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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서울 인근 등학교 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각각 수행된 미디어 심성모형 련 두 

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재 한국 상황에 합한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문헌 고찰을 통해 제안하

다. 미디어 교육이 성공 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표  미디어 교육 모형, 즉 버킹엄의 창작 심 교

육 모형, 홉스의 실천 심 교육 모형, 포터의 분석 심 교육 모형, 밴후 의 세계  심 교육 모형을 

검토해 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 들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 하여 이를 수정하고 

재편하 다. 새로 개발된 수요자 심 교육 모형은 ‘세계 과 ,’ ‘사용( 근),’ ‘분석과 평가,’ ‘성찰,’ ‘사

회  실천’ 단계로 구성된 순환 모형인데, 각 단계는 앞서 살펴본 4개의 표  모형이 각각 강조하고 있는 

각 목표 역의 핵심 내용들을 차용하되 한국 수요자들의 특수한 실을 반 했다. 독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미디어 사용태도에 한 필요는 ‘세계 과 ’ 역에 반 하 고, 인쇄 매체인 도서의 미디어로서

의 상 교육은 ‘사용( 근)’에, 디지털 미디어의 높은 사용 빈도의 실은 ‘사회  실천’ 역에 반 하 다. 

      
■ 중심어 :∣미디어 교육 ∣모형 개발∣문헌 고찰∣탐색적 연구∣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media educational model for the Korean situation based on 

the two previous research results concerning Korean media mental model which have abstracted 

from elementary schoolers and parents respectively living in and around Seoul. This looked 

through typical media educational model being in effect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Buckingham’s creation-centered model, Hobbs’ action-centered model, Potter’s analysis-centered 

model and Vanhoozer’s worldview-centered model, synthesized all the strengths of each model, 

and finally modified and reorganized this new model to reflect demanders’ needs. Newly 

developed demander-centered educational model is a kind of circulation model consisting of a 

chain of the steps: worldview and viewpoints, use(access), analysis and evaluation, reflection, 

and social act; Each step borrowed the essential contents of each domain of objectives and tried 

to reflect the specific situations for Korean demanders. The needs for media use etiquette 

against addiction and cyberbullying were applied to the step of ‘worldview and viewpoint’, the 

needs for the educational status of books as media to ‘use(access)’, and the reality of highly used 

digital media to ‘so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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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디어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미디어를 어떤 으

로 보는가’는 보다 철학 이고 근본 인 질문으로 인간

을 상으로 하는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해

야 할 논 이라 할 수 있다. 메이로 츠(Meyrowitz)는 

오래  미디어를 하는 인간의 매체 철학  을 

세 가지 비유어(metaphors)를 통하여 구분한 바 있다

[1][2]. 

우선 미디어를 ‘도구’로 인식하는 (media as a 

vessel)인데 미디어의 콘텐츠가 무엇이든 그것을 송신

하는 수단의 가치로만 그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디어 자체를 메시지, 즉 ‘언어’로 이해하는 

(media as a language)이다. 미디어는 그 자체로서 

사회  의미와 문법을 가지고 있어 해독(decoding)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비  이 그 해독과정에 투

되어야만 리터러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  ‘환경’으로서의 미디어(media as environment)

다. 환경으로서의 미디어는 콘텐츠 안의 변인들, 생산 

변인들을 월하는 효과와 특징을 가지며 그것을 사용

하는 한 시 의 구성원들의 물리 , 사회 , 심리  변

화를 이끌어낸다[3].  

이 세 가지 은 미디어 교육의 에 그 로 투

되어 왔다. 애 에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통한

(through), 혹은 미디어를 활용하는(with), 교수 보조 

자료로서의 미디어 사용, 즉 도구  사용을 일반 으로 

의미하 다. 그러나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비  사고와 연결된 언어  에 의해 비 받아 왔

고, 최근에는 커뮤니 이션 미디어들의 발 으로 이를 

시  환경으로 이해하고 ‘환경 변화에 처하는 교육’

으로 미디어 교육을 정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4]. 오늘

날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교육 목표와 내용에 반

되어 있을 때 보다 포 이고 균형 있는 미디어 교

육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5]. 

최근에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Education with 

Media)”의 , 즉 도구로서의  역시 요한 미디

어 교육의 일부분이 되었으며[6], 아동에게 미치는 디지

털 미디어 향력이 증가하면서 어느새 보호주의  

은 약화되고, 환경의 자원으로서의 멀티미디어의 창

의  사용, 비  성찰, 안  제작을 통해 사회와 소

통하는 미디어 교육 으로 변모하 다[7-10].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한 아동 보

호  이 완 히 사라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된다. 한국은 IT강국이면서도 여 히 독

이나 사이버 폭력 같은 역기능들을 학습 경쟁력의 약화

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자 미디어의 역기능을 인쇄매

체(도서)의 순기능과 비시켜 우려하는 경향이 있으

며, 유교  통 학습도구인 도서에 한 향수를 여

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3][11].

미디어의 개념 정의는 미디어 교육 모형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기 이다. 보편 으로 미디어는 재하는 

수단, 도구 혹은 매개체라고 하며 효과나 정보가 운반

되거나 달되는 물질 혹은 그 경로를 의미한다[12]. 따

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 면 소통을 제외한 간  

의사소통의 경우에 사용되는 도구 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세상을 향한 투명한 창이

라기보다 세상을 특정 으로 재 하는 경로로서 선

택  을 제공하게 되므로 재의 성격을 띄게 된다

[9]. 여기서 미디어는 텔 비 , 화, 비디오, 사진, 

고, 신문, 게임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까지 다양한  

커뮤니 이션 미디어까지를 망라하게 되며, 미디어 텍

스트란 이러한 미디어 커뮤니 이션 수단에 의해 달

되는 다양한 로그램, 제작된 작품, 이미지, 인쇄매체, 

웹사이트 등 모든 종류의 구성물을 총체 으로 의미한

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은 언어, 시각 이미지, 오디오 등

의 상징체계 분석과 평가와 련하여 범 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리터러시라는 형식으로 설명

된다. 정의하자면,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해 가르

치고 배우는 과정을 뜻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

(skills)을 의미하며, 이를 수반하는 읽기(reading)와 쓰

기(writing)를 필수 으로 포함한다[12]. 최근에는 미디

어나 텍스트에 한 비  이해(읽기)뿐 아니라 능숙

한 사용  제작(쓰기) 등을 포함하는 교육 목표를 세우

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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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확산된 미디어 교육 발 에는 텔 비

이라는 상 문화의 화가 미친 향력이 매우 크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커뮤니 이션 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미디어의 유형은 실로 다양해졌고 그 의존도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선사

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텍스트 생산의 창조

성을 제공하기도 하며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역을 열

어  공 도 크다. 의 미디어 교육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한 처능력을 기르는 데 목 으로 두고 있으

며 동시에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4].  

본 연구는 하나의 로젝트 안의 후반부 연구에 해당

된다. 반부 연구는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한 학부

모와 아동의 심성모형을 밝히는 것에 있었다[10][11]. 

그 목 은 한국의 상황에 알맞은 미디어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의 연장선 에서 각각 등학교 학년 아동

과 학부모 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 던 “미디어 환

경과 사용에 한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2014)”와 “미

디어 환경과 사용에 한 아동의 심성모형 질  연구

(2016)”에 기 하여 서구에서 유력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모형을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즉, 미디어 

교육이 성공 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표  미디

어 교육 모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 들

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 하여 새

로운 시 의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각국에서 실행 인 유력한 미디어 교육 모형들의 

특징과 강 은 무엇인가?

2. 의 유력한 미디어 교육 모형과, 학부모와 아동들

의 미디어 심성모형에 입각해 볼 때, 한국 등학

교 학년 아동들에게 합한 미디어 교육 모형은 

무엇인가? 

        

II. 미디어 교육 모형 검토

1. 버킹엄(D. Buckingham)의 창작 중심 교육 모형
국의 표 인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인 BFI 모형

의 6가지 핵심 개념은 ‘미디어 제작자,’ ‘미디어 범주,’ 

‘미디어 기술,’ ‘미디어 언어,’ ‘미디어 수용자’ ‘미디어 재

’인데, 이는 국 미디어 교육이 통 으로 문화이론

에서 비롯된 문학비평가 양성교육에서 시작되었다는 

을 여실히 보여 다[13]. 버킹엄은 이 BFI 모델을 기

로 ‘미디어 제작’ 요소를 강화시킨 교육 모형을 제안

하여 확산시켰다[12]. 이 모형은 ‘언어’ ‘표상/재 ,’ ‘수

용자,’ ‘미디어 제작’의 4가지 개념을 표  교과과정의 

필수 교육내용으로 확립하 는데 그동안 비  읽기

(해독) 심이었던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는 이를 제작

하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창작 심 으로 

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6].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

드시 읽기와 쓰기를 복합 으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

기 때문이다[12].  

그림 1. 버킹엄의 미디어 교육 모형

표 1. 영국 표준교과과정의 미디어 교육내용[9] 
개념 핵심 내용

언어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생성 분석.
의미, 관행, 코드, 장르, 선택, 조합, 테크놀로지 등

미디어재
현/표상

미디어 텍스트가 대상과 사회를 표상하는 방법.
리얼리즘, 진실 말하기, 존재와 부재, 
편견과 객관성, 전형화, 해석.

수용자 목표 수용자 정하기, 수용자 지칭하기, 유포 및 배급이용, 
이해, 즐거움, 사회적 차이.

미디어 
제작

미디어제작의 의도, 제작가.
테크놀로지, 전문제작영역, 미디어산업, 
미디어 간의 연계, 유통과 보급.

버킹엄은 창작 활동은 한 비  분석 활동과 통합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선

택한 매체와 결과에 한 성찰과 자기 평가의 요성 

역시 언 했다[12]. 이는 창작에의 단순한 참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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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  참여, 즐기는 학습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12]. 

2. 홉스(R. Hobbs)의 사회적 실천 중심 교육 모형
미국의 홉스는 미디어 교육에 하여 매우 개방 이

고 낙 인 견해를 가진 학자로, 학습자가 모든 유형

의 미디어에 능숙하게 근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읽고 

쓸 자유가 주어질 때에 주도 으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학습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empowerment) 견해를 가

지고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 다[5]. 

2010년에 개발된 이 모형은 사회참여  실천  모형에 

해당한다. 기존의 모형들이 ‘ 근,’ ‘분석과 평가,’ ‘창작’ 

단계에서 종결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성찰’과 ‘사

회  실천’으로까지 확장시킨 모형을 제안한 것이다. 그 

원인  하나는 이 모형이 기존의 TV, 신문 등의 구미

디어 메시지를 상으로 하기보다는 커뮤니 이션을 

지향하는 디지털 미디어들로 그 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 시사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개별 미

디어 사용 능력을 타인과의 디지털 커뮤니 이션을 통

해 사회  향력으로 확 하는 것이다[5]. 기존의 미디

어 창작을 통한 능동  참여자의 역할에서 한 단계 진

보하여, 자기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성찰하고 이를 사

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  행동으로 옮겨 향력을 형성하는 일까지 포함

하는 포 인 모형이다[5]. 그리고 이 ‘실천’의 결과는 

다시 ‘ 근(access)’에 향을 미치는 일종의 순환 모형

이다.

그림 2. 홉스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

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5]
단계 핵심역량의 내용

접근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고 타
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능력

분석과 
평가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
의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작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 생성해내는 능력

성찰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 의사소통 활동, 행위에 사회적 책
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

사회적 
실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가정, 소속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국가 수준에서 참여하여 활동할 능력

홉스의 모형은, 기존의 버킹엄이 창작 심의 모형에

서 성찰과 자기 평가의 단계를 간단히 부연한 것에서 

나아가, ‘사회  실천’을 통해 그 향력을 확장하고 이

를 다시 미디어 교육 활동에 피드백하는 사회 참여  

커뮤니 이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3. 포터(J. Potter)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모형
포터는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의 최고 권 자로

서 보호주의 이고 방 인 을 충분히 유지하면

서도 미디어 텍스트의 ‘분석’과 ‘평가’ 단계에 집 해 논

의를 펼쳐온 미디어 교육학자이다. 그가 홉스와 주고받

은 논박 아티클들은 미디어를 하는 아동 학습자에 

한 보호(protection)와 권한부여(empowerment)의  

립을 여실히 드러내 다[14][15].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우리가 만나는 미디

어 메시지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해 극 으로 사용

하는 ‘일련의 들’이라고 표명했다[9]. 왜냐하면 개

개인의 지식 구조로부터 이 세워지는데 이 으

로부터 미디어 텍스트에 한 해석과 태도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 구성요소

는 개인  역(personal locus),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 그리고 기술들(skills)이다[9]. 개인  역

이란 정신  에 지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이나 능

력으로 개인의 목표와 욕구들로 이루어진다. 이 개인  

역을 잘 악하면 자신의 미디어 해독 과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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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정신  코드를 재 로

그램화할 수 있다. 둘째, 지식구조란 기억 안에 조직된 

정보 세트로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인출하는 데 일

종의 지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

수 인 정보를 걸러낼 때는 what보다는 how나 why가 

요하게 되므로 개인  역에 의한 해석

(interpretation)과 반 (reflection)을 통해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수정된다. 마지막으로 기술들(skills)이란 지

식 구조를 구조화하기 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며 일회

 습득으로 완료되기보다 연습을 통해 계속 발 되는

데 역시 개인  역의 통제를 받는다[9]. 

그러므로 포터가 제안한 모형의 특수성은 미디어 리

터러시에 미치는 (viewpoint) 혹은 개인  역

(personal locus)의 선행  형성에 놓여져 있다. 한 이

처럼 수립된 이나 자기 통제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

시를 통해 수시로 검되고 수정된다. 그는 다양한 메

시지의 능숙한 ‘사용’과 ‘분석’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기

술 으로(technically) 메시지를 활용하는 데에서 그치

지 말고 그 습득한 지식에 한 ‘ ’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9]. 

호주 빅토리아주의 미디어 교과과정론에도 그 11개

의 내용 역  ‘선택, 구성, 재 ’ 개념에서 ‘세상에 

한 경험(수용),’ ‘개인   비교하기(반 ),’ ‘세

계  수립(학습활동)’ 등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는 과 일맥상통한다[1]. 이처럼 ‘ (세계 )’은 미디

어 메시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성찰하고 실천하

는 단계까지 모든 활동에 지속 인 향을 미치고  

계속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포터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개인의 의 힘

은 지속 으로 변화하는 연속체  개념일 뿐 아니라 다

차원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9]. 그가 제시하는 미디어 

메시지 분석의 다차원성은 4가지로 축약된다. 인지  

역, 감정  역, 심미  역 그리고 도덕  역이

다. 이것은 미디어에 한 인 교육 인 근으로서 

미디어 텍스트를 단순한 정보로 취 하지 않고 하나의 

창작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이며, 그 분석의 포맷은 매

우 교육학 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포터는 이 4가지 

분석  평가 역을 가지고 뉴스, 고, 오락물,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 메시지를 분석할 기 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4가지 분석 역으로 구성된 ‘기

술과 지식’ 습득의 목표 역에 한 교육 모형은 홉스

가 제시한 6가지 순환  리터러시 역량  ‘분석과 평

가’ 단계를 매우 집 으로 다룬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포터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교육 모형

표 3. 메시지 분석을 위한 기술과 지식 유형들[9]
역 기술들(skills) 지식(knowledge)

인지적
영역

-정보의 핵심사항 분석 능력.
-지식구조와 새 정보의 핵심 사
항을 비교할 능력.
-정보의 사실성을 평가할 능력

-많은 출처로부터 구
성된 해당 정보 관련 
지식.

감정적
영역

-메시지 속 인물의 감정을 분석
할 능력.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
거나 감정이입할 능력.

-메시지 속 인물의 
위치에서의 감정을 
자기 경험으로부터 
회상함.

심미적 
영역

-메시지 속 예술적 요소를 분석
할 능력.
-다른 메시지에 사용된 예술적 
요소와 비교할 능력

-다양한 메시지 창작 
관련 지식.
-메시지의 질에 기여
하는 좋고 나쁜 요소
에 대한 지식.

도덕적 
영역

-메시지 속 도덕적 요소, 가치를 
분석할 능력
-다른 메시지의 도덕적 요소들과 
비교할 능력

-고도의 도덕적 코드
에 관한 지식.
-메시지의 조작성과 
생산 구조에 대한 비
판적 지식

    

포터가 ‘개인  역(personal locus)’이나 ‘ ’의 

요성을 역설한 것은 학습자에게 선행 으로 미디어 사

용의 목표를 세워 자신의 필요를 기반으로 미디어 메시

지를 능동 으로 찾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통제하

여 미디어 자체에게 자아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

는 방  의도가 강하게 배어있다. 따라서 포터의 모

형은 매우 메타 인지  성향이 강하며 끊임없는 자기 

검과 목표 수정, 메시지 탐색의 유용성에 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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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밴후저(K. Vanhoozer)의 세계관 중심 분석 
모형

밴후 는 문화텍스트 이면의 세계  분석을 강조한 

문화텍스트 해석학자로서 다양한 텍스트 배후의 세계

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에 주력한다[16]. 그가 말하

는 텍스트는 보다 포 이다. 인쇄물(도서, 신문 등)을 

포함하여 각종 술작품,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 그리고 

문화 트 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디어는 본래 

medium, 즉 달체, 매개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자 

 디지털 미디어뿐 아니라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밴후 는 엄격히 미디

어 교육학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폭넓은 의미의 미디어 

텍스트 해석학자로 논의될 수 있다.

그는 이들 매체가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상으로 하나의 합한 해석을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

하 으며 이를 교육 장에 활용하기를 권고하 다

[16]. 그가 제안한 텍스트 읽기 모델은 텍스트 해석에 

자신의 세계 을 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기본  해석 원칙은 그 텍스트를 작한 자에게 의미

의 근원이 있으며 그 근원지에서 의미가 창발했음을 인

정하고 자 심  이해, 혹은 그 결과로서의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존  태도로 읽는 것을 의

미하 다[20]. 그러나 이 게 밝 진 본래  텍스트 의

미는 독자의 세계 에 근거하여 의심의 해석  과정을 

2차 으로 거치면서 비 된다. 따라서 그의 해석학은 2

 구조로 되어 있다. 텍스트의 본래  의미 찾기와 

독자의 세계 에 근거한 비평  의의 찾기이다[16][20]. 

이는 텍스트 분석과 비평에 미치는 독자의 세계 의 

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

는 것이 방향 감각이 있는 이해라고 믿는 신념에 기

해 있다[16]. 

포터 역시 미디어 메시지 분석에 미치는 일련의 ‘

’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이해하 고, ‘개인  역’의 

선행  확립을 통해 미디어 사용을 계속 으로 통제해 

갈 것을 요청하 는데[9], 밴후 는 이 ‘ ’과 ‘개인  

역’을 좀 더 포 인 개념인 ‘세계 ’으로 확장시켰

다. 이는 메시지를 취사선택하는 데 비단 주도 인 목

표, 자기 통제권, 정신  에 지가 사용될 뿐 아니라 철

학, 신념, 세상에 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이 그 해석

과 분석에 개입되게 한다는 이해이다.    

그의 분석 모형의 독특성은 먼  학습자 자신이 세계

을 형성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다. 둘째, 텍스

트 자체의 의미를 능숙하게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분

석에는 장르 이론, 역사 정보, 자 정보 등의 다양한 교

육 내용이 제된다. 한 이 의미를 토 로 그 이면의 

세계 을 분석해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세계 을 토

로 텍스트를 비 으로 비평한다. 마지막으로 이 텍

스트에 한 비  이해에 기 하여 안  실천을 감

행한다. 이 단계는 새로운 텍스트의 ‘창작’과 ‘성찰,’ ‘사

회  실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4. 밴후저의 문화텍스트 분석 교육 모형

표 4. 밴후저의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내용

세계관 
수립

- 신념, 철학,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수립.

- 자신의 문화관, 문화 해석적 관점, 읽기 목적 등을 정
리.

- 이후 분석적 틀의 역할을 함.

분석
- 텍스트 내부의 세계 (감상과 이해)
- 텍스트 이면의 세계 (의미 찾기)
- 텍스트 앞의 이해와 분석 (효과와 영향력)
- 세계관 비평 (나의 세계관에 비춘 비판과 수용)

대안적 
실천

- 역량있는 해석자(문해력)
- 분별력 있는 제안과 영향력 있는 의견 창조
- 대안적 문화텍스트 창조

따라서 밴후 의 분석 모형은 포터의 분석 모형과 비

교해 볼 때, 세 가지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 ’의 의미 폭을 ‘세계 ’으로 확장시켰고 이에는 철

학, 신념, 자기 정체성 등의 의미까지 포함된다. 둘째,  

‘ ’ 수립 뿐 아니라 ‘분석과 평가,’ ‘성찰과 실천’ 단계

를 보다 큰 하나의 범주로 묶어 제시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 메시지의 분석 상을 이 시  다양

한 문화텍스트로 확장시켰다. 

‘세계  수립’과 ‘성찰, 사회  실천’의 단계들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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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미디어 사용 뿐 아니라 자기 주도 인 통제와 

메시지 선별, 주체  피드백과 사회  향력까지를 고

려한 것으로서, 이를 새 시  미디어 교육 모형에 포함

시키는 것은 미디어 독이나 거짓 정보, 사이버 폭력 

등의 해악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학습자들에

게는 보다 요한 단계임이 분명하다. 

III.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표 영역

미디어 교육과정 모형 개발은 일반 교육 모형과 같이 

교육의 목표 역과 개념을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6]. 이를 설정함에 앞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를 살펴보면 유용하다. 미디어 교육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교육을 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

다.  술  , 산업/기술  , 미디어 환경론

 이 그것이다[6][18][19]. 

김양은이 교육 목표와 련하여 정리, 제시한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19] 메이로 츠(Meyrowitz)의 미디어

를 바라보는 세 과[1] 연결한 후 본 연구 목 과 

합하도록 수정, 재구성하면 [표 5]과 같다.

표 5.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 목표
패러
다임

술  산업/ 기술 미디어 환경론  

교육 
목적

보호주의/ 
예방적 차원

개인의 
자율규제능력

환경적응능력=미
디어능력

미디어 
정의 대중 예술 미디어산업 일상 환경

요구 
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감상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수용, 비평 및 
생산/창조적 
메시지 창조

교육 
목표 감상능력 해독능력 생산능력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관점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언어로서의 
미디어

언어/환경/도구
로서의 미디어

이와 같이 미디어 개념이 문화에서 산업, 그리고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목표도 감상능

력에서 해독능력, 그리고 생산능력으로 옮겨가고 있음

을 보여 다. 이는 미디어 교육에 한 내용이 ‘ 한 

문화에 한 식별’에서 ‘비  미디어 메시지 분석’으

로, 그리고 ‘미디어 비평/생산을 한 체계  교육’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근  미

디어 환경론  패러다임이 메이로 츠의 세 가지 

을[1] 가장 포 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홉스의 모형이 보여주듯이 미디어 환경론  

의 실천은 앞의 두 패러다임을 제로 할 때 비로

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포 하는 미디어 교

육의 목표 역은 미디어 ‘감상,’ ‘분석,’ 그리고 ‘생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의 4가지 미

디어 교육 모형들을 종합하여 한국의 교육 수요자들인 

학부모와 아동들의 필요를 반 한 하나의 안  모형

을 개발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이 요하

게 다룬 ‘세계 /  수립’과 ‘성찰과 사회  실천’ 단

계들을 반 하여 그 개념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

육의 개념을 재정의하 다. 미디어 교육이란 자신의 

(세계 )을 수립한 후, 인쇄물, 시청각 매체, 멀티미디

어, 뉴미디어의 메시지에 근하여 이 을 투 하여 

사용( 근), 분석(평가), 창작, 성찰(실천)할 수 있는 능

력을 포 으로 의미한다. 이상 5가지 목표 역은 앞

에서 거론하 던 네 연구가들이 강조하 던 역을 차

례로 드러내므로 그들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 다.

표 6. 수정된 미디어 교육 모형의 5가지 목표와 활동
목표
역

/
세계

사용
( 근)

분석/
평가

창작
성찰/
실천

교육 
목표

세계관 
수립과 
적용

능숙한 
사용

비판적 
분석

대안적 
생산

의사소통 
참여와 
실천

매체관
점 환경 도구/

환경 언어 도구/
언어 환경

관련 
활동

세계와 
자기 
정체성
이해

매체 
사용법 
이해와 
적용

관점에 
따른 
비평

관점에 
따른 
제작

관점의 
수정과 
참여

강조 
연구가

포터, 
밴후저 전 학자 포터 버킹엄 홈스, 

밴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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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개발

1. 수요자 욕구 분석: 선행 연구 중심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수립하고자  

부모와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디어 심성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기  조사의 성격으로 제시한 바 있으

며, 여기서는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내러티  연

구 다. 만8-10세 아동 부모들을 표집 상으로 하여 서

울,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어머니를 

선정하 다. 인터뷰는 2014월 4월 2일부터 5월 20일까

지 각각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장소와 시간은 부분 

해당 아동의 집이나 커피 에서 진행되었고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기 조사, 연상 

단어 제시, 문장 완성하기, 심층 인터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한 심층 이고 포 인 이해를 밝히는 것이 

목 이었다.

  아동의 심성모형 연구는 만 10-11세 아동들을 표집

상으로 하 고 연구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에 사는 10인의 아동이었다. 자료 수집은 연상단어 제

시하기, 문장 완성하기, 그림 그리기, 2차에 걸친 인터

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25

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다. 장소는 연구참여자 아동  

한 아동의 집이거나 커피 에서 진행되었고 시간은 각 

20-3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이 한 아동의 미디어 환

경과 사용에 한 심성모형을 밝  이후 미디어 교육모

형을 개발하는 데 기 조사로 활용할 목 이었다.

이처럼 기  연구의 성격으로 실시된 미디어 환경에 

한 부모의 심성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환

경에 하여서는 [표 7]과 같은 하  구성요소로서 추

출된 바 있다. 이들은 등학교 학년 학부모들을 

상으로 한 질  연구이다.

정리해 보면, 부모들은 미디어를 유능함의 표상, 순기

능과 역기능의 양면  표상, 소통과 단 의 계  표

상, 갈등과 화해의 다층  표상, 개인과 사회의 공동의 

역 등의 심성모형을 가지고 있었다[11]. 이 결과를 놓

표 7. 미디어 환경의 구성요소[11]
구성요소 세부요소

미디어 기기 스마트폰, TV, 컴퓨터, 라디오, 동영상, 아이패드, 신문
소통성 카톡, 메시지, 위로, 대화, 대화소재, 소통, 전달, 연락
단절감 왕따, 혼자 있는 거, 외로움, 대화 부족
유능함 학습, 도구, 학교, 공부, 숙제, 유능, 전능, 효율.
공급원 정보, 편리함, 즐거움, 편안함, 여유

오락성 친구 같은 것, 기분 전환, 즐거움, 쉼, 오락, 재미, 흥미, 
자극

역기능 독, 중독, 바보상자, 산만함, 도피, 가짜, 불신, 복잡
양면성 필요악

고 부모-사회 체계의 력  교육, 부모의 미디어 인식 

 역량 강화, 부모의 커뮤니 이션 순기능 극 활용 

등의 교육  제안을 하 다. 

등 학년(4학년) 아동의 미디어 심성모형 연구 역

시 부모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3].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미디어 의미 구성요소는 “미디

어 기기, 소통성(소외감), 유능함(공 원), 오락성, 역기

능, 양면성” 등이었다.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는 “기능성

/유능함, 오락성, 책(종이)과의 갈등/공유, 해악/양면성”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의 인터뷰

는 “종이책과 자 미디어와의 갈등, 소통 심성, 독

에의 두려움, 사용자 자격” 등의 의미요소가 범주화되

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소통에 한 찰과 인식 강

화, 독 방 교육의 필요성, 학습 미디어와 책 미디어

의 극  개발과 균형 있는 활용, 건강한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과 비  사고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3].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와 아동의 미디어 

인식 모두에 나타나는 시사 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미디어는 유능함의 표

상이었으며, 커뮤니 이션을 그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 미디어는 학습이나 

소통의 훌륭한 도구로서 학습력이나 교우 계의 성패

를 가르는 요한 열쇠 다. 그러나 그 역기능에 한 

인식 역시 두드러졌다. 사이버 폭력이나 독에 한 

두려움, 사회와 개인의 공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 그리

고 사용자 자격에 한 인식 등은 본격 인 창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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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디어 교육 이 에 사  로그램 형식으로 아동과 

학부모 모두에게 행해져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독 방 교육 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 학습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는 TV 같

은 구( )매체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미디어 으나 구미디어에 비하여 뉴미디어들만이 가진 

교육  장단 에 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커뮤니 이션 속성이 가장 특징

인 디지털 미디어는 가족, 친구, 공동체 내에서 화해와 

소통의 도구, 학습과 피드백의 도구로서 충분한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여 히 주

요한 학습 미디어로서 견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쇄

매체(도서)의 요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 미디어의 잦은 사용이 도서에의 집 력을 빼앗아 간

다는 을 우려하고 있었고, 아동들 역시 종이책과 

자 미디어의 갈등을 표시하면서 학습에 있어 인쇄매체

의 상이 보다 상 에 있음을 피력하 다. 동시에 

독 방의 안으로 거론된 매체가 도서 다는 도 특

이하다[3].

2.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 
본 연구는 기  연구로서 수행된 등 학년 아동과 

학부모의 미디어 심성모형 연구들의 결과를 토 로 새

로운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한다. 이 게 개

발된 미디어 교육 모형은 문가 2인에 의하여 안면 타

당도 검증을 받았다. 

앞서 제시한 해외의 표  미디어 교육 모형 에서 

가장 포 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재 

미디어 사용 상황에 맞도록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강조

한 교육 모형은 홉스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10]. 홉스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모형들이 부가 으로 첨언

에 그치고 있는 ‘창작’ 후의 ‘성찰’과 자기 평가 부분, 그

리고 디지털 커뮤니 이션을 통해 공동체 내 구성원들

과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실천’의 단계

를 강조하여 제시하 다는 과, 그 실천의 결과들을 

다음 미디어 교육 활동에 피드백하는 순환 모형을 제시

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수요자 요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

 미디어 사용 태도나 자격 등에 한 사  교육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은 미디어에 한 보

수 이고 보호주의  견해가 여 히 팽배한 한국의 경

우 미디어 교육이 곧바로 사용(access)의 단계부터 비

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을 보여 다. 이처럼 탁월한 

사용 능력을 강조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 근은, 이

후 학습자가 미디어 사용을 히 자기 통제하고 정신

 방향성과 해석의 을 선 하는 데에 부작용, 역

기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 인 미

디어 사용에 앞서 자신의 미디어 사용 욕구나 해석  

, 세계 , 올바른 사용 략  자격 등에 하여 

검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교육이 지속되는 한 

계속 인 수정과 재수립이 반복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미디어 교육 모형

은 ‘세계 ( ) 수립’의 단계가 홉스의 모형에 추가되

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그림 5]에 이를 제시하 다. 이

들 각 단계들의 세부 교육 내용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학자들 에 각 단계를 강조하 던 해당 학자들의 견해

를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5. 한국형 5단계 미디어 교육 모형

의 개발된 교육 모형의 특징은, 1차 으로 수립된 

자신의 ‘ 과 세계 ’이 이후 ‘분석’과 ‘창작’ 단계에 

 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교육 활동 내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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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 으로 수정되고 개

선될 수 있다는 이다. 이 게 수정된 세계 은 다시 

순환 으로  다른 매체 사용( 근)에서부터 도 을 

 수 있다. 

‘ 과 세계 ’ 단계는 미디어 사용을 제로 폭넓고 

다양한 세계 을 검토해보고 자기 신조와 략을 세우

고, 미디어 정보를 수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토의하는 

장이다. 이 단계는 학부모와 아동들 모두가 우려하면서 

제안하 던 독과 사이버 폭력 방교육, 올바른 사용

자 자격 교육, 자신의 세계 과 자기 정체성에 한 선

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치에 있으며 

자기 통제력과 비평  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사용( 근)’ 단계의 목표는 미디어와 기술  도구들

을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이지만 커뮤니 이

션 미디어 시 에 걸맞도록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

통하는 능력을 강조하 으며 인쇄 매체인 도서의 미디

어로서의 상과 활용도 미디어 교육의 모형 안에서 함

께 언 되어야 함도 제시하 다. 

표 8.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의 핵심 내용
단계 핵심 내용

관점과 
세계관

- 자신의 신념, 철학,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
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수립.

- 자신의 미디어관, 메시지 해석적 관점, 각 매체의 사용 목적 
등을 점검.

- 올바른 미디어 사용, 사용과 해석 전략 및 사용자자격 인지.

사용
(접근)

-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 
-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
통함.

- 인쇄 매체의 미디어로서의 위상 인식 및 활용. 

분석과 
평가

- 메시지(의미)를 찾고 감상할 능력을 배양.
-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의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
- 인지적, 감정적, 심미적, 도덕적 영역들의 기준에 맞추어 평

가할 능력을 배양.
- 자신의 세계관과 관점을 투영하여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능

력 배양.

창작
-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자

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관점/세계관을 투영하여 미디어 메시지를 창작할 능

력.

성찰
-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 세계관 등을 투영하여 자신의 창작품
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함.

-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을 점검하고 수
정하거나 개선함. 

사회적 
실천

- 개인 및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눔.
-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 디지털 미디어 활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

‘분석과 평가’ 단계는 단순히 생산변인이나 정보 가치

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고 감상할 능력

까지를 포함하 다. 포터가 제시한 네 가지 역-인지, 

감정, 심미, 도덕-의 균형 있는 교육  근이 필요하

다. 한 정보  가치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의 작가 세

계가 반 된 텍스트로 보고 분석자 자신의 세계 을 투

하여 해당 텍스트의 세계 을 비 으로 평가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창작’ 단계는 핵심 단계로서 이  단계의 정보와 

들을 투 하여 자기표 을 하는 단계이다. 표 을 신

히 다루며 참된 정보만을 반 하면서 자신만의 창작

품을 생산해내면서 미디어에 하여 더 잘 배우게 된다.

‘성찰’은 자신의 정체성과 , 세계  등을 투 해 

자신의 작품을 비 으로 바라보는 단계이며 이 단계

에서 한 그동안 견지해왔던 자신의 과 세계 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 한 미디어 사용 태도나 

략을 새롭게 갱신하여 다음 미디어 교육 장에서 용

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실천’ 단계는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과 창작과 

련한 지식과 피드백을 나 고 안  모색을 하며 문

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디지털 미디어들의 도움으

로 실제로 많은 교육기 들이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타인들과 의견을 나 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인근 등학교 학년 학생과 학부모 

상으로 각각 수행된 미디어 심성모형 련 두 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서구에서 유력하게 활용되는 미디어 

교육 모형의 강 들과 결합하여 새 시 에 맞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즉, 미디어 교

육이 성공 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표  미디어 

교육 모형들을 검토해 보고, 이들 각 모형들의 장 들

을 종합한 후, 한국의 수요자들의 필요를 반 하여 

재 한국 상황에 합한 미디어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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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국의 버킹엄(D. Buckingham)의 창작 심 

교육 모형을 살폈다. 그의 교육 모형은 재 국 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이며 창작(제작) 심 미디

어 교육 모형으로 ‘만들면서 더 잘 배운다’는 능동  참

여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두 번째로 홉스(R. Hobbs)의 

사회  실천 심 교육 모형을 살폈는데 이는 버킹엄의 

모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창작’ 이후 ‘성찰과 사회  행

동’ 단계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서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다음 미디어 교육에 반 하는 보

다 확장  모형이다. 

셋째, ‘분석과 평가’에 을 두고 있는 모형은 포터

(J. Potter)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모형인데 이 모형은 

미디어 메시지에 해 인 교육 인 근을 하고 있으

며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만 근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창작품으로 다루면서 인지, 감정, 심미, 도덕의 4가지 

분석 기 을 기술(skills)과 지식(knowledge)이라는 두 

목표 역에 분리하여 용하고 있다. ‘분석과 평가’를 

보다 체계 이고도 교육학 인 구조로 구성한 장 이 

있다. 넷째, 밴후 (K. Vanhoozer)의 세계  심 분석 

모형은 포터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분석과 평가를 요

시하면서도 다른 모형과는 차별되게 ‘세계 ’의 선행  

수립을 강조하 다. 

한국은 재 디지털 커뮤니 이션 미디어가 아동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높아[3][11] 홉스가 다른 교육 모

형과는 차별 으로 제안한 ‘성찰과 사회  행동’ 단계의 

요성을 시사한다고 본 연구는 제하 다. 따라서 홉

스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을 기본으로 이를 수정하

고 확장하 다. 즉, 본 연구의 교육 모형이 기존 미디어 

교육 모형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차이 은, 단순히 미

디어를 보고 수용하기만 하는 구미디어가 상이 아닌, 

커뮤니 이션이 주요 기능인 뉴미디어를 포 으로 

교육하는 데에 합한 홉스의 모형을 략 으로 활용

하여 이를 한국 수요자들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수정하

는 차를 밟아, 보다 실제 교육 장에서 사용성을 강

화하는 일에 을 둔 것이다.  

기 조사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교육 수요

자들은 독, 사이버 폭력, 자 미디어와 독서와의 갈

등 등을 시사하 다. 이로써 미디어 교육에 앞서 자신

의 미디어 사용 과 텍스트 해석  , 자기 정체성

과 세계  등을 검하고 이를 이후의 미디어 사용과 

태도, 분석에 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하고, 홉

스의 모형에서 ‘세계 과 ’ 목표 역을 추가하여 

제시하 다. 자신의 ‘ 과 세계 ’은 교육 활동 내내, 

즉 분석, 평가, 창작, 성찰, 사회  실천 단계에 계속

인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교육 경험을 통해 자체 수

정되어 다음 미디어 교육에 순환 으로 반 됨을 강조

하는 모형이다. 

동시에 이 개발된 모형은 인쇄매체로서의 종이책의 

상과 미디어로서의 활용을 요하게 다루고자 하

고 분석과 평가 부분은 포터 모형의 일부를 활용, 보다 

목표 역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다차원 이고도 인 

교육  활동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5단계 미디어 교육 모형은 생산 능력을 교육 

목표로 하는 미디어 환경론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것

이다. 메이로 츠의 미디어를 보는 세 가지 -도구, 

언어, 환경-들을 균형 있게 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 등의 역기능을 염려하는 보호주의  을 반

하여 본격 인 미디어 사용(access)에 앞서 ‘ 과 세

계 ’ 확립을 교육의 시작 으로 삼는 한국형 미디어 

교육 모형이다. 

본 연구는 한 로젝트 수행의 연장선 안에서 두 선

행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문헌 연구와 결합한 연

구이다. 두 선행 연구는 미디어 심성모형을 심층 으

로 밝히기 하여 아동과 학부모를 상으로 주로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한 질  연구 다. 심성모형은 양  

연구가 놓치기 쉬운 인간 사고의 비규정  이해를 밝

히기 해 그 성격상 질  연구가 당하 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은 후속 연구의 실증

 방법에 의해 그 일반화된 용을 하여 몇 차례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을 보다 구체 으

로 로그램화하여 실제 교육 장에서 활용하고 그 

효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해 보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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