가

동시에 작품을 창조하고 고려 대상에게로 그들을 전환

시켜 객체적 층위로 변하게 함으로써 예술 작품의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트리즈 모델은

단순하게 더 다양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 대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사고의

질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5].

표 1은 트리즈 마스터인 아나톨리 권(Anatoly Guin)

의 저서 『창의성을 높이는 동화 ‘어린이 TRIZ’』

(2010)에 소개된 민담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배우는 사

례이다 [6].

“똑똑한 러시아 고양이 파트라의 이야기”라는 부제

를 갖는 이 책은 고양이 파트라가 이야기의 문제 상황

을 이해하게하고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 예시로 든 이야기에서는 크고 무거운 오래된

참나무를 궁전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사고

하게 하고 방법이 떠오르면 분석해보아 타당한 지 판단

하여 표준해결을 가져오게 하는 OTSM-TRIZ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힌트와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파트라의 생각이 쉽게 문제해결을 하도록 이끌며 때로

는 모순을 불러와 다시 생각하도록 하게도 한다. 아나

톨리 권의 책에는 위의 예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이 문

제로 주어지고 힌트와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

르도록 구성되어있다. 여러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문

제해결 하다보면 어느새 어린 학습자들은 스스로 창의

성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국제 트리즈 협회 회장인 바

르칸은 이 책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발명의 기본원

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설명하므로

지루하지 않게 트리즈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다

고 언급한다. 저자인 아나톨리 권은 그림을 통해 문제

상황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나아가 멀티미디어를 통한 이야기가 창의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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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트리즈 교육에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다

음 장에서 민담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창작 방법을 제

안해본다.

Ⅲ. 민담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창작방법

앞 장에서는 창의성 이론인 OTSM-TRIZ에 대해 알

아보고 러시아 민담을 활용하여 트리즈 교육이 이루어

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비록 아직까지도 트리즈 기법이

교육에 활용된 예가 적긴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사례

들은 충분히 과학기술이 아닌 인문학에서도 트리즈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트리즈 기법을 민담에 적용시켜 인

지교육에 특히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창작방법

을 제안하려 한다.

1. 애니메이션 학습 자료와 인지교육

전자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육에 활

용되는 시각적 자료도 점차적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

의 자료인 민담과 관련하여서는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

는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이 주요 학습자료 제작 방법이

된다. 그러나 언어 정보에 대상의 움직임이 고정된 시

각적 이미지보다는 대상의 움직임이 시공간에 따라 달

라지는 특성을 지닌 애니메이션이 트리즈 학습에 훨씬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어 여기에서 민담 애니메이션과

인지교육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에듀테인먼트 창작방

법으로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효율적인 지 하는 것과 나

아가 자연스런 트리즈 학습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타

진해본다.

제시된 정보가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Mayer는 다음 그림

과 같은 이중정보처리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단일 양

식의 정보 제공보다 다중 양식의 정보 제공이 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보이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음성언어와

영상 텍스트, 시각적 이미지, 사운드 등이 총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다중 양식의 정보 제공이 일어나고 이는

학습자의 청각과 시각을 통한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처리된다. 물론 이러한 학습 효과

는 시각적 자료가 단지 흥미를 끌기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때 학습에 보

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 정의된 인지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서는 인지부하를 학습에 투입한 인지적

노력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인지부하의 종률를 외재적

(extraneous), 내재적(intrinsic), 본유적(germane)으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인지부하는 과제의 난이도와 상관

없이 비효율적인 교수 설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하이다.

내재적 인지부하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지부하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학습요

소가 많을 경우 투입되는 인지적 노력이 증가하는 특성

을 보인다. 본유적 인지부하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확장할 때 유발되는 인

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본유적 인지부하는 학습자의 스

키마를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인지부하이다 [8]. 학습 내

용과 상관없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보조적 수단

으로 애니메이션이 제공되면 부적절한 인지부하를 유

발하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된 애니메이션은 학습에서 외재적 인

지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담 애니메이션은

학습 내용인 민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 함

으로써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학습효과를 높인다.

Mayer에 따르면, 적합한 설계 원칙에 따라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활용할 경우 학습에 필요한 본유

적 인지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효과는

단순 암기보다 깊은 수준의 이해를 요하는 학습에서 극

대화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지원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인지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2. 개발 콘텐츠 창작방법; 민담의 애니메이션으로의

변주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

된 다양한 콘텐츠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이 이미 이야기

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는 아주 좋은 문화원형이며 콘텐

츠 개발의 보고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공한 에듀테

인먼트 콘텐츠는 대부분 출판물인 경우가 많고 더러는

성공한 출판물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한 것들

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원형인 민담을 활용하여 애니

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에듀테인먼트를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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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창작 모델)

Figure 3. Animated Edutainment Creative Model

백제훈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은 특정 인종이나 문화적

지역적 배경으로 인한 시장의 한계를 지니는 일반 영상

제품에 비해 지역성을 극복하기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애니메이션의 창구화는 여타 영상물에 비해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확대하기에 용이하다 [10]. 본

연구에서 콘텐츠의 장르를 애니메이션으로 선택하려는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기 때문이며 또한 에듀테인

먼트이니만큼 피교육자의 정서와 기호를 고려할 때 애

니메이션이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이제는 에듀테인먼트에

서도 단순한 스토리와 서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동

영상, 음악, 이미지 등의 상호작용성이 결합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시대

가 되었다. 멀티미디어형 에듀테인먼트는 피교육자의

흥미를 증가시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민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트리즈를 학습하는 데에

는 Mayer가 주장한 적합한 설계 원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트리즈 학습 효과를 높이는

민담 애니메이션을 통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에

대해 적합한 설계 원칙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백재훈은 “설화의 시각적 표현에 있어 애니메이션은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는[....] 가

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꿈과 환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설화의 환상성의 표

현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표현 매체”[11]라고 언급하였

다. 설화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민담은 특히 각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고 소재가 다양하여 학습

자의 상상력과 환상성을 자극함으로써 트리즈 학습 효

과를 높이는 좋은 텍스트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II에서 소개한, 아나톨리 권(Anatoly Guin)의 저서에 소

개된 민담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배우는 사례들을 통하

여 이미 입증된 바 있다.

OTSM-TRIZ 기반의 창의력을 끌어내는 데에는 종

합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민담의 비선형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그룹에게 새

로운 문제를 던져주지만 각 개별 학습자들에게 개별적

인 접근을 해야만 하는 데서 오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

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각 학습자는 자신

의 감정의 흐름을 관리하고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적용하는 해결에 대한 인지와 문

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조정한다.

민담은 각각의 이야기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적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는 단편 애니메이션의 옴니버스

식 구성을 제안한다. 이때 중요한 에듀테인먼트 개발

콘텐츠의 적합한 설계원칙으로는 본 연구자가 <그림

3>에서 제시한 ‘새로운 문제와 문제흐름’, 그리고 ‘애

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이다.

제안을 부언설명하기 위해 사례로 미셀 오슬로 감독

의 애니메이션 영화 <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설화 모티프의 애니메이션 콘텐츠화에 성공한 미셀

오슬로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종승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오슬로의 작품세계를 논하는데 있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장편 <키리쿠와 마녀>부터 최근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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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와 아주마르>까지, 주제에 따라 2D 셀 애니메이션

에서부터 실루엣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에 이르기

까지 항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제작 기법에 변

화를 주어왔다. 둘째, 변화된 제작기법은 다채로운 주제

및 소재적 측면과 어우러져 작품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

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슬로 작품의 주제 및

소재가 각 지역, 인종, 성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문화

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키리

쿠> 시리즈에서는 아프리카 문화를 통해, <아주르와

아즈마르>에서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통해 그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오슬로 작품

의 문화적 보편성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하

는데, 그것이 바로 설화라는 모티프이다.”[12]

인용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제작 기법에서나 작품

의 내용에 있어 미셀 오슬로 감독은 민담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창작방법의 모델을 보여준

다. 미셀 오슬로의 <밤의 이야기> 역시 비슷한 맥락에

서 제작된 콘텐츠이다.

<밤의 이야기>는 매일 밤 작고 낡은 극장에 소년과

소녀, 중년 남자가 모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적

인 동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이들의 만들어내는

이야기에는 중세시대의 늑대인간, 티벳의 연인, 아즈텍

의 괴물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민담을 소재로 하

여 환상적인 여섯 편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

한 실루엣 애니메이션이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로 구성되어 잘 짜인 서사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기

대하는 사람들에겐 <밤의 이야기>가 다소 지루하고 몰

입되지 않는다는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에듀테인먼트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밤의 이야기>의 제작 기법은

참신한 모델이 된다. 긴 분량의 이야기는 창의력을 키

우려는 성장기의 학습자들에게는 초기 집중을 계속 유

지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문제해결에 쉽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 반면에 짧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한 콘텐츠는 단편 이야기마다 새로운 문제

가 주어지고 문제흐름의 시간이 짧아 집중도가 떨어지

지 않으며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민담의 경

우 대다수의 이야기가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므로 이

같은 제작 구성에 적합한 것이다. 필자가 애니메이션

기법에서 반드시 실루엣 애니메이션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학습자의 연령대나 성향, 교육적 활용 등

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의 애니메이션을 개발할 수 있

겠지만 실루엣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미학적 특성을 강

화할 수 있어 제작 기법의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밤의 이야기>는 3차원 입체로 기존 실루엣 애니메이

션 특유의 환영적 특징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침체되었던 실루엣 애니메이션 제

작에 디지털 접촉을 통한 새로운 활기와 가능성을 모색

하게 하였다. 또한 정서, 감정 등의 무의식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색채, 구도, 패턴 등을 오슬로 감독만의 방식

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범람의 시대에 절제되면서

도 오히려 디지털로 강화된 회화적 인상과 이미지를 선

사하고 더불어 3차원적 공간 활용은 더욱 폭넓은 조형

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13]. 이 같은 <밤의 이야기>에

서 보여준 디지털 실루엣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비롯

하여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들은 디지털 기술이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기술의 진화와 다양한 민속

적 특성을 갖는 민담 스토리의 융합으로 새롭고 독특한

미학적 특성을 갖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개발로

학습자의 상상력과 판타지를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이 정해지고 나면 다음으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새로운 문제와 문제흐름’

이다. 새로운 문제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상황 이해와

분석을 이끌어 해결로 가도록 흐름이 이어져야 하고 이

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진다. 민담 이야기의 적

절한 길이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야기의

짜임인 플롯 등이 스토리텔링의 큰 요소가 될 것이다.

캐릭터의 존재 이유와 캐릭터의 행동은 플롯 안에서 설

정되고 여기에 행동의 플롯으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서사가 완성되어야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 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흐름이 이어져 문제해결에

다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문제흐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 또한 그 분석과 해결을 통해 적절한 사고 유

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특성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문제와 문제흐름, 모순 등을 거쳐 문제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트리즈 교육

이 이루어지고 창의력이 신장되는 것이다. 어린 학습자

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표 1에 나오는 지혜로운 파

트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자의 교수효과

(teaching efficacy)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바

로 Un Ha Her & Sang Lim Kim의 지적처럼 교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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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뢰와 상호소통에 중요한 조

정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14].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콘텐츠 유형 중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의 창작 방법이 연구되었다. 에듀테인먼트는 학습

자에게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하므로 재미

요소로 민담을, 교육적 요소로는 트리즈 이론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장

르나 인포테인먼트 장르에서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개

발된 콘텐츠들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증명하듯

이 민담은 콘텐츠의 원소스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

이다. 또한 민담은 서사성이 강하고 민족 특유의 민속

적 특성까지 지니고 있어 적절한 스토리텔링으로 에듀

테인먼트 재미요소 뿐 아니라 민속문화 교육까지 담당

할 수 있다.

창의성 이론으로 불리는 트리즈 이론은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이미 전 세계에서 창의적 기술 개발의 방법론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트리즈 이론 중에서 단지 기

술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야에까지 광범위하

게 적용되도록 변형된 OSTM-TRIZ 이론이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담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부닥치는 모

순도 분석해가며 해결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사고가 증

진되는 <그림 3>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였고, 민담 이야

기의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는 인지교육에 효과가 높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하도록 구상하

였다. Bog Yi Yang & Jin Suk Kim은 문해(literacy)교
육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눈높이 교육을 통해 학습자

의 학구열을 높일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도 유발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이 같은 지
적과 관련하여서도 여기에서 제안한 애니메이션 에듀테

인먼트는 효과적인 문해교육에도 일조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민담의 비선형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로 하여금 충분한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으며 이

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애니메이션이 갖는 미학적 특성

이 학습자의 집중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OTSM-

TRIZ를 활용하는 문제제시와 문제해결, 모순분석이 본

콘텐츠를 통한 학습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적

시스템으로 한 몫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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