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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 왔는지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교과서 연구에서 주로, .

수행해 온 내용 체계 분석과는 달리 텍스트가 갖는 사회 문화적 의미, ·

를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하여 전통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기원을 추적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지금까지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다루어,

왔는가?

둘째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의 의미를 정의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 ,

떤 목적을 위해 전통을 강조해 왔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차부터 차 교육과정에서 전통, 1 7

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교육 목표와 지침을 살펴보며 국가가 전통문화 교

육을 강조한 목적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중등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태도와 서술 방,

식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학계의 연구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

한 지식이 확장되어 갔지만 미술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더디게,

반영되었으며 고정된 인식 틀에 의거해 기존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재생

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고정된 인식 틀은 정치 문화 사상의 흐. · ·

름과도 관련되어 복잡하고도 튼튼한 구조를 가진다.

둘째 교과서에 실릴 지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한 주체는 국가였던 바 국가는 전통문화를 국민 통합 정신적, ,

국력 배양 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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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충실히 봉사하는 내용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배제되었

다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내용은 과거의 찬란한 문화.

유산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정신적 국력 배양을 위한 내용은 주로 외,

세 일본 또는 서양 에 대항하여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가( )

가 지정한 문화재와 그에 관한 역사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전통문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술할 때 국수주,

의적 태도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은 한국.

의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고 관광 및 문화 상품 수출이라는 경제적 효

과를 염두에 두고 전통문화를 다룬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강조된 전통.

문화는 타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거나 단순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러나 더욱 중요한 교육적 문제는 이 세 관점 모두 국가에 가져오는 이득

을 기준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매기며 이미 결론 내려진 지식으로 이를

제시하기 때문에 편협한 시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

의 삶에 비추어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재해석할 기회를 박탈한다.

셋째 특정 시기에는 국가의 영향력보다 미술계의 독특한 관점의 영향,

이 더욱 두드러지는 교과서도 존재한다 이를 형식주의적 관점으로 규정.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 입각하여 전통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과,

거의 미술품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 즉 재료와 기법 조형 요소와, ,

원리라는 측면에서만 전통문화를 조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에 의한.

전통의 도구화 현상을 일면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문화적 맥, ·

락을 배제하고 전통에 관한 지식에 단편적 이미지들을 대응시켜 그 의미

를 고립시킴으로써 마찬가지로 학습에서 일어나야 할 사고의 과정을 차

단한다.

미술 교과에서 전통문화를 다루는 목적은 단지 주체성과 정체성 확립

에만 있거나 전통미에 대한 조형적 이해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

는 그동안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대해 보였던 편협한 태도를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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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통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쇄신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지,

향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그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어 전통 전통미술 전통문화 교육과정 교과서 정체성 국가주의: , , , , , , ,

민족주의 미술사 교육 형식주의, ,

학 번 : 2008-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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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 목적1.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유통. ·

을 비롯한 문화의 교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활발하게 일어난

다 미술문화의 교류도 국적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예술 작품은 그 기.

원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동질화 현상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문화

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인류학자 조나.

단 프리드먼 은 세계 도처에서 문화(Jonathan Friedman, 1994: 145) “

적으로 새롭게 정의된 정체성 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일어남을 관찰했”

으며 이, 것을 근대성의 획일화 권력에 대항하여 문화적 차이를 보“

호 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Friedman, 1994: 242)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년대 이후 문화의 획일화를 우1990 ,

려하며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만(

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1994; , 2009).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학교 교육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미술 교,

과에서도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을 이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안금희( ,

김형숙 이성도 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세2002; , 2004; , 2005). 7 “

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미술을 보다 강조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교육부 한다고 설명하며 전통문”( , 1997b: 120)

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맥락을 시사하고 있다.

년대 이후의 현상들을 언급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민족적 주체의1990 ,

식을 고취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과제이다 특히 차 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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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주체성 을 국민적 자질로서 강조하며 전통문화를 중요한‘ ’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로도 반복되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학교 미.

술교육에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사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교사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이성도 등.

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전통미술 교육의 실태 조사에 따(2004: 215)

르면 학교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전통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

그러나 이 조사에서 많은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전통미술에 관한 내

용을 다루는 데에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 교,

사의 이론적 지식 부족 실생활과의 괴리감으로 학생들의 관심 부족 관, ,

련 자료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몇몇 연구자들은 미술교육에서 전통문화 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노력하며 박동수 안동선 김연화( , 1999; , 2000; ,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1996), ,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명원( , 2002a;

김충식 장지성 이헌용 또한 영2002b; , 2004; , 2002; 2008; , 2009).

상 기술 및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전통미술 교육의 방법 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일어나고 있다 김정준 박은덕( , 1996; , 2006).

그리고 그 동안 미술교육에서 간과해 오던 전통문화에 대한 철학적 모색

을 통해 내용 면에서도 확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혜숙 이( , 2000;

성도 외 김선아 외, 2005; , 2009).

그러나 전통에 관한 논문 가운데 상당수가 미술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

는 전통의 개념과 특성 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당성 면에서는 기존의 틀,

에 머무르며 가르치는 방법 면에서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그친다, .

1) 이 조사에서 초등교사 명 중학교 미술교사 명 고등학교 미술교사 명 등 전체217 , 54 , 37
명에게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정보화 시대에 전통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중요하다308 “ ·

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전체의 가 매우 중요하다?” , 31.4% ‘ ’,
가 중요하다 로 대답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55.9% ‘ ’

다 이성도( , 200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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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안동선 은 전통 회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미술교(2000) ·

육 방법을 연구하면서 선 여백 등을 전통미술의 조형적 특성, ‘ ’, ‘ ’

으로 규정하고 이를 학습하여 표현 활동에 이용하도록 가르치고자 한,

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논할 때 외래 문화 와 대항하‘ ’

는 입장에 서서 주체의식 과 문화적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해서, ‘ ’ ‘ ’

라는 주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물밀듯이 밀려오는. , “

외래문화에 의해 전통성은 점점 빛을 잃었었다 며 민족적인 것만이” , “

가장 세계적인 될 수 있다 김정준 라고 전통문화 교육의”( , 1996: 125)

당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서구 미술의 영향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 “

인 미술교육이 단절되다시피 했다며 크레용이나 그림물감보다는 붓” , “

과 먹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연화 고 주장하”( , 1996: 100)

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술 교육자들의 여러 글에서 발견되는 전통문화 교육에 대

한 의무감과 고정관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러한 인식들은 한 개?

인의 생각이기 이전에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특히 전통. , ‘ ’

에 대한 인식 틀의 모양을 결정짓는 데에는 학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전통에 대한 그러한 인식 틀이 내면.

화된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미술 교육자로서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

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고정 관념은 학교 수업을 통해 여과 없이 다,

음 세대로 전수되고 재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미술 교육자로서 지금 우.

리에게 필요한 일은 전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전에

전통의 의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성찰하는 일이다 이러한 성찰의 첫 단계는 지금 미술교육을 통해 가르.

치고 있는 전통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경

로를 거쳐 우리에게 심어졌는지 과거의 맥락들을 살펴보는 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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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문화, ,

전통미술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 왔는지 고찰하고 그 서술 태도,

와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교육에서 전통을 강조한 사회적 맥락을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지

적하며 전통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형숙 은 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와. (2004) 1970

년대 이후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을 배경으로 전통미술 교육이 대두1990

된 맥락을 살피고 박물관에서의 전통미술 교육에 관해 제언하고 있다.

또 김선아 는 비판이론과 다문화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교과서(2006)

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공통적으로 고정불변의 지식으로서의 전통.

에서 유동적이고 현재적 의미의 전통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또한 백령 의 연구도 기존의 고정된 정체성을 주입하기. (2006)

위한 전통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 맥락에서 타문화와 자문화,

에 대한 이해 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통문화‘ ’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과거의 미술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그 출발 지점과 앞으로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의 전 과정에서 염두에 두는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과 관련하. ,

여 어떤 내용을 다루어 왔는가 둘째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의 의미를? ,

정의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전통을 강조해 왔는가, ?

이러한 성찰은 현재 우리 미술교육 현실에서 전통문화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한 수동적 의무감을 벗고 능동적 실천적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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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상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수행할 작업은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

한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 왔는지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다.

연구자는 교과서를 중립적 객관적 지식이 실린 공간으로 보지 않고· ,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채워진 공간으로 이해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 당시의 사회적 상.

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과.

서에 어떤 내용이 실려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해 주는 공식적 문서로서,

전통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차부터 차 중학교 교육과정과 각 시기별1 7

로 발행된 중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로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은· .

교과서 분석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

자의 주요한 분석과 비평은 교과서에서 전통과 관련된 서술에 초점을 둔

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수행할 이러한 고찰과 분석은

미술교육의 내용으로서 전통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기초로 한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시기의 범위.

는 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년부터 년대 초반까지로 설정한다1 1954 2000 .

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계에서 전통에 관한 논의가2000

급격히 증가하고 관점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

구 과제로 삼아야 할 만큼 많은 논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과거의 맥락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이러한 논의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다 또한 내용 분석에 있어서 학교급별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대한 공시.

적共時的 비교보다는 전 시기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조망에 목적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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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특징적인 중 고등학교 교·

과서들을 선정하여 발췌한 내용을 연구한다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표 과 같다[ 1] .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 시기별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서술에서

특징적인 어구에 주목하여 그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연관 지어 그 성격

과 의미를 고찰한다 여기에서 얻은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교과. ,

서의 내용 구조와 서술 방식 도판 해설 등을 고찰하여 누가 무슨 목적, ,

으로 어떻게 전통문화를 다루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 .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 중 일부 이주연 박은덕( , 2001; ,

는 특정 교육과정 시기를 선택하여 몇 개의 교과서로 연구 범위를2003)

한정하여 각 교과서별 또는 영역별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이들 작업은, .

차후 교과서 개발을 위해 현행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다양성 독창성, ,

연계성 체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 또 다른 연구

들 김선아 이은적 은 교과서의 구성을 분석하기보다는 교( , 2006; , 2004)

과서를 하나의 문화적 산물 또는 문화 전수를 위한 매개물로 보고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교과서에 대한 사회 문화적 비평을 시도한다· .3)

전자에서는 텍스트 내에서 내용의 구성과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만

분석하여 그것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배

제된다 후자에서는 교과서를 문화 라는 커다란 삶의 양식에 포함되. ‘ ’

는 작은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논하며 실제 교과서 텍

스트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로 기술하고 있는지는 몇 가지 예

로만 제시된다 김선아 교과서 텍스트에서 전통 개념을( , 2006: 50-52).

2) 이주연 은 중학교 학년 미술 교과서 종을 단원별 영역별 예시 자료별로 비교(2001) 1 6 , , ,
분석하여 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정신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박은7 .
덕 은 고등학교 학년 미술과 교과서 종에 대해서 영역별 내용 체계 교과서별(2003) 1 5 ,
내용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 대상을 몇 개의 교과서로 한정함으.
로써 단원별 내용 비중을 비교하거나 참고 작품의 작가별 국적에 따른 수를 비교하는
등 정확한 수치와 비율을 제시하며 분석한다.

3) 김선아 은 교과서에서 전통문화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관(2006)
점에서 이를 비평하며 이은적 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교과서에서 어떤 문화 를, (2004) ‘ ’
선별하여 다루고 있는지를 신교육사회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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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
년도 교과서 제목 출판사

장발 1959 새미술 을유문화사　
장발 1960 새미술 을유문화사
이항성 1962 중등 미술 문화 교육 출판사
이항성 1963 고등 미술 문화 교육 출판사
장발 1963 중등 새미술 을유문화사
김인승 외 1967 표준미술 Ⅰ 신구문화사
도상봉 외 1970 새로운 미술 사조사
문교부 1970 미술 실업계 고등학교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김종영 외 1971 중학미술 3 영지문화사
박갑성 외 1971 중학 새미술 2 을유문화사
유경채 외 1971 새로운 조형 1 교학사
박갑성 외 1972 중학 새미술 1 을유문화사
이종무 1972 중학교 미술 일심사
이봉상 1973 중학교용 삼화출판사
김봉우 1973 고등학교 미술 1 법문사
이상훈 외 1973 새로운 미술 1 정음사
김종영 외 1980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영지문화사
류경채 1980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교학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종 도서1

연구개발위원회
1980 중학교 미술 1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윤재우 외 1980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동아출판사
이상욱 1980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고려 서적 주식회사
한국교육개발원 1980 방송통신고등학교 미술 2 고려서적 주식회사
김태 외 1989 중학교 미술 1 금성교과서
김태 외 1992 중학교 미술 3 금성교과서
윤명로 외 1992 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이기원 1992 고등학교 미술 현대 문학
이남규 1992 고등학교 미술 현대 문학
김교만 외 1992 고등학교 미술 동아출판사
한국 교육 개발원 1993 방송통신고등학교 미술 삼화출판사
임관호 외 1994 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김교만 외 1997 고등학교 미술 1 두산동아
노영자 외 1997 중학교 미술 3 교학사
임관호 외 1997 고등학교 미술 1 지학사
장윤우 외 1997 중학교 미술 2 도서출판 둥지
임현진 1998 중학교 미술 3 교학사
김병종 외 1999 중학교 미술 2 삼화출판사
최경식 외 1999 중학교 미술 3 한샘출판
노부자 외 2002 중학교 미술 2 지학사
노부자 외 2003 중학교 미술 3 지학사
노부자 외 2003 중학교 미술 3 지학사
노영자 이인숙, 2003 중학교 미술 3 교학사

표[ 1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 자료 연대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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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와 인접하거나 대립하는 다른 개념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는지 또 그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

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을 적절히 통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후자와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를 여러 사회적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는 하나의 문화적 장으로 보고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변하

는지를 거시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전통에 관해 시기별로 특징적,

인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교과서 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 접근법을 부분

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중요성3.

먼저 구체적인 교과서 분석에 앞서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전‘Ⅱ

통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 교육을 강조한’ ,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전통 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

를 갖고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 ,

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에서 국가

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전통을 교육 내용으로 강조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정 동기와 목

표를 살펴보고 여기에 작용한 사회적 요구를 국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

로 파악해 본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를 미술과 교육과정.

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

써 이를 교과서 분석의 토대로 삼는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정은 국가의 존속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시민

을 양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능했다.4) 따라서 교육과정 서술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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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일은 전통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전통에 관한 현재 우리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장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은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Ⅲ

텍스트를 분석한다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더 이상 문제.

제기가 필요 없는 객관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

배 계층의 목적과 교과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 특정 지식이 강조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고정,

된 틀에 맞추어진 지식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전통에 대해 사고하는 고정된 틀을 깨기 위해서 교과서 지문을 다시 보

고 거기에 반영된 국가의 요구와 교과서 저자의 시각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실을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는 교과서 저자이지만 저자는 사,

회 전체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 선택을 한다 따라서.

이 선택에는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관점보다도 전통에 대한 지식을 논의

하도록 제도를 통해 인정받는 여러 주체들5)의 다양한 관점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에서 분석해야 할 것은 이들이 만들.

어 내는 전통에 관한 많은 지식 가운데 과연 무엇이 교과서에 실릴 지식

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교과.

서 서술이 전통에 관한 현재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이러한 반성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으, Ⅳ

로서 전통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그것을 교과서 지식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제언한다.

4) 정옥희 는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통해 학교에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일(2007, 2010)
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학교 미술교육에 대해 사회 문화적 비평을 시도하였다 이러· .
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5) 미술 교과서에 실릴 지식은 주로 국가 미술가 단체 미술사학계 미술교육학계 등이 만, , ,
들어 내는 담론의 영향 아래 선택되고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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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먼드 는 학교는 사회적 기관(Richard Siegesmund, 1998: 201)

으로서 각 세대마다 새롭게 열리는 학교 수업은 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 말한다 그는 이와 같이 재건주의적 입장에서 미술” .

교육을 정당화하려 하면서도 미술교육이 갖는 도구적 기능에만 집중하는

것은 미술교육의 존립을 위한 영속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며 미술교과,

의 지식이 어떤 의미에서 알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없다면 교과

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그대로 전통에.

관한 지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전통에 관한 지식.

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내용으

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인간 개인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는 간과되,

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도구적 관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전통.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탄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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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교육을 강조한 사회적 배경.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 연구에서 전통 이라고 부, ‘ ’

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육에서 받.

아들이는 전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전통보다도 훨씬 좁은 개

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전통 개념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전.

통의 기본 개념과 속성에 대한 일반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광.

의적 개념의 전통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는 상당 부분 에드워드 쉴즈

의 견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일(Edward Shils, 1971) .

반적 의미의 전통 개념을 살펴본 후에는 논의의 폭을 좀 더 좁혀서 우리

사회에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전통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전통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하겠다 그런 후에.

교육과정에서 전통과 관련된 서술들을 살펴보며 전통미술 전통문화를, ,

교육 내용으로서 강조한 시기와 그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 의 의미1. ‘ ’

전통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ㆍ ㆍ

식 이다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 , 1999: 5370).

까지 남아 있는 과거의 것은 모두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쉴즈. (Shils,

는 전통에 관한 긴 글의 서두에 현재 존재하는 것의 대부1971: 122) “

분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지속 또는 재생산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새로운 것은 과거 존재했던 것의 변형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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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에까지 전해 내려오는 과거의 것을 전통이(Shils, 1971: 122).

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생되지 못한

것은 전통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아무리.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하루는 다르게 구성되므로 어제의

것이 오늘 남아 있으려면 오늘 새롭게 구성되는 삶에 맞게 변형되고 재

창조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거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다 지금을 기준으로 지나간 시간 모두를 과거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일회적인 현상을 놓고 전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

는 과거의 것이 전통 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 ’

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

석된 과거일 것이다.

이러한 광의적 전통 개념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와 결합하여 쓰이

느냐에 따라 그 의미의 범주가 좁혀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

통의 의미가 범주화된 맥락과 그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된 사

회적 인식이므로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문화 민족, ‘ ’, ‘ ’,

자본주의 라는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전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

이 도움이 된다.

먼저 전통 과 문화 의 결합에 대해 살펴보자 문화 역시 전통, ‘ ’ ‘ ’ .

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 범주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될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 는 문화. (Raymond Williams: 1961: 15)

라는 단어가 무엇을 육성한다 는 뜻에서 세기를 거쳐 세기 후“ ” , 18 19

반에 이르러 물질 지성 정신에 걸친 전반적 생활방식 이라는 의미“ , , ”

로 변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문화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에 대해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정신의 보편적인 상태 내지는. “

습성 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지성적 발전의 상” , “

태 또는 예술의 총체 를 의미하기도 한다”, “ ” (Williams: 1961: 15).

일상에서 문화라는 단어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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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좁혀

진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하고 살았어 이. , “ .”

때 문화의 의미는 일과 대비되는 여가 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 ’ .

만 내 꿈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와 같은 맥락에서 문“ ”

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 즉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물이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두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결합한 전통문화라는 말은

그 개념을 좁히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의미,

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해.

방 후 한국 사회의 전통문화 연구 년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엮은50

한 책의 서문에서는 전통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통문화. “

는 중략 어느 특정한 민족의 역사적 과정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민족[ ]

의 취사선택과 여과를 거쳐 그 민족 특유의 사유 방식 생활감정의 공, ,

명과 공감을 받으면서 동화와 지지를 통하여 지속해 오는 생명체이다 이(

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이 책에서는 논의의 대, 2007: 16).”

상인 전통문화를 한국 민속학의 영역으로 좁혔으며 따라서 한국의 현, “

대사회에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전통사회의 문화유산 을 논의”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 2007: 16).

이와 같이 영역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른 범주 좁히기를 하게 되는,

데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전통문화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와 같이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를 현재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거의 유산 이‘ ’

라고 범주화할 때 우리의 시각은 얼마나 과거에 가 있는가 다시 말해? ,

적어도 어느 시점 이전이어야 전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어?

느 누가 명확히 규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 기준이 되는 시점도 당연히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적으로 조

선시대 이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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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왜곡되거나 단절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박소영( , 2007: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인 지금에 와서도 진정 우리 고유의 전통을234),

찾기 위해서는 그 이전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은 다분히 상대적이며 상황 특수적인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전통의 범주

를 규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민족 이라는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 전통의 의미가 좁, ‘ ’

혀진다 조혜정 은 전통문화에 관한 한국 사회의 여러 담론. (1994: 179)

들을 분석하면서 한국 근대사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

상황을 명백하게 자각한 시기에 주로 전통에 관한 논의가 강하게 일어났

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

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통문화는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결집시키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통문화 속에서 민.

족이 공유하는 보편적 성격 즉 민족성 을 찾고자 한다 또는 우리, ‘ ’ .

가 주목하는 전통문화를 통해 타민족과 구분되는 우리의 민족성이 만들

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엇을 전통문화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고려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전통의 의미를 범주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자본주의

와의 연관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문화는.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

가 하나의 시장으로 작동하면서 문화산업 이 국제 관계에서 그 국가‘ ’

에게 지위와 경쟁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곽대(

영 외 이렇게 시장 논리에 따라 다른 문화와 경쟁하면서, 2000: 277). ,

국가는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자국 문화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간다 여기에서 다른 문화와의 차별성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민족의 정. ,

체성 확립과 더불어 이러한 맥락은 전통문화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중요

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문화 민족 자본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전통의 의미가 어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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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범주화되며 그것을 언급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축,

소되고 선택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해 보았다 전통에 대, .

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 이

러한 만들어진 전통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

전통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며 하나의 권력일 수도 있다는 비,

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형택 외( , 2010).

이런 맥락에서 학교 교육에서도 전통의 의미가 구성되어 온 과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검토에.

필요한 역사적 이해를 얻기 위해 차부터 차까지 교육과정에서 전통, 1 7

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각 시기별로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그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를 강조한 배경2.

차 교육과정 현실 생활 개선(1) 1 (1954~1963):

전쟁 직후 한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음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복구하기 위해 여념

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

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년대 교육과정 개정의, 2007: 23). 1950

필요성은 식민지기 전체주의적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새교육 운동‘ ’

에 의해 대두되었다 현장의 교사들과 교사 출신 문교부 관리들을 중심.

으로 한 이러한 주체적 움직임은 몇 차례에 걸친 미국 교육 사절단의 영

향과 더불어 교육과정 제정의 발판이 되었다 강일국( , 2002).

제정 동기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현실 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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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개선 향상 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문교부” ( , 1986:

따라서 전통이나 주체의식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 교육 에 좀65). ‘ ’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의식과 관련해서는 자주성에 대한 교육보.

다도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 ’ .

전쟁 후 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

해줄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차 교육과정이 바탕을 둔 교육 사. 1

상은 미국에서 도입된 생활 경험 중심 교육의 이념 이었다 교육부“ · ” ( ,

따라서 사상적인 면에서 자주성 또는 주체의식을 키우는1997b: 112).

문제는 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차 교육과정 자주성과 생산성(2) 2 (1963~1973):

년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장과 자주적 근대화를 국가적 사명으로1961

삼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자주성과 생산성을 갖춘 산업 역군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새 정권은 구 교육과정이 자주적이고 구체. “

적인 한국 고유의 교육 목표 를 설정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교육과” ,

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취지에서부. 2

터 자주성을 강조하여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 보다는, “ ”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

각하고 수행하는 국민 형성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생산성과 유” .

용성을 강조해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 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주“ ”

력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민주적 신념 과 반공 정신 그리고. ‘ ’ ‘ ’,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 과 국제 협조의 정신 을 함양하는 것을‘ ’ ‘ ’

목표로 삼아 민족 고유의 문화를 애호 육성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을 일반 목표에 명시하고 있다 문교부( , 1986:

69-76).

그러나 미술과科 목표에는 자주성보다는 생산성과 유용성의 측면이 더

욱 중요하게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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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미술 교과가 담당했던 주요 역할은 차 교육과정 시기와 크게1

다르지 않은 생활의 실질적 개선이었다 경제 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목.

표로 설정함에 따라 미술 교과에서도 우리 문화나 전통미술의 계승보다

는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에 일차적으로 주

목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미술과科 교육과정 개정에는 년부터 년까지1956 1962

한국에 대한 교육 원조 사업에 참여한 피바디 사절단의 영향으로 적극적

으로 도입된 창조주의 미술교육 사상과 우리 교사들 사이에 주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새교육 운동의 아동 중심 경험 중심 교육 사상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박휘락( , 1998: 38-45).

이러한 새로운 민주적 교육 사상의 도입과 표현 위주의 내용 구성으로

인해 이 시기 전통문화 교육은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다 오.

천석이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에서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

것으로 목적을 삼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배격 박휘락 해야”( , 1998: 40)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통해 교육 내용 선정에서 감상 영역에 대한 비,

중은 매우 낮았음을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에 대한 목표 서술이 번을 차지하고 감상 영역에 대해서는1~3 ,

조형미를 이해하고 미적 정서를 높여 이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과“ ,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라고 한 항목만 제시하고 있다 각 학년 목표에.” .

서는 감상의 목표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학년에서는 우수한 미, 1 ‘

술품 감상을 통해 미적 정서 를 함양하고 학년에서는 우리나라’ ‘ ’ , 2 “

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의 전통적 미를 감상시켜 미적 정서와 민족, , ,

정신을 높이 도록 하며 학년에서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작품을 감상” , 3

하도록 하고 있다 표현 위주의 미술교육 속에서 이 시기 전통적 미에.

대한 감상 교육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고유의 역사와 전“

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국민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문교부( , 1963: 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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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과정 주체적이고 강력한 국력(3) 3 (1973~1981):

년대에 전통문화는 민족이라는 이념으로 국민을 단결시키고 주체1970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선택되고 가시화되었다 년 유. 1972

신을 전후하여 문화재 진흥법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창설 문예진흥 계획, ,

수립 문화재 보수 정화 사업 등 각종 문화 정책을 활발히 펼친 사실 오, (

명석 은 이 시기에 전통문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1998: 126-135)

가늠하게 해 준다.6) 임형택 외 가 지적하듯이 지배(2010: 159-165) ,

계층에 의해 단일 민족이 그 정통성과 혈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집단이

공유하는 과거의 기억 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그‘ ’ .

기억은 과거 민족의 영웅과 국난 극복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은 소외되었다 김선아( , 2006: 50).

국가가 경제 개발과 조국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근,

대화의 저해 요소라고 여겼던 전통적 생활 관습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내각기획조정실( ,

1971: ).ⅲ 7)

이 시기에는 문화 담론뿐 아니라 교육 담론도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

게 드러난다 조용환 국가주의적 태도의 대표적인 예로( , 2001: 11-13).

국민교육헌장 을 들 수 있는데 이 헌장에서는 투철한 애국‘ ’(1968) , “

애족 정신을 지니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충성스러운 국민을 양성하”

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차 교. 3

육과정에서는 주체적이고 강력한 국력을 배양 하는 것을 학교 교육의“ ”

6) 오명석 은 이 시기 문화정책과 문화담론을 분석하면서 문화재에 관해(1998: 126-127)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였으며 특정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척도,
도 그것이 어느 정도 국가적 의미를 갖느냐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문.
화재의 지정은 민족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민족이라는 상, ‘
상의 공동체 를 구체적으로 연상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

7) 이 시기 지배 정권은 전통적인 생활 관습과 사고방식을 근대화의 저해 요소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 이라는 말은 봉건적인 낡은 등의 단어와 함께 쓰이며 근대‘ ’ ‘ ’, ‘ ’ , ‘
적 합리적 인 것으로 대체해야 할 과거의 관습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대한민’, ‘ ’ (
국정부 내각기획조정실, 197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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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목표로 제시하며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 ”, “ ”,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 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이 국민적 자질 가“ · ” .

운데 민족 주체의식 이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발전‘ ’ ,

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교부( , 1973: 7-9).

미술과 목표에도 이러한 방침이 적극 반영되어 감상 영역에서 우리“

나라 및 다른 나라의 미술품에 대한 심미성을 풍부히 하고 우리의 미술,

문화를 애호 보존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를· , ”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차 교육과정에서처럼 학년 과정에. 2 2

특히 우수한 미술품 감상을 통한 민족 정신 고취와 문화재를‘ ’ ‘ ’ ‘

애호 보존하는 태도 가 강조되어 있다 학년에서는 좀 더 발전하여, ’ . 3

전통미 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체적 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 ‘ ’

미술 문화의 교류 와 국제 이해와 친선 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 ’

문교부 차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 목표 서술에( , 1973: 93-103). 2

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조형미 와 미적 정서 를‘ ’ ‘ ’

강조한 데 비해 차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술 문화 민족 문화 라, 3 ‘ ’, ‘ ’

는 용어가 등장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차 교육과정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4) 4 (1981~1987):

년 정권 교체 이후 년부터 시행된 차 교육과정은 자주1980 , 1981 4 “

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 내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전인적 발” , ‘

달 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고 있다 전인적 발달이라는 목표는 건강’ . ‘

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 ’, ‘ ’, ‘ ’,

자주적인 사람 의 다섯 가지 세부 목표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 .

자주적인 사람 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체 의식의‘ ’ ‘

고양 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철한 국’ , ‘

가 의식 과 민족 문화 창달 의욕 이 포함된다 전통문화에 대한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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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이 항목과 연관이 있다 구체적인 교육 목표 서술에서 마지막 항목.

에 우리의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국가관과 연대 의식을 가“ ,

지게 한다 고 되어 있어 민족 문화 이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라는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는 차 교육과정의 입장을 큰 변화 없이 이3

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교부( , 1981: 1-3).

그러한 일반 목표는 미술과 교과 목표에서 감상 영역에 우리의 자연“

과 여러 가지 조형품의 가치를 발견 애호할 수 있는 감상 능력을 기른,

다 라고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학년에서 우리 나라 전통미” . 2 “

를 이해 하게 하고 학년에서 우리 나라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알” , 3 “

게 한다는 목표로 반영되어 있다 문교부” ( , 1981: 78-85).

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통문화와 관련된 목표는 차 교육과정에서4 3

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시기 국가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전통문화가,

이전 시기와 조금은 다른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부터. 1979

시행된 문예중흥 계획이 년대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목표1980 ,

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 , ,

선양 정문교 이었다 공화국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 1999: 53) . 5 “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문교 는 국가의 과”( , 1999: 53)

제를 헌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전통문화가 국익에 기여하며 국가의 대외

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을 인식했다 특히 전통문화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전통,

문화를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다 이는 전통문화를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국민적 단합에 이용하여 문화재에 초점을 두고 보존 보호 복구, ,

사업을 추진했던 년대와는 다르게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1960~1970

현대적 산업적 의미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문교· ( , 1999: 54).

차 교육과정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람(5) 5 (1987~1992):

년대 후반에는 전통문화를 대내적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구체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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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들을 강구한 것을 볼 수 있다.8)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대중의 의식에 맞게 이해시키고 재창조 하“ ”

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정문교 또한 년대 후반을( , 1999: 54). 1980

기점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 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국민 전체에게‘ ’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9) 특히 년 아시안게임과 년 서울올림, 1986 1988

픽 등의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외교가 국가적 이슈였으며 국가 발전과,

국가 이미지 홍보에 전통문화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행사를 전후.

하여 신문 및 방송 매체를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 을 해외에 알려야‘ ’

한다는 식의 대통령 연설문이나 사설이 신문에 실린 것을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년 월 일자.( , 1986 10 31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년에 개정된 차 교육과정에서1987 5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 목표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차 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굳건한 바탕 위에 조국의. 5 “

평화적 통일을 현명하게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

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제정 동기를 명시”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에서 전체적인 틀은 건강한. ‘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으로’, ‘ ’, ‘ ’, ‘ ’

크게 변한 것이 없으나 다만 자주성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전과는, ‘ ’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 2

단어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 을 지니고 국가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 ’

고 각자에게 부과된 사명을 완수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

중심적 자주성이었다 그런데 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자주적인 사. 5 ‘

8) 년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한 한국 전통문화 영상 프로1990 「
그램 개발 연구 등의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9) 예를 들어 년 월 일자 경향신문에서 아시안게임 개최 후 전두환 대통령이, 1986 10 31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와 전통예술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각별한 치하“
의 인사를 드린다 고 말한 것이나 올림픽 서울 개최가 발표된 다음해인 년” , 88 1982 12
월 일자 신문에 문화올림픽의 지향 한민족의 우수성 세계에 과시할 기회 라는 제25 “ . , ”
목의 글이 실리는 등 잇따른 국가적 행사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과시 하고자 하는 데“ ”
국민의 관심이 쏠렸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 년 월 일자 년 월 일( , 1986 10 31 ; 1982 12 2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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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주체적인 자아 의식 과 자율적인 의’ ‘ ’ ‘

사 결정 능력 진취적인 개척 정신 투철한 국가 의식 으로서’, ‘ ’, ‘ ’ ,

네 항목 중 세 가지가 국가 를 위한 자주성보다는 개인 의 자율성‘ ’ ‘ ’

과 자아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 목표 서술에도 마지.

막 항목에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풍부한 정서 생“

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혀 다양한 개성을 가지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종전까지 미술과 목표에 있던 내용이 일반 목표에”

서도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문교부 이와 같은 서술 태( , 1987: 1-4).

도를 통해 점차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심, ,

미적 능력에 눈을 돌리는 관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미술과 목표는 창조성 계발 과 정서 함양 에 중점을 두고 있는‘ ’ ‘ ’

데 교과 목표가 이전에 비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전통문화,

와 관련된 내용은 각 학년 감상 영역 목표에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다 감상 영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연 및 조형품의 가.

치와 주변 생활과의 관계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의 조형품 감상하기이다 전통문화 관련 내용은 후자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년에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형품을 감. , 1 “

상하여 우리 미술의 우수성을 알아보기 학년에서는 우리 나라와”, 2 “

다른 나라의 조형품을 감상하여 표현의 특성 알아보기 가 전통 미술 감”

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년에서는 전자의 측면에서 자연 및 조형. 3 “

품의 가치와 민족 문화와의 관계 알아보기 후자의 측면에서 우리”, “

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형품을 감상하여 시대적 표현의 특성 알아보기”

로 서술되어 모든 감상 영역에서 전통문화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문교(

부 위의 책, : 101-107).

차 교육과정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람(6) 6 (1992~1997):

년대는 세계화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시기로서1990 ,



- 23 -

올림픽과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문화적 교류가 활발88

히 일어났다 정철현 정부는 문화부를 신설하고 국민 문화( , 2004: 120).

향수권 문화 참여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문화복지에, ,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민,

들에게도 문화 외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경로로 문화 발전을 도모한 것도

특징이다.10)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문화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문화를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김영작 외 쪽( , 1998: ~ ).ⅳ ⅴ

그러나 국가 문화정책의 이러한 적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년, 1992

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이와 관련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 6 “ ,

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으로서 차에서의 목표를 거의 그대, , ” 5

로 이어간다.

미술과에서는 교과의 특성을 인간을 주지주의적 교육 편향에서 벗어“

나게 하고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며 미적 감정을 도야하며 미적 취미를, ,

조성하는 예술적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의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

하며 행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고 명시했다 눈에, ” .

띄는 변화는 기존에 표현과 감상으로 되어 있던 영역 구분을 미적 체“

험 표현 감상 으로 분류한 점이다 감상 영역이 둘로 나뉜 것”, “ ”, “ ” .

으로 볼 수 있는데 미적 체험 활동 을 통해 생활 속에 대상의 특, “ ” “

성과 미술의 활용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며 향유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하고 이해 및 감상 활동 을 통해 미술품” , “ ” “

의 시대와 양식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10) 예를 들어 전통놀이문화의 전자오락프로그램 개발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 연구, ,「 」 「 」
등이 이루어졌다 김문환 외( , 1998: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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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를 발견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러한 변화는 학문 중심 미술교육 사조 의 영향으로 볼 수 있(DBAE)

으며 미적 체험 영역의 등장은 감상에서 미학적 요소가 도입된 결과이,

다 안금희 미적 체험 영역은 형식주의적 특징에 근거하며 미적( , 2002). ,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안금희 차( , 2002). 6

교육과정 미술과 내용 체계에서는 미적 체험의 개념이 미술과 생활“ ”

이라는 항목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내용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이전까지.

감상 영역에서만 주로 다루어 오던 전통문화 관련 내용이 이 영역에 접

목되어 학습자의 주변 환경에서 전통문화가 가진 미적인 요소를 발견하,

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그 개념에서 중.

시하는 철학적 미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자연·

과 생활 속 주변 환경에서 미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데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과 생활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교육부 고시 제 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췌( 1992-11 , )

표 는 미술과 생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 내용을[ 2]

학년별로 정리한 것이다 미술과 생활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혹은 자.

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미술의 요소를 형태‘

학년1 학년2 학년3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
태의 특징을 발견한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
태의 특징을 비교한다.

생활 속에서 미술의 역할을
이해한다.

가 자연 및 조형미 찾아보( )
기

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
의 자연 및 조형물의 특징
비교하기

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
의 자연 조형물 등의 조화,
이해하기

나 생활 속에서 미술의 활( )
용성 찾아보기

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
미술의 활용성을 찾아 비교
하기

나 자연 및 조형물을 보고( )
우리 문화 이해하기

표[ 2 차 미술과 교육과정 미술과 생활 영역 학년별 내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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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 으로 집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부’ ( , 1992: 113-121).

미술에 관한 역사적 지식을 통해 주체적 자아 의식 을 높이고자 했던‘ ’

이전 시기의 목표에 비해 좀 더 미술의 본질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경향은 감상 영역에서도 지배적으로 드러난.

다.

교육부 고시 제 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췌( 1992-11 , )

표 에서 보듯이 감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도 미술과 생활[ 3] ,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학생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감상의 중. ,

요한 대상이 된 것은 이전 시기와 다른 점으로 학년별로 가 항목에서, ( )

는 서로의 작품 을 감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전통 혹은 문화‘ ’ .

유산에 관한 지식은 나 항목에서 말하는 미술품 과 관련이 있다( ) “ ” .

그런데 가 와 나 항목 모두 감상의 목적을 조형 요소와 원리 그( ) ( ) “ ”

리고 표현 특성 등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두고 있다“ ” .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 모두에서 이렇게 형식적 요소에 치중한 교과

내용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동양 미술은 선 과 여백 을 중시하는. , ‘ ’ ‘ ’

데 비해 서양 미술은 색 과 면 을 중시한다거나 동양화는 먹‘ ’ ‘ ’ , ‘ ’

을 사용하고 서양화는 수채나 유채 물감 을 주로 사용한다는 식의 고‘ ’

학년1 학년2 학년3
작품의 주제와 표현 특징을
발견한다.

작품의 다양한 구조를 발견
한다.

작품의 다양한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가 서로의 작품에서 주제( )
와 표현 특징 찾아보기

가 서로의 작품에서 조형( )
요소와 원리를 찾아 비교하
기

가 서로의 작품에서 표현( )
특성 비교하기

나 미술품의 다양한 주제( )
와 표현 특징 찾아보기

나 미술품의 조형 요소와( )
원리 재료와 표현 기법 등,
을 찾아 비교하기

나 미술품의 시대별 양식( ) ,
별 표현 특성 이해하기

표[ 3 차 미술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 학년별 내용]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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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11) 또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을

단편적인 이미지나 지식으로 고정시키고 폐쇄시켜버려 학생들이 전통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와 활용의 폭이 좁아진다.

차 교육과정 새로운 가치 창조(7) 7 (1997~2007):

년에 발표된 신한국 문화창달 개년 계획에서는 우리 문화의1993 5 “

역량을 높이고 그 우수성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도

모한다 정문교 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후로 우리 문.”( , 1999: 69) , ‘

화를 세계화 하는 일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철’ (

현 년대 후반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세계화 정보화, 2004: 120). 1990 ·

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교육개혁위원회 공( , 1995),

교육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차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세운 우리 문화7 ‘

의 세계화 라는 목표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차 교육과정에’ . 7

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차에서와 비슷하게 전인적 성장 을 말하고6 ‘ ’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차에서는 일반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미술과, 6

교육과정 목표에만 언급되었던 전통문화 관련 항목이 차에서는 일반7

목표에서 서술된 점이다 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7 “

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이 과목을 막론하고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각 급별로 다섯 개씩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 중에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 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빠짐, ‘ ’

없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11) 이성도 외 가 연구한 전통미술 실태 조사에서 전통미술의 이해가 어렵다고(2004: 230)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이러한 문제점을 실감하게 한다 학.
생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생겼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전통미술에 담겨있는“
뜻을 잘 모르겠다 혹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크레파스 물감 등을 사용한 그림들이 많아”, “
서 우리나라 전통 미술보다 서양미술을 더 배워서 전통미술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대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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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 호 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에서 발췌( 1997-15 , [ 3] )

또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

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

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술의 이” .

해에 있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 을 강조하고 전통 미술에 대한 자‘ , ’ , “

긍심 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 에 기여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한다” ‘ ’ .

영역 상으로는 차 교육과정에서 미적 체험 영역에 있던 전통 관련 부6

분이 감상 영역으로 옮겨가고 영역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수업에서 전,

통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

부, 1997a: 2-4, 200-205).

차 교육과정에서 거의 모든 교육 목표에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언7

급한 점을 볼 때 차 교육과정 시기에 못지않은 국가적 시대적 요구가3 ·

있었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이러한 강조의 배경을 세. “21

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

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 교육부 으로”( , 1997b)

설명하고 있다 년도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1995 『

방안 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을 위해 교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 ’』

는 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개혁 위원회 는. (1995: 3)

세계화 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전략을 국가 생존전략‘ ’ “

이요 발전전략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서 저” .

변에 깔린 의식은 세계화에 대해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는 위기의식 이다 교육개혁위“ ” ‘ ’ (

초등 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 목표 고등 학교 교육 목표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
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
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표[ 4 차 교육과정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서 전통문화 관련 항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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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생각할 때 우리 문화에 대한, 1995: 4). , “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 교육부 한다는 차”( , 1997a: 2) 7

교육과정의 목표는 외국 문화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 문화를 부각시

키고 그것을 통해 국가에 이득이 되는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소결3.

지금까지 차부터 차까지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 관련 내용을 어떻1 7

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미술 교과에서 전통문화를 강조한 맥락

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주성을 교육 목표로 삼은 것은.

차 교육과정 시기부터이지만 경제 개발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2

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교육과정.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전통문화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강조한 시기는

차 교육과정과 차 교육과정 시기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이러한3 7 .

전통문화 강조는 교과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이기보다는 국가의 요

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통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는 지배적인 주체가 됨에,

따라 일반 대중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를 단

지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훈련되었다는 점을 반드

시 기억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훈련 이 이루어진 공. ‘ ’

식적인 장이 바로 학교였던 것이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미술 교과에서 전통문화 교육은 강한 주체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강조되기도 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

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강조되기도 했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전통.

문화에 관한 내용은 각 시기마다 이러한 도구적 관점에 입각하여 강조되

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 우리의 전통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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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올바른 사고의 길을 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은 미술 교과서의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다음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교과서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와 서술 방식에 이러한 문제

점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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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서술 분석.Ⅲ

학교 미술교육에서 전통문화를 강조한 배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적 목적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술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을 선별하고 그것을 효

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미술 교과서 저자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분석은 국가가 교육을 통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

려 했는가 즉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해 왔는가라는 질문,

을 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지식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 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기‘ ’

만 하는 정치권력으로 환원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애플. (Michael

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흔히 갖Apple, 1993)

게 되는 편협한 시각을 경계하며 교과서 지식을 지배 계급 이데올로기,

의 반영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지적처럼 이. ,

장에서 자세히 다룰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텍스트에 작용한 권력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며 그것은 일방적이지도 않고 단순히 부정적이기만 한 것

도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미술 교과서는 미술 영역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이 교과

서 저자의 해석과 실천에 의해 구성되고 전달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해.

석 실천은 또한 한 교과서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시적 통시적으로 넘나/ ·

들며 무비판적으로 상호 참조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 다른 관점에 의,

해 다르게 제시되기도 한다 교육과정 목표에서 볼 수 있는 전통에 관한.

서술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는 각 시기마다 여러 저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배경에,

기초하여 여러 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담론들의 영향 아래 저술한 것이

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가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여 자신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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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구성한 저자가 있는가 하면 미술계의 이론적 논의에 더 의존,

한 저자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시야를 넓히면 전통에 관한 이들의 관.

점이 출발한 지점은 세계의 사상사적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텍스트에서 전통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들을 분류하고 해석함으로써 어떤 입장에서 전통을 바라보고 있는,

지 또 그에 따라 전통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본,

다 그리고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기원을 갖는.

지 추적하고 이를 통해 현재 전통을 이해하는 인식 틀이 형성된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시 공간을 나누는 이항대립적 틀1. ·

분석의 첫 단계는 교과서 저자가 전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

어떻게 답하는지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 그 시기에 전통을 정의하는 수많은 담론들이 그리는 지형 안에서 자

신의 위치를 정한다 그러한 위치 설정은 저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동시.

에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며 따라서 그 시대가 전통을 정의하는 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동 서양을 나누는 공간적 구분. ·

의 틀이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적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교과서

지문을 통해 살펴본다.

동양과 서양의 대립(1)

해방과 전쟁 이후 미술 교과서를 저술한 사람들은 전통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즉 그 시대가 전통을 재구성하는 출발? , “

점 이 되는 토양은 어디였는가 근대 이후 전”(Foucault, 1972: 322) ?

통이 무엇인지 찾고 정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서구 문화와의 만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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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동양과 서양 이라는 초월적. ‘ ’ ‘ ’12) 세계 구분은 우리가 전

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된다.

미술에서는 이 구분이 그대로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분으로 이어져서,

교과서 저자는 동양화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서양화와 대조시키기도

하고 서양화의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해 동양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지문에서는 동양 미술의 성격을 정의하기. ,

위하여 서양 미술의 성격과 대조시키고 있다.

성격상으로 볼 때 서양미술이 동적이라면 동양미술은 정적이며 서양,

미술이 입체적인 데 비하여 동양미술은 평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장발( ,

1959: 57).

동양화는 단순화되어 표현되며 서양화가 사실을 추구해온 데 대하,

여 사의를 존중해 왔으며 서양의 인간 중심에 대하여 동양은 자연 치, ,

중이며 특히 화면에 여백을 살린다 이항성, ( , 1963: 17).

동 서양의 이항대립적 구분에 기초한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단지 어느·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기의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상의 구분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벗어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클라크. (J.

는 동양 서양과 같은 용어들은 영원한 초월적J. Clarke, 1997: 122) , “

대립 즉 동양과 서양을 대비하는 조건에서 사고하도록 격려해 온 의미,

론적 인공물 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 대등” .

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의 침입과 강요에 의한 것이, “

12) 데리다 가 초월적 기의 라는 말을 쓴 것과 같은 맥락에서 초월적 이(Jacques Derrida) ‘ ’ ‘ ’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체리홈즈 의 해설에 따르면 초월. (Cherryholmes, 1988: 91) , “‘
적 기의 는 특정 아이디어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고정시킨다 초월적 기의는’ .
다른 전제들을 내포하는 최초의 전제이며 그에 귀결되는 논증은 그러한 전제들과 일관,
적이어야 한다 중략 초월적 기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옹호되기 때문에 특권적 지위. [ ]
를 차지한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항대립적 세계 구분은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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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고 말한다” (Clarke, 1997: 33).

해방 이후 한국의 미술계도 역시 이러한 힘의 관계 안에 있었으므로,

서구 미술이 보편적 미술로 받아들여지고 전통적인 동양화는 고루한 옛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김영나 이러한 환경 아래 집필( , 1995).

된 년대와 년대 미술 교과서는 내용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서1950 1960

동양과 서양의 대립 관계와 이에 따른 불평등한 위치 설정을 엿볼 수 있

다 따라서 주로 서구 미술의 이론적 틀 안에서 동양화는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구 미학을 미술의 보편적 원리로 전제하고,

이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용의 구성 방.

식뿐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소묘는 수채화나 유화 같은 채색화와는 달리 단색으로 그려진 그림,

을 말한다 소묘는 채색화의 기초이며 또한 독립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채색화의 기본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의 소묘는 형체나 명암. ,

또는 양감이나 실재감을 표현하는 연구가 된다 동양화에 있어서는 소.

묘라는 개념은 없었으나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모필과 먹이 하나가 되,

어 움직이는 경지를 존중해 온 것으로 보아 소묘의 기본정신과 통하는

것이 있다 장발( , 1959: 11).

이 교과서에서는 회화의 하위 원리로 소묘 수채화 동양화 유화 풍, , , ,

경화 정물화 인물화 동 식물화 추상회화를 각각 소단원으로 설명하, , , · ,

고 있는데 위 지문은 소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을 살펴보면 소묘.

개념에 동양화의 선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필.

에 의한 동양화의 선은 소묘를 이해시키기 위한 비교 도구로 사용된다.

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소묘 개념에 동양화의 선묘가 완전히 포1971

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점차 서구 미술이 보편적인,

미술 개념으로 자리 잡고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개념을 포괄하면서‘ ’

변화해 갔음을 의미한다 김종영 외 대부분의 미술 교과서가( , 19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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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양 질감 명암 구성 구도 소묘 수채화 유화 등의 서양의 미술 이, , , , , , , ,

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동양화에 대한 설명은 그 중 어딘가에 삽입되

어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구성과 설명 방식을.

볼 때 특수한 동양이 보편적 서구에 대립되고 그 하위 개념으로 위치,

지워지는 불평등한 관계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어느 누구이든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

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양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양의 것은 우리 것 이 되고 서양의 것은 남의 것 이 된다 위‘ ’ , ‘ ’ .

와 같은 서술에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동양 우리 것 에 대한‘ = ’

기존 지식을 이용해 서양 남의 것 을 배운다는 생각이다‘ = ’ .

해방 후 한국의 미술계에서 양자의 대립 관계가 한국 미술의 전통과

정체성을 찾는 데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해방 후 한.

국 미술계의 변화는 급격히 유입되는 서구 미술 속에서 우리의 전통 미

술을 지켜 내거나 그 둘을 융합시켜 가는 과정이었다 유홍준. (1991:

이 지적하듯 예술에서 전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외래23) “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걸러내야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당

면과제 로서 전통에 관한 논의는 논하는 자의 세계관 예술관의 문” , “ ·

제 였다 근대 초기에 서구 미술의 유입 속에서 한국의 미술가들은 우” .

리가 세계 미술의 흐름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서구의 최신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비판적,

으로 모방하기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어. ,

쩌면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한국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끊

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김영나( , 1995).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년대 후반까지도 교과서에서는 우리의 전통, 1960

과 정체성을 한국 고유 의 것보다는 동양 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 ‘ ’ .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우리 것 을 찾아내고 지키려는 노력이 동‘ ’ ‘

양 이라는 뿌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3)



- 35 -

따라서 동양화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의 주체성과 독창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서술이 나타난다.14) 이러한 성격의 서술에서

는 위에서 이야기한 불평등한 관계 즉 서구 미술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동양화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뒤집어져 서양화가 동양화의“

독특한 경지 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비교 대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동양화는 선의 예술이다 이 선의 예술은. 본질적인 것만을 파악하여,

자연을 표현하는 동양화의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동양화에 있어.

서는 선은 작품의 정신이며 선을 윤곽으로만이 아니라 면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입체의 관념이나 공간을 표현하여 정신적 감동을 주고 있읍,

니다 자연에는 선은 없고 면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서양화. , .

에서는 오랫동안 객관적 묘사를 위주로 면을 존중해 왔으며 선은 단지,

윤곽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마네 드가 고호 같은. , , ,

화가들이 선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 ]

동양화에 있어서는, 여백으로 공간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백,

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여운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여백의.

정신은 마티스의 예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서양화에 나타난 동, ,

양화적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항성 강조체( , 1963: 9-10,

첨가).

이와 같은 서술에서 우리는 선 정신 본질 여백 이라‘ ’, ‘ ’, ‘ ’, ‘ ’

는 개념을 동양화만의 특성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

러한 특성들이 동양화를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주며 현대 서양화에‘ ’ ,

서 선 을 많이 사용하고 여백의 정신 을 볼 수 있는 것은 동양화‘ ’ ‘ ’

13) 예를 들어 죽공을 동양의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 이항성 을 볼 때 우, ( , 1962: 28)
리 나라에 대한 주체적 인식보다도 동양 전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동양주의 아세아주의 미술론이 한국 미술교육에 미. , ( )
친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4) 물론 감상 영역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에서는 한국의 고유성 독자성을 언급하고 있,
다 이것은 국학 국사학 미술사학과 민족국가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동양성에 근거한. , ,
전통 찾기 맥락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른 절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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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태도 역시 여러 저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년 뒤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도 서양화의 현실적인 특성과 대. 8

비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아름다움 과 여백이 주는 해방감 을 동‘ ’ ‘ ’

양화만의 특성으로 전유하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박갑성 외( ,

1971b: 10).

교과서 서술은 특성상 상당히 객관적인 어조를 띄고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 동양화와 서양화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대응 방식이었으며 중대한 실천이었

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계는 단지 미술계의 문제가 아. ,

니라 정치적인 문제였으며 따라서 미술에서 동양화와 서양화의 만남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전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

던 근대화와 자주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

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우리 화단에서 그 해법의 하나로 강조.

한 것이 동양의 정신 이었다 동양의 전통성은 동양적 기법으로 이‘ ’ . ‘

룩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기법에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년의 한 교과서 지문’ . 1967

을 보자.

동양화와 서양화를 재료와 기법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동양화에는.

동양 사람들이 보고 느낀 자연 동양 사람들의 생활 감정이 어려 있다, .

서양에서 발달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서양화와는 달리 동양화는 보다,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동양 본래의 것을 담고 있다 동양화에서는 동양.

고유의 화선지 먹 붓 등을 사용하여 여백과 비백의 효과로, , 심오한 동

양의 신비를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의 거리가 좁아지는 오늘에.

있어서는 동양화의 기법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김인승 외( ,

강조체 첨가1967: 11, ).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전통의 의미는 재구성된다 이 지문.

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의 정신을 뿌리 삼아 현대적 기법으로 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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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로 한국 화단에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갈등을 풀어,

나간 방법이었다.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했

다 이 과정에서 동 서양을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틀에 의존함으로. ·

써 전통을 찾고 정의하기 위해 동양의 특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전,

통은 서구화된 현대 한국의 생활 문화와는 점점 괴리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위의 지문에서 볼 수 있는 심오한 동양의 신비 와 같은 단어는‘ ’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서양과는 다른 동양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교‘ ’

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동양의 특성을 그렇게 정의한 주체.

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맥락에서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 .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목적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동양에 관한 서양인의 진술 체계인 오리엔탈리즘 을 분석한 에드워‘ ’

드 사이드 는 서양인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동양(Edward Said, 1978) ‘

의 신비 직관 감상 등의 어휘는 서양이 스스로를 동양과’, ‘ ’, ‘ ’ “

대조되는 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데, , , ”(Said,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978: 15) .15) 사이드는 서양이 동양의 특성

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어휘들은 현실에 의존하기보다는 텍스

트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상호 인용 체계가.

동양을 더욱 동양적으로 만들며 동양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현실 자체,

도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동양과 서양에 대한 틀에 박힌 관념들이 상호 인용된 모습

15) 사이드 는 동 서양의 관계가 서구의 제국주의 권력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음을 분(1978) ·
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서양이 지배의 대상으로서 동양을 연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
게 재구성한 모든 담론 체계인 오리엔탈리즘 은 하나의 이론 및 실천체계로서 창조된' ' “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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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와 비슷하다 동양이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의 개.

별적 특성은 무시된 채 몇 가지의 단어로 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다 학습자들은 동양을 혹은 동양화를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이러한 관. ,

념적 틀을 받아들인다.

고정된 틀 속에서 제시된 동양에 관한 서술은 교과서를 통해 후대에

그대로 전수된다 동양과 서양에 대한 구분 자체도 학습된 것일뿐더러. ,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양성 에 대한 많은 지식도 사회적으로 형성‘ ’

되고 전수된 것이다 이 지식이 진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제는 이런. ,

방식으로 제시된 지식이 학습자 스스로의 감상과 사고와 판단의 과정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

전통과 현대의 대립(2)

위에서 살펴보았듯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항대립적 구분의 틀에서 전,

통이 동양이라는 공간에 자리 잡음으로써 서양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것

들은 전통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개념적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개념에도 적용되어 전통은 서양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과거 속에,

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년에 발행된 한 미술 교과서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조형미술과1960 “

세계문화 라는 글을 살펴보자” .

조형 활동은 일반 문화활동과 마찬가지로 고립해서는 충분히 발전할

수 없으니 서로 서로 보고 배워야 한다 서로 보고 배운다는 것은, . 남

의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문.

화교류라고 하는데 이 문화교류는 조형미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략. [ ]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화의 세계적인 교류

가 가장 빈번하다 따라서 조형미술에 있어서도 동서고금의 모든 미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넓게 접촉함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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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차츰 좁은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는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서도 참으로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가고 있는 것이다 장발 강조체 첨가( , 1960: , ).ⅰ

이 글은 조형 활동은 일종의 문화적인 활동으로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

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며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게 된다며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 저자가 우리 와 남 서양. ‘ ’ ‘ ’( )

과의 관계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이항대립 관계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그것이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과거 와 현대 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이 텍스트에서 두 번째 단락 앞부분에 나온 우리 는 다수의 불특정‘ ’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뒷부분에 나온 우리 는 남의, ‘ ’ ‘

것을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남 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남의’ ‘ ’ .

것 즉 진실로 좋고 아름다운 것 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우리는 좁, ‘ ’ ‘

은 생각 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 과거의 문화’ .

유산 가운데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가고 있다 는 언급‘ ’

은 우리가 우리 전통을 재구성하고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을 받

아들인 그들의 취향 판단 서술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

이 글에서 드러나듯이 근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재발견한 과

정은 상당 부분 타자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식.

속에 전통 개념이 왜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일구어 낸 문화는 왜 전통에서 배제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영나 는 전후 년간의 미국과 동아시아의 문화 교섭을(1997: 104) 20

고찰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주로 동양의 전통문화가 동양에서는 미국, “ ,

의 대중문화가 소개된 것 이 특징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양에 대한 서양” .

의 관심은 신비로운 고대의 유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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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양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우리의 고대 유물 에 대해서 우‘ ’

리가 몰랐던 가치를 새로 발견하여 장발 가면서 전통을“ ”( , 1960: ) ,ⅰ

더욱 먼 과거로 밀어 보내는 일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년에 국립박물관 주도로 이루어진 최초의 해외 전시가 신라1958~1959

의 금동불을 비롯한 한국 고대의 문화재가 미국 각지를 순회하도록 기획

되었다는 사실은 전후 한국이 국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문화 전통을 전

략적으로 구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대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이 선택되었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김영나( , 1997: 109).

서양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 그들의 관점에

서 가치를 매기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구성해 온 과정과 한국이 정치적·

외교적 목적에 의해 전통을 선택한 과정은 서로의 목적은 달랐지만 결과

적으로 그 관심의 방향은 중첩되었다.1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 ’

은 현대 와 대립되는 과거 에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한국인‘ ’ ‘ ’ .

이 일상에서 느끼는 정체성과 전통과의 괴리감은 점점 확대되었다 그리.

고 한국이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식민지 경험은 여기에

더욱 분명한 선을 그어 놓게 된다.18)

따라서 공간적으로 전통 이 동양이라는 테두리에 고립된 것과 마찬‘ ’

가지 방식으로 시간적으로도 일제 식민 통치 시기 이후의 것은 전통에,

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구분.

과 과거와 현대라는 시간적 구분이 중첩되어 동양 과거 서양 현, “ = =↔

대 라는 대립되는 개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상상의 벽이 생기게 되”

었다.

문제는 이것이 일관된 구조 즉 차이를 확장하는 구조, “ ”(Said,

16) 세기 초 유럽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대 문화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후지하라 사다20
오 도 지적한 바 있다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유럽의 탐험은 세기(2005) . 18
후반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발굴과 그에 대한 양식사적 이해에서· 19
세기 이후에는 외부로 눈을 돌렸는데 고대 중국의 장중하고 신비로운 유물들이 당시,
이러한 유럽의 고대 취미에 부합했다는 것이다.

17) 우리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에 의한 전통문화의 선택과 배제는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2 .
18) 식민지 경험에 의해 방향 지워진 전통의 의미 구성은 절에서 다룬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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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구성과 서술에 이러한 구조가1978: 86) .

그대로 반영되었을 때 그 사회적 파장은 급격히 확장된다 이 벽이 어찌.

할 수 없는 이분법적 세계 구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실,

에 대응하는 우리가 이 벽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오,

히려 그 벽을 방패막 삼아 우리 과거의 전통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내,

야 하는가 혹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그 벽을 밀어내며,

더 넓은 전통의 개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

한 실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목적에 의한 교육 내용의 선택과 배제2.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의 개념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라,

는 시간적 공간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 고유의 것 에 대한 끊임없· ‘ ’

는 탐색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도 있었.

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때로는 민간 차원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이러, , .

한 사회 각층이 전통에 대해 논의한 많은 것들 가운데 교과서에 선택될

수 있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교.

과서에 실릴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는 누구였는가 교육과정에서 전통문?

화를 강조한 배경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강,

력한 주체는 바로 국가였다 이 절에서는 미술계에서 규정한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의 전통(1)

년대에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성장에 있었으므로 당시 교과1960

서는 우리 문화나 전통미술의 계승보다는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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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지식에 일차적으로 주목했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회화 조각 등 아름다운 조형을 창작하고 제품 디자인 도안 공, , ,

작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대 초반에 발행된 일부 교과서는 아예 감상 영역에는 아무. 1960

런 서술도 되어 있지 않거나 그림 몇 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항성( ,

장발 따라서 이 시기 교과서에서 전통을 어떻게 다루었1962; , 1963).

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교과서의 감상 영역에 제시

된 우리나라 미술사 서술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 . 1~2

차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을 중심으로 전통에 관

한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은 마치 암기해야 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교과서마다 일률적인 내용을 싣고 있다 년대 년대. 1950 ~1960

미술교육계가 주요 관심사를 감상이나 미술사 영역에 두지 않았다는 점

과 교과서마다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에서 기술한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미술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은 미술사,

학계의 연구에 의존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 출판된 한국미.

술사 관련 서적을 교과서 미술사 부분과 대조해 보면 교과서에서의 미술

사 부분은 이를 요약해서 실은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항성( ,

한국 미술사에 관해 연구자들이 축적한 많은 분량의 지식을 한1968).

정된 지면에 담기 위해 엄청난 압축과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야 했

을 것이며 그 선택의 과정에서 당시 교육과정상의 서술은 주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 “

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국민으로 교육하는 것이” 2

차 교육과정 시기의 일반 목표 중 하나였던 것을 생각하면 교과서에서,

의 한국미술사 내용 선정 기준이 미술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초점을 두

고 있던 부분과 거의 일치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술사학계의 한국미. ‘

술사 서술 방식이나 태도는 민족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인범 따라서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서술 역시 이러(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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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러한 서술의 토대가 되는 일반적인 틀의 모양을 이해

하고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된 특징을 짚어보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먼저 각 교과서마다 우리나라 미술사 서술에 반복되는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 관한 서술이거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수한 빛나는 독특한 고유. ‘ ’, ‘ ’, ‘ ’, ‘

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우리의 민족 문’, ‘ ’, ‘ ’

화라는 식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들여.

다보자.

우리 나라의 미술은 상고시대부터 우수하고 독특한 모습을 지니었으

며 특히 삼국시대의 유적들은 세계적으로, 빛나는 존재인데 중략 석, [ ]

촉 석검 석모 등 유품을 통하여, , 극히 정묘한 솜씨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당시의 유물은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도

정교하고 우수하다 장발 강조체 첨가( , 1959: 55, ).

삼국 시대의 유적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것이

며 그 늠름하고 힘찬 기백과 소박하고도 우아한 민족적 기질 섬세하, ,

고도 부드러운 정서는 곧 우리 나라 미술의 특색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석기물 석촉 석검 석모 은( , , ) 세계 어느 것보다도 정교하고 우수

하다 중략 신라는 중략 통일 이전의 금속공예나 동조불상들의. [ ] [ ] 소

박하고 장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중략 봉덕사의 종 다보탑, [ ] , ,

석굴암 등의 아담하고도 짜임새 있는 조형미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신라 미술의 극치다 중략 고려는 중략 그 정교한 솜씨. [ ] [ ]

와 아름다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후략 유경채 외, [ ]( ,

강조체 첨가1971: 42, )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도 우수하다 라는 식의 표현이 어떻게 이렇‘ ’

게 일률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애국심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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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쉽게 설명되는 문제이겠지만 이인범 은 미술사 서술에서, (2008)

민족국가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이해하고 그것과 학문 사이의 관계

를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미술사 서술의.

주요 관심사가 민족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

음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미술사학은 그 태동에서부터 제국주의 권력에,

대한 대항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방 이후 근대 국가.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미술사라는 학문은 타자에 의해 가“

해진 상처를 치유 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

의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인범( , 2008: 16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고유 독자적 독창적‘ ’, ‘ ’, ‘ ’, ‘ ’,

탁월 우수 훌륭 등의 언표가 반복되게 마련이며 이러한‘ ’, ‘ ’, ‘ ’ ,

글들은 주로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 탁월하다는,

형태로 논지를 전개한다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단어들이 교과서에 지속.

적으로 반복되면서 전통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생각과 태도는 특정 방

향으로 이끌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실천 방식을 형성하는.

데 여기서는 이를 국수주의 담론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 .

국수주의 담론과 더불어 한국미술사 공식에서 주목할 어휘 군이 한,

부류 더 있다 바로 섬세한 부드러운 소박한 우아한. ‘ ’, ‘ ’, ‘ ’, ‘ ’,

자연스러운 같은 수식어들인데 이들은 민족성을 정의하려는 오랜‘ ’ ,

노력에 의해 굳어진 단어들이다.

미술사학이 성립하는 정초 과정에서부터 민족은 기초적인 양식 개념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인범 미술사에서 민족의 삶의 터전( , 2008: 161).

인 자연 환경과 그 민족이 남긴 예술품의 성격은 상호 관련되어 이해되

며 이 둘은 민족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미술사학에서 조상들.

이 남긴 문화 유산의 미적 특질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으

며 이러한 논의들은 그 안에서 여러 층위의 담론을 형성한다 이들은, .

공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술 문화에 시대와 계층을 관통하는 본질적‘

인 혹은 고유의 특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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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국미 담론으로 부르기로 한다, .

적어도 미술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전통에 관해 갖고 있는 인

식의 많은 부분이 미술사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두 부류의

어휘군에 의해 틀 지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미술사 부.

분에 이 어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흩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년대 후반부터 년대까지1950 1980 19) 여러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에 반복되는 어휘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면 표 와[ 5]

같다 장발 이항성 김인승 외( , 1959; 1960; 1963; , 1962; 1963; ,

도상봉 외 문교부 박갑성 외1967; , 1970; , 1970; , 1971a; 1971b;

유경채 외 이종무 이봉상 김봉우1972; , 1971; , 1972; , 1973; , 1973;

이상훈 외 김종영 외 류경채 서울대학교 미술대, 1973, , 1980; , 1980;

학 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윤재우 외 이상욱1 , 1980; , 1980; , 1980;

한국교육개발원 김태 외, 1980; , 1989).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부분에 나타난 국수주의 담론과 한국미 담

론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국수주의 담론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교과서가 발행된 시기나 서술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수평적 일률성을 보인다 즉 어느 시대에 관한 서술이든 우. ,

리 나라 미술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우수하고 훌륭한 것이

라는 일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수성.

을 표현하기 위해 시대마다 다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웅장함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정묘함 통일 신. , , ,

라의 섬세함 고려 미술의 화려함 조선 미술의 소박함이 그것이다, , .

19) 이후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미술사 서술의 틀은 유지하되 그것을 더욱 압축하였
고 그 대신 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전체적인 한국, .
미술사 서술 틀은 년대 교과서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1950~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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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 이전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50
~
60
년
대

세계적으로
빛나는 극히,
정묘한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도
정교하고
우수 훌륭한,

극히 특색
있는

　 민족미술의
정화,
전아하고
장려한,
고무적,
의지적

　 독특한 체질의
소산

70
년
대

훌륭함,
다른 민족의
것들에 비해
매우
아름답게
조화되어,
세계 어느
것보다도
정교하고
우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남성적인,
거칠고
호전적인,
세계에
유례없는
독창적인,
강인한
북방적
기질과
웅장한
기상 힘차,
고 소박한
아름다움,
웅장하고
대담,
장대하고
늠름한,
씩씩하고
웅혼한,
섬세하고
능란한,
조화된
훌륭한,
장대하고
도
용감한,
패기와
상무의
기상,
야성적이
며 장엄

불교적인
감화를받
은 뛰어난, ,
화려하고
웅장한 온,
유하고우
아한 온순,
한,

현실의
세계를
이상의
세계로
승화시킨
최고의 표현,
소박하고
장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담하고도
짜임새 있는
조형미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 전통을
이룩 신라,
특유한 생활
감정과
풍토미를
가미한
독특한 미술,
찬란했던,
정묘함에
감탄해
마지않게
한다,
장려한,
찬란한,
웅장한
기상과
전아한 미감

신라 고유
문화를 창조,
독창적 신라,
고유의
통합된
조형성,
섬세하기
이를 데
없다 반도의,
맑고 밝은
풍토에
어울리는
우아 담백한,
독자의
화풍 섬세,
우려한 솜씨,
씩씩하고
화려한,
황금시대,
실로
자랑스러운,
간결하면서도
균형 잡힌,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로,
우리의 자랑

풍부한 변화와
화사한 감각,
고유의 경지,
보다 훌륭한
고유의 비할 데,
없는 요법의
정수 유려한, ,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적인 도자,
공예의 극치,
정교한 솜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주성 있는
신라 미술에
비하여 자주성이
약하다,
섬세하고 우아한
품격,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기,
상감 청자,
독자적인 경지.
자기의 왕자,
부석사
무량수전 당대:
건축의 완벽,
외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수법 우리의,
자랑

80
년
대

　 슬기,
강건,
웅장,
대담,
정교성,
독창성,
매우 웅장

극히
높고
찬란한
불교 문화

신라 고유의
정서와
고졸의 멋

슬기 호국,
정신,
독창성,
섬세 우아, ,
사실적이고
생기로운
표현

사치스러운
현실주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
균형과 조화의
미

표[ 5 교과서에서 국수주의 담론과 한국미 담론을 구성하는 어휘들] < >



- 47 -

　 조선 시대 근대 현대 우리 나라 미술 전체

50
~
60
년
대

고루한 침체 상태 아담한, , ,
소박한 조화된,

　 　 우수하고 독특한 소박하고도,
우아하며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부드러운 선율과 아담한 형태,
조작없는 자연스러운 솜씨

70
년
대

소박하고 서민적인 서민적,
취의 소박 단아한 미, ,
다채롭고 풍성한 조선 회화,
어수룩하고 평민적인,
백자의 소박한 멋,
죽공예에서 조선의 독특한
수법 순박하고 평민적인, ,
현실적 민중과 가까워지고, ,
민족적 풍토적 특색, ,
복잡하고 우둔한 조각은,
전반적으로 타락 침체,
예술적인 의욕에서가
아니라 다만 습관에서
제작되어 민중에,
가까워지고 민족적이며
풍토적 온화하고 순박한, ,
소담하고 검소한 독특한,
세계 건실한 실용의 미, ,
향토의 정서 우리 땅의,
흙냄새 평민적이고,
순박하며 건실한

거듭되
는
악조건
속에서
도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
며
신미술
창조를
이루어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 부드러운,
정서는 곧 우리 한국의 고유의 멋,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과 조형 능력 늠름하고,
힘찬 기백과 소박하고도 우아한
민족적 기질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정서는 곧 우리 나라 미술의 특색,
세련된 솜씨와 취미 기교도,
놀랍거니와 그 부드럽고 우아한 맛,
근엄하고 중후한 느낌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고도
남음 세계적인 훌륭한 미술품들이, ,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민속품에 이르기까지도 참으로 버릴
수 없는 아름다움 소박하고도 우아, ,
부드럽고도 구수,

80
년
대

서민적이고 극히 풍토적인,
소박하고 쓸모를 위주로 한
백자 아담하고 고유한 특색,
있는 건축 민족적 풍토적,
고유미

한국적
인
바탕에
구미의
새로운
양식이
수입

독자적
인
모습,
우수성

찬란한 미술 작품 독특한 자연,
풍토와 민족성에 의해 독창적 혹은
개성적 독자적이고 순수한 한민족의,
정신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민족성 기교에 앞서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 인공미에 앞서,
자연미 순수하고도 순진한 마음, ,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도 정교하고
우수 전통성과 독자성이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다 순수하고,
소박한 독창적인 조형성 정연한, ,
질서미 슬기로운 지혜와 정교한,
기능은 실로 놀라운 일 세계 어디에,
자랑하여도 손색 없는 소박하고,
단아하며 격조 높은 우수성을 자랑, ,
세계에 자랑할 만한 천 년 미술의5
훌륭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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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각 시대별 특성들을 모두 종합하며 우아하고 부드, ‘

럽고 구수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성격 을 한국 미술의 공통된 특성’

으로 설명하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격을 설명하려 한

다.

우리 나라의 미술은 상고 시대의 유물에서부터 그 훌륭함을 볼 수

있다 낙랑고분의 벽화 고구려의 남성적인 미술 대륙의 불교적인 감. , ,

화를 받은 백제와 전아하고 장려한 신라의 미술 풍부한 변화와 화사, ,

한 감각의 고려자기와 소박하고 서민적인 조선 시대 미술에 이르는 장

구한 역사의 변천과 시대의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독특한 성격인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오늘날까지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도상봉 외 강조체 첨가( , 1970: 32-33, ).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세계적인 훌륭한 미술품을 많이 남긴 나라이

다 비단 미술품들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민속품에 이르. ,

기까지도 참으로 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소박하고도,

우아하며, 그 형이나 선이 모두 부드럽고도 구수하다 이상훈 외( ,

강조체 첨가1973: 53, ).

미술사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의하고자 노력해 왔던 이러한 한

국미술의 본질적 특성은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세대를 거듭한 교,

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규정하는 하나의 초월적 기의 로 대중의 인‘ ’

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하는 한국적 보편성으.

로 객관화된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 부드러운 정서 는 누가 최‘ ’, ‘ ’

초로 정의한 것인가 위 표에서 보듯이 소박하고도 우아 하고 부? ‘ ’ , ‘

드럽고도 구수한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민족성’, ‘ ’,

기교에 앞서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 인공미에 앞서 자연미 를 추‘ ’, ‘ ’

구하며 순수하고도 순진한 마음 을 지닌 소박하고 단아하며 격조, ‘ ’ ‘

높은 등과 같이 한국미술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은 교육과정이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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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이 쇄신되고 방향이 바뀔 때에도 일관되게 가르쳐져 왔다 현대.

한국이 주체적으로 일구어 낸 변화와 새로운 문화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것은 전통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전통의 성격은 언제나 변

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식이 교과서 저.

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임을 알기에 그 기원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한국미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기원에 관해서는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추적이 불가

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영훈 권영필( , 2007; ,

야나기 무네요시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일본 지식인으로서2005). ,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한국 예술의 아름다움

과 그 고유의 특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과 구별되.

는 한국 예술의 본질적 요소를 선線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는데 조선인의,

원한과 눈물이 그 선을 타고 흐르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를 비애悲哀의 감

정과 연결시켰다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역( , 1922/ , 1994: 81-103).

그가 한국미의 본질적 요소로 정의한 또 한 가지 아름다움은 조선의 공

예에서 발견하는 민예미‘ 民芸美 이다 이는 자연에서 나온 건강하고’ . “

소박한 살아 있는 미 이인범 로서 민중의 생활에서 우러”( , 1999: 112)

나오는 아름다움이다.

비애미 와 민예미 로 대표되는 그의 한국미 이론은 이후 수많은‘ ’ ‘ ’

미술사학자들과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인범( ,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소박미 를 언급한 고1999). ‘ ’, ‘ ’, ‘ ’

유섭의 한국미론에서도 야나기의 민예 사상이 흐르고 있고 고유섭에게,

직접 사사한 최순우와 자연주의를 주장한 김원룡의 미론도 이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훈( , 2007).

교과서의 압축된 미술사 서술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국미 이론의 흔적

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고구려 시대의 퉁꼬우 벽화의 비천도나 선. “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리듬으로부터 고려 이조의 자기 백제 신라의 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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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각과 건축에 이르는 아름다운 선율 도상봉 외 을 한”( , 1970: 33)

국 미술의 공통된 특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야나기가 년 조선과1922 『

그 예술 에서 언급한 섬세한 선의 아름다움 이길진 역‘ ’( , 1994:』

과 맥을 같이 한다81-141) .20)

또한 소박하고도 우아 장발 하며 부드럽고도 구‘ ’( , 1959: 55) ‘

수 이상훈 외 한 성격 순수하고도 순진한 마음이 곧 한’( , 1973: 53) , ‘

국 미술의 멋 류경채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나 단아’( , 1980: ) , ‘ ’ⅰ

하며 순박하고 은은한 한국교육개발원 아름다움을 이야‘ ’( , 1980: 70)

기하는 부분은 년대 초반에 고유섭이 한국 미술의 특질을 정의하기1940

위해 사용한 단어들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다 고유섭은 이러한.

특색이 곧 조선미술의 전통 이자 줏대 이며 시대의 경과를 따‘ ’ ‘ ’ , “

라 더욱 더 구체화는 될지언정 시대의 변천을 따라 변천될 성질의 것이,

아니 라고 설명했다 진홍섭 엮음” ( , 2005: 54).

그리고 교과서에서 한국 미술의 특질을 인간을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민족성 김종영 외 의 발현으로 설명하며 자연과”( , 1980: 55) , ‘

의 관련성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 진실 인공미에 앞서 자연미’, ‘ ’, ‘

를 추구하는 슬기 류경채 를 강조한 서술들은 김원룡의 한’( , 1980: 52)

국미 이론의 영향으로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그는 삼국시대부터. “

이조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의 기조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자연주의 김”(

원룡 라고 설명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거, 1968: 4) . “ ,

기에서 사람의 냄새를 빼고 형이나 색이나 모두 자연 그 자체의 것 김”(

원룡 위의 책 같은 쪽 으로 남기고자 하는 태도는 결국 고유섭이 말하, : )

는 순박함과도 상통한다 그는 한국인은 백색을 좋아한다는 일반적 통념.

도 인공을 꺼려하는 한국인의 어쩔 수 없는 습성 김원룡 위의 책“ ”( , :

같은 쪽 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

그런데 부드러운 선의 아름다움 에서 소박미 그리고 자연‘ ’ ‘ ’, ‘

20) 다만 교과서의 우리나라 미술사 서술에서 야나기가 선의 내적인 의미 로 언급한 비, ‘ ’ ‘
애 의 감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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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미술사학계의 한국미 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단지 한국적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의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한국미 를 찾으려고 했다, ‘ ’

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들은 우리 나라의 장구한 역사의 변천과 시대의. “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르고 있는 도상봉 외 일”( , 1970: 33)

관된 특성을 예술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민족성과 동일시하며 이를 통해,

초역사적이고 본질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정의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

다.

이인범 의 지적대로 한국에서 미술사는 식민사관(2008: 166-167) “

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민족의 동일성을 구축해내는 데 기여했던 학”

문으로서 사실상 민족 미술의 우수성과 한국미라는 주제는 미술사 또는,

미술교육이라는 학문적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논의이다 김영훈. (2007:

은 한국의 미를 둘러싼 담론은 단순한 미학의 탐구가 아니라 현197) “

대 한국의 위치와 지나간 역사적 경험 그리고 미래와 연관된 정체성의,

문화학으로 읽어야 한다 고 지적한다” .

민족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각 시대마다 남긴 대표적 유산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찾으려고 한 노력은 바로 근대 국가가 성립

되면서 단일 민족의 혈통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었

던 것이다 한국은 왕조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체.

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어야 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고유의 것 전통 정체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다, ,

는 상처 입은 자아 의식 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 ’ .

잃어버린 고유의 전통을 되살리고 이어가는 것은 더욱 치열한 생존 싸움

이었으며 극복과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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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국력 배양의 수단으로서의 전통(2)

국가는 이러한 미술사적 지식을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구심점으로 삼았다 문화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

전통 은 국민통합을 위한 더없이 좋은 도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

필요에 따라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민교육의 진흥은 이 나라 이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 으로 강조되었다 최연식” ( , 2006).

특히 년 월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 이 초 중 고등학교의, 1968 12 ‘ ’ · ·

모든 교과서 첫 페이지에 실림으로써 학교 교육은 민족 중흥‘ ’21)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국가에 충성할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실질적

도구가 되었다 홍윤기( , 2004: 121).

앞서 교육과정 서술에서도 관찰했듯이 년에 개정된 차 교육과, 1973 3

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투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지닌 국민‘ ’

을 양성하기 위해 민족 고유의 전통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시기 저술된.

미술 교과서는 전통 관련 내용이 이전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술에서 이러한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

적의식도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또 전통 관련 내용이 주로 감상 영역의 미술사 부분에 속해 있던 이전

시기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표현 영역과 감상 영역에서 모두 민족 주체,

성을 고취하는 전통 관련 내용을 싣고 있다 표현 영역에서 한국 작가.

도판 수가 늘어났으며 도판 설명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이 명확히 드러,

난다 일부 교과서들은 전체 내용이 그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면 직접 교과서 지문을 보며 그 양상이 어떠한.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년에 발행된 한 고등학교. 1980

미술 교과서의 머리글이다.

21) 홍윤기 는 민족 중흥 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2004: 121) ‘ ’
국가의 발전과 이익이라는 큰 목적에 종속되어 획일화시키는 국가주의적 단어라고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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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고대 문화의 형성에서부터 찬란한 미술 작품을 끊임없

이 창조해 왔고 여러 가지 문화를 흡수 융합하면서 독특한 자연 풍토,

와 민족성에 의해 독창적 혹은 개성적 미술로 전개하였다 중략, . [ ]

보다 윤택하고 풍부한 국력을 기르고 그 국력으로 가꾸어지는 것이,

문화 생활의 순환적 특성이며 미술이란 그 문화 생활의 시각적 창조,

표현인 것이다.

유구한 문화의 유산을 배경으로 약진하는 오늘의 한국이 정신적 경

제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고양하는 데에는 미술의 모든 분야가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종영 외 강조체 첨가( , 1980a: 2-3, ).

이전 교과서에서 전통 관련 내용이 한국 미술의 특성을 지식으로서 전

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 교과서에서는 그 미술사적 지식이,

윤택하고 풍부한 국력 을 키우고 약진하는 한국 의 민족의 주‘ ’ ‘ ’ ‘

체성을 고양 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윤택하고 풍부한 국력 은 바’ . ‘ ’

로 이 시기 국가의 제일 목표였던 경제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자는 이,

국력 을 문화 와 직결시키며 순환적 특성 이라는 말로 그 관‘ ’ ‘ ’ , ‘ ’

계를 설명한다 즉 경제력이 성장하면 문화도 향상되고 우수한 문화를. , ,

통해 경제력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시기에 경제력이 국내의.

기간 산업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대외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위 글에 따르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 측

면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 미술 교과는 이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역군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전 시기의 과제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국력‘

배양 김종영 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교사용’( , 1980b: 7) .

지도서에는 이러한 목적과 이에 필요한 지침이 더욱 명확히 설명되어 있

다.

권두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여 미술을 통한 정신적 국력 배양

에 이바지할 기본적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중략 나아가 약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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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족의 기상에 적응하고 경제 발전에 공헌할 미술 교육의 지침으로,

서 도판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부로 삼았다 김종영, ( , 1980b:

7).

정신적 국력 배양 은 곧 국민이 민족적 주체성 을 지니는 데서‘ ’ ‘ ’

출발한다는 이러한 해설은 국민교육헌장과 연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교육헌장에서는 나라의 융성이 곧 나의 발전의 근본 박정희“ ”( ,

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민족 중흥 이라는 사명을 위해 철1968) ‘ ’

저히 봉사하기를 요구한다 이 사고의 구조가 그대로 미술 개념에 적용.

되어 미술의 모든 분야 를 이 목적에 종속시켰으니 이제는 미술사‘ ’ ,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전체에 걸쳐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가‘ ’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우리나라 미술사 서술. ‘ ’

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국수주의 담론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거의 매 단

원마다 등장하며 마지막에 나오는 감상 영역에서도 미술을 통해 민족성,

을 정립할 것을 당부하며 첫머리와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김종영( ,

1980a: 55).

이러한 서술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 ‘

지지 않는 창의와 개성 이라든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미’ ‘

술 등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의 예술을 세계’ ‘ ’ ‘

여러 나라 와 대치되는 입장에 놓고 우열 관계를 따지고 있다 이와 같’ .

은 태도는 해방 후 년간 무비판적으로 외래의 사조와 풍조를 받아“ 20

들여 자조 자립 자치의 능력이 제대로 계발되지 못한 것 홍윤기”( ,

재인용2004: 119 )을 반성한다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동기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외래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전략적으로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 부각시킨 것은 미술사학계에서 정의한 한국미의 특징

중 하나인 자연과의 조화 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로는 해‘ ’ .

인사 화엄사 등 산 속에 있는 사원의 이미지를 서양의 건축물과 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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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제시하며 한국 과 서구 를 대치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부록‘ ’ ‘ ’ ( ,

교과서 도판[ 1]).

기독교의 전당으로서 샤르트르 대성당은 주위의 자연과는 아무런 상

관없이 건물 자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만든 인간의 능력을 분명,

히 의식시키는 장대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리이스 이래 인간 중.

심주의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 한편 화엄사의 대가람은 주위의 자연과. ,

결합하여 자연의 일부분이 됨으로써 더욱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을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민족성이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김종영 외( , 1980a: 55).

자연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건물만 강조한 샤르트르 대성당을 화‘ ’

엄사와 대조시키며 인간을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우리의 민족성 을, ‘ ’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서 인용한 이 교.

과서의 첫 페이지에서도 도판으로 해인사 이미지를 제시하며 한국 문화

의 개성은 대자연과 인간의 만남에서 서로를 조화시켜 가는 노력이었“

으며 서구 미술에서 인간이 대자연을 정복하려는 경향과는 매우 대조적,

이었다 고 말한 바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 다” .

음과 같이 분명히 제시한다.

서양 문화 서양 미술의 홍수 속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 전통 문화의 발전적 계승 위에 서구 예술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

적인 미술 문화의 창조 감상 비평 응용 생활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 · ·

김종영 외( , 1980b: 8).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판의 시각적 효“

과 김종영 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 , 1980b: 7) . “

의 미술 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실린 도판은 우리 미술의 독창” ‘

성 청자 음각 모란문 퇴잔 민족의 기상 사신도 중의 백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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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적 서민적 감정 통영 오광대 말뚝이 가면 대자연과의‘ · ’( ‘ ’ ), ‘

조화 해인사 가람과 장경 판고 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들이 제시된다’( )

부록 교과서 도판( , [ 2]).

표현 영역에서는 서양 미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 교과서와는 달

리 서양 미술에 대항하여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판들이 각 단원마,

다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셍 석고 인물 단원에서. , < - · >

석고 소묘를 설명하기 위해 금강 역사상 의 소묘 과정을 싣고 있으며‘ ’

부록 교과서 도판 교사용 지도서에서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 , [ 3]),

명한다.

여기서는 전신에 넘치는 기개가 표정에 집약되어 힘과 긴장감에 넘

치는 금강 역사 두상으로 예를 들어 외국의 석고 데생만이 유일한< > ,

정통적 방법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김종영 외( ,

1980b: 21).

회화의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데생 을 설명하는 단원이지만 기개가“ ”

넘치는 금강 역사상의 모습을 제시하여 약진하는 한국 의 이미지를‘ ’

부각시키고 서양 문화의 홍수 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 .22)

우리 미술의 독창성 을 증거하기 위해 교과서마다 빠지지 않고 실‘ ’

려 있는 도판으로는 고려 청자 외에도 정선의 진경 산수화와 김홍도 신,

윤복의 풍속도가 있다 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 회화 동. 1973 , “ < >”(Ⅱ

양화 단원에 정선의 진경 산수화와 신윤복의 풍속도를 도판으로 제시하)

며 한국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 .

이는 그 동안 정체된 것으로 인식되던 조선 시대 회화를 새롭게 조명

하고자 하는 년대 후반 미술사학계의 연구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1960

22) 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도 석굴암에 있는 금강 역사상 부조를 도판으로 제시했지1970
만 이 때 부각시키려 했던 것은 시대와 작품의 종류를 초월하여 흐르는 한국미의 본질,
적 특성인 아름다운 선율 이었다 여기에서는 고구려 벽화 비천도나 선인도 백제와 신‘ ’ . ,
라의 불상 조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특성이라고 설
명한다 도상봉 외( , 197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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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국의 독자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 사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중국화를 모방하지

않은 대표적인 산수화인 진경 산수 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또한‘ ’ .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도는 조선 후기 실학 사상과 관련하여 진보적인

회화로 조명 받았다.

그런데 년대 후반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토대로 교과서 내용을1970 ,

쇄신할 때에는 이러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 성과가 정신적 국력 을 배‘ ’

양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한 예로 이런 맥락 속에서.

발행된 한 교과서에서는 감상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에 한국의 발자취< >

라는 제목으로 여러 도판들을 실었는데 이상욱 여기에는( , 1980: 55),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선의 금강전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부록 교과서 도판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에 대해( , [ 4]).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문화의 민족 주체성은 민족 생존을 위한 주체적 각성이며 민족,

보존에의 정신적 긍지이다 중략. [ ]

옛부터 우리 민족은 우수한 독창력과 뛰어난 발명력을 가지고 있었

다 외래 종교와 문화의 도입 등으로 이러한 민족의 우수성은 더욱 세.

련 심화되었다 즉 문화란 그 민족의 전통 위에 문화의 교류가 따라야. ,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선택적 배제와 문화 변용을 거쳐 진정한 창의성,

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상욱(invention) ( , 1980b: 76).

정선의 진경 산수화는 중국풍의 답습을 극복하고 한국 산수화의 독“

자적인 특색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 이상욱 으로서 선”( , 1980b: 79) , “

택적 배제와 문화 변용을 거쳐 진정한 창의성 을 발휘한 민족 문화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 문화의 독창성‘ ’

과 우수성 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선택되었는데 이제는 학문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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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그 서술 주체가 국가 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전통에‘ ’ .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 주체는 각 분야의 지식인층이지만 국가

가 학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한 것이다 전통에 대한 이들 지식 가운데 국가의 목적에 부.

합하는 것들은 잘 조합되어서 교과서에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미술의 특질로 논의되던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 ’,

자연미 백색의 미 와 같은 특성들은 이러한 국가가 주도하는 민‘ ’, ‘ ’

족주의 담론 속에서 영원히 받들고 키워 나가야 할 한국인의 얼“ ” ‘ ’

이 되는 것이다 전통에 대한 이러한 영원한 충성 은 교과서를 통해. ‘ ’

서 온 국민에게 의무와 책임 으로 교육 된다 류경채‘ ’ ‘ ’ ( , 1980: ).ⅰ

지금까지 강한 주체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

에 의해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제시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국가가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 교과서들은 대부분 년에 발행된 것으로서 국가가 교육과1980 ,

정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서의 전통(3)

국가가 주도하는 담론은 차 교육과정 이후에 다시 전통문화와 관련7

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맥락과 그 목적은 유사하,

지만 내용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그 발단부터 세계화 라는, 7 ‘ ’

커다란 화두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화 라는 흐름이 하나의 사회적. ‘ ’

현상으로 대중적 의미를 얻었을 때인 년대에 이르러 교육 분야에1990 ,

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 ’ .

분야의 이 대응 은 세계화와 그로 인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 ’

한 것이라기보다는 밀려드는 외부 문화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이 강하다.

외세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는 물밀 듯이 밀려오는 서양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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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하는 데 사력을 기울인 년대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 1970~1980 ,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오는 일종의 민족 정신 인 것이다 따라서‘ ’ .

역사적 문화적 맥락 교육부 을 강조한‘ , ’( , 1997a: 2-4, 200-205) 7

차 교육과정 시기에 전통을 강조한 목적에는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이 자

리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차 교육과정 시기를 전후하여 발행된 미술 교과서에서 외세7

에 대항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다르다.

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의 주체성과 애국심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주3

된 전달 내용이었고 시각적 요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면 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전통 미술 전통 회화 전통 공, 7 ‘ ’, ‘ ’, ‘

예 등 가시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각문화 와 그러한 결과물을 만’ ‘ ’

들어 내는 개인의 능력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과거에 정신적. ‘

국력 배양 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통문화 교육에서 국가경쟁력 이’ ‘ ’

라는 실질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 교육으로 변화되었음을 의

미한다 과거의 정신적 국력 이라는 목표가 국가 내부적 단결에 더. ‘ ’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국가경쟁력 이라는 목표는 대외 관계에 더 집, ‘ ’

중하고 있다.

세계화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듯 대외적,

위상이나 국가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전통을 다룬 이러한 관점도 차 교7

육과정에 와서 갑자기 생긴 태도가 아니다 앞서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

며 언급했듯이 이는 년대 후반 국제적 행사를 전후하여 우리 문화, 1980

를 해외에 홍보하는 일이 국민적 이슈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이어서 년대 국가의 세계화 정책 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전통문1990 ‘ ’

화를 바탕으로 해외로 가지고 나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개인.

의 능력 자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학. “

생이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습득하도록 교육한

다 교육개혁위원회 라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글을 통해서도.”( , 199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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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디자인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대,

외적 목적 및 관광 상품으로서의 전통문화는 공예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전통 공예품은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며 관광 한국으. “

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윤재우 외 하는 등의 실질적 이익”( , 1980b: 52)

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민족마다 민간에서 전해 오는 전통 공예품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그,

민족 고유의 숨결과 생활 양식이 스며 있다 중략 우리의 전통 공예. [ ]

는 지역별로 전승되어 독특한 향토 공예로 발전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

광객들에게 그 고장과 우리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향토 공예는.

지역에 따른 재료의 특성을 살려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김교만 외 부록 교과서 도판( , 1992: 50; , [ 5]).

위 지문에서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중략 우리 나라를 알리는 목“ [ ] ”

적을 교과서 지문에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시각문화를 창조하는 개

인의 미술적 능력을 키움으로써 효과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

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 단원에서 전통 공예품과 민속품을 소

재로 하여 포스터나 엽서 우표 디자인 책 표지 제품 포장 캐릭터 디, , , , ,

자인 등에서 한국의 이미지 를 표현한 도판이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 ’

할 수 있다 임관호 외 부록 교과서 도판( , 1997: 56-57; , [ 6]).

이렇게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전통문화를 다루는 내용 역시 국가 홍보

와 관광 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년에 발행된 또 다른 교과서에. 1999

서도 한국적인 이미지 전통적인 의미가 담긴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보“ ,

자 라는 과제를 주문하며 탈춤이나 색동저고리 농악놀이를 소재로 한.” , ,

마크나 캐릭터 디자인을 예로 제시한다 최경식 외 부록 교( , 1999: 37; , [

과서 도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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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적 이라는 단어와‘ ’

한국적 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점차 동일한 것으로 되어‘ ’

간다는 점이다 한국적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 언어는 한. ,

복 탈춤 농악놀이 판소리 까치와 호랑이 등이다 민속적 소재를 사용, , , , .

하면 한국적 인 디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와 이미지의‘ ’ .

연결을 통해 현대 한국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한국적 이라는 단어가‘ ’

기존의 고립된 전통 에 대한 인식 틀 속에 갇혀 의미가 굳어지고 있‘ ’ ,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학습자 개인의 삶에서 이끌어낸.

한국적 특징이 아닌 현대 한국이 세계 무대에 가지고 갈 문화 상품, ‘ ’

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상에서 이끌어낸

특징으로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 따라 교육되고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한국적인 소재로 선택된 것들은 외국인의

취향에 맞춰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

지 자신의 일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한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국가정체성과 국가가 전

략적으로 만들어 가는 국가정체성이 괴리되게 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삭제3. ·

절에서는 국가가 주체의식 고취 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2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강조했던 차와 차 교육과정 시기를 중심으로3 7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 두 시기에는 교과서에 실을 전통문화.

관련 내용을 선정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들 교과서 중 국가의 목적에 따라 전통을 이용한 도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교과서는 년대에 발행된 교과서들이다 그러나 이1980 .

시기의 모든 교과서가 그런 목적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 같은 해에 발행.

되었지만 전통에 관한 언급에서 국가의 개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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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들도 있다 이 교과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교육헌장의 어휘들을.

노골적으로 사용한 위의 교과서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러한 표현을 의,

도적으로 배제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에.

관한 논의들이 주체성 또는 정체성 이라는 주제와 분리된 경우가‘ ’ ‘ ’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혜정 이들 교과서에서 이러한 목적( , 1994),

의식이 사라진 것은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에만 관심을 집중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형식주의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다 형식. .

주의는 미술작품의 의의가 작품의 내용보다는 작품의 형식에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그 바탕에는 모더니즘의 예술의 자율성 에 대한” , ‘ ’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조주연 따라서 형식주의적 관점은( , 2002: 47).

미술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고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체의 독특한 본‘

성 과 시각적 특성 에 관심을 집중한다 조주연 이 절’ ‘ ’ ( , 2002: 53).

에서는 교과서에서 전통미술에 관해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미술교육은 미적 대상을 관찰하고 시,

각적 요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학습자의 모든 활동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미술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미적 경험을 감각적인 영역에만 국한

시키고 미적 대상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안, · (

인기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 2011: 298).

어서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점은 년대부터 년대 초반에 이르기1980 2000

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전통미.

술에 대해 주로 화면 구성과 배치 표현 재료와 기법 조형 요소와 원리, ,

등의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통 이라, ‘ ’

고 부를 수 있는 기법과 양식이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전. ‘

통 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의 과정은 전통’ ‘

미술 전통 양식 전통 회화 등의 단어들에 구체적인 이미지’, ‘ ’, ‘ ’

가 연결되고 의미가 한정되며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족주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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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전통은 주체성 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속한 것이었다면‘ ’ ,

형식주의적 미술교육에서는 전통의 의미가 시각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시

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통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내용들은,

수묵화와 채색화 재료와 기법 여백의 미 삼원법 화면 구성 단청 조( ), , ( ), ,

각보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이다 또한 년대에 사회적으로( ) . 1960~1970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민화나 탈춤 농악놀이 등과 같은 민속적 소재,

와 이미지들이 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데 이1980 ,

들 역시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며 역사적 맥락은 배제되었다.

현대적인 것 에 반대되는 전통적인 것(1) ‘ ’ ‘ ’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전통에 관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먼저 수묵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년대 이후 교과. 1980

서에서 전통 회화로서 수묵화에 대한 설명은 동양이라는 큰 개념에 주목

하여 서양에 대비되는 직관적 본질적 정신적 인 면을 부각‘ ’, ‘ ’, ‘ ’

시킨 년대 교과서와는 달리 먹 이라는 재료에 많은 의1950~1960 , ‘ ’

미를 부여한다 서양화와 재료상 차이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먹 은 전. ‘ ’

통 회화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채택된다 한국 미술의 특.

징을 설명하기 위해 소박함 이나 우아한 선율 과 같은 추상적인‘ ’ ‘ ’

개념을 벗어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변형 가능한 구체적인 재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 화단에서 먹 은 한국적인 그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

고 할 만큼 중요한 재료로 여겨져 왔다 교과서에서도 민족 전통문화. “

의 하나인 먹물의 예술성을 계승하여 향상 발전시키도록 힘쓰자 라든.”

지 변화 무궁하고 신비스러운 수묵화를 창작해 보자 라는 등 수묵화“ .”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윤재우 외( , 1980a: 17).

교과서 전체에서 형식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차 차 교육과정 시기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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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우리 나라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알게 한다는 교육과정상의 목“ ”

표를 도판의 위치와 크기 또는 도판 수로 실현하고 있는데 특히 수묵화,

에 해당하는 도판 수가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해설한 지문에서는 민족 전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 ‘ ’

찾아보기 힘들다.

수묵화는 화선지에 먹이 스며드는 성질과 먹의 농담 효과를 살려 그

린다 화선지의 잘. 번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마르기 전에 덧칠하여 선이

번지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담묵으로 그리고 마른 다음에 중묵 농묵의, ,

차례로 그려 먹 빛깔을 선명하게 남기는 방법 등이 있다 김태 외( ,

1989: 8).

수묵화의 깊은 예술성은 정신을 붓 끝에 집중시켜 단숨에 그려 냄으

로써 필력에 깃든 기운 생동의 명쾌한 멋과 선과 농담의 미묘한 변화,

먹의 번짐 여백 등이 주는 깊고 끝없는 변화에 있다 중략, . [ ]

일반적으로 수묵화에서 배경은 여백으로 남겨 두고 명암이나 원근감,

의 표현은 선의 강약이나 먹의 농담으로 표현하지만 담채나 채색의 방,

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실재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작가의 느낌이나 생

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윤명로 외( , 1992: 10).

위 두 지문에 나타난 것처럼 수묵화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기법 설명

에 중점을 두고 농담의 변화 나 먹의 번짐 먹 빛깔 등 재, ‘ ’ ‘ ’, ‘ ’

료가 가져다주는 시각적 효과에 주목한다 기운 생동 이라는 말로. ‘ ’

수묵화의 깊은 예술성 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 ’ , ‘

미 보다는 그것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 단숨에 그려 냄 과’ ‘ ’( )

효과 명쾌한 멋 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 ) .

이렇게 기법에 치우친 관심으로 철학적 사고의 과정이 부재하게 된 것

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수묵화만을 한국적인 고유의 회화 로 부각, “ ”

시키는 경향도 전통 에 대한 학습자의 사고를 고착화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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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화는 예부터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지닌 조형 재질을

외래 양식에 잘 조화 흡수시켜 우리의 풍토적 감각에 맞는, 한국적인

고유의 회화로 발전시켜 왔다 먹과 붓을 주로 활용하는. 수묵화가 바로

이것이다 중략. [ ]

우리는 조상들이 써 오던 재료를 친근감을 가지고 다루며 전통적인

표현 방법을 익혀 현대적인 표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기원( ,

1992: 16).

위 지문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표현 방법 을 수묵화로 규정하고 현‘ ’

대적인 표현과 구분하는 태도는 전통 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릴‘ ’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년에 발행된 한 교과서1980

의 회화 단원의 구성을 보‘ ’

면 이러한 전통 회화에 대한 편

협한 사고 방식이 내용 구조에

서부터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회화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

소단원들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조형 요소와 재료 기법·

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6].

그런데 재료에 따른 분류 안에

동양화 가 수채 유‘ ’ ‘ ’, ‘

채 채색화의 기법’, ‘ ’23),

다양한 표현 판화 와 대등한 관계로 제시되며 동양화 부분에서‘ ’, ‘ ’ ,

23) 여기서 채색화 는 전통 회화에 포함되는 수묵화와 채색화 에서 말하는 채색화가 아니‘ ’ ‘ ’
라 일반적 의미에서 색을 많이 사용하는 그림을 뜻한다 이 교과서에서는 동양화의 채, .
색화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회화

데생
선 면 형· ·
색
양 공간·
질감
동세
터치 변형·
동양화 먹물의 예술성·
수채
유채
채색화의 기법
다양한 표현
판화

표 회화 단원을 구성하는 소단원 목차[ 6]< >
윤재우( , 1980: 4-25)



- 66 -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수묵화에 국한되어 있다 채색화 에서 다루는. ‘ ’

것은 수채화와 유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도판으로서 수묵화에 대한,

설명과 대조된다 윤재우( , 1980: 4-25).

그런데 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교과서에서 채색화가 전통 회화의 한6

기법으로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년에 발행된 교과서. 1992

에서는 회화 단원에서 수묵화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채색화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수묵화에 채색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 것이 채색화이며 수묵과 채,

색 중 어느 쪽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 담채와 농채로 구분한다.

엷고 가볍게 채색하여 먹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수묵 위주로 그

린 그림이 담채화이다 중략. [ ]

채색이 주가 되는 것을 진채라 한다 여러 번 색을 덧칠하여 진하게.

쓰이는데 그림 제작에 있어서는 대강의 윤곽선을 담묵으로 그려 놓고,

착색한 다음 먹의 농담을 조정하여 선을 정리한다 이기원, ( , 1992:

16).

그런가 하면 년에는 수묵화와 채색화 라는 제목으로 대등하게1993 “ ”

제시되기도 하고 년에는 동일한 설명이 수묵 채색화 라는 제목, 1994 ‘ ’

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임관호 외( , 1993: 20-21; ,

1994: 14-15).

채색화가 전통 회화에서 수묵화와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화단에서 수묵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전통

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단에서의 수묵.

과 채색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

어지면서 관점이 변화해 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교과서에서는 형식주의적 관점에 가려져 전통,

에 대한 내용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 따라서 전통적인 표. ‘

현 방법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이것을 잘 익혀서 현대적인 표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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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통과 현대의 융합 논리의 골조

를 이루게 된다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 전통과 현대의 대립 구조를 결정.

짓고 이 이항대립은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된다는 점을 앞서 절에서 지1

적했는데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통적인 기법 을 사용한 그림들에서 공. ‘ ’

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특징들은 전통 양식 으로 규정된다‘ ’ .

민족이나 지역 또는 풍토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변천하여 고유한 전

통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략 생활 주변에서 회화 조소 공예. [ ] , , ,

건축물 등의 작품이나 조형물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 , 1980a: 44,

강조체 첨가).

위 지문에서는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전한 전통 양식은 오늘날에

이르러 민족을 넘어서 스스로 변모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통

의 의미 변화와 확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주변. “

에서 회화 조소 공예 건축물 등의 작품이나 조형물에서 우리 나라의, , ,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라는 과제를 던지며 제시하고 있는 그.”

림들은 학습자의 내면에 전통에 대한 고정 관념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고착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록 교과서 도판 조선 시대 수( , [ 8]).

묵 담채화 점과 중국의 수묵 산수화 점으로 이루어진 이 이미지들은3 1

우리 나라 전통 회화 양식은 조선 시대에 확립되었다 라는 명제와‘ .’

전통 회화는 수묵을 위주로 한 그림이다 라는 명제를 토대로 선택된‘ .’

것으로 보인다 전 세대에 학습된 이러한 명제들은 시각적 이미지에 의.

해 객관화되고 전수된다.

이렇게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전통 양식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

타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미술 을 낳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 ,

주체적으로 탄생한 새로운 미술 이 위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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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르면서 변모한 전통 으로서 자리 잡아 가느냐 하는 것이다 하‘ ’ .

지만 여기에는 풀리지 않는 난점이 있다.

전통 양식 또는 전통적인 기법 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 ’

현대적 양식 이나 현대적인 기법 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 ‘ ’ . ,

전통 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대 라는 타자가 있어야 한‘ ’ ‘ ’

다 년대 이후 교육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 전통적인. 1980 ,

것과 현대적인 것의 융합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도 동 서양, ·

화 도판의 비중을 적절히 조합하고 전통적 양식을 현대적인 조형 감각에

맞게 조화 발전시킨 사례를 강조했다 따라서 전통을 새로운 조형 언어· .

로 재해석한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다 박수근 김환. ,

기 김기창 등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재료와 기법 형상, , ‘ ,

은 새로운 실험적 방법을 시도하고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는’

생각을 바탕으로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그들이 이어 가려고 했던 전통의 정신 과 그‘ ’

것이 화면에 담기기까지의 과정 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학습자에‘ ’ ,

게 단지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기법의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요구‘ ’ ‘ ’

한다 예를 들어 김기창의 태양을 먹은 새 를 도판으로 제시하고 다음. , < >

과 같이 설명한다 부록 교과서 도판( , [ 9]).

전통 회화의 정신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표현.

재료 및 기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며 점차 새로운 소재의,

표현으로 개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략. [ ]

태양을 먹은 새는 한국화의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뿌리고 번지

게 하는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주황과 검정의 대비로 인하여 보는

이에게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부자 외( , 2003: 16-17).

위 설명에서 현대적인 기법 은 새로움 개성 강렬함 등의 지위를‘ ’ , ,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 벗어나야 했던 전통적. ‘ ’ ‘

인 기법 은 자연히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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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대적인 것 과 전통적인 것 의 대립 구조는 전통 회‘ ’ ‘ ’

화로 분류될 수 있는 조선 시대 민화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책. <

거리도 와 까치 호랑이 를 도판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부록 교과서 도판( , [ 9]).

무명 화가들이 서민의 집을 장식하거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

작한 그림으로 책거리 산수 꽃과 새 물고기와 게 등을 주로 그렸으, , , ,

며 전통적인 기법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으로 다양함과 더불어 자유로,

움을 느낄 수 있다 노부자 외( , 2003: 16).

이 설명에서 민화를 현대적인 기법 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전‘ ’ “

통적인 기법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 이라고 말하며 다양함 과 자유” ‘ ’ ‘

로움 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민화는 전통 회화’ . ‘ ’

이지만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

김기창의 그림과 조선 시대 민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각각 한 페이

지씩 차지한 수묵과 채색의 조화 라는 소단원은 전통적인 기법과‘ ’ “

현대 기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과제를 남기며 마친다 이렇?” .

게 해서 전통적인 기법 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가 전통 이‘ ’ ‘ ’

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위축되어 새롭거나 개성 있거나 강렬하거나 다,

양하거나 자유로운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무언가로 각인된다 전통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킨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의 대립에서

현대적인 것 에 위치하고 결과적으로 전통은 발전되고 풍성해지기보‘ ’ ,

다는 오히려 고립되고 위축된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 전통의 창조적 계승 이라는 목표는 회화‘ ’, ‘ ’

영역에서는 주로 전통 기법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이어졌는데 우리는 교,

과서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전통의 개념이 더욱 위축되기도 한다

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재해석된 전통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통과 현대의 기법상의 차이점에만 주목하였기



- 70 -

때문이다.

보편적 시각 언어로서의 전통(2)

그런데 전통 생활 용품이나 장식품 등의 민속 소재를 다룬 내용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기법의 차이를 통해 전통 을. ‘ ’

특수화하려는 태도와는 달리 전통문화에서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

하는 요소를 찾아 전통미에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것

이다 이러한 관점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구분 없이 미술의 일. ,

반 원리로 인식되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아름다1993 “

움 즉 전통미와 관련하여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인간은 중략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평면이나 공간 속에 형과 색[ ]

의 시각적 조형 요소로 중략 표현하여 왔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 .

것은 인간 본래의 욕구이며 우리 조상들도 오랜 세월의 삶 속에서 그,

들 나름대로의 생활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해 왔으며, 우리 민족 특유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 1993: 2-3).

이 지문에서는 전통미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전에 아름다움이라는 보

편성에 입각하여 생각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미의 보편성이라는 전제.

아래 인간 삶 생활 등의 단어가 중요하게 부상하는데‘ ’, ‘ ’, ‘ ’ ,

이러한 변화는 차 교육과정 시기에 미적 체험 영역 도입과 관련지을6

수 있다 년대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미술교육학자들을. 1990

중심으로 학문 중심 미술교육 사조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DBAE) ,

미적 체험 영역의 등장은 미술사적 지식만을 다루어 오던 감상 영역에

미학적 요소가 도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안금희 차 교육과( ,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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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기에는 이러한 미적 체험의 개념이 미술과 생활 이라는 영역에‘ ’

적용되었다.

앞서 교육과정 목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생활, 6

영역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미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었다 형식주의에 치중하는 미술교육의 틀 안에서 미적인 요소는 바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관련된 내용도 과거.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조형 요소들

을 찾아내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된다 년대 이후 기법 면에서 채색. 1990

화가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것처럼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도 전통,

과 관련하여 색채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부록 교과서 도판( , [

10]).

색채와 생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형과 색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백의 민족이, .

어서 흰 옷을 많이 입었으나 탈춤 취타대의 의상 이나 골무‘ ’, ‘ ’ ‘

상자 동거동락 의 기러기 등을 보면’, ‘ ’ 선명하고 화려한 색을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의 조형 감각

우리 나라 미술이 선을 중요시하고 정신적 상징적인 데 비하여 서양,

미술은 면과 명암을 중요시한다 우리 나라의 문창살 과 상보 를. ‘ ’ ‘ ’

보면 직선에 의한 비례의 구성 색채 등이 몬드리안의 작품과 유사한데,

우리 조상들은 이전부터 이와 같은 조형 감각을 살려 왔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 미적인 조형 감각은 공통점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현진( , 1998: 32-33).

위 지문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 을 강조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특‘ ’ ,

수한 미적 감각 전통미 이 보편적인 미적 감각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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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시화하는 구체적 물질이 바로.

전통문화이므로 보편성과 동시에 고유성과 특수성도 지니고 있어야 한,

다 그 보편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객관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생활 이라는 개념이다 보편적 기준으로 가치를 입증‘ ’ .

할 수 있는 우리의 특수성으로서 주목한 조형 요소가 바로 조상들이 생

활에서 사용해 오던 전통 색 이었던 것이다‘ ’ .

이는 전통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깨어 나오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였음

이 분명하다 그러나 백의 민족 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에 벗어. ‘ ’

나는 것으로 화려한 색 을 다루고 있는 모습은 아직 과도기적 모습을‘ ’

보여준다 또한 정신적 상징적인 동양과 면과 명암 중시의 서양이라는. ,

대전제가 전후 맥락에 관계없이 삽입된 점이라든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몬드리안의 작품에 의존해야 했던 점도 고정관념이 잔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 세대에 걸쳐 전수되고 있는 지식의 틀을 완전히 깨어 버리

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에 대한 더욱 진지한 성찰과 소통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식이 더해,

져 전통의 내용은 더욱 풍성해진다 미술 교과서에서 전통과 관련하여.

색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특정 시대나 특정 계층의 문화에만 시야를 고

정시켜 왔던 그 동안의 태도에서 점차 벗어나 소외되어 왔던 생활에서의

전통으로 시야를 확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기교와 손재주를.

천대하던 유교적 회화관에서 벗어나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장식적이,

고 화려한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전통의 내용이 다양해진 것은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한국

화단의 진지한 탐색 덕분이다 특히 년대에 부각된 민중미술은 기. 1980

존의 틀에 박힌 전통 개념을 깨고 한국적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김영나 그런데 사( , 1995).

회 전반적으로 전통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확장을 이끌어 간 이러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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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민중 의식이 교과서에서는 그 역사적 맥락이 삭제된다는 점에 우리

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년대에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교과서에. 1970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또한 노골적으로 그 목적의식을 드러낸 것과는 대,

조적인 모습이다.

역사적 맥락이 삭제된 빈 공간은 단순한 관찰로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요소에 대한 단편적 언급으로 채워진다 미술 교육에서 전통은 이제 어.

떤 의식을 심거나 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하나의 시각,

언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탈맥락화된 전통은 현대의 실용적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하나의 시각적 컨텐츠 인 것이다‘ ’ .

그러한 컨텐츠의 대표적인 예로 단청을 들 수 있다 단청 사진은.

년대 이후 미술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부록 교과서 도판1990 ( , [ 11,

이는 단청의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 된 색과 무늬가 우리12, 13]), “ ”

나라 특유의 전통미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김교만 외 표지 해( , 1992:

설 임관호 외 하지만 단청에 대한 내용은 주로 디자인 영; , 1997: 51).

역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단청 사진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배색이나 보색.

대비에 대한 예로 제시된다 임관호 외 최경식 외( , 1994: 39; , 1999:

29).

조각보나 문창살 색동옷 등 장윤우 외 최경식, ( , 1997: 41; , 1999: 3;

임현진 노부자 외 의 민속 소재들 역시 이러한, 1998: 32; , 2002: 30)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통미를 이해하게 한다, ‘ ’

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는 상당히 표피적인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통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몇 가지 이미지들은 미술에서 전‘

통적 인 혹은 한국적 인 느낌을 주는 시각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차’ ‘ ’

용할 수 있는 시각 언어로 인식된다 형식주의적 미술교육에서 전통에.

관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키

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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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

지금까지 교과서 텍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전통에 관해 다룬 내용에,

는 몇 가지 변화의 흐름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한 변화는 복잡한 사회.

적 현상과 맞물려 일어났는데 이러한 맥락들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미술,

교육에서 전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 두 질문에 답하며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 .

첫째 전통과 관련하여 무엇을 다루어 왔는가, ?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의 내용은 영역별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

했다 대체로 이 변화는 사회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학계의 연구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

이다.

미술 교과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표현 영역과 감상 영역이

있는데 초기 년대 에는 표현 영역에서는 전통과 관련된 내, (1950~1970 )

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고려 청자나 조선의 백자 신라의. , ,

금관 등 고대의 찬란했던 문물을 중심으로 도판과 짧을 설명을 곁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였다 그 시기에는 전통에 관한 내용을 감상 영역에.

서 주로 다루었는데 이는 창작이나 조형 원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역,

사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지식에 대한 관심도 역.

시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주로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를 절정기로 인식하고 있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박탈당한 조선

에 대해서는 백자와 목물 외에는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

다 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미술사 영역에서 조선 시대 회화에 관해. 1970

주로 안견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회화사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중, , ,

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는 점차 미술사에서 조선 시대를,

우리 나라 미술의 전통 양식이 확립된 시기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전통에 관한 내용이 표현 영역으로 확장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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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상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호 연관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술사에서 조선 시대 회화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조.

되었으며 표현 영역에서도 동양화를 전통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며 주로,

조선 시대의 수묵화나 문인화를 도판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년대 이후로 미술사적 지식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회1990 ,

화 부분에서 동양화 가 아닌 전통 회화 라는 이름으로 수묵화와‘ ’ ‘ ’

함께 채색화도 중요하게 다룬 점은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디자인 영역에서도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루면서 단청이나 민속 의

상 조각보 등의 화려한 색을 강조하며 우리의 조상들도 서양에 뒤지지,

않는 아름답고 화려한 조형 감각이 있었음을 미술의 보편적 원리에 입각

하여 증명해 보이려 했다 이러한 민속 소재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난.

것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던 민족 을 초점으로 한 전통문화에서 민‘ ’ ‘

중 의 생활에서의 전통문화로 사회적 관심이 옮겨 갔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민중 담론에서 주목하는 민화나 민속 예술품에 대해서는 그.

러한 사회적 맥락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차 교육과정 이후 형식적, 5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점에 의해 전통의 내용은 주체성과 관련된 추상

적인 개념 대신 구체적인 시각적 요소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인 재료와 기법 전통미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주요,

내용이 되었다 회화에 관해서는 주로 수묵과 채색이라는 기법적 측면에.

서 다루었고 디자인 영역에서는 전통미술에 사용된 색과 선의 구성 등,

의 조형 요소를 다루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전통 양식 으로 불. ‘ ’

리며 전통 이라는 단어에 특정 이미지들이 굳게 연결되게 되었으며‘ ’ ,

이에 따라 전통 회화 나 전통 기법 전통 문양 전통 색‘ ’ ‘ ’, ‘ ’, ‘ ’

등의 단어들도 그 의미가 굳어지며 교과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

갔다 이 이후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변화되.

거나 확장되지 않았다 차 교육과정 이후 문화적 정체성 확립 전통문. 7 ,

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과제도 이러한 몇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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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둘째 누가 무엇을 위해 전통을 다루어 왔는가 전 시기를 통틀어 대, ?

체적으로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고 전수해 온 가장 영향

력 있는 주체는 바로 국가였다 국가는 자주적 민주 시민 양성 서양 문. ,

화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의식 고취 민족의 단합심과 애국심 고취 등의,

목적 아래 전통의 의미를 구성해 왔다 다양한 학계에서 축적한 전통에.

관한 지식을 이러한 목적 아래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교육을 통해 전수한

것이다.

전통의 도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이후인 년대이지만 이 시기 이후에는 교과서들이 저자에 따라 성1980 ,

격을 달리하고 있어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화가나 조각가들일 수도 있고. ,

평론가나 미술사학자 등의 비평가들일 수도 있고 혹은 미술교육학자들,

일 수도 있다 전통에 관해 이들이 탐색한 지식들은 교과서에서 전통의.

내용과 의미 확장 등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목적은 대체로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적 정체

성 확립에 있었다.

그런데 년대 중반 이후로 이 정체성에 관해 언급할 때 염두에 두1980

는 대상이 국가 와 민족 이라는 상부 구조에서 국민 과 민‘ ’ ‘ ’ ‘ ’ ‘

중 이라는 하부 구조로 그 관심이 이동해 갔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

또한 년대 후반부터 대외적 관심이 급증하였는데 국제 관계에서1980 ,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세워 놓은 틀에 맞추기보다는 점차

전통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개인의 능력

에 초점을 맞추어 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 홍보.

나 관광과 무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해서 점차 외교

적 상업적 가치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

교과서에서 전통에 관해 다룬 내용과 그 목적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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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일어났지만 과도기적 기점이 되는 때는 분명이 있다 교과서의.

발행 년도를 기준으로 그것은 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를 기1980 ,

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과서는 전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관점의 영향 아

래 있다 단지 어떤 시기에는 특정 입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다른.

관점들은 거기에 예속되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약한 영향력을 가지기

도 한다 현재 전통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는 각 시기마다 특정 관점이.

지배적인 가운데 만들어진 고정관념들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전통을 바,

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관념들을 깨고 열린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전통에 관한 현재 우리의 인식이 어

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가 좀 더 명,

확해졌다 미술에 속하는 다른 지식과는 달리 전통미술 전통문화에 관. ,

한 지식의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전통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에 따라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한국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전.

통은 역사에 걸쳐 일관되게 이어져 온 민족의 본질적 속성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쉽게 사로잡힌다 또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물질적으로 증명해 주는 전통문화는 국제 관계에서 한 국가의 정

치 경제적 힘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가는 전략적으로 부각시킬 전· ,

통문화를 선택하고 교육을 통해 그에 대한 지식을 전수한다 미술 교과.

서에서도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한 가장 강력한 주체가 국가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전통은 배제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면

서 잃어버려졌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의 경쟁력 획득을 위해 선택된 전.

통은 타자의 취향에 맞추어져 대부분 고대의 유물이나 특정 민속적 소재

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은 매일의 일상에서 느.

끼는 정체성과 동떨어진 머나먼 과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전통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



- 78 -

적 정체성에 가두어지게 된다 그 결과 전통과 정체성은 개념적으로 혼.

동되어 전통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가려는 노력은 기존의,

확립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로 여겨진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는 이 정체성은 언제나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정체성,

을 구성하는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전통의 개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통은 더욱 고립되고 박제화된다 따라서 단. .

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

무감만으로는 학생들 개개인의 삶에서 살아 숨 쉬는 지식을 불어넣을 수

없으며 막연한 무의식적 수준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



- 79 -

결론 및 제언.Ⅳ

전통과 정체성에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들 가운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사에 대한 개인의 폭넓

은 이해와 열린 사고로써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미술교육자로서 우리의 의식 변화에 따라 전통을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과 활발히 소통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삼을 수 있

다는 점이다 전통과 정체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

만 우리는 이 둘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전통, .

이 지금 우리 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로 정체‘ ’ .

성의 전략적 구축을 위해 전통을 규정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다 야우.

스 의 말처럼 예술에서의 전통은 과거에(Hans Robert Jauss, 1988) ,

대한 이해를 발판으로 끊임없는 쇄신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과거와 현

재의 소통의 통로이다.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조형적 이해뿐만

이 아니라 그러한 소통을 통해 전통이 재창조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

리고 재창조된 전통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호흡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

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형식주의적 관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활동 그 자체가 전통에 대한 이.

해와 동시에 극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통과 창조의 의미는 개인의 삶 안에 있다 한 개인이 과거의 위대한.

작품을 대할 때 자신의 현재 삶과 관련하여 그 작품에서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오랜 역사가 위대하다고 평가해 온 그 작품의 보편적인

요소 이 둘 사이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통의 의미는 매 순,

간 새롭게 재창조된다.

우리 시대는 의미의 유동성 개인성 동시성 복합성 등의 단어들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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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성향 속에서 전통이 갖는 가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지식 과 경험 또한. ‘ ’ ‘ ’,

개인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 에 따라 전통의 의미는 다르게 받아‘ ’

들여진다 마치 하나의 생명이 창조되고 그 생명이 세상을 경험하고 성.

장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을 하듯 창조적 소,

통의 통로로서의 전통을 통해 개인은 자신에게 녹아 있는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러한 개인의 정체성을 찾.

는 과정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사고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로 되어,

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과거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도 창조 된· ‘ ’

것인 동시에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의미를 재창조 하는 유기체인‘ ’

것이다 예술 작품은 일단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손을 벗어난 순간 그것.

이 얽혀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미를 끊임없이 재형성해 간다 우리의 특수.

한 문화 전통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이면

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한 전통을 통로로 해,

서 이루어지는 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대화 속에서 전통은 크고 작은,

의미들을 끊임없이 재창조한다.

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국가의 유지나 국제 관계에서 얻는 경쟁력 등의 실용적인 목적은 그에

예속되는 부차적인 목적일 뿐이다 한 국가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정

을 확립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일 것이다 지배층은 국가 유지를 위.

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명확히 정해 놓고 국민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

다 국가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 .

인 목적이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관한 고민도 상당히 쉬워진다.

그것이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명확한 기준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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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에는 그 국가의 필요에 의한 기준에 우선하는

보편적 가치 기준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명확히 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지향할 수 없는 것이 아

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는 교육은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실 이 보편적 가치 기준의 명확한 제시는 불가능하며 존재를 증명,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설.

명해야 하며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편적 가치는 본질상 명확히 표현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

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원리로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사고,

의 과정에 그 본질이 있다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결정은 국가의 유지.

와 존속 혹은 경쟁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개인이 그.

것을 고정된 지식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유기적으로 적용

하여 성찰과 사고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 가치 기준은 지식으로서의 그 내용 자체에

있기보다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가는 사고의 과정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을 상위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교육 내용은 이를 통해 배운 원리를 적용하려 할 때 그 사회의

다른 원리와 또는 다른 사회의 원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으,

며 결국에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부정하든지 그에 상충하는 원리를 부,

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상황을 결론지어버린다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찰이나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

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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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교과에서 전통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 온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교육 내용 선정이었으며 인간의. ,

삶을 위한 보편적 원리로서 그것이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사고의 과정은.

생략된 채 국가의 필요에 의해 결론 내려진 지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주어

진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 때문에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혹은 전.

통이 아닌 현대를 바라보는 방식과 가치 기준이 충돌하게 되며 학생들,

은 전통을 부정하든지 그와 상충하는 것을 부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

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통을 자신의 삶과 별개의 문제로 떼어놓게 된

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택할 때 보편적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

실은 이제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보편적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 하.

는 문제는 또 하나의 난제이며 이러한 어려움에서 많은 시행 착오와 혼

란들이 야기될 것이다 이 기준을 하나의 고정된 원리로 구체적으로 정.

의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인적 인.

간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이상을 교육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전인적 인간 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 ’

는 한 그 단어에 대해 건강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 ‘ ’, ‘

사람 등의 하위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또 그 단어에 해당하는 설명과’ ,

그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인 목.

표인 전인적 인간 으로의 교육을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가장‘ ’

하위의 실천 목표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 기준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치 기

준의 명확한 제시에 있지 않고 그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의 과정 속에서 교육 내용이 선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선별된 교육 내용이 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유지나 복지 사회의 건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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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등의 실용적 가치는 이 본질적 가치 추구와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탐구와 사고의 과정이 곧 교육 내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결론 내려진 지식이 아니

라 탐구하고 사고하여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발

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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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 study to contemplate how Korean art

textbooks have presented the contents concerning ‘tradition’,

and to analyze related problems. Unlike existing studies on

textbooks which analyzed how the contents are organized

together, it was intended in this study to trace back to the social

origins of Koreans’ recognitions about ‘tradition’ by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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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of the statements describing

traditional culture in the art textbooks. In the whole process of

this contemplation, there were two underlying questions

considered:

First, throughout the past periods of curricula, what were the

contents of ‘tradition’ in the textbooks?

Second, by whom have the meanings of ‘tradition’ been

defined, and for what purpose have they been emphasized in the

textbooks?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wa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overnment’s purpose of emphasiz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s essential content of the education by

looking into the curricula of the past (the 1st through 7th). And

then,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a reflec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extbooks published in those periods,

focusing on the author’s attitudes and manners of writing about

‘tra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although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d

been expanded due to the research of various classes of people

including artists and art historians, it took time for those efforts

to make actual changes to the contents in the texbooks. There

was an explicit tendency to repeat or reproduce the existing

information abo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the textbooks

according to the formats of knowledge that were already set.

These formats of knowledge have a complicated and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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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which is related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flows of the nation and the world around it.

Second, the body that had the most powerful influence in

selecting knowledge on the textbooks was the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the traditional culture as

a means of enhancing national integration, mental power of the

n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contents that well serve

these purposes have been selected, while others have been

excluded.

In the selec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for these purposes,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history of overcoming national

crises and national cultural assets. These cultural assets wer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in an attempt to keep the national

identity strong and free from foreign influence. Emphasizing

traditional culture for these purposes resulted in the attitude of

nationalism and ethnocentrism. In addition, much of the content

select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was focused on

economic value which could be gained by promoting the image of

Korea and increasing the export of cultural products throughout

the world. Emphasizing traditional culture for this kind of

purpose has some danger, in that the contents may be altered or

over-simplified to fit into the taste of foreign people.

Besides, there lies a lasting educational problem, which is

more important to the individual learners. The attitudes of

measuring the value of ‘tradition’ only by the profit it brings

to the nation and presenting the knowledge of it as a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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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conclusion not only drive learners to have a narrow view

about ‘tradition’, but also deprive them of the opportunities to

appreciate and reinterpret the value of it in their daily lives.

Third, in certain periods, there are textbooks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art world’s unique perspective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government. This tendency can be defined as

‘formalism’. In treating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primary focus lies on the visual factors shown

in the traditional art works such as material, technics and basic

principles of making visual images. This tendency could be

considered as a process of overcoming the attitudes of

nationalism, but there is a similar problem in educational aspect.

Presenting tradi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formalism’ closes the meaning of ‘tradition’ off to the

process of thinking, which is essential in education, by exclud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art works and

connecting certain visual images to the ‘tradition’.

Invoking patriotic spirit,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understanding the visual beauty of ‘tradition’ can and should

be the positive effects of art education, but they should not be

the whole purpose of teaching ‘tradition’ in Korean schools. In

this study, a critical review was conducted to look back into the

narrow perspectives and attitudes of statements found in art

textbooks and to seek the directions toward education that will

lead us to the persistent effort of renovation and creation

through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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