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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영상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준버물

● 교사: 교과서, 참고 작품(멀티미디어 관련 현대 미술 참고 사례) 등● 학생: 교과서

■ 창의 ·인성 키우기의 주안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멀티미디어
● ㅊH로운 주제 선정과 화면 구성

영상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및 새로운 영상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 습  전 개  L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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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참고 사항I유의점

● 다양한 영상 표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 편성 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형식을 설명하고
.

학생들이 각자의 주제에
맞도록 형식을 선정, 응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 리

평가 항목

● 재미있고 자유롭게 발표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 ·인성

주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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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화면 구성을 통해 흥미와 영상 표현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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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스스로 학습에 대한 의욕과 감정 이입을 통한자기 주도적 사고를 기른다.

爀ⅱ

● 멀티미디어의 개념과 종류,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영상 작품과유튜브를 감상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영상과효과에대해이해한다.

● 멀티미디어 영상스토리 구성 방법에 대해 이해하며 동기 유발을 한다.

●흩졀휼晳琶:쭐

1뭏
j奚큐챠熹梟글品곱

뼈영健삐한憙훗
영한다

프쁘 스브 쁘 Ξ 
등 의견을 교환한다.

〈멀 티미디어 영상 제작 과정〉

프ξ풍宙 르휩⅝즛1=ξ二彗뭏亘푹

셉트설정→영상려 →영상뀨 →영상작업→영상:˙편집

〈멀티미디어 영상 제작하기〉
● 모둠 편성을 위한 토의를 한다(성격, 능력, 특성 등을 고려).● 모둠별로 영상 제작 월별 계획서(스케줄)를 작성한다.● 제작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의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기승전결을 바탕으로스토리 보드 작업을 통해전체적인 스토리의구성과 장면의주요 이미지, 등장인
물, 주변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스토리 보드를 기준으로 캐릭터와 배경을 제작한다.● 비디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틀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D 촬영을 모두 마치며 ㅅㅌㅚ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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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리에(Chevalier, MiguelH 959˜  /멕시코 —--¸  프랑스) 세상의 기원 (2013

년 작/미국 피츠버그)

가상의 회화 이미지가 끊임 없이 흐르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반응하여 이미지가 물결치듯 흘러간다. 이 작품은 ‘파워 픽 셀

(Power Rxds) 2015’
 
전시회 출품작으로 스스로의 생성과 관

람객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비 트윌 타이 (미 디어/가변 크기/201 1 양탄자의 무늬는 프랙탈 무늬와 이슬람 문화
년 작)—디지털 문화의 특징인 ∪SB, ON & 권의 전통 장식이 합쳐진 듯한 기하학적 무늬
OFF 등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상호 작 이며, LED를  활용하여 밝은 빛을 발산한다
용을 한다.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10 전시 부스(한국)

‘서울 디자인 올림 픽 
’은 디자인을 통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마련되 었다. 세

계 디자인 수도의 첫 공식 지 정 도시로서 개최한 국제적 인 디

자인 행사이다.

● 헤더윅 (Heathe㎚ ick, ThomasΠ  970  ̃/영국) 시투터 리 (2010년 작)

‘시투터리 (Sikυteⅱe) ’는 내̇부의 빛을 외부로 전달해 주는 구

조물’이다. 이 광학 막대는 낮에는 햇빛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밤에는 내부의 광원을 외부로 발산한다. 오묘한 빛을 은은히

내쁨는 이 큐브는 바람에 서서히 흔들리며 환상적 인 분위기

를 연출한다.

● 오피(Opie, JulianH 958˜  /영국) 서울 스퀘어 미디어 캔버스(LED/99 ×

78rn/201 0년 작)

‘서울 스퀘어 미디어 캔버스’가 상업 광고를 일체 배제한 순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화폭이 된다. ‘미디어 캔버스’로 이름

붙여진 서울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는 거리에서도 예술 작품

을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의 벽을 없애는 데 기여하였다.

● 한국 잡월드 직업 체험관(2012년 설치/한국)

직 업 체험관에서는 손 그림자를 이용하여 화면을 제어할 수

뗘  창의·인성 키우기 '

다양한 영상 gH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 里차.

ⅡΠⅡ罫∃ 영상 매체의 영향

영상 매체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접하고 있다.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스팸 메일이나 스팸 동영상, 사진 등 우리가 원

하지 않는 해로운 영상들이 주입되는 등 영상 매체가 항상 이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만은 어니다.

영상 매체의 발달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스ㄷ L트픈二—

같은 영상 매체에 푹 빠져 있다. 그러나 영상 매체를 저I외 한 二—른 =- i

들과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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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ㅣㅈ隘해설 교과서 149쪽

있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고, 직업의 모습과 다양한 직업의
종류, 직 업의 가치 등의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신의 진로를 체험하거나 퀴즈를 풀면서 관심 직 업 이나 흥미
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첨단 과학을 활용한 체험
시설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을 준다.

醱 우리 몹은 어떻게?(경기도 어린이 박물관/20' '년  개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박물
관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어린이들에게 자기 주도적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揮 낙동강 음악 분수(설치/둘레30m, 높이 30m/2009년 개관/한국)

나도강 음악 분수’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높이 1(㏐까지 시
원하게 쁨어 내는 물줄기가 직선과 곡선으로 움직이며, 다양
한 색상과 형 태를 가진 레이저 쇼가 조화를 이루며 환상의 볼
거 리를 제공한다.

● ● 여N粗韆 교과서 150˜  151쪽

=납준·gB2∼ 2006/한국 ·미국) 요셉 보이스(265×  '88× 95cm/'990년
 작)— =二 〓

'슬
가 오셉 보이스는 조각, 드로잉, 설치 미술, 행위 예— —二I =느 ::=한

 간픈 활동을 하였다. 요셉 보이스는 타타르 족의Ξ :I-Ξ - ≡트 컫—으로 그를 치료하였는데, 이는 후에 그— :-. —三— ÷으
=} T∵

르▼ι 된다.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지방, 에너지를 보존하여 따뜻함
을 지닌 폘트를 이용하여 예술로서 개인적, 사회적 상처를 치
유하고자 하였다. 우연한 기회로 만난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
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 활동을 하였다. 백남준
은 요셉 보이스를 의미하는 요소와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자
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요셉 보이스를 형상화하였다.

醱 자석 ㅜV(' 7인 치흑백 텔레비전과 자석, 무성/72.' ×48.9× 62.2cm/1965년  작)

ㅈH TV는  관객들이 외부에 매달아 놓은 자석을 움직 일 때마
다 전자 시그널의 이미지가 방해를 받도록 회로를 변경해 놓
은 것이다. 백남준의 의도대로 관객의 참여로 인해 추상적이
면서도 아롬다운 패턴이 텔레비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써 간단한 원리로 화면을 조작하여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
내는 비디오 아트의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TV 안경을 끼고 TV 첼로를 연주하는 무어만(행위 미술/197' 년 작)

첼리스트 무어만을 위한 작품이다. 플래시 글라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첼로 3대로 구성되었다. ‘τV 첼로’의
수상기는 비디오테이프, 생중계되는 폐쇄 회로 비디오, 그리
고 τV 영상을 보여 주며, 때로는 첼로 현과 연결되어 이미지
와 전자 음향 사이의 상호작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무어만은
19刀년 백남준의 이 비디오 작품을 일컬어 “1600년 이래 첼
로 최초의 진보”라고 말하였다.

● TV 부처 (청동, 조각, 모니터,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 폐쇄 회로 비디오 설치/

'974년
 작)

이 작품은 텔레비전 뒤에 놓인 카메라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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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 부처가 주된 모

티프이다. 1974년  쾰른 현대 미술관의 퍼포먼스에서는 백남

준이 법 의를 걸치고 부처 대신 등장하기도 하였다. 폐쇄 회로

로 인해 카메라와 모니터의 긴장된 관계가 설정 되고, 직 접 적

이고 단순하며 강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양

의 과학 기술과 동양의 명상 세계가 접목된 이 작품에서 심오

한 명상의 세계마저 테크놀로지로 재현될 수 있으며, 차가운

테크놀로지가 인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시리우스
" 990년

 작)

시리우스(Sⅱus)는  큰개자리에서 으뜸가는 별, 하늘에서 보이

는 항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다. 백남준은 이 작

품을 통해 다양한 환경 에 자신의 아이콘을 적응시키면서 발

전시켜 나갔다.

●̇
' 두 명의 교사(I 991 년 쟉)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두 명의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

고 있다. 한 명은 그의 경 기 중학교 음악 선생님 이었던 신재덕

(申載德, 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 대학 학장, 1989년  작고) 이

었는데, 선생은 백남준에게 피아노뿐 아니라 작곡과 성 악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였다.

다른 한 명은 존 케이지Uohn Cage/1912∼1992/미 국)로서

1958년 그와의 운명 적 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예술 인

생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된다. 케이지는 서양 음악의 옥타브라

는 제한된 음가(剖賈)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아노, 바이올

린 등의 악기가 내는 소리만을 음악의 영 역으로 설정하는 고

정 관념에 대하여 반기를 든 가장 적극적 인 음악가이다. 그는

백남준의 예술에 정신적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개념적 인 기

초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渟 동대문(1992년 작)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은 매우 혁신적 인 예술의 형 태와 내용

을 내포하고 있다. 백남준의 설치 작업은 영상 이미지의 창조

와 수상기의 조각적 구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백남준이

장치한 τV는 주로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경 시켜 방송 이

미지를 왜곡시키거나, 브라운관을 조작하여 스크린에 추상적

선묘를 창출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

臻 비디오 스쿠터(텔레비전 모니터, 라디오 케이스/ 182 × 195.6 × 195.6cmI1994

년 쟉)

스쿠터를 의인화한 ‘비디오 스쿠터’는 실제 스쿠터와 20개 의

τV를 결합하여 만든 비디오 조각이다. 바닥에 놓인 τV 화면

에서는 도로 이미지가 송출된다. 살아 있는 수탉과 오토바이

를 무대 위에 등장시켜 생음악을 연주했던 초기 행위 음악의

비디오 아트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자 음악을 전자 비

전으로 확장시킨 백남준의 태동을 감지할 수 있다.

φ 호랑이는 살아 있다(2000년 작)

이 작품은 높이 567㎝ 1의 첼로와 577crn의 월금(月
 琴: 비파

모양의 악기)으로 구성 되었다.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 57개를

통해 호랑이의 기상과 생명 력을 표현하였다. 

˛
호랑이는 살아

있다(Tlger lives)’는 한반도에서 분단국으로 살아가는 남북의

사람들은 아직도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1999

년 12월 꾜일 자정부터 ZOOO년  1월 1일 위성 아트로 선보였

다. 만담 속의 호랑이는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도 많지

만 친근한 동물이기도 하다.

懺 ‘네온 TV’
 
시리즈

˛
네온 τV 연작은 소품이지만 백남준의 예술 철학이 돋보인

다. 그가 늘 주장하는 예술의 인간화, 기계의 생명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접 시 = 안테나(60 × 60 × 25cln/1990년 작)

— 공산주의의 종말(57 × 62 × 2¸σn/19엇〕년 작)

— 버튼(5" , 64 × 25cln/19엇 )년 작)

1 — 사랑은 10,000마일(60 × 60 × 25σn/19엇}년 작)

— 22세기 여우I 6즈 ·65 × 25cln/19엇 )년 작)

辭( 참고사항 및 관련 자료

: 플럭서스

플럭서스(且1ⅨLIs) 란 1960∼ 197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서 전

개된 국제적 인 전위 예술 운동으로, 대표적 인 예술가로는

마키우나스, 히긴스, 케이지, 보이스, 클록, 백남준 등이 있

다. 플럭서스는 미술에서 출발하였으나, 곧 장르의 경 계를

넘나들며 음악과 시각 예술, 시와 무대 예술 등 탈장르적 인

예술로 발전하였다.

표현 방식 은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많은 미술 형 식을 동시

에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회화

적 이면서도 개방적 인 특징 을 보여 준다. 후에 플럭서스 운동

은 메일 아트(mail art), 개념 미술(concepⅢ섧 aⅱ ), 포스트모

더니즘, 행위 예술 등 현대 예술 사조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

비디오 예술 '

비디오 예술(ⅵd.eo art) 이란 비디오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영상 예술로, 현대 미술의 한 경 향을 말한다. 조형 표현의 활

동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그것을 영상으로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조형 활동의 과정을 전달하려는 방식으로 1970년대

에 독일 에서 시작되 었다.

1970년의 매체인 비디오는 무엇보다도 신체 미술이나 퍼포

먼스에서 제스처를 강조하거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려는 예

술가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디오 아트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널리 보편화된 τV를 이용하고又ㅑ ㅎ
、
는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 었다. 주로 스트 Ξ. - —

없고 짧은 이 비디오테이프들은 공중파로 방송Ξ: {--1 - :'=—

를 통해 재생 되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