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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학습효과 연구

A Study on the Learning Effect of Multimedia Literacy Education

정경열*

 Gyoung Youl Jeong*

요 약 최근 급격한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필요성에 비해 리터러시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통합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청소년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같은 실증적 접근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영

상교육과는 차별화되는 멀티미디어 교육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청소년들에게 텍스트와 비디오와 사운드 등을 융합한

교육에 대한 결과를 학습 효과적 측면에서 연구했다. 멀티미디어 교육이 과연 청소년들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한 학문적 탐구다. 연구방법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한 결과, 멀티미디어 교육은 학습능력 향상

에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으로 언어 교육과 같은 외연 확대와 동시

에 실습 위주의 학습자 참여 교육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은 멀티미디어 교육이 단지

기존교육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달성하는 교육의 핵심으로서 모든 학습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

다는 자신감으로 확산될 것이다.

주요어 :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영상 리터러시, MIE, PIE, 영상교육, 미디어교육, 멀티미디어 교육

Abstract The need for literal education, matching the rapid changes in the media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However, it is true that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iciency of literacy compared to the 
increasing need. For example, empirical approaches such as studies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media literacy 
on youth learning. Thus, this paper took multimedia educ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image education, 
as a subject of research and studied the results of education that fused text and video and sound to teenagers 
in terms of learning effectiveness. It is an academic quest to see if multimedia education really has positive ㄷ
effect for teenagers' learning. As a result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 a method of research, 
multimedia education was concluded to be meaningful in improving learning ability, and based on this, it 
presented a practical-oriented learner participation education while expanding appearance such as language 
education through multimedia education. The suggestions for these various education policies will spread to the 
confidence that multimedia education can be the center of all learning activities as the core of education that 
achieves an all-round personality, not just an aid to exist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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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영상 리터러시

최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급변으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

회문화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디어 교육은 필

수적인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 제기는 현재 미디어 테

크놀로지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담론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구조의 현격한 괴리에 대

한 리터러시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류가 직면했던 첫 번째 영상

리터러시는 원시시대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상징물을 부

호화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교육 능력이었을 것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영상 리터러시의 교

육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 리터러시’(image

literacy)란 영상이미지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독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언어의 한 종류라는 개념에서 비롯되

었다[2].

영상 리터러시 분야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영상메시지를 분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리터러시 기술

의 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

키는 교육이다[3].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메사리(Paul Messaris)

는 미디어교육 영역에 문자중심의 텍스트 분석이 아닌,

리터러시 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영상언어에 대한 해독

을 다루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이런 영상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영상

매체가 인간의 시각 욕구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감

각들도 동원하여 다각적이고 공감적인 교류를 실현시

키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매체이기 때문이다[5].

최근엔 문자(letter)보다는 영상(image), 그리고 다

른 감각들을 이용해 기존의 일방향 전달보다는 상방교

류의 다원적 문해(multi-literacy)의 커뮤니케이션이 선

호되고 있는 추세다[6].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미디어

교육의 변화는 이와 같은 다원적 문해와 커뮤니케이션

의 유기적 통합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제기

사실 이러한 영상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일컬어지

는 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는 대표적 핵심 교육으

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초등교육에서 살펴본다면 몇몇 학생들의 기

초학력 부진이라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읽

기및셈하기등기초학습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다른

교과 등에서도 전반적인 학습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쉽게 다루고 있으며

그로부터 얻는 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적 오래 간직한

다는 점에서 일반적 아동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오히려 TV프로그램을 보고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던

지, 인터넷을 이용하며 온라인 게임을 하고 게임의 배

경을 설명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

기고 한다. 결국 셈과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도 각

종 시청각 매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7].

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주로 문자 중

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알 수 있는 읽기 능력에 문제

가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학습능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는 것이다[8].

이와는 반대로 영상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클럽 불러바드’ 초등학교 교사

제니퍼 메들리(Jennifer Medley)는 영상 리터러시 교육

은 학습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말한

다[9].

“아이들은 영상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다른 학습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던

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수업이나 역사수업에서

도 활용 가능한 기술이죠. 우리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

들을 습득하기 원하며 학습에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년간 영상 리터러시 교육을 지도한

일선교사들도 영상 리터러시 수업을 시험으로 평가해

전후 성적을 비교해 수치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결

론은 영상 리터러시 교육이 학업성적을 올리는 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모아진다. 아이들이 수업으

로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나 표현력, 비판적 사고 같은

요소들은 분명 다른 학습 활동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과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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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위주의 교육과 영상 리터러시 교육 사이에 ‘어떤 학

습적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측정하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 즉 영상 리터러시 교육이 학업 성적에 미

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라는 점이 궁금한 것이다. 이

에 본 논문은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교육적 질의에서

연구가 출발한다.

Ⅱ.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MIE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MIE’ (multi-media in educatio

n)*다. 이 교육의 목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

으로간명하게표현할수있다. 사진과영상그리고텍스트

등의 '멀티미디어를통한읽기와쓰기'인이교육법은청소

년들의감성과지각등여러능력중학습능력을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 개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양한 개념과 생각, 감

성 등의 체험을 텍스트뿐아니라 시각 이미지와 소리 등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개념과 사고, 감정 등을 외부와 커뮤니케이

션하는 것이다. 또한 영상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반대

로 자신의 의사를 영상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자, 텍스트-이미지-사운드의 통합적인 정보형태인 멀티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비판적 판

단력, 참여적 활동능력을 말한다[10].

그림 1. 한국사진활용교육협회 MIE 프로그램 소개 팜플릿

Figure 1. A pamphlet on the MIE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otography In Education.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멀티미디어를 통한 커뮤

* MIE의 전신은 PIE (Photo In Education)으로 2009

년 서울 덕수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현재 중·고등학생

, 그리고 성인까지 현재 교육대상이 넓어지고 있으며

탈북·다문화 청소년과 노인 힐링 프로그램으로도 교육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니케이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표현하고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MIE는 세대 간의 소통 가능성을 확대

하여 그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

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MIE 커리큐

럼 중 대표적인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상으로 단어 표현하기 <알파벳 프로젝트>

이 커리큐럼은 교육 전반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지와 텍스트의 두 미디어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발견

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미디어는 각각 고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

호 연관돼 있고 대체되며 또는 융합할 수 있는 대상이

라는 것을 알려준다.

표 1. 커리큐럼 내용

Table 1. Curriculum content

개요
알파벳 24개로 시작되는 추상적 의미의 단어표현

ex) L/Love P/Peace C/conflict

촬영
- 팀별로 24개 알파벳 단어 촬영 개시

(명확성, 의미 전달력, 상징과 창의성, 표현력)

발표

토론

팀별 발표 (알파벳별 24장의 사진보기)

참여와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상호격려)

주간

과제

- 영어단어 사진집 만들기

- 촬영 이미지와 알파벳을 짝지어 이미지사전만들기

그림 2. MIE 커리큐럼 <알파벳 프로젝트> 학생 작품

Figure 2. Student works of the MIE curriculum <Alphabet

Project>

2) 영상으로 문장표현 <문학도가 되련다>

이 커리큐럼은 교육 후반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지와 사운드로 부터 텍스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미디어 사이의 융합성에 대해 체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수업 목적으로 한

다. 단순한 상호 대체재로서의 미디어가 아니라 융합적

과정을 통한 통합재라는 기능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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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커리큐럼 내용

Table 2. Curriculum content

멀티

미디어

문학

표현

- 사진·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표현하는 문학

- 속담, 시, 수필, 가사를 팀별로 제시.

- 멀티미디어로 이미지화시키며 의미표현.

- 이미지와 사운드를 모두 활용.

창작

발표

- 팀별로 창작한 멀티미디어를 차례로 발표.

- 상호 의견 교환. 잘된 점과 부족한 점 등 논의.

주간

과제

- 문학으로 표현하는 영상 등 멀티미디어

- 강사제작 멀티미디어를 제시.

- 이를 문장, 시, 수필 등 3가지의 형태로 작문.

- 이미지를 글로 표현

그림 3. MIE 커리큐럼 <문학도가 되련다> 학생 작품

Figure 3. Student works of the MIE curriculum <I wanna be a

literature writer>

MIE 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교사의 주입

식 교육 없이 모두 스스로 이뤄진다. 오직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이 진행되며 그 결과 청소년 자신의

주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외부와 소통한다.

교육내용은사진과영상그리고사운드와텍스트를통

합한 멀티미디어 요소로 이뤄진다. 청소년들은 이미지를

읽고이해하는 1단계학습을거쳐주제에대한기본활동을

경험한 다음, 영상 제작 계획을 함께 토의하고 계획한다.

그 다음 단계는 표현하기 단계인데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제작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물을 발표

하고 토론한다. 수업의 마지막 날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과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작품전시 발표회를 연다.

영상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MIE는 영상을 잘 찍게

하기 위한 기술교육 보다는 나아가 주체적 참여로 공동

체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예술 자

체보다는 ‘예술을 통한 학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11].

단계 과정별 내용

1단계 : 이미지 읽기,

주제 이해하기

다양한 매체 활용해 주제

파악하고 이해하기

2단계 : 주제에 대한

기본활동 경험하기

활동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활동 경험하기

3단계 : 계획 세우기 동영상으로 제작 계획하기

4단계 : 표현하기
사진 찍기, 동영상 멀티미미어

제작하기, 글쓰기

5단계 : 발표 및 토론하기 결과물 발표하기(전시발표회)

표 3. MIE 교수-학습법 관계

Table 3. Relationship in between MIE instruction - learning

methods

이런 교육적 특징을 가진 MIE는 2012년 서울 연희

중학교에서 실시한 것이 최초다. 덕수, 삼각산, 신림, 석

관 중학교 등에도 교육이 확산됐다. 이런 교육적 확산

을 통해 MIE의 저변은 넓어지고 최근엔 정부 주관의

여러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MIE 연구분석의 사례로서 탐색할 대

상은 여러 MIE의 교육사례 중에서도 2015년 실시한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MIE 캠프>다. 선정이유는 우선

단일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중학생 160명에 달

하고 또한 교육 전후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효과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하고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15주차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연 2

회 운영했다. 지역은 광명, 청주, 광주, 파주 등 4개소로

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전후 설문을 실시했다.

이 연구조사의 분석을 위해 SPSS 14.0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MIE 캠프’가 청소년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사후검증방식으로 ‘Scheffe’ 방식의 변량분석(ANOVA)

방식이 사용됐다.

설문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됐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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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사전 14.04 2.92

9.172***

사후 18.04 3.08

표 4. 설문지

Table 4. survey

전혀 그렇지 않음 – 1 / 그렇지 않음 – 2 / 보통 – 3

/ 그렇다 – 4 / 매우그렇다 - 5

나는 이것저것 배우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공부가 재밌고 숙제를 좋아한다. 1 2 3 4 5

공부에 방해되는 것(TV등)과

사람을 제어할 수 있다.
1 2 3 4 5

많은 친구들 앞에서도 발표 잘 한다. 1 2 3 4 5

멀티미디어를 통해 표출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질문 등을 월별 개별 면담을 통해 순차적 점검하고 이

를 기록해 학습에 대한 점진적 향상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설문조사를 교육 전후로 총 2회 실시해 참여 학생들

의 학습능력과 리터러시 등을 지수화하고 참여 학생

50%이상 향상을 목표로 했다.

Ⅲ. 연구결과

1. 양적조사 결과

‘MIE캠프’가청소년의학습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Table 5. A pre- and post-group examination of youth learning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

에있어서는평균(M) 14.04, 표준편차(SD) 2.92로나타났

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평균(M) 18.04, 표준편차(SD)

3.08로서 ‘MIE 캠프’를 실시한후학습에대한점수가높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172, p<.001). 따라서

‘MIE 캠프’를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습 증진에 긍정

적인효과가있음을의미한다. 사전검사와사후검사점수

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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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pre- and post-examination on

learning.

2. 질적조사 결과

이번 MIE 교육에 참가한 교사들은 “사진, 영상, 사

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자아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교사 A씨는 “다른 학생들의 다양

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사고의 폭

이 넓어졌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켜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경험을 부여했다”

고 교육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에 매우 만족하며 “자기주

도적인 사진촬영 및 편집을 통해 자기결정 능력이 증진

되었다”며 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속마음을

표출함으로써 치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

도 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의 또 다른 효과로 글쓰기를 내세

웠다. 그들은 MI가 작문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평소 글쓰기 뿐 만 아니라 읽기까지도 싫어

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영상을 가지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를 쓰려 했다. 영상을 글쓰기에 접

목시키는 것은 작문에 약한 아이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학생 B군은 “글을 쓸 때 항상 막막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찍은 구체적 이미지를 눈앞에 보니 생생하게 내가

느낀 것을 글로 옮길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렇게 영상이 갖는 시각적 구체성 때문에 MIE는

상급 레벨의 작문실력을 갖춘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창

의성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교육을 기획한 C교수는 “통합적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

해다양한학습의기회를갖고영상언어의리터러시능력

이향상되는좋은계기가되었다”고교육전반을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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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9년 영산대힉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Ⅴ. 결 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습을 위한 교육으로

가장 적합한 미디어가 바로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다. 이제는 멀티미디어 교육이 단지 기존교육의 보조수

단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달성하는 교육의 핵심으로

서 모든 학습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모종의

공감대와 자신감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대사회 자체가 멀티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영상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의 교육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입장에 놓여있다. 종

래의 교육이 지식에 대한 실용적 기반의 교육이었다면

영상교육은 사운드와 텍스트 등 다른 미디어와의 융합

을 통한 멀티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인간의 교유한 덕성

을 계발하면서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

는 교육으로의 변환인 것이다[12].

영상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리터러시는 이제 개인의 언어 기술적 문해의 문

제가 아니라 그 개념을 확장시켜 인간의 사고와 정서까

지 형성하는 문화사회적 차원의 담론으로 이어져야하

기 때문이다[13].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미디

어의 목적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결국 언어적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언어와 의

사소통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받

는다. 국어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의 메시

지 분석이 포함되어 있듯이 영상미디어 리러터시 교육

은 국어시간처럼 필수적인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영상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이론에 그

치지 말고 실기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한다. 직접 영상

미디어를 만드는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책

임감과 협동심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예술을 통한 문화 활

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소통의 단계를 거치면서

비판적 이해능력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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