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Ⅳ-3>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대중예술론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3 강 의 실 수강대상
방송영상학 

전공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문화를 연구하고, 대중문화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저 단편적 지식과 현학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는 없다. 

문화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대중문화를 통해 나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문화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의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의 대중예술과 사회의 상호 함수관계를 알아보고 문화예술에 대한 객관적 고찰을 통

해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예술이 미치는 의미와 영향과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대중예술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향상시킨다.   

대중예술이 갖는 ‘재미’와 ‘감동’이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예술’로 인식하고 나아가 

대중예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대중예술을 사회문화 기능론적 관점에서 적극적으

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출판사, 2014

◦ 부교재 :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3, 인물과 사상사, 2006 (2012 12쇄)

◦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년도별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년도별 콘텐츠산업백서 외 연도별, 장르별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년도별문화산업백서 외 연도별, 장르별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고영수 외 2,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2016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 대중문화의 발생과 문화와

의 관계

◦강의목표 : 강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과제를 위한 그

룹형성의 시간을 갖는다. 문화의 기원, 예술, 역사와 사

회적 관계와의 연계와 관련성에 논한다.

◦강의세부내용 : 대중예술론의 오리엔테이션 및 조별 그

룹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주교재 (pp 15~37) 

사진 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문화에 대한 논의

새로운 세대에게 문화는 그대로 삶이며 정치이며 축제이

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에너지를 어떻게 현실의 사회 개

혁과 진보의 역동성으로 수렴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와 현대사회

문화는 예술이나 문화산업, 미디어 등 눈에 보이는 영역

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양식이며 



상상력과 창조력이고 사회적 욕망과 욕구의 체계이다. 그

런 의미에서 문화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

의 내용과 형식, 가치와 욕망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체계가 변화한다는 의미에 대해 논의

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2 주

1

◦강의주제 : 대중예술과 문화예술의 개념

◦강의목표 : 대중예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정리를 정

리해 본다. 

◦강의세부내용 : 문화의 개념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이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

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의 산물 그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

적 산물이 포함된다. 흔히 문화를 정치나 경제와 구별되

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바로 경작과 재배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문화는 

자연에 대응하여 생존하고자 한 인간의 생존본능과 생산 

활동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결국 그토록 엄청나게 광범위한 인간적 산

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과정에 이해해 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주교재 (pp 37~59)

사진 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2

◦강의세부내용 : 역사적 산물로서의 문화의 변화

시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관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정

의가 다른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들을 

두고 인간들이 벌이는 는 권력 다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간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란 결국 모든 인간적 산

물들의 소유와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고 결국  문화를 둘

러싼 다툼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두고 인간들 사이의 투

쟁의 영역, 권력과 소유와 권위를 둘러싼 투쟁의 영역, 

더 그럴듯한 표현으로 지적 헤게모니(Hegemony) 갈등의 

장이라고 하는 까닭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대중문화의 개념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하려는 시

도는 언제나 다양한 반론과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문화연구의 사례들을 보아고 대중문화

는 그것에 대립하는 상대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져왔다. 파퓰러 컬쳐 (Popular Culture)는 그것

을 논하는 사람에 따라, 고급문화, 민족문화, 대량문화, 

지배문화, 노동계급문화, 민족문화 등등 다양한 범주의 

상대 개념이 되어왔다. 어느 편이건 대중문화는 긍정적이

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규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

중문화는 사실상 '비어 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대중문화

를 애써 정의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다양한 문화 담론 속



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3 주

1

◦강의주제 : 사회발전 속에서의 대중예술

◦강의목표 : 사회 속에서의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세계화 속의 다양성으로 인한 대중예술

의 발전과 한류와 k-pop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적 의미를 

파악한다.

◦강의세부내용 : 현대사회와 대중문화(예술)

대중문화 속에는 그 사회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

정,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산물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이 

다수 대중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

다. 즉 텍스트의 생산, 생산된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의 

수용 (혹은 소비)라는 세 가지의 층위가 대중문화라는 사

회적 현상 속에 복합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주교재 (pp 229~331)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로서의 대중문화

(예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예술 교육은 거의 전적

으로 고급문화의 가치관에 따르고 있고 문화에 관한 사회

적 담론, 예컨대 문화예술에 관한 언론보도, 비평 같은 

것들 역시 대부분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기저에 깔고 있

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팽배해 있는 고급문

화 중심의 미적 관점이 결코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관점과 현재 사회적 부는 대중예술의 팽창과의 

관계, 한국사회의 이슈인 한류에 대해 논의해 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사회적 위차와 문화예술적 취향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위치와 예술적 취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밝히면서 문화적 ,미적 판단의 기준은 결코 절

대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단

지 기존의 사회적 차별성을 고정시키고 합리화하는 방식

일 뿐이라는 말이다. 문화예술의 가치나 미적 기준에 대

해 어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미적 기준이란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습

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적 내용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4 주 1

◦강의주제 : 문화의 혼성과 정체성을 통한 대중예술의 

대두

◦강의목표 :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문화의 교차와 쌍방

향의 교류 및 혼성 등을 통한 대중예술의 시초가 되는 이

론들을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 18세기 기술의 발달과 문화의 혼성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발생되

는 세계화와 문화적 혼성에 대한 특히 다문화 디아스포라

주교재 (pp 61~109, 

pp 115~227, pp 391~443)

관련사진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와 같은 이론에 대해 논의해 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2

◦강의세부내용 : 자본주의의 대두와 대중문화(예술)

 대중문화라는 장은 서로 다른 세대, 계급, 성별, 지역

을 가진 수많은 사회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 부딪치고 

갈등하며 타협하는 장소이다. 특히 문화 정체성 갈등의 

주요한 요인은 계급이라는 변수이다. 사실 문화는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대중문화는 그 속에 자본주의적인 가

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삽입함으로써 대중으로 하

여금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정서의 내면화에 

대해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이데올로기적 대중문화(예술)의 발달

대중문화 비판자들이 말하는 현실도피(Escapism), 마취 

     (Narcotization)의 기능이 그런 것이다. 즉 대중문

화의 생산을 결정하는 원리가 반드시 경제적인 요소만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이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원리라 할 수 있다. 자본주

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질서에 순응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문화가 그런 역할을 담당

하며 다양한 발생하는 예술적 사조도 생산해 내는데 이러

한 키치적 문화와 팝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대중문화의 발

전적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5 주

1

◦강의주제 : 거대자본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속 사회 변

화

◦강의목표 : 매스미디어 발달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대

중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대중문화(예술)

매스미디어와 대중예술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양한 미

디어의 수단이나 도구의 발달과 함께 전통적인 매스미디

어에서 진화하는 현대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

보들은 대부분 대중예술이라고 불리우는 메시지이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면미하게 구조화된 형태를 띄며 폭 넓

게 대중들에게 노출된다. 또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보통의 

예술을 보편화시키며 대중화시키고 세계화라는 의미를 확

장시킨다. 

 따라서 문화의 진화 속에서의 보편화에 세계화하는 현

상에 대해 논의   해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주교재 (pp 109~113)

부교재 (pp 136~196,

 pp 212~265)

관련사진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사회 속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예술)

의 영향

매스미디어와 대중예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헌하는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회에 기여하는지에 알아보고 매스미

디어와 대중예술의 복잡한 기능 중 하나인 보상



(Compensation), 즉 긴장과 이완감의 제공, 대리경험 등 

다양한 기능적 내용에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대중문화(예술)의 거대자본과 문제점

(단점)

사회지식인과 대중예술과의 관계, 그 속에서 매스미디어

가 사회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 중의 최상의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대중의 취향을 타락시키

고 부패시키며, 값싸고 오락만을 즐기는 수용자를 생산해 

낸다는, 거대자본에 휩쓸려 사회적 정의감과 공공성을 잃

어가는 현상 같은,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단점에 대해 논

의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6 주

1

◦강의주제 : 문화행정과 대중예술정책

◦강의목표 :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이해하

고 그 중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 알아

본다.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정책의 필요성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국가가 문화예술과 대중예술을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의도와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참고자료 1, 2, 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관련 사진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중앙정부(문화부) 변천과 문화산업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역사적 변천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산업정책에서 대중예술정책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국가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정책과 대중

문화정책

각 정부별 문화정책을 확인하고 각각의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제 7 주

1

중간고사2

3

제 8 주
1

◦강의주제 : 문화산업의 이해

◦강의목표 : 무한경쟁시대에서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

치를 알아보고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

한다.

◦강의세부내용 : 산업화와 대중문화(예술)의 관계

대중예술로서 산업화되어가는 문화산업의 다양한 영역의 

확장과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지적재산권으

로서의 대두와 함께 문화산업 이론과 현황전반에 대해 알

아본다. 또 문화소비자와 문화산업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부교재 (P127~133,

P197~209)

참고자료 2, 3

관련 동영상 자료 (YTN)

사진 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다큐멘터리 ‘YTN스페셜_ 문화산업이 



미래다’ 3부작 관람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 중 캐릭터, 게임 등 디자인산

업 토론 및 발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캐릭터, 게임, 관광 

산업

제 9 주

1

◦강의주제 : 음악산업의 이해

◦강의목표 : 문화산업 중 음악산업에 대한 정의 및 현황

과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한다.

◦강의세부내용 : 음악산업의 개념 및 정의

  2014년 현재까지 다양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나타났

는데 특히 K-Pop인 음악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강

화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음악 분야의 세계적인 

‘싸이 열풍’으로 유투브 조회 수 역대 전 세계 동영상 

최다 조회 1위에 올랐다. 이에 현 음악 산업에 대한 정의

와 이해 및 한류와의 관계를 짚어보고 P2P를 통한 음악 

산업의 저작권침해와 산업적 여파와  피해사례에 대해 알

아본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부교재 (pp 116~126)

참고자료 2, 3

관련 동영상 자료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다큐멘터리 ‘한류와 K-Pop’ 관람

국내외 음악 산업의 시장 현황과 트랜드에 대해 이해한

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 중 음악산업 토론 및 사례발

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음악산업

제 10 주

1

◦강의주제 : 공연산업의 이해

◦강의목표 : 문화산업 중 공연산업에 대한 정의 및 현황

과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한다.

◦강의세부내용 : 공연산업의 개념 및 정의 

기존의 뮤지컬시장부터

     K-Pop의 선전으로 음악공연시장까지의 확장과 더불

어 공연시장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참고자료 3 

관련 동영상 자료 (YTN)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다큐멘터리 ‘YTN사이언스_ICT포커스_ 

공연예술 분야에 활용되는 ICT기술은’, ‘디지로그’관

람

국내외 공연산업의 시장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 이해한

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 중 공연산업 토론 및 사례발

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공연산업

제 11 주 1

◦강의주제 : 영화산업의 이해

◦강의목표 : 문화산업 중 영화산업에 대한 정의 및 현황

과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한다.

◦강의세부내용 : 영화산업의 개념 및 정의 

부교재 (pp 76~115)

참고자료 2

관련 동영상 자료

(e-채널, JTBC, YTN 



영화산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스크린쿼터제

도와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스크린독과점관련 동영상)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스크린쿼터와 국내 영화산업 현황 및 

트랜드

 국내외 영화산업의 시장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 이해한

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 중 영화산업 토론 및 사례발

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영화산업

제 12 주

1

◦강의주제 : 방송산업의 이해

◦강의목표 : 문화산업 중 방송산업에 대한 정의 및 현황

과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한다.

◦강의세부내용 : 방송 및 방송산업의 개념 및 정의 

방송에 대한 이해와 방송 산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

아보고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로 인한 한류에의 합류를 통한 방송 산업 영역의 확

대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콘텐츠의 창의역랑강화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부교재 (pp14~74)

참고자료 2

관련 동영상 자료 

(e-채널)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다채널 및 국내방송산업의 변화와 트랜

드

국내외 방송 산업의 시장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 이해한

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 중 방송산업 토론 및 사례발

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방송산업

제 13 주

1

◦강의주제 : 저작권의 이해

◦강의목표 :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해 포괄적 개념을 알아본다.

◦강의세부내용 : 문화산업과 저작권(지적 재산권)

저작권법의 필요성과 앞으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알아보

고 대처해야 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저작권 동영상 관람 (한국저작권위원회 홍보영상, K-TV

시사뉴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참고자료 2 

관련동영상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K-TV)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저작권의 용어적 개념 및 법적 개념

저작권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어적 개념과 법적 영역에

서의 저작권과 인접저작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저작권 현황 및 현장사례 토론 및 발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문화산업별 저작권 1

 (음악, 공연산업)

제 14 주 1 ◦강의주제 : 저작권 현황 사례 참고자료 4 



◦강의목표 : 저작권 분쟁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이해를 

높인다.

◦강의세부내용 : 저작권의 각 분야별 침해사례 토론 및 

발표

 영상, 미디어, 방송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현장을 이해한다. 1_ 영상 및 미디어 /  2_ 공연, 

음악 등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관련 동영상 관람 (KBS)

PPT

빔 프로젝터,

노트북

2

◦강의세부내용 : KBS 다큐멘터리 관람

KBS 스페셜 ‘문화의 질주’10부작 중 10편 _ 문화강국

의 조건, 상상력이 힘이다. (2006년 작)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3
◦강의세부내용 : 저작권 현황 및 현장사례 토론 및 발표

◦수업방법 : 강의, 질의응답, 개별 리포트 발표

* 레포트 

: 각 문화산업별 사례 

: 문화산업별 저작권 2

 (영상산업_영화, 방송)

제 15 주

1

기말고사2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20 % 20 %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교재들을 PPT 자료로 새로 구성하고 영상미디어자료를 통한 이론강의 및 토론과 발표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모든 학생이 토론과 개별발표를 통해 참여하고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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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