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Ⅲ-3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강의시간

영상미학
3시간

학점
강 의실

3
-

교․강사

교․강사명
수강대상

전화번호
방송
영상학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미와 영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회화에서 사진으로 이어지는 정지된 이미지는 물론이고
‘움직이는 이미지’에 이르는 매체의 발달에 따른 영상미학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한 심층적인 영상분석을 통해 영상미학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 매체에 합당한
표현방식과 미적표현에 대해 살펴보고, 각 매체의 서사적 측면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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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오몽편·이용주역(2003) 영화미학 동문선
부교재 : 오세인(2004) 영상매체란 무엇인가-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화와 영상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정헌(2013) 영화역사와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성수(2005) 디지털 영화의 미학 문화과학사
참고교재 : 로버트 스탬·이수길외역(2003) 어휘로 풀어보는 영상기호학 시각과 언어
백선기(2003) 텔레비전 영상 기호학 미디어24
이인화외(2006) 디지털 스토리텔링 황금가지
오병남(1996)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미학과
A.리샤르·백기주역(1995) 미술비평의 역사 열화당
수잔 손택·이재원역(2005) 사진에 관하여 시울
한창원(2003)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한울
참고논문 : 오원환외(2010) ｢소프트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상미학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SBS문화재단
조용선(2013) ｢TV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미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영상교재 웬디 애플 <최첨단 편집-영화편집의 마술> 워너브라더스코리아, 2004
고레에다 히로카즈 <원더풀 라이프> 블랙하우스, 2005
자크 타티 <플레이 타임> 에이스필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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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강의주제 : 과목개요 및 영상과 미의 정의
◦강의목표 : 영상의 의미와 미의 개념 및 의미에
1

대해 살펴보고 미학의 구성요소인 ‘아름다움’과

영상매체란

‘예술’에 대해 살펴본다.

무엇인가?

◦강의세부내용 : 과목 개요 및 영상의 광의·협의

pp.58-67

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미의 개념 및 미의 광의·협의의

제1 주
2

의미를 미의 상대적인 개념인 ‘추’와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예술의 본질과 정의, 회화를 통한

3

예술의 具象과 抽象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주제 :미학의 성립과 미학의 역사

미학강의
pp.36-69

미학강의
pp.391-457

◦강의목표 : 미학이란 무엇이고, 미학의 역사와 철
1

학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강의세부내용 : 미학의 기본개념과 용어들에 대해

미학강의
pp.28-35

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고전미학, 중세미학, 근대미학의

제2 주
2

특징과 현대미학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인 예술철학,
예술학, 비평철학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현대미학의 대상의 하나인 영상미

3

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주제 : 회화와 사진 매체의 특징과 미학

미학강의
pp.27-69
미학강의
pp.185-222
pp.281-310

◦강의목표 : 사진 매체의 미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
펴본다.
1
제3 주

◦강의세부내용 : 미술사의 미학적 발전과 회화작품
분석을 통해 구상과 추상의 미학의 특징에 대해 살펴

미술비평의 역사
pp.13-54

본다.

2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사진이론의 변화에 따른 미학의

사진에 관하여

변천과 사진작품을 퍼스의 도상, 상징, 지표개념으로

pp.15-256(요약

분석한다.
◦수업방법 : 강의(질의/응답)
◦강의세부내용 : 영상분석의 방법으로 기호학의 개
3

념에 대해 살펴보고,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개념으로
사진작품을 분석한다.
◦수업방법 : 강의(질의/응답)
◦강의주제 : 영화의 역사와 리얼리즘/표현주의 영화
미학

1

◦강의세부내용 : 영화의 역사와 영화의 리얼리즘/표
현주의 미학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

제4 주

강의록)
어휘로 풀어보는
영상기호학
pp.4-53
영화 역사와 미학
pp.1-152
DVD <원더풀

라이프> 일부 감상
◦수업방법 : 강의/DVD감상
◦강의세부내용 : 리얼리즘 영화미학의 특징과 핵심 영화 역사와 미학

2

표현법인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표현주의(형식주의, 아방가르드) 영

3

화미학의 특징과 핵심표현인 몽타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주제 :영상의 시·청각적 구성요소와 미학적

pp.1-12
pp.51-62
영화 역사와 미학
pp.13-50
pp.63-92

기능
◦강의목표 : 영상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미장센, 촬영, 편집에 대해 살펴보고, 각 미학적 기능
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강의세부내용 : 미장센의 의미와 화면구성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프레임을 구
성하는 쇼트의 사이즈, 카메라의 앵글, 프레임 내부의

영상의 이해
pp.25-71
DVD<플레이타임>
일부감상

컬러, 조명, 등장인물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미
학적으로 기능하는지 알아본다.

제5 주

◦수업방법 : 강의/DVD감상
◦강의세부내용 : 영상의 청각적 구성요소에 해당되
2

는 대사와 내레이션,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이 어떻게
미학적으로 기능하는지 알아본다.

영상의 이해
pp.175-206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영상편집의 역사와 기능, 편집의
3

이론과 사운드 편집 등이 어떻게 미학적으로 기능하
는지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DVD감상

영상의 이해
pp.119-173
pp.207-209
DVD<영화편집의
마술>

일부 감상
◦강의주제 :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영상과 관객
그리고 영상기호학을 통한 영상분석의 실례
◦강의목표 : 영상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커뮤니
케이션 도구로서의 영상의 개념과 영상언어의 개념에
1

대해서 살펴본다.
◦강의세부내용 : 영상언어의 개념의 변화와 일반언

영화 미학
pp.193-232

어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영상의 고유한 코드에 대해
서 살펴본다.

제6 주
2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따른 관객의

영화 미학

이중적 동일화-재현단계의 주체와의 동일화와 등장인

pp.213-232

물과 재현된 것의 동일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어휘로 풀어 읽는
<살인의 추억>을 관객과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영상기호학
pp.234-342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텍스트 내부의 코드들의 관계인
구조주의적 영상기호학, 영상과 관객의 관계 사이의
주체의 문제를 다룬 정신분석학적·영상기호학, 관객
3

을 둘러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관계를 통해 영상
을 분석하는 마르크시즘적 영상기호학으로 <살인의
추억>을 분석한다.

영화 미학
pp.313-342
DVD<살인의 추억>
일부감상

◦수업방법 : 강의/DVD 감상
제7 주

1
2
3

중간고사
◦강의주제 : 텔레비전 매체의 특징과 미학적 기능
◦강의목표 : 텔레비전은 개인적 시청, 공익성과 사
회성이 강조되는 매체로 일상과 문화의 경계를 와해
시키는 매체이다. 이러한 텔레비전 매체의 특징을 개
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다.

제8 주

1

텔레비전 영상

◦강의세부내용 : 생방송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기호학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스의 본질과 개념, 유

pp.29-149

형, 구조,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제 뉴스가 담고 있는 서사·의미·담론 구조
를 살펴본다.
2

◦수업방법 : 강의/토론
◦강의세부내용 : IMF이후 제작비 삭감의 노력으로

｢‘소프트

저널리즘 영역이 아닌 인물과 정보, 오락이 결합한 형
태의‘소프트다큐멘터리’프로그램(<VJ특공대> 등)이 다큐멘터리’장르의
대중화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스타일과 감각에 대
한 미학적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토론
◦강의세부내용 :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이 사용되
면서 미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

예능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의미와 화면구성에서 자막
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토론
◦강의주제 : 디지털 매체의 특징과 디지털 미학

영상미학 연구｣
pp.103-139

｢TV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미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pp.44-49

◦강의목표 : 이미지의 역사와 시뮬라크르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탄생과
1

원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란 무엇인가?
◦강의세부내용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과 영상

영상의 이해
pp.308-312

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미지의 역사
와 원본과 복사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9 주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뉴미디어의 탄생과 원리, 올드 미
2

디어와 뉴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뉴미디어의 특징인 상호작용성과

3

가상이미지와 가상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주제 :애니메이션의 매체적 특징과 미학적 고

영상의 이해
pp.313-317
영상의 이해
pp.318-327

찰
◦강의목표 : 애니메이션 표현의 특징과 미학에 대
1

해서 이해한다.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강의세부내용 :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일본식 셀

영상전략

애니메이션과 할리우드식 합성 애니메이션의 특징에

pp.15-24

대해서 알아본다.

제 10 주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애니메이션의 사이버스페이스와
2

버추얼 미학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3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pp.261-273
◦강의세부내용 : 애니메이션 미학에 적합한 스토리 디지털 스토리텔링
텔링 창작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pp.102-134

◦수업방법 : 강의
◦강의주제 : 디지털 매체의 특징과 디지털 미학
◦강의목표 : 이미지의 역사와 시뮬라크르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탄생과
1

원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란 무엇인가?
◦강의세부내용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개념과 영상

영상의 이해
pp.308-312

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미지의 역사
와 원본과 복사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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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뉴미디어의 탄생과 원리, 올드 미
2

디어와 뉴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뉴미디어의 특징인 상호작용성과

3

가상이미지와 가상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수업방법 : 강의

영상의 이해
pp.313-317
영상의 이해
pp.318-327
디지털 영화의

◦강의주제 : 디지털 영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미학
적 특징

미학
pp.141-148

◦강의목표 : 디지털 매체에 어울리는 표현방법은
1

무엇인가?

*과제물 : 각자가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영화의 가치와 시뮬레이션 선택한 영상작품의
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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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적 특징과
미학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이미지의 프레임, 시점, 몽
2

타주를 아날로그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디지털 매체에
적확한 표현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매체의 미학적 사유방법에

3

대해서 토론한다.
◦수업방법 : 토론
◦강의주제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미학적 고찰

디지털 영화의
미학
pp.198-228
디지털 영화의
미학
pp.229-282

◦강의목표 : 디지털 매체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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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인가?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창작방법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pp.12-38

대해서 알아본다.
2

◦수업방법 : 강의/토론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장르 디지털 스토리텔링

에 대해서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실제 작품
3

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따른 영상의 표현
과 미학의 변화를 살펴본다.

pp.39-49

<공각기동대>와
<아바타>일부감상

◦수업방법 :강의/DVD감상
◦강의주제 : 게임스토리텔링과 게임 미학
◦강의목표 : 게임의 정의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분석
1

◦강의세부내용 : 로제 카이와의 놀이의 개념을 통
해 현대 디지털 게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디지털 스토리텔링
pp.58-70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현대 디지털 게임에 적합한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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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 텔링에 대한 이해와 교재에 나와 있는 게임의 분 디지털 스토리텔링
석을 통해 게임 서사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pp.71-80

◦수업방법 : 강의
◦강의세부내용 : 게임스토리텔링의 원리와 현대의
놀이의 개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디지털 장치에
3

서 이루어지는 게임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pp.81-101

◦수업방법 : 강의/토론
1
2
기말고사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20 %
20 %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 : 다양한 사진과 영상자료 및 PPT를 활용해 흥미와 집중도를 유지하고, 교육내용을 쉽
제 15 주

게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입각해 영상물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영상물을 창작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을 함양한다.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강의주제에 대한 토론을 수업 말미에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와 강사, 학습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상태 점검과 함께 학습효과를 높인다.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9. 강의유형
이론중심(✔),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