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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본 논  사 도에 한 연구  해외  강사 사

를 분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사 도가 나아가야 할 향

에 하여 고찰하는 것  목  하고 있다. 2013 부  시행  

사 자격 도  람직한 향  해외 강사 사  살펴본 

이 연구는 미국, 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스트리아  7개

국  사 를 통해 국내  도  시사  찾고자 하 다. 

 다양한 국외  강사 사  황  조사하면  장에  

어떠한 동  이 실천 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내  강사  사  사 도  도입 경과 내용에 

해  살펴보았다. 해외  강사 사 를 통해  국내  

사 도   다 과 같  향  안하 다.

첫째, 사를 통해  통합 이 장에 착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여러  프 그램  운  사 를 통하여 통

합  학 에  신  효과가 증명 었고, 과목  심

 다른 과목들과 통합함 써 학생들  사고  학습능  신장  인

 개 이 가능하 다. 한 강사가 이러한 통합  실천가

 장에  동함에 주요한 역할  하는 것  인할  있었

다. 

째, 지역  독자 인  프 그램  지원하

고 역 지원 를  할 것  안하 다. 

사 법  실시가 지역에  자생  실시하고 있는 

 프 그램이나 강사 동  축  이어지지 않도  지원해

야 하며, 재 운 고 있는 강사  사  트워크  

안   역지원 를 해야 할 것이다. 

째, 사  명 한 역할  규  통한 체  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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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는 사  사  역할 동과 갈등  지 할  

있도  사  역할  명 히 구분함과 동시에, 사  

트 십이 가능할  있는 과 과 연 과  충해야 한다. 

사는 가   탕  한  동이   있

도  심사 하고, 가   동에 사  

동이 매 가   있도  해야 한다.

째, 통 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가 포함  것  안하 다. 

사  장르  분류체계에 명시 지 않  다양한 통

   장르가 포함   있도  이를 분  하며 분류체

계를 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보인다.

다 째, 사  질 리  계속 인 노  안하 다. 이

를 해  경험 있는 사를 통한 토링 , 워크샵 등  

장과 연계  지속 인 사   개  연 가 실천 어

야 할 것이다. 

본 논 에 는 해외  강사  사 를 통하여 국내 사 

도  나아갈 향  찾고자 하 다. 국내보다 앞  강사 견 도

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 들  도 착과 에  시행착 를 이고 

나아가야할 람직한 향  진단해 보는데 미가 있  것이다. 

사 시행과 불어 살펴본 본 연구  국외 사 를 통한 고찰 뿐 아

니라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  국내  이 진일보 할  

있 를 해 본다.

  

주요어 : 강사, 사, 사 자격 도, 통합  

         

학  번 : 201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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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

본 연구는 해외 술강사 사례를 통해 본 문화 술교육사(Arts&

CultureEducationInstructor)제도 정착을 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

는데 목 이 있다.2012년 「문화 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올해(2013년)부터 본격 으로 술강사 지원·양성체제를 ‘문화

술교육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증하여 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학교 미술교사로서 연구자가 바라 본 기존의

술강사 견사업과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문화 술교육사 자격 제

도는 엄청난 산을 들여 도입한 사업임에도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한 물음을 갖게 하 다.

2003년 7월 문화체육 부와 교육인 자원부의 공동 ‘문화 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10년이 경과한 가운데 그동안 문화

술 문인력을 통한 학교 사회문화교육을 한 술강사 지원사업은

에 띈 양 성장을 이루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05년 「문화

술교육지원법」의 제정,2006년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특수법인화를

기 으로 안정 인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2008년,교육인 자원부와의

업무 약과 2010년,유네스코 세계 술교육 회 개최를 통해 기반을 다

지면서 산과 사업도 지속 으로 확장되었다.하지만 술강사제도의

양 인 성공의 이면에는 지 않은 혼란이 야기 되면서 새로운 문인력

제도에 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한 정책 논의의 결과로 2011년 12월에 문화 술교육

역량을 갖춘 인력에 한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부여하여 문화 술교

육 장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인 ‘문화 술교육사’에 한 내용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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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2012년 8월

에는 련 내용이 포함된 「문화 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공

포되었다.

문화 술교육사는 학교 사회 장에서 술을 교육하는 술가이자

교육가인 기존의 국내 술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러

한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가지고 견된다는

차이 이 있음에도 부분의 역할과 활동 면에서 해외의 술강사

(teachingartist)와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닌다(이주연,2012:268).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술교육의 장에서 술강사에 한

심과 논의는 매우 활발하다.

오바마(BarackObama)2기 정부는 2011년 문화 술교육 장려로서

술과 인문학에 한 통령 자문 원회(President’sCommitteeonthe

Arts and Humanities, PCAH)의 보고서인 ‘술교육에의 재투자

(ReinvestingInArtseducation:WinningAmerica’sFutureThrough

CreativeSchool)’에서 술강사(teachingartist)들의 학교교육 기회 확

를 천명한 바 있다.

한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문화 술교육 회에서 주창된 ‘서울

어젠다(SeoulAgenda)’역시 “학교 안 의 교육 로그램에서 술강사

와 교사의 력을 진한다.”는 내용과 “교사와 술강사,지역사회를

상으로 지속 인 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략으로 내세우면서 문화 술교육에서 술강사의 입지의 요함

을 드러내고 있다(문화체육 부,2010).2012년 최 로 오슬로(Oslo)에

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술강사 컨퍼런스(InternationalTeachingArtist

Conference)와 2014년에 개최될 제 2회 국제 술강사 컨퍼런스에 한

뜨거운 심은 이 같은 술 강사의 세계 인 교육활동의 동향을 방

증하는 라고 볼 수 있다.

문화 술교육에 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불분명 한 채로 제도의

양 성장에만 치우친 사업은 문화 술교육의 본질 발 과 새로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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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안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화 술교육에 한 심과

필요성 그리고 그에 한 기 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 에서 새로

운 문화 술교육 문인력 자격제도로서 한 걸음 내딛은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그만큼 진지하고 체계 인 논의와 연구가 실하다고 볼 수 있

다.

문화 술교육정책 사업 인 비 을 차지하는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은 기존의 교육에서 목마름을 느 던 문화 술

에 한 안이 됨과 동시에 술가들에게는 보다 안정 인 치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해외의 술강사와 문화 술교육사 제도

의 유사성에 착안해 미국, 랑스, 국,캐나다,오스트리아,핀란드,일

본의 술강사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국내의 술강사 견제도보

다 앞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국가나 기 별 술강사 운 사례의

한 벤치마킹은 문화 술교육사의 제도 정착에 많은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선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가 실시되었다.다양한 국내외 학교 견 술

강사 로그램 사례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정착을 한 방안을 모

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한다.

첫째,미국, 랑스, 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의 술강사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 다.기존 연구에서 언 한 선진국의 사례(미국, 국,

랑스)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 술강사를 통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국가의 사례(일본)와 통 으로 문화 술교육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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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행하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핀란드,오스트리아)등 한 내용을 문

헌과 논문 단행본을 통해 련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국내의 술 강사 황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법 근거와

시행 내용을 문헌과 논문을 심으로 조사한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에서 실시하고 있는 술강사 견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술강사(TA)

양성과정,「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을 골자로 구성된 문화 술교육

사 자격 제도의 련 내용을 수집하 다.

셋째,수집된 자료를 토 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문화 술교육사의 제도 정착의 방향을 한 시사 을 도출함으로

써 문화 술교육사의 장기 이고 지속가능한 발 을 꾀하는데 목 을 두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본격 인 시행

과 더불어 미국, 랑스, 국,일본,캐나다,핀란드,오스트리아의 다양

한 술강사 사례를 소개하고,문화 술교육사 정착의 시사 을 찾고자

한다.국내보다 앞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능성과 제도 정착 방

안에 한 담론이 형성되어진 유수의 해외 술강사 사례를 통해 국내

문화 술교육사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인지 고찰해 으로써 실효

성 있는 문화 술교육을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술강사(teachingartist)라는 용어는 해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명칭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랑스는 참여 술가(intervenantartistique), 국은

술가 교육가(artist-teacher), 미주 지역에서는 술 교육자

(artist-educator)라고 주로 불리며,이 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에

참여한 문 술가들은 그 외에도 술사(artist),방문 술가(visiting

artist),지역사회기반 술가(community-based artist),아츠 컨설턴트

(artsconsultant), 술 문가(artsexpert), 술 제공자(artsprovider),

워크샵 리더(workshopleader), 지던스 술가(artist-in-residence),배

우 교사(actorteacher) 지던시 술가(residencyartist), 문교수 술

가(masterinstructionalartist),교육 술가(educationartist), 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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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artist)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술가이자

교육자를 지칭하는 ‘teachingartist(TA)’가 공식 으로 사용된 것은 1970

년 링컨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의 던바(Dunbar)로 추정된다

(Booth,2003:6).

국내에서는 술강사라는 용어가 일반 이다. 국과 미국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국내에서 술강사라는 용어가 공통 으로 사용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술교육정책이 1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이 정부 주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반면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오랜

시간과 과정 속에서 술교육에 한 심 열정을 지닌 술가들과

민간주체들에 의해 자생 이고 다각 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그들 각자의

사업과 활동이 지닌 특성과 철학을 명확히 지칭하는 하나의 통일된 용어

선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그것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나타나

게 된 이유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 한 것처럼 1980년 와

1990년 를 거쳐 미국을 심으로 하여 서서히 그 공감 를 넓히면서 통

용되고 있는 용어는 teachingartist이다.많은 술단체나 기 , 술교

육이 실행되는 학교 등에서 'teachingartist'는 가장 리 통용되는 명칭

이자 포 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용어로서 자리하고 있다(김병주,

2009).

국내에서 술강사(teachingartist)를 지칭하는 유사한 용례로는 한국

문화 술교육진흥원의 ‘술강사’와 서울문화재단의 ‘TA(teachingartist)’

가 있다.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08년부터 링컨센터 술교육원(LCI)과의

력을 해오면서 링컨센터 술교육원(LCI)에서 사용하는 ‘teaching

art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김애 ,2010:4). 술강사라는 명

칭은 일반 으로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핵심사업인 학교 련 시

설을 방문하여 문화 술교육 수업이나 로그램을 수행하는 술인들을

지칭한다.출범당시 ‘강사 풀(pool)제’라는 다소 애매한 제도 명칭과

함께 ‘연극강사’, ‘국악강사’,‘무용강사’등으로 문장르별 구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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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되었던 명칭은 이 사업의 주 단체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으로 이 되면서 문화 술교육을 장에서 실행하는 교육주체로서 특정

장르의 문가를 지칭하는 한계성을 넘어서 보다 포 인 문화 술교육

의 통합 상징성을 내포하는 ‘술강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재

리 통용되고 있다.이는 술강사 사업을 주 하는 기 에서 사업의

정책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사업의 정체성 홍보 사업 규모의 확산,

용어의 차별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명명되고 사용되는 용어이다.

인식론 으로는 문화 술교육이라는 추상 이고 복합 이며 여 히 포

인 정책 사업을 장에서 실행하는 제반 활동을 상징함과 동시에,존

재론 으로는 그러한 행 를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문 직업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의 복합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기도 하다(김병주,

2011:285).

‘술강사’는 다양한 형태의 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문 술가를

의미한다.각 국가,문화,기 별 명칭은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미국에

서는 TeachingArtist로 불리는 것이 1975년 이후로 일반화 되었다.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 술가들을 해당 기 에 따라 서울문화 술재단에

서는 TA(TeachingArtist)로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의 ‘술강사’

로 칭하 다.국내에서는 ‘술강사’라는 명칭이 보다 보편 으로 쓰이는

추세이다.문화 술교육사는 학교 등에서 교육 활동하는 술가인 술

강사를 포함하여 문화 술 반의 문성을 바탕으로 문화 술교육 활동

에 참여하는 문 인력으로 정의하고,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국가가 공

인한 자격증을 갖는 제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술교육사를 제외한 국내외 문화 술교육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는 모든 문화 술과 련한 교육활동을 하는 술가를 ‘

술강사(teachingartist)’로 통칭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국가별,기

별 교육활동을 하는 문 술교육인력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

나, 재 가장 보편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해를 돕는데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며,문화 술교육사의 신 사업으로서 진행한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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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이질감이 가장 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일 성을 유

지하고자 각 나라나 기 에서 부르는 고유의 문 술교육인력을 칭하는

용어1) 신 ‘술강사(teachingartist)‘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3.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해외의 술강사 사례를 통하여 문화 술교육사 자

격 제도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 을 갖고 해외 문화 술정책 배경

과 술강사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았다.이러한 목 으로 진행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해외의 술강사는 어떻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미국,

랑스, 국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사례에서의 술강사의 교육활동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국내의 술강사와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어떻게 개되었는

가?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술강사의 내용을 조사하고 문화 술교육

사의 도입배경과 교육과정과 내용 등을 살펴본다.

셋째,해외의 술강사 사례를 통하여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정착을

한 시사 은 무엇인가? 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외 술강사의 사례와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를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정착을 한 방향을

제안한다.

문화 술교육사에 용할 수 있는 국외의 술강사 사례를 발굴하고

1) 어권 국가에서 트 십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술가나 문화 문인을 ‘artist’,‘artin

residence’,‘artistteacher’,‘artisteducator’,‘teachingartist’,‘residencyartist’등으로 부른

다. 랑스에서는 이를 ‘intervenant’혹은 ‘partenaire’라고 부른다. 한 술가나 문화 문

인을 구분하여 ‘artiste partenaire’,‘artiste intervanant’,혹은 ‘intervenantartistique’,

‘intervenantculturel’(이은 ,2006:417)이라고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술강사’,‘술가 교사’,‘가르치는 술가’,‘문 술교육가’,‘TA’,‘술교육

가’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었으나,최근에는 ‘술강사’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일본,오스트리아,핀란드에서는 교육 장으로 견되는 술강사에 명칭을 

따로 두지 않고 ‘술가’라고 부르며,캐나다에서는 ‘artisteducator’, 국에서는 ‘artist

teacher’라는 용어로 술강사를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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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은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지속 인 발 방안에 한 거시

인 정착 방안을 설정하는데 시사 을 수 있다.하지만 문화 술교

육사 제도와 련된 선행연구는 정책과 제도에 한 논의가 아주 최근이

므로 직 인 련 연구는 소수만 존재한다.

제 2장의 첫 번째 에서는 해외 술강사 사례를 분석과 문화 술교

육사 제도에 한 기존연구에 해서 알아본다.제 2장의 두 번째 에

서는 문화 술교육의 형성과 동향에 한 내용으로 맥락 이해를 통한

이론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제 2장의 세 번째 에서는 문화 술교

육사의 신이 되는 문화 술교육 장에서 술강사의 출 에 해 알

아보고 그 역할에 한 논의된 내용을 악하고자 하 다.제 3장은 미

국, 랑스, 국,캐나다,오스트리아,핀란드,일본의 술강사 사례를

통한 문화 술교육 사례를 조사하 다.제 4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의 술강사 문화 술교

육사 자격제도 도입의 배경과 내용을 악하 고,제 5장에서는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쟁 을 해외 술강사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제

도의 정착에 한 제안을 통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제 6장은 결

론 부분으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다.

4.연구의 요성

해외 술강사 사례로 본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방향에 한 고찰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2013년부터 본격 인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제도

의 정착에 따른 방향성에 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 이다.

문화 술교육 문 인력의 국가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자격 요건을 명문

화하는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세계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도

례를 찾기 어려우나, 문 술가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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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무엇보다 국내 문화 술교육사의 본격

인 자격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착오를 일 수 있는 다양한 해외사

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은 앞으로 확 될 문화 술교육의

수요와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둘째,국내 문화 술교육의 발 과 세계문화 술교육의 선도 역할을

함이다.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국가 주도자격 제도로서 문화 술 문

인력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세계 으로도 례 없는 사례이기도 하나, 술가들에게 안정 인 직업

환경을 제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문화 술교육의 발 을 꾀하는 취

지에서 제도의 신 이고 정 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해외 술

강사 사례에서도 술강사의 고용의 불안정성과 그들의 정체성에 한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진 논의의 주제 으나,유사 술강사 자격 취득을

통한 본질 인 문제의 해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의 문화 술교육사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극 으로 해결할 안

으로 국가지정기 에서 교육받은 자격이 요건에 부합한 술 공자들에

게 문화 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

장하고 있다.이는 사회 이해와 제도의 정착과 함께 잘 시행되었을 때,

술강사의 국가 자격제도의 선구 사례로서 다양한 국가에 벤치마킹

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국내 문화 술교육의 발 과 세계문화 술

교육의 선구자 입지를 가질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여러

해외 술강사의 사례를 통한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방향에 한

고찰은 국내 문화 술교육의 발 과 국제 문화 술교육의 선도 입지

를 구축하는 기 연구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국내뿐 아니라 국제 술강사에 한 이해는 교육 당사자들에

게 부족한 실정이다. 술가의 교육활동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한 명칭과 이름을 갖고 본격화된 것은 비교 최근에 일이며,그 요성

을 인식한 논의와 연구 역시 최근에 집 인 심을 받으며 이제 막 진

행되어진 것으로 아직은 교육당사자들과 문 술가들의 이해가 요구되

어지는 시 이다.이러한 시기의 본 연구는 산발 으로 진행되어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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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술강사 사례와 연구를 한데 모아 국내의 제도의 시사 을 도출하여

국제 인 술강사의 동향과 황을 악할 수 있으며,제도 정착 과정

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용어와 개념의 혼재를 막고 술강사와 문화 술

교육사제도에 한 이해에 합한 연구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닌다.

첫째,국내의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와 해외 술강사 사례는 차이

를 갖고 있는 이다.앞서 언 한 것처럼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법령

체계에 따른 국가가 공인한 자격제도라는 에서 해외의 술강사 사례

와는 질 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문화 술교육사의 신

이 술강사에 두고 있는 과 재까지 해외에서 이 같은 국가공인

술강사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여러 해외의 술강사

사례를 통한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정착 방향에 한 고찰은 유의미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해외 술강사의 경우 국가나 운 기 에 따라 교육 로그램과

운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이는 국가주도형, 술 련 단체나 교육

기 ,사회기 등에서 술강사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직

인 시사 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해외의 여러 사례에서

도 국가와 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력체계에 기반을 둔 술강

사의 활동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법령에 따른 문화 술교육사 운

체제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과 지역 역 센터 그리고 학교가

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에서 비교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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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기존연구의 검토

재까지 해외 사례를 통하여 문화 술교육사 술강사에 한 시

사 을 찾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로는 허은 외(2005)문화 술교육 문

강사 운 방안 연구에서 랑스의 사례조사를 하 고,이후 랑스 공

교육에서의 문화 술교육과 술강사 제도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은 ,2006:조희연,2011)정연희(2008)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

술교육 정책 비교 연구에서 두 나라의 술교육 정책의 비교와 더불어

오스트리아의 술강사 활동을 소개하 다.미국의 경우는 특히 링컨센

터 술교육원(LCI)을 심으로 술강사(TA)의 양성 체계와 교육과정

활동 등을 심으로 비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이가원,2005:김

애 ,2010:심지원,2012).김병주(2011)는 문 술교육가(TA)양성을

한 기 연구에서 연극을 심으로 미국과 국의 사례를 제시하 다.

한,이주연(2011)은 문화 술교육사 제도 정립을 직 언 하며 이를

한 문 술교육가(TA)해외 사례 연구에서 미국, 국과 호주의 사

례를 기반으로 검하 다.그 외에도 해외 문화 술교육 사례를 소개하

면서 술가 견이나 술강사의 황을 부분 으로 소개하기도 했으나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5,2013:문화체육 부,2010)문화 술교

육사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해외 술강사 사례를 통한 시사 도출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문화 술교육사와 련한 연구로는 재까

지 문화 술교육사 양성교육기 의 선정을 한 제도 도입 설명회(문화

체육 부,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1a;2011b;2012)와 등 별 교

육과정 가이드북(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2)정도가 진행되었을 뿐

이다.(이주연,201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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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술강사의 신이라 볼 수 있는 NEA(NationalEndowment

for the Arts)를 통하여 1969년부터 시행된 술가 견 로그램

(Artists in the Classrooms)의 효과와 결과에 한 분석을 하 다

(Eisner,1974;Bumgarner,1994).부스(Booth,2003)는 술강사의 정의

를 술강사 (TeachingArtistJournal)의 창간호에서 명확하게 밝히

고자 하 다.바렛(Barrett,2003)은 술강사 분야의 미래 희망과 어려움

과 련한 논의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단 로서

기 이 늘어나고, 문성 개발의 기회, 트 십을 한 사려 깊은 계획,

명확한 역 규명,기 의 확보, 문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릭슨(Erickson,2009)은 최근의 술강사의 동향에 한 내용을 요약하

여 잘 보여주고 있다.그래험(Graham,2009)을 통해서 술강사가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련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

다. 한 술강사의 역사와 그와 련된 연구에서는 미국내의 술강사

의 흐름과 발 에 한 연구와 술강사의 역사(Remer,2003)와 함께 온

라인에서의 활동은 어떠했는가와 련된 연구는 구체 인 정보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발 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Tannenbaum,2011).

미국내의 술강사의 약 3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해온 랩킨

(Rabkin,2011)은 술강사의 정보에 한 분석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에

하여 이야기하고자 하 다.

술강사 문성개발과 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Thomas,2003;Saraniero,2009), 술강사의 문성 개발과 련한

임워크와 련한 연구(Jaffe,2011), 문 술강사(masterteaching

artist)의 육성과 양성방법에 한 연구도 있다(Shepherd,2007).

술강사의 정체성에 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지 까지 술교육

맥락에서 제기된 술강사에 한 탐구는 술가와 교육가 사이에서의

역할정체성에 따른 개인 경험을 언 하고 있다. 표 으로 ‘술가이

면서 동시에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해 술교사

로서 환한 자신의 생애사 경험을 밝힌 로리 볼(Ball,1990)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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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앤더슨(Anderson,1981)은 술가와 술교육가사이의 두 가지 역할

이 서로 통섭 인 계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면서 술교육가

는 창작활동에 필요한 술 실력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실

력도 함께 갖춘 이 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한다. 술교육가란

양립하기 어려운 듯 보이는 술가와 교육가의 계를 창조 으로 조화시

킬 수 있는 다른 문가로 보아야한다는 논의도 있었다(Szekely,1978).

한 국내에서는 양은아·석지혜를 통해서 술강사가 기존의 자신의 술

작업을 다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 술가로서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서 술강사의 교육자로 거듭나는 과정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양은아,석지혜,2010).

술강사 교육 시스템에 한 국내 연구는 허은 (2005),문화 술교육

문강사 운 방안 연구가 있으며 2007년 문화 술교육포럼을 시작으로

이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허은 (2005)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사풀제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

기 의 단기방안과 설립 이후의 장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원(2012)은 국내기 의 술교육가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1)TeachingArtist의 개념과 역할을 고려한 선발기 과 선발과정 제시

2)교수자인 TeachingArtist스스로가 먼 술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과정 제시 3)기 의 술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성과

연계성 구축 4)음악 술가를 한 과정 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애 (2010)은 국내 술가 교사(TeachingArtist)교육시스템 구축방

안으로 1) 술가교사 명칭 사용필요 2) 술 학기 과 지역 술기 의

술가교사 교육 리 역할 강화 3) 술 학과 지역 술기 에 술가교

사 자격증 인증 권한 부여 4) 술가교사 선발기 강화,멘토링제도

도입,학교 교사와의 트 십 형성 5) 술가 교사의 풀타임 고용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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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 술교육의 형성과 동향

정책 역으로서 문화 술교육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용어에 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학술

인 측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용어이다. 술교육 는 문화교육이라

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책에서는 술보다는 문화 술이라는 용어를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례가 나타난 것이다.

정책에서 문화 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근거는 문화 술진흥법이

다.법률에서는 ’문화 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

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진,건축,어문 출 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2).비록 문화 술이 법 인 근거가 있는 용어이기는 하

지만 그 정의의 불명확성에 해서는 학술 으로나 정책 으로 계속 문

제가 제기되어 왔다.문화 부에서는 재 문화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문화부문의 법체계 정비와 함께 문화 술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

다.이러한 맥락에서 조만간 문화 술에 한 보다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하지만 단계에서는 법 근거가 없는 용

어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정책 혼선이 상되기 때문에 문화 술이라는

용어를 그 로 채택하여 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양 미,

2004).

‘문화 술교육’은 ‘문화와 술의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문화교육과

술교육을 합한 복합명사이다.문화 술교육에 한 논의를 해서는

먼 문화 술교육에 한 개념에 하여 이해하여야 한다.정부가 문화

술진흥을 하여 1972년 ‘문화 술진흥법’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사용한

‘문화 술교육’이라는 개념은 1962년에 결성된 한국 술문화단체총연합

회’에 의하여 정의된 술문화’라는 개념과는 구별된다.한국 술문화단

2)「문화 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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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총연합회가 사용한 ‘술문화’의 개념은 문화 술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술에 목표를 두는 것인데 반해,‘문화 술’의 개념은 이와는 다

른 의미,다시 말하자면 술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술을 포 인

문화의 개념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즉,이 두 개념은 술에 을

두느냐 아니면 문화에 을 두느냐의 차이로서,이에 따른 지향 이나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 으로는 ‘술문화’와 ‘문화 술’은 거의 동일한 개

념으로 혼동되어 사용되었다(황연주·정연희,2004:4).

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한 시기는 1972년

정부에 의하여 ‘술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이다.정부는 문화 술진흥

을 하여 1972년 8월 14일 ‘문화 술진흥법’을 공포하 다.이 문화 술

진흥법은 문화 술의 진흥을 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통 인 문화 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흥

에 기여하게 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 진흥원:1972년 8

월 14일 법률 제2337호,1972).이 「문화 술진흥법」은 1982년,1987년

그리고 1989년 세 차례에 걸쳐 부분 으로 개정되었다.이 법이 규정하

고 있는 문화 술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화·연 ·출 에 한 사

항을 의미한다. 한 이 법은 국민에게 문화 술에 한 이해를 돕고,이

에 극 동참하게 하기 해 10월을 문화의 달로 그리고 10월 20일을 문

화의 날로 제정하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민경훈,2013:15).

그러나 실제로 문화 술교육에 하여 심도 있게 학문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라 볼 수 있다.임학순(2003:20)

은 1990년 이후 활발하게 개된 문화연구와 이에 연동되는 문화운동

의 차원에서 문화교육이란 개념이,그리고 음악․미술․무용 등과 같은

술장르별 교육에 한 학문 논의의 차원에서 술교육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으며,문화교육과 술교육의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

술교육’이라는 정책용어가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고 주장한다.

2005년에 공포된 「문화 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2005)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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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르면,학교 문화 술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교

육으로서 학생들의 문화 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한 교육으로 정의

되며 국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 으로 하고 있다(문화체육 부,2005).이 「문화 술교육지원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문화 술교육’이라 함은 「문화 술진흥법」 제

2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 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문화체육 부,「문화 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제2조 제1항).

2006년에 개정된 ‘「문화 술교육지원법」’은 제2조 1항에 ‘문화 술’이라

함은 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음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

진,건축,어문 출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 제8029호,

2006.10.4,타법개정).그러나 김민 (2008:7)은 이와 같이 문화 술교육

이 법 인 근거가 있는 용어인데 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문화 술교육’

이라는 용어는 학술 인 측면에서 불분명하게 해석·사용됨으로서 혼선을

빚어왔다고 비 한다.실제로 문화 술교육에 한 개념 혹은 방법론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견해로 해석되어 왔다(정갑 ,

2000;고경화 2003;이동연,2003).

정갑 (2000:26)은 문화 술교육에 한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문화교

육은 술교육을 포함한 포 인 의미로 사용하 다.즉,정갑 은 문화

반에 한 폭넓은 이해,문화의 역사 ,발 성격 등은 술교육의

범 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그러나 김민 (2008:7)은 문화 술

교육과 련하여 술교육이란 음악교육,미술교육,연극교육 등 개별

술장르들에 한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술교육에서도 방법과

교육과정의 기법에 따라 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내용을 달성할 수 있

다고 강조한다.즉,문화교육의 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 가

치 이해, 통과 의 조화,타 문화에 한 이해 등은 술을 상으

로 하는 술교육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문화 술교육이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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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다.그 지만 정갑 과 김민 두 연구자는 문화교육과 술

교육의 두 유형이 공통 으로 문화 감성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

인과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북돋우고 삶을 풍부하게 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을 보인다.

한편,고경화(2003:36)는 술교육은 인식의 통합이나 창의 인 활동

을 통해 감각의 구 과 의미가 맞닿아야 한다고 언 하면서,문화 술교

육이 추구하는 모델은 바로 ‘술을 통한 통합교육(Integrated

Curriculum)’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그는 방법론 측면에서 문화

술교육의 모델로 통합교육을 강조한다.더 나아가 고경화는 술교육

이 인간을 조화롭게 발달하게 하는 교육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을 추구하는 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술교육의 역할에 하여 역설

하 다.역시 이동연(2003:26~27)도 문화 술교육에서의 통합성을 주장

하 는데,그는 ‘문화 술교육’이 능교육의 새로운 교육방향을 지시해

주는 메타 인 언어이면서, 능교육 교과가 가지고 있는 매체상의 기능

인 구분을 넘어서려는 통합교육 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 다.그는

문화 술교육은 문화와 매체에 한 교육을 강화하고,교과목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통합하며,그리고 교과목과 특별활동,학교교육과 학

교 밖의 교육을 통합하는 데에도 효과 으로 활용되어,궁극 으로는 학

생들의 감각과 감성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자율 인 표 과 상상력을

극 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가 문화 술교육을 바라보는 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는, 문화와 술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the

arts/culture)을 들 수 있다.즉,과거와 재를 아우르는 술 표 과

문화 자원들을 배움,학습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을 두고

있으며 사회 내 문화,지식 그리고 기술의 부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한 학제 간 근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로 문화와 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Learning in the

arts/culture)이다.즉 학습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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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의 요성에 한 이해와 사

회 통합의 바탕이 되는 행동 패턴을 강화하는데 을 두고 있다.이

두 가지 에서 보듯이,유네스코는 문화 술교육을 사회 통합이나

개인의 인성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인 에서 문화 술교육이 문

화 간 충돌로 일어나는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각기 다른 가치를 인

정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교

육방법으로 삼고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b,2013:33).

문화 술교육이란 용어의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와 ‘술’의 합성어

로서 문화교육과 술교육이 만나는 지 에 문화 술교육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그 다고 하여 문화교육이나 술교육이 제시하는 내용

들을 모두 병렬 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즉,문화 술교

육은 미 인 교육,여가교육,매체교육,문화 교육 등을 병렬 으로 나

열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며,이러한 교육 역들이 특정한 지향,곧

개인의 미 ,창의 ,성찰 ,소통 역량들을 북돋워 으로써 개인 자

신의 발 과 성숙은 물론,사회의 문화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향 속에 유기 으로 연계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문화 술교육은 문 기능보다는 보

편 기능과 향수가 강조되어야 하며,기술과 더불어 이해도 요시되어

야 한다.다시 말하자면,문화 술교육의 에서 보는 술의 역량은

특정 문가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인간 구에게나 부여되는 것

이다.그리고 표 의 욕구가 인간 모두에게 공통 으로 존재한다는 인식

으로부터 모든 일반인을 상으로 술 표 교육, 술 향유교육 모

두를 포함하여야 하다.이러한 에서 보면,문화 술교육은 구든지

원하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이 교육의 과정에 필

요· 한 지식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문화 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문화 술교육 지

원법에서는 ‘문화 술교육이란 문화 술,문화산업,문화재를 교육내용으

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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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육을 넓은 의미에서 포 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3. 술 강사(teachingartist)의 출 역할

미국에서는 술가가 학교나 지역사회기 에서 술을 가르친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악된다.1900년 에도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때때로

술가가 문가로 견되어 술을 가르쳤다.1930년 경제 공황 시

기의 루즈벨트(FranklinRoosevelt) 통령은 뉴딜정책(New DealPolicy)

의 일환으로 술가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기 하여 시각 술,음악,연극

을 포함한 술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고,미네소타(Minnesota)주

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을 통한 술의 통합과 학교,지역 술가,문화 기

들과의 강한 유 계를 강조하 다.

1950년 들어와서 술가들은 기 과의 약에 의해 학교 등 강당에

서 공연을 하거나 강의를 시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박물 , 술기

그리고 술가의 거리가 좁 지기 시작하고, 련 기 에서는 술가

들의 교육 활동을 해서 그들의 술가를 훈련시키는 등의 비를 하

다.이러한 술가와 박물 등의 기 들과 력한 학교교육활동이 활발

해짐에 따라 교실 경 ,교수법,지도안 작성,교사와의 트 십 등의 문

제가 요한 이슈로 간주되었고,이는 지 까지도 지속되는 이슈들이다.

1960년 NEA(NationalEndowmentfortheArts)4)의 설립에 따른

AIS(ArtistInSchool)의 정책에 의해서 술가들은 연방정부,지방 술

회,지역 기 으로부터 기 을 통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로그램 지

원을 받았다. 술가를 통한 교육은 학교교실과 강당,지역문화센터에서

이루어졌던 일회성 공연이나 강의 시연에서 장기간의 교육으로 바 어져

갔다.이는 학교 교실 학습,교사를 한 워크샵,지역사회를 한 공연,

3)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 2조 제1항.

4)NEA(NationalEndowmentfortheArts)는 미국 국립 술 기 원회로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 으로 미국 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해서 1965년에 창설되었다.



-20-

지역 술가를 한 교육,지역 기 에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1970년 에는 NEA와 연계된 다양한 술교육지원 로그램이 시행되었

고,1975년 링컨센터교육원(Lincoln CenterInstitute forthe arts in

education,LCI)을 통하여 술강사(teachingartist)라는 명칭이 만들어졌

다.이 시기에 술가의 역할은 술을 제공하는 것에서 교실 수업과의 연

성으로 확장되면서 보다 재의 술강사의 개념에 가까워 졌다. 술

가들은 사려 깊게 그리고 장기 인 에서 교육해야함을 깨달았고, 술

가와 그들이 속한 기 들에서는 학교장,교사, 련행정가들과의 연

력이 교육 성패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학교에서 교

육활동을 하는 술가들에게 교육학의 기 ,교실경 ,아동 발달,교실 문

제 해결,교육과정 개발 평가 등에 한 지식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1980년 이후로는 술교육 연계기 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웃리

치 로그램(outreachprogram)등을 통해 술가를 지역사회에 견하

기 시작하 다.당시 NEA는 학교에서 술교육을 실행하는 술가에

한 명칭을 학교안의 술가(Artistsin Schools)에서 교육안의 술가

(ArtistsinEducation)로 변경하 다.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술가들이

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본교육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변화를 반 하 다.1990년 -2000년 에 와서는 술가들은 교육활

동을 할 수 있는 련 자격증이나 문 인력개발 로그램,교육 평가,

장 연구 등과 같은 분야에 더욱 심을 가지기 시작했고,더 많은

술가들이 교사와 력하여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 력에 힘을 썼다

(Remer,2003:70-77).

미국 내 술강사의 양 ·질 성장과 함께 1998년에는 술강사 회

(TheAssociationofTeachingArtists)가 결성되었고,2003년에는 술

강사와 그들과 력하여 교육하는 이들을 한 문 커뮤니 이션 네트

워크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술 강사 학회(Teaching Artist

Journal)가 창간되었다.2011년에는 뉴욕에서 미국 술강사포럼이,2012

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23개국의 130여명이 모이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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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4년 국제 술강사 컨퍼런스 홍보 이미지

출처: http://www.tascofcalifornia.org

술강사 컨퍼런스(InternationalTeachingArtistConference)가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하 다(이주연,2012:270).2014년 7월에는 제2회 국제 술

강사 컨퍼런스는 호주 리즈번(Brisbane)에서의 개최가 정되어 있다

<그림 1>.

2011년에는 시카고 컬럼비아 학(ColumbiaCollegeChicago)의 술

정책센터(TheCenterforArtPolicy)에서는 2006년부터 진행한 술 강

사 연구 로젝트를 시카고 학의 국립여론조사센터(The National

OpinionResearchCenter,NORC)와 함께 12개 지역5)의 술강사, 로

그램 매니 ,교장,학교 직원,교사,아트 스페셜리스트(artsspecialist),

후원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개별 면 ,FGI를 실시,지난 30여 년간

의 술강사를 조망한 보고서인 술강사 연구 로젝트(A Reporton

the Teaching ArtistResearch Project:Teaching Artists and the

FutureofEducation)6)를 제출한 바 있다.이 연구는 술강사들의 교육

5)Boston,Seattle,Providence,California 8개구(San Francisco,Alameda County,Los

Angeles,SanDiego,Bakersfield,SanBernardino,SantaCruz,Salinas,HumboldtCounty

이다.

6)TARP에서는 술강사와 로그램 매니 에 하여 2800명의 이상의 술가와 700 로그

램 매니 를 합한 3550건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 다. 술가, 술교육 지원가,행정가,기

 등을 포함한 211명의 주요 정보원인 으로부터 1-2시간 이상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진행

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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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원하고 확 시키는데 기여하고 술강사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Rabkinetal,

2011).

한 미국연방정부 문화 술교육 장려로서 술과 인문학에 한 통

령 자문 원회(President’sCommitteeontheartsandHumanities,이

하 PCAH)를 통하여 국을 상으로 하는 술강사의 교육활동을 조직

이고 활발한 활동을 구하 다.PCAH는 지난 2011년에 발표한 보고

서인 술교육에의 재투자(Reinvesting In Arts education:Winning

America’sFutureThroughCreativeSchool)에서 산 부족과 실용 과

목 심의 학교 교육과정의 한계로 학교 장의 문화 술교육이 하향 추

세에 있다고 지 하고, 술교육에 한 미국의 재투자를 하여 술강

사들의 학교 참여 의 기회 확 를 포함한 다섯 가지 권고사항7)을 제시

하 다. 한 연방정부 는 주 교육청 차원의 장기 로그램 실천 사

례와 체계 결과에 한 연구로서 술가와 학교가 연계되어 교육활동

을 꾸 히 실천하고 있는 미국 내 21개의 로그램8)을 소개하면서 술

강사를 통한 술통합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PCAH,2011).

1950년 는 학교와 지역 술 단체들의 활동이 미국 역을 거쳐 넓

져 갔다.문화기 들은 술가를 학교로 견하여 강당에서 술가의 공

연을 하거나 강의를 시연하 다.이러한 학교에서의 발표나 강의 등을

7)PCAH를 통한 2011년 보고서에서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으로 1.서로 다른 집단 간의 

력 체계 구축 2. 술 통합 분야의 발  3. 술강사들의 학교 참여 기회 확  4.K-12과정

에서 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정부  연방정부 정책 활용 5. 술교육 효과의 입

증된 자료를 확충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8)PCAH에서는 21개의 술강사 연계 교육 로그램에 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21개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①AllianceforArtsLearningLeadership,②A+SchoolProgram,

③Artists Corps Tennessee, ④Art Corps, ⑤Art Education in Maryland Schools

Alliance(AEMS),⑥Arts atLarge,⑦Big Thought,⑧Centerfor Arts Education of

NewYork(CAE),⑨CenterforCreativityEducation(CCE),⑩ChicagoArtsPartnershipsin

School(CAPE),⑪COMPAS,⑫HigherOrderThinking(HOT)School,⑬TheJohnF.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⑭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LCI),⑮MusicNationalService,⑯projectAIM,⑰P.S ARTS,⑱Silk Road

CONNECT,⑲STUDIO in aSchool,⑳Urban Gateways,㉑Young Audiences(PCAH,

2011: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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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문화기 들은 소속 술가에게 스크립트를 비하거나 훈련을 시

켰다.1960년 를 향하면서 미술 과 술 기 , 술가들이 력하기 시

작하면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 나가기 시작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교

실 리(classroom management),교육학(pedagogy),교안 작성(lesson

planning)과 교사와 술가의 력(collaboration with the classroom

teacher)에 한 필요성을 야기했으며,이는 오늘날 까지도 제기되는 이

슈이기도 하다(Remer,2003;71).

1975년 뉴욕의 교사와 링컨센터의 술 강사(teachingartist)의 미학교

육을 담당하기 한 링컨센터 술교육원(LincolnCenterInstitute)이 창

설되었다.이 시기에 술가들은 학교에서 더 오랜 기간동안 지속 으로

교육에 여하면서 교실에서 교육하기 해서 교수법,교실 경 ,어린이

발달,교과과정 개발,평가 등에 한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일부 기 들은 이러한 필요에 맞춰 술가들을 교육하기 한 문인력

개발 로그램(ProfessionalDevelopment)을 만들었다(Ramer,2003:74).

1980년 의 미국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 로서 과거 모더니즘에 한

반향으로 역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문화 술계는 물론 문화 술 교육

계에도 큰 장을 일으켰다.포스트모던 술교육은 흔히 다문화주의로

변되기도 하는데 미국문화의 다양성에 한 심이 증폭되고 이를 여

러 인종이 혼재하는 교육 장에 연결시키려는 교육자들의 노력이 시작되

었다.이 시기는 학교 장과 문화 술기 의 력 계가 두드러지기 시

작한 때이기도 하다.한 로,1983년에 설립된 게티 술교육센터(Getty

CenterforEducationintheArts)를 들 수 있다.17명의 술교육학자

가 모여 바탕이론을 정립하여 시작된 이 센터는 주변 지역 학교의 교사

들과 학생들을 심으로 술교육 로그램을 시작했다.이 센터를 이끌

었던 드웨인 그리어(W. Dwaine Greer)에 의해 주도된

DBAE(Discipline-BasedArtEducation)운동은 미국 역에서 주목받았

고 미국 문화 술교육계에 큰 향을 미쳤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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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부시 통령에 의해 NCLB(NoChildleftBehind)라는 교

육 법안이 통과되었다.이법은 1965년 시작된 , ,고등 교육법(The

ElementaryandSecondaryEducationAct)의 마지막 버 으로 모든 미

국인이 한명도 빠짐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교육

부의 모토 하에 실시되고 있다.NCLB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결과를

구체 으로 보여주고,각 주와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며,우수성이 인정된 교육방법 개발을 진하며,학부모들의 선택

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정책에 한 노력이라고 평가되는 이 교육법은 교

육표 과 교육평가 개 을 목표로 하여, 읽기(reading)와 수학

(mathematics)등 교육 향상도를 쉽게 보여주는 실용과목만을 강조하고

있어, 체능을 포함한 그 외 과목의 교육은 오히려 해하고 있다는 비

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교육정책 변화를 미국의 많은 교육자들은 학교 문화

술교육을 담당하는 미술,음악,연극,무용의 교수 학습(teaching and

learning)이 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부시 정부 산하에서 공

표된 교육개 법인 NCLB는 문화 술교육 분야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데 그 변화의 한 로는 통합교육(Interdisciplinaryartseducation)모델

개발의 진을 들 수 있다.실용과목 교육의 비 이 높아지면서 많은 문

화 술분야의 교육단체는 교육을 국어,수학,과학 등의 과목과 연결시켜

학습효과를 높이는 교육방법의 개발과 활용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이

는 NCLB 개 법이 교육표 과 교육 평가를 규격화 한다는 방침 하에

실시되어,모든 학교들이 평가제에서 합격 을 받기 해 과목에

수업을 치 하기 때문에 문화 술교육 분야는 상 으로 축소되는 결과

를 낳은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3:117).

많은 술가들이 학교와 문 교사들과의 력하여 일하기 시작함으로

써 연구자와 평가원들은 학교와의 트 쉽 상과 술 안에서(i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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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술에 해서(aboutthearts), 술을 통해서(throughthearts),

가르치고 배우는 효과에 해 연구하기 시작하 다.그리고 2003년 술

강사(TeachingArtist)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술강사 (Teaching

ArtistJournal)이 창간되어 술강사(teachingartist)뿐만 아니라 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mer,2003:77).

최근까지 미국의 문화 술계는 학교 장의 문화 술교육 자체를 장려

하기 해 꾸 히 노력하고 있다.연방정부의 문화 술교육 장려의 표

인 로 통령 술인문학 원회(thePresident’sCommitteeonthe

ArtsandHumanities)9)의 국을 상으로 하는 조직 이고 활발한 활

동을 들 수 있다. 한 주정부 차원의 문화 술교육 장려 정책10)이나,

국규모의 교사연합회 활동11)등이 심이 되어 끊임없는 노력을 구하

고 있다.

2013년 재 미국의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표 은

2010년에 공표된 ‘커먼 코어주 교육표 (CommonCoreStateStandrad)’

이다.미국 학생들을 학 진학과 커리어 개발을 해 비시킨다는

(preparingAmericanstudentforcollegeandcareer)모토를 가지고 시

작되었고 재 50개 45개의 주와 3개의 행정구(territory)가 이를

9)이 원회가 지난 201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 술교육에 한 재투자:창의 학교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담보한다(ReinventinginArtsEducation:WinningAmerica’sFuture

ThroughCreativeSchools)”는 산 부족과 실용 심의 학교 커리큘럼의 한계로 학교 

장의 문화 술교육이 하향 추세에 있다고 재지 하고, 술교육에 한 미국의 재투자를 

해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다른 집단과 력하여 공동 작업(연구자,학교교사, 술가 간 력).둘째, 술 통

합 역의 발 .셋째, 술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 .넷째,각 학

생의 1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방 정책과 국가 정책을 활

용.다섯째, 술교육의 효과에 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President’sCommitteeontheArtsandHumanities,2012)

10)이 같은 로,알칸사스(Arkansas)주는 2002년 알칸사스 공립 등학교 술법(theArts

inthepublicElementarySchoolsofArkansasAct)으로 알려진 “Act1506of201”을 제정

하여 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1)미술교육에서는 NAEA(NationalArtEducationAssociation)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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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지지하고 공교육 장에서 활용하고 있어,거의 국 으로 커

리큘럼 개발과 수업안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어

(EnglishLanguageArtsandLiteracy)와 수학만을 심으로 하고 있어,

NCLB교육법 이후 미국의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시험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술 과목의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오히려 이 외의 과목

들도 어와 수학과 련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계

획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어,수학,그리고 술 과목을 연결한 통합

교육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문화 술교육 정책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다른 교육표

은 뉴욕 시의 교육청이 직 술 과목의 교육을 한 교육표 지도

서인 “블루 린트(Blueprintsforteachingandlearningthearts)12)”를

유아교육(pre-k)부터 고등학교(Grade12)과정까지 다섯 가지의 술 과

목에 한 교육표 과 목표를 구체화해 정해놓았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문화 술교육의 정책을 바탕으로 술강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 내에는 수천 명의 술 강사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약 15000-2000명(2003년 기 )의 술 강사가 술교육 기 으로

인증된 지역 술 기 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13),각 술기 학교

등에서 술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로젝트를 이끌어 간다.미국

내에서는 술 강사 교육 로그램이 학 술기 을 통해서 활발히

12)http://schools.nyc.gov/offices/teachlearn/arts/blueprint.html에서 각 다섯 가지 술과

목에 한 지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미술교과와 련해서는 VisualArtsBlueprints와 

MovingImageBlueprints를 볼 수 있다.2013.11.30

13)미국의 경우 술가가 학교  지역사회기 에서 술을 가르친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악된다.1960년 부터 시카고 술가 회의 주도 하에 시카고 소재 할 학교에 술가들

을 견해왔는데,학교도 이를 반겼을 뿐만 아니라, 술가들도 학교에서의 교육 행 가 자

신들의 작품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 다.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미국의 국가교육개

에서 술 분야는 번번이 소외당했음에도 불구하고,시카고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술가

회에서는 술가들의 교육 활동을 주도 으로 지원해나감으로써 학교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그러나 체계 인 교류가 시작된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NOR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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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1975년 뉴욕의 교사와 링컨센터의 술 강사의 미학교육

을 담당하기 한 링컨센터 술교육원(LincolnCenterInstitue)이 창설되

었고 공연 술 센터 내 교육부서 설립은 링컨센터가 처음이었다.이후

터키(Kentucky)주의 루이빌(louisville),캘리포니아(California)의 로스

엔젤 스(Los-angeles)와 같은 도시들이 이 를 따랐고, 재 미국의

많은 술기 들이 기 내 교육부서를 두고 술교육과 술강사 교육

을 해 힘쓰고 있다(Remer,2003).

한편, 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능계 교원,

술 활동을 하는 술가, 술가이자 학교 지역단체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술강사(teachingartist)세 분야로 나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

지 분류에 의해 술교육자들은 그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게 된다. 능

계 교원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학교 내의 교과과정을 따른 교육을

하며 술가와 능계 교원이 교육하는 술교육은 술에 한 지식과

기술 달에 치 되어있다.반면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술가이

자 술교육을 하는 교육가들로서 이들이 교육하는 술교육은 앞서 언

한 ' 술안의 교육',' 술을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술강사(teachingartst)라는 용어는 해외의

경우, 랑스의 참여 술가, 국과 미국의 아티스트 에듀 이터

(artist-educator),아티스트 인 지던스(artistinresidency),아츠 컨설턴

트(arts consultant), 방문 술가(visiting artist), 배우 교사(actor

teacher), 는 단순히 술가(artist)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술강사라는 용어가 일반 이다. 국과 미국이 다양한 용어

를 사용하는데 반해 국내에서 술강사라는 용어가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술교육정책이 1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 과정이 정부 주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

문이다.명칭만큼이나 술강사에 한 정의도 <표1>과 같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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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강사(teachingartist)정의

일반정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문 술가

NAEA14) •자신의 문성과 경험을 학생  교사와 나 는 문 미술가

NECAP,

ATA15)

•학교 수업이나 방과 후 로그램,지역사회기 ,교도소,기타 사회 사

기 에서자신의 술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통합하여 가르치는 문

술가

WSAC16)
•자신의 문 분야에서 술교육에 헌신하며 술가로서 한 교육자로

서의 기술을 동시에 지닌 문가

NYFA17)
•학교와 문화  트 로 있는 기 에서 교육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술가로,경우에 따라 방과후학교 혹은 지역기 에서 구 되거나 만남이 

제한된 학부모의 자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지도하는 자

<표1> 술강사(teaching artist)에 한 정의(이주연, 2012: 269)

반면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오랜 시간과 과정

속에서 술교육에 한 심 열정을 지닌 술가들과 민간주체들에

의해 자생 이고 다각 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그들 각자의 사업과 활동

이 지닌 특성과 철학을 명확히 지칭하는 하나의 통일된 용어 선택이 용

이하지 않았으며,그것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명멸하게 된 이

유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1980년 와 1990년 를 거쳐 특히 미국을

심으로 하여 서서히 그 공감 를 넓히면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teachingartist이다.많은 술단체나 기 , 술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등에서 'teachingartist'는 가장 리 통용되는 명칭이자 포 인 개념

으로 이해되는 용어로서 자리하고 있다(김병주,2009).

술강사(teaching artist)들은 지역단체 학교에서 술교육활동을

하지만 주로 학교 안에서 술교육을 행해 왔다.이는 술교육이 교육

14)NAEA(NationalArtEducationAssociation)

15)NECAP(New EnglandConsortium ofArtist-educatorProfessionals),ATA(Associationof

Teachingartist)

16)WSAC(WashingtonStateArtsCommission)

17)NYFA(New YorkFoundationFort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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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에서 학교 내의 술교육을 심으로 논의가 되어왔기 때문

이다.과거 학교의 술교육은 능계 교원에 의존함으로써 기능교육의

의미에서 벗어난 술안의 교육, 술을 통한 교육에 한 필요는 채우

지 못했다.따라서 국가별시기와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술교육을 한 필요들을 인식함으로써 술강사(teachingartist)가 등

장하게 된 것이다.앞에서 언 한 이유이외에도 미래 객 개발을 한

목 도 있었다.미국 국립 술기 (NEA)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공

공 술참여조사'에 의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성인기의 술 참여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년기의 술활동 경험 혹은 술 활동

에 한 부모의 격려 등 술교육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은 이를 뒷

받침 하고 있다(방미 ,2002).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술강사(teachingartist)들이 술가로서

경험한 것들은 학습자들에는 탐색과 실험의 장을 창조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 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재료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정하고 이미지를 그려보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그러한 과정은 험과 유희,끊임없는 노력과

상상력 그리고 의미 구조를 요구한다.이와 같은 술강사(teaching

artist)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익숙해

져 있어야 한다(Graham 외,2010,강성룡 외 재인용,2012).

이러한 문 술가인 술강사 덕분에 미국의 학교교육에서 술이 성

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미국 내에서 술강사의 양

질 성장과 함께 1998년에는 술강사 회(The Association of

TeachingArtists)가 결성되었고,2011년에는 뉴욕에서 미국 술강사포

럼이,2012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Olso)에서 23개국의 130여명이 모이

는 국제 술강사 학술 회(TheWorld’sFirstInternationalTeaching

ArtistConfernce)가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하 다.

2003년에는 뉴욕 출신의 음악가이자 술강사인 부스(Booth)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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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들을 한 술강사 (Teaching ArtistJournal)이 창간되었

다.부스(2003)는 창간호에서 다양한 분야의 술강사,행정가,학자를

상으로 조사한 술강사 정의 가운데 공통 인 의견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Beyondtheartform( 술 장르 구분을 뛰어 넘음)

•Audience( 객과의 소통)

•Modeling(모범 존재)

•Pedagogy(교육에 기본을 둠)

•Profession( 문가)

•Focusonprocess(과정에 )

•Thedualnatureoftherole

( 술과 교육에서의 병행 존재로서의 특성)

그동안 술강사는 술을 공하는 문가이자 교육을 병행하는 존재

로서의 특성만 부각되었으나,이러한 정의는 술의 제한 장르를 뛰어

넘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품을 감상하는 객이자 피교

육자인 학생에게 술의 근본과 과정의 요성을 가르치는 모범 존재

로서의 요성이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술강사 련 단체를 주축으로 한 술교육 연구 활동 등의 채 을

통해 술강사가 교육에 끼치는 향, 술강사에게 필요한 교육자로서의

자질, 술강사를 한 체계 인 교육을 비롯한 술강사와 련된 공통

인 심사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이 가운데 ATA가 제시한 술강사

의 역량 역 구체 인 세부 지표를 제시하면 <표 2>과 같다.



-31-

역량 역  개념 세부 지표

술의 이해

• 술인으로 사회 

참여의 방법을 교육으로 

하는 이들의 술  

문성

• 술장르의 언어

•장르의 역사와 련 문지식

•장르의 동향과 추세  변화의 추이

• 감,아이디어 도출,소재를 활용한 

기술과 표

교육 환경,

교육학,

인간의 발달에

한 이해

•교육학과 그 방법  

실행은 술강사에게 

있어 가장 요한 

역량이자 이들이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성

•과정과 결과물, 술경험의 연속성

•재 과 시 을 포함한 학습안 개발

•시간조정  운  능력

•교육심리학과 발달 단계 이해

•교육과정과 연계성

•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업 운

•평가와 실행 략 수립

업에
한 이해

•원활한 학습 활동의 근

간이라 할 수 있는 업

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기   시설과의 업 과정

•기  리  행정가,부모와의 업

<표 2> 술강사의 역량 역  세부 지표18)

<표 2>에 의하면, 술강사는 문 술가이지만 교육 환경 속에서 학

습자들을 이해하면서 술을 교육 형태로 환해야 하며,교육 사

회기 ,행정가,교사,학부모와의 원활한 업을 해 이에 한 기본

인 이해와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역량

역과 세부 지표들은 술강사 교육을 한 교육 목표 로그램 개발

을 한 기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뉴잉 랜드 술가․교육자 문가 희(New

EnglandConsortium forArtist-educatorProfessionals,이하 NECAP)는

지역 술기 단체,지역인사들과의 력을 통한 견고한 지역 네트워

킹으로 술강사의 문 인 성장과 발 을 지원하면서,이들에게 필요

한 3가지 능력과 지식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제시하 다.

18)ATA(AssociationofTeachingArtist)홈페이지 <www.teachingartists.com>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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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세부 내용

술

능력
(기술)

• 술 분야 혹은 통 술과 련 수년의 경험과 정규 고등교육
•공연, 시,출  등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문 인 실력
• 술  사고,창조,감각,성찰,집 력을 한 인증된 모형 제공
• 술가로서의 실험과 도  정신
•자가 진단/비평/평가 능력의 개발
•융통성과 응성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술 능력
•새로운 지도 방법의 활용
•열정을 술로 환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자들이 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종합하고 연  짓는 능력

지식
• 술의 역사․사회  맥락
•다양한 술 재료와 표  방법

교육

능력
(기술)

•교사,행정가,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업
•교사와의 력 하에 평가 수행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의 계 맺기
•성별,나이,인종,문화  배경을 망라한 교수 활동
•연속성 있는 훌륭한 학습안 개발
•학습자들의 학습  로그램의 효과 평가
•융통성 있고,발 이며,교수 방법,재료,시설,시간,연속,교사/직원
의 소통과 련한 조정 능력
•모범 인 행동과 최고의 교육 활동
•사람들,단체,문학 등 교수 활동을 지원할 재원에의 근 능력
• 술을 통한 자존감 증
•학습자와의 진정한 공감  형성
• 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지식

•수업 운  기술
•다 지능이론을 실제 교수 활동으로 연결하는 능력
•지역구의 커리큘럼 기 을 교수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
•아동 발달  학습자 이해

경

능력
(기술)

•시간과 일정의 효율  운
•교사,직원,행정가,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회계 장부 작성  행정력
•체계성과 계획성
•학교  지역 사회의 환경,자료,규칙,일정,자산 등을 존 하고 문
가다운 처신
• 젠테이션 기술•기획서  워크  등의 기술
• 술가-교육가로서의 작업 기획
•지원  확보를 한 기획서 작성

지식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기 ․시설과의 소통과 이해
• 상의 기술과 계약 체결

<표 3> 술강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식19) 

19)http://www.artisteducators.org/necap/Resources/SkillsGuide/tabid/164/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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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교육자에게는 교육 역,교육행정가에게는 경 역에

속하는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술강사에게는 자신의 문 역인

술 역 외에 교육과 경 역에 속하는 지식과 능력 모두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술 역의 경우에도 자신의 공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쌓

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이를 교육의 형태로 환해야하기 때문에,

술강사를 한 교육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이주연,

2012:271).

랑스의 경우,단순한 술강사로서가 아닌 지역 사회의 문화 술 발

에 기여하는 실천가이자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로그램의 개발이나 강의가 아닌 사회 소명과 지역 문화의 매자․실천

자 인 의지를 술강사의 핵심 역량으로 고려하고 있다(임학순 외,

2011).

그러나 술강사의 유래와 기존의 정의,역량,능력,지식 등에 한정하

지 않고 재의 술강사는 새로운 트 십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역

을 넓 가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술강사의 정의와 역량,역할 등은 계

속 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를 들면, 술을 교육 으로 활용하는 데

심을 가진 다양한 문화단체들과 학과의 업을 통해 고등교육기 에

서 활동하는 술강사도 있으며,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치유를 해

술을 활용하는 술강사도 있는 등,지역의 주 기 단체별로 술

강사를 한 지원이나 교육이 다양한 덕분에 기존과는 다른 방안들이 지

속 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주연,20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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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해외 술강사(teachingartist)사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학교 문화 술교육과 술강사의 활동은 각 나라

의 문화 술교육에 한 정책,고유한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상

이하다. 문 술가를 학교로 견하는 술강사 체제를 비교 오랫동

안 이어오고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최근 몇 년 사이 창의성과

문화 술교육의 요성을 인식하여 제도 으로 술강사를 학교 지역

사회 기 에 견하여 문화 술교육을 정착해나가 등 나라별 그 모습은

다르지만 술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가장 극 으로 이 지고 있으며

술강사 역시 문인으로서 학교에 견되어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는 에서 공통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미국, 랑스, 국,캐나다,오스트리아,핀란드와 일본의

술강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기존 연구에서 언 한 선진국의 사례

인 미국, 국, 랑스와 더불어 북미에서의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캐나다 사례,아시아 국가 국가주도 형태로 술강사를 통한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일본의 사례와 통 으로 문화 술교육 요하

게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인 핀란드,오스트리아에 한 내용을 문헌과

논문 단행본을 통해 련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한다.본 연구에서 많

은 페이지를 미국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술강사의 활발한 활동이 가

장 두드러지는 국가이면서 주도 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이유에 기인한

다.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역의 기 과의 연계로 술강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 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술강사

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바 시사 을 도출할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동시 으로 많은 술가들이 교육활동

에 보다 참여하고 있는 실정은 주지의 사실이다.특히 미국의 술강사

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 국에서는 정부와 학기 에서 술강사를 육

성하고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랑스 역시 독자 인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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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에 한 철학으로 참여 술가에 한 활동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

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철학 ,학문 토 를 바탕으로 술강사의 활

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의 사례를 심으로 간단한

연 과 함께 그 활동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미국

미국의 술지원은 해당 주정부와 술지 에 따라 술강사 로그램

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각 기 별 사례를 살펴보기

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지원의 로서 NEA의 술강사 지원 로그

램과 노스캐롤라이나의 A+스쿨 로그램사례를 살펴보고, 술기 으로

는 세계 으로 술교육과 술강사 교육의 모델이 되는 링컨센터

술교육원(LincolnCenterInstitute),시카고의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

센터(UrbanGatewayCenterforArtEducation), 학기 으로는 미국

내 최 의 술강사 자격인증 로그램을 실시한 필라델피아 술 학

(TheUniversityoftheArtsinPhiladelphia)를 심으로 술 강사제도

와 로그램에 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NEA 의 AIR(ArtistsinEducation)

1964년에 국립 술 원회(NationalCouncilontheArts)가 국립 술문

화발 시행법(NationalArtsandCulturalDevelopmentAct)에 의해 설

립되고,1965년에는 국립인문재단시행법(NationalFoundation on the

ArtsandHumanitiesAct)에 의해 NEA(NationalEndowmentforthe

Arts)가 설립되었다.NEA의 설립 이후로 미국의 문화 술정책은 많은

발 을 맞이하게 된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6:240).

NEA는 1960년 와 1970년 사이에 문화 술의 우수성,다양성,생명

력에 한 국민 인식확 에 을 두고, 의 문화 술에 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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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향유의 폭을 넓히는 데 력했다.연방정부의 폭 인 지지에 힘입

어 미국의 술이 세계 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동시에 문화 술에

한 국민의 교육 수 이 높아지기 시작했다.여가시간이 증 하고 문

화 다양성에 한 인식이 높아졌는데,국가의 경제 부흥이 그 바탕

이 되었다. 한 각종 문화 술 교육 로그램에 한 국민의 호응이 커

졌으며, 술에 한 향유,참여, 는 소비의 기회가 많아졌다.교육계에

서는 교육개 운동이 일어나 많은 변화를 맞이하 으며, 한 술교육

에 한 심층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하

워드 가드 (HowardGardner)와 엘리엇 아이즈 (ElliotEisner)20)등

이 표학자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6).

한 학교 술가 로그램과 술가들은 NEA를 선두로 한 주정부와

지방 술 회,기 들의 기 을 통해 국가 인 재정 후원과 지지를

받았다.이들은 학교,극장,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일회성 공연에

서 장기간의 강습형태로 바꾸어 갔다.이러한 장기 활동은 일주일 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했으며 이는 학 에서의 술교육,교사들을

한 술교육,신진 술가들을 한 술교육,지역 공동체에서의 술

교육 등의 활동이었다. 한 NEA는 학교에서 술교육을 하는 술가에

한 명칭으로서 학교안의 술가(ArtistsinSchools)에서 교육안의

술가(Artistsin Education)로 변경하 다.교육안의 술가(Artistsin

Education)는 1988년 문명을 향하여(TowardCivilization)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술가들이 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입장의 교사로 일하며 술이 기본 교육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요한 변

화를 반 하고 있다(Ramer,2003:72-75).

1990년 는 새로운 교육 시행법인 ‘America2000’과 그 이후 “Goals

20)스탠포드 학교의 명 교수인 아이즈 (ElliotEisner)는 NEA의 술가 견 로그램

(ArtistsinSchoolsprogram)의 개념,목 ,범 를 정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학자로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다.그는  1978년 출 된 「학교안의 술인 :분석과 비평(Artists-

in-Schools:AnalysisandCriticism)」에서 MichaelDay,ElliotEisner,RalphSmith는 

술가와의 만남 로그램의 목 과 상,결과에 해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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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EducateAmericaAct”21)이 등장하면서 실용과목이 시되고 NEA

기 에 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폭 축소됨으로 술교육은 실용과목에

차 려나게 된다.하지만 시기 하게 술교육에 한 보고서,연구,

지지 들이 출 되고 술기 들은 술 트 쉽을 넓 나갔다. 한

술기 들과 회들은 술가들이 교육 분야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학들과의 트 십을 모색해 나갔으며 문인력개발 로그램

(ProfessionalDevelopment)을 제공하 고 술가들은 문성 개발에

한 인식을 갖고,학교 술교육 개발,교과과정 개발에 한 공동 연구와

술 통합의 실제와 정의(definition)를 해 힘썼다(Remer,2003:77).

술인들을 학교에 배치시켜 가르치고 창작하고 공연하게 하는 NE

A22)의 술교육 정책은 1966년의 학교안의 시인들 로젝트

(Poet-in-the-schoolsproject)이래 가장 탁월한 술교육 정책이었

다.23) 즉,이 로그램은 술을 진흥시키고, 술 객을 확 시키고,모

든 미국인들에게 술의 유용성이 증가되게끔 할 것이며, 술과 술교

육에 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강화하고,각 학교에서 술 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1986년 이래로 기 술교육 이 ㆍ 등

학교 핵심 교과과정의 추 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 다.

2)뉴욕 링컨센터 술교육원(LincolnCenterfortheartsin

education)

뉴욕시의 음악,미술,무용,연극의 공연 등의 다양한 공연 술을 해

22)NEA(NationalEndowmentfortheArts,미국연방 술기 원회)는 1965년 미국 연방정

부로부터 독립된 기 으로 설립되었다.NEA는 국가를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술 활동에 한 우수성,창의성  신을 하여 이를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설립되었

다.공연, 시,축제, 술가, 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NationalEndowmentfortheArts,2013:2)

23)이 술인과의 만남 로그램(ArtistResidencyProgram)은 한 미국내 술교육을 한 

단일의 거 한 연방정부 로그램이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이 로그램이 시행된 

27년 동안에 걸쳐 국립 술기 (NEA),주 술기구(SAA)  지방 술기구(LAA)와 조직의 

지지자들은 이 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 인 수단임을 보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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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링컨 센터(LincolnCenter)는 1975년 술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

를 증 시킬 목 으로 링컨센터 술교육원(LincolnCenterInstitutefor

theartsineducation,이하 LCI)의 미학교육(aestheticeducation)을 담

당하는 술교육기 을 창설하 다.

LCI는 ‘술교육은 문 술가와 지역사회의 술기 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지 인 면에서 보완되어야 하며, 술강사 교육이 국가기 에기

한 직 교육(Pre-Service Education)과 직교육(In-Service

Education)을 통해서 술교육 문가로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다(서울문화재단,2009).그래

서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술교육 그리

고 술을 매개로 하여 창의 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LCI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술교육을 해서 설립된 기 으로서

기 디 터 마크 슈바르트(MarkSchubart)에 의해 처음으로 로그램

이 실시된 이후 지 까지 곧 뉴욕 시 지역의 술강사 교육과 견에

힘써오고 있다.24)

이 기 의 교육 사명은 무용,음악,연극,미술 등 각 분야의 술을

뉴욕지역의 학교에 하는 것으로,평소 술 작품을 하기 어려운 수

천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재는 뉴욕 지역뿐만 아니라 미

국 역에서 그 활동을 펼치고 있다.

LCI의 교육 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술강사들이 모든 교육 활동

의 심이 된다는 이며,이 교육 기 스스로 술강사들이 자신들의

척추라고 이야기한다. 재 100명이 넘는 술강사들이 LCI에서 활동하

고 있으며, 력 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이 생생한 경험을 토 로

한 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이들이 이끄는 교육 로그

24) 술강사(TeachingArtist)는 LCI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문 인 술가들이며 이들은 뉴

욕 시 내의 공립 등학교,사립 등학교,유 교 학교 그리고 고등 교육기 에서 교육활

동을 한다.이들은 각 분야의 문가로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선생님들,교육학 교수

들과 력하여 각 분야별로 워크 을 열고,학교를 직  방문하여 구체  교육 계획 수립

에 참여하기도 하며 시범 으로 가르치고 공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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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통해 술강사들은 다양한 학습 략으로 학생들이 심을 가지도

록 하며 그들이 성찰,해석,분석과 같은 고차원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3:139).

(1) 술강사 양성과정

① 비 술강사 교육과정

재 LCI의 교육체계는 술강사 후보군을 한 비교육과 재 활

동하는 있는 술강사를 한 교육으로 나눠진다. 술강사 후보자들은

무용,음악,연극,시각 술의 술 근을 한 실기로 구성된 5일간

의 여름 워크 에 참여한다.그리고 이어서 술강사 후보자들을 한

가을에 열리는 4일간의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된다.이 교육

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LCI의 교육철학과 교육 장의 실무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술강사 후보자들을 지도한다.주된 내용은 술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학습하고, 술작품 감상

(공연감상 혹은 미술 람 등)후 토론하며 술교육에 한 의견을 교

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 술강사 후보자들은 LCI의 HFRC(Heckscher Foundation

ResourceCenter)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다.HFRC는 술과 련된

연구를 한 인쇄물,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있는 곳으로서 술교육가

후보자들은 이곳의 온라인 자료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을 받는다.

HFRC를 통해 술강사의 수업모델도 공유되고, 술작품과 그에 한

다양한 해석 등 방 한 양의 학습 자료를 모아두어 술강사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1일 세션(aday-longsession)

에서는 술강사 후보자가 직 기획한 수업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LCI 트 십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업

무와 술강사의 교수 방법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술강사 후보자들이

받는 마지막 교육과정으로 이 세션에서 합격을 한 사람에 한에서 술강

사가 되어 학교 장에 투입되어 실습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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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시기 방법 내용 기타

가을워크

(Fall

Workshop)

2일간

(매년 

가을)

off-line

-다양한 장에서 통용되는 

술교육의 효과 인 방법을 

해 토론과 연구 심.

간워크

(Mid-year

workshop)

1일

(2월)
off-line

-토론과 실습을 통해 서로의 

수업방법을 나 고 이를 통해 

술분야의 교육자로 더 발

할 수 있는

기회 도모함.

-LCI에서 운 하고 

있는 자료 센터가 

유용하게 활용됨.

소회의

(Mini-Meeti

ngs)

약 

1년에

6회

off-line

-10명이 한 조가 되어 만나서 

더 편안한 분 기에서 교육

장과 수업방법에 한 의견을 

교환함.

-1년 학기의 간

인 2월에 실시.

술강사의 밤

(Enchanting

Evening)

매년 

4~5회

(약 

3시간)

off-line

-어린이 발달 단계,장애인 학

생 교육,학생작품의 감상과 

이해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

룸.

<표 4> LCI의 비 술강사 교육과정

② 술강사 교육과정

LCI는 재 후보자로서의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술강사들을 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매년 가을 2일간 실

시되는 가을 워크 (FallWorkshop)은 모든 술강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 다양한 장에서 통용되는 술교육의 효과 인 방법을 해 토론과

연구의 장을 열게 된다.LCI에서 운 하고 있는 HFRC가 이 연구의 데

이터를 제공하고,결과물은 다시 자료로 수집되어 진다.1년 학기의 간

인 2월에는 술강사를 한 하루 동안의 워크 이 진행된다. 술강사

들은 토론과 실습을 통해 서로의 수업방식을 나 고,이를 통해 술분

야의 교육자로서 더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술강사들은 10명

이 한 그룹을 이루어 소회의(Mini-Meetings)로 모이게 된다.1년에 6번

정도 만나서 교육 장과 수업방법에 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

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매년 4~5회에 걸쳐 ‘술강사의 밤(Enchanting

Evenings)'를 개최하는데,약 3시간에 걸쳐 어린이 발달 단계,장애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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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시기 방법 내용 기타

CaseNEX 상시 online

-교육자가 각 이스를 읽고,비

디오를 보고, 재 리서치의 가

상 도서 을 링크하여 학습.

-CaseNEX는 80개 이상의 멀티

미디어,웹기반 이스,복잡한 

학교 환경과 최고의 랙티스를 

연결하는 ‘삶의 조각들’을 제공하

고 있음.

-리서치 기반 5단계 이스 분

석법으로 교육  문제를 인식하

고 풀어내는 기회를 제공함.

-모듈Ⅰ(2세션)과 모

듈Ⅱ

(5세션)로 구성됨.

-모듈Ⅰ을 이수하지 

않으면 모듈Ⅱ로 근

할 수 없음.

HFRC

오리엔테이

션

상시 online

- 술강사후보자들은 이곳의 온

라인 자료와 시스템을 사용하도

록 교육함

-HFRC는 술과 

련 된 연구를 한 인

쇄물,멀티미디어 자

료 등이 있는 곳.

교육과

오리엔테이

션

(Training&

orientation)

4일간 offline

-LCI의 교육철학과 교육 장의 

실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술강사후보자를 지도함.

- 술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학

습.

-술작품 감상(공연감상 혹은 미

술  람)후 토론하며 술교육

에 한 의견 교환

-  술강사들이 직

 수업모델을 보여주

는 시간도  있음.

1일 세션

(aday-long

session)

1일간 offline

-LCI트 십 학교 내의 교육과

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업무, 술강사의 교수법 심.

- 술강사후보자들이 직  기획

한 수업에 한 평가가 이루어짐

-HFRC오리엔테이션

을 마친 후,학교 장

에서 실습을 시작하기 

에 참가하는 1일 세

션임.

생교육,학생작품의 감상과 이해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 게

된다.이 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술강사의 교육과 교류의 과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표5>

<표 5> LCI의 술강사 과정

2)어반 게이트웨이(UrbanGateways)

시카고에 치한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Urban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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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내용

신입 술가교사 멘토쉽 로그램

(newteachingartistmentorshipinitiative)

문 술가이지만 학교 교육 경험이 없는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을 한 

로그램

Artists@theTable 모든 술강사를 한 워크

6개의 시리즈(seriesofsix)
경력 술강사(teachingartist)와 리더쉽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워크  시리즈

CenterforArtsEducation)는 술교육의 필요에 의해 소규모 자원

사자들과 제시 우즈(JessieWoods)에 의해 1961년 설립되었다.어반 게

이트웨이 술교육센터는 시카고 지역 학교의 술혜택이 불공평하게 분

배되는 것에 한 문제에 심을 가졌고 이는 지 도 지속되는 어반 게

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쟁 이다. 창기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

터는 뮤지컬,오페라,오 스트라공연의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일에

을 맞추었다.

1970년 는 학교 교육에 술을 활용하기 해 교사들을 교육하는 교

사 워크 을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술강사가 학교에서 술을 가르치

는 술가 활동 로그램(artistinresidenceprogram)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재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주요 한 로그램이다.2007

년까지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는 250개 학교에 250,000건이 넘는

술 기회를 제공해 왔다.<그림2>

어반 게이트웨이의 로그램은 연극.음악,문학,시각 술의 술가들

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며 어린이 교육에 있어 술은 사치가 아닌 필수

요소라는 신념을 가지고 새롭고 신 인 술 교육 개념을 추구하고 있

다.어반 게이트웨이에는 술강사를 하여 <표 6>와 같은 3가지 로

그램을 제공한다.

<표 6>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 술강사 교육 로그램

(1) 술강사(teachingartist) 황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는 매년 8명의 새로운 술강사

(teachingartist)를 선발하며 재(2009년 기 )명단에는 50여명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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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teachingartist)가 있다.이들은 모두 트타임 직원으로서

술강사(teachingartist)로서의 활동이외에 자신의 분야에서 시회,교육,

술활동 등을 하고 있다.

(2) 술강사 선발과정

먼 술과 교육에 한 에세이가 포함된 원서와 자신의 술 작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서류에서 합격한 술가들은 인터뷰를

거쳐 교수(teaching)오디션을 마지막으로 최종 선발된다.이 과정에서

선발 들은 포트폴리오를 통한 술가로서의 문성과 교육경험,교육에

한 열정,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한 흥미,

등을 살펴보게 된다.

매년 수백 개의 원서가 수되어 서류 형으로 20여명이 선발되며,

한 인터뷰를 통해 15명이 선발된다.그 후 남겨진 15명의 술가들은 교

수(teaching)오디션을 통해 최종 8명만이 남게 된다.이들은 아래에 기술

될 신입 술강사 멘토쉽(new teachingartistmentorship)교육 기간을

거쳐 최종 으로 어반 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술강사가 된다.

(3)교육 과정

이들은 3일간 술교육 분야의 교수법,철학을 배운다.

공식 으로 어반 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술가가 되기 해서는

신입 술강사 멘토쉽(new teachingartistmentorship)기간을 거쳐야 한

다.먼 술교육 분야의 교수법,철학을 배우는 4일간의 강습회에 참석

하고 난 후 매주 한번씩 5주간동안 학교에서 술 교육을 지도한다.이

는 멘토에 의해 찰되며 후에 멘토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그리고 사

교과 과정 계획서와 술교육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에서의

술교육 활동을 마친 후 교과과정을 공유하는 모임에 참가한다.

신입 술강사 멘토쉽 로그램(new teaching artist mentorship

initiative)은 9월에 시작하여 2월에 끝난다.따라서 어반 이트웨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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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술강사(teaching

artist)정체성

술강사(teachingartist)정체성은 무엇인가?

얼마간 복합(hybrid)은 술강사(teachingartist)의 작업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사실 교육하는 술가는 2개 이상의 정체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교사이자 술가,학자이자 술가,안

내자이자 술가,애니메이터이자 술가,치유자이자 술가,어머

니이자 술가 등,이처럼 술강사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미학 교육(aesthetic

education)

미학 교육(aestheticeducation)은 술 통합을 통한 미학 교육으로

서 어반 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를 

한 교육모델이다.월트 휘트먼(WaltWhitman)25)의 시집인 풀잎

(LeavesofGrass)의 집  연구를 통해 수업을 받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이다.강력한 술작품과의 조우(Encountering), 술 작업에 참

여자로서의 이끌림(Engaging),  과정을 되짚어 (Reflecting)을 통

하여 술강사(teachingartist)는 어떻게 술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지 생각하게 된다. 술 교육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에 술 통합을 통하여 술가들이 교육과정의 교육을 능가하는 생

각과 자신의 술 능력을 통해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돕는

다.

교육센터의 공식 술강사(teachingartist)가 되기 해서는 총 6개월이

소요된다.이 교육 과정은 신입 술강사 강습회,5주 간의 실습,일 일

멘토쉽 모임,교과과정 교환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ichtenstein,2009).

① 신규 술강사 교육과정(thenew teachingartistinstitute)

이 술강사(teachingartist)가 되기 한 과정인 신입 술가교사

멘토쉽 로그램(new teachingartistmentorshipinitiative)을 살펴보기

로 한다.신입 술강사 강습회(thenew teachingartistinstitute)는

술교육 분야의 교수법,철학을 배우는 4일간의 교육으로서 아래에 기술

된 술강사(teachingartist)로서의 정체성 찾기, 술통합을 통한 미학

교육,학교 술교육활동에서의 질문과 계 세우기,교실 경 근법에

한 교육을 <표 7>와 같이 배우게 된다.

<표 7> 어반 게이트웨이 신입 술강사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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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능력 개발

교수(teaching)와 학습은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3일간의 강습기

간 동안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술 교육 활동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술 교육을 하는 것은 동의 복합체임을 깨닫

게 된다.교실 운 과 교과과정개발뿐만 아니라 술가가 가르치기 

해서는 교사,학생,학교와의 지속 인 계와 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교과 목표를 개발하기 해 교사

와 함께 인스토  방법을 찾아야 한다.따라서 신입 술강사

(teachingartist)들은 교과과정 개발의 이론과 실습을 탐구한다.

한 술가와 교사의 책임과 기본 인 역할 그리고 화 도구,잠재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에 해 재검토한다.

교실 경  근법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가 학교에서 술 교육시 교실 경 ,

교육,학생과 련되어 직면할 수 있는 4가지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는 학생들이 틀린 답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학생들이 

모른다라고 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학생들이 술강사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학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문답형식과 이와 련된 자료를 통해 교실경 에 한 방법을 배우

게 된다.

② 5주간의 실습기간

4일간의 강습회로는 술강사(teachingartist)들이 충분히 비되었다

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그릴리 등

학교(GreeleyElementarySchool)에서 5주간의 실습기간26)을 가진다.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미학교육을 통한 술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해 교사들과 함께 력한다.

실습을 시작하기 에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25)휘트먼 [WaltWhitman,1819.5.31~1892.3.26],19세기 미국의 시인.시집《풀잎》은 통  

시형을 벗어나,미국의 나라한 모습을 찬미했다.3 에 이르러는 ‘언자 시인’으로의 변

모를 드러냈다.주요 서로는 산문집 '자선일기 기타',시집인 '풀잎 (LeavesofGrass)'이 

있다.

26)학교와 어반 이트웨이 술교육센터의 임시 력기간인 첫 해 동안에는 술강사

(teachingartist)가 한 주에 한 번씩 5주간 일하게 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학교의 산에 따

라 1~25세션의 술교육이 이루어진다.하나의 수업은 50분간 진행되며 술강사들은 보

통 한주에 하루,최  3개의 수업을 가르친다.때로 한 학 에 2명의 술강사(teaching

artist)가 함께 일하기도 한다. 술가의 교육 활동은 교실 분 기에 향을 주기 때문에 교

육과 학습에 있어서 참여 심,구성주의,학생 심의 근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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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의 일치 을 찾고 잠재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기 해 담당교

사와의모임을 가진다.실습을 통하여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교실에 맞춰 교육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그

리고 이 과정에서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

③ 일 일 멘토쉽 모임(One-to-OneMentorshipMeetings)

멘토링 계는 술강사(teachingartist)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비

공식 으로 발 해 왔다.실습기간동안 술가 각자가 지닌 특정 질문과

필요를 듣고 설명하기 한 이러한 개인 모임은 3번 정도 있다.멘토

쉽 모임의 화 방법에는 술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멘토쉽 모임

은 질문 심으로 진행되게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발하기

해 구성되어 있다.

. 술 실습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

.담당 교사와 함께 교과과정 개발하기

.교사/ 술가의 활동 조력하기

.기본 교과과정과 연 되게 교과과정 작성하기

. 술강사(teachingartist)의 강 /난 들 찾기

. 술이 심이 되는 교실 경 과 교수(teaching) 략 개발하기

.실습기간동안의 과정 문서화하기

.교과 활동 만들기

.갑작스런 질문과 행동들에 한 안 모색

④ 교과과정 교환 모임

신입 술강사(teachingartist)들은 5주간의 실습기간을 마치고 교과과

정 교환을 해 다시 모인다.이 모임의 목 은 다양한 근법과 술교

육방법을 교환하기 한 것이다.이들은 과정을 재검토 하는 시간을

갖고 실습기간동안에 있었던 필수 사항을 공유한다.

이때 술가들은 자신의 술교육방법을 공유하기 해 슬라이드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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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발표를 한다(김애 ,2009).

3) 필라델피아 술 학(The University of the Arts in

Philadelphia)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teachingartistcertificate

program)

필라델피아 술 학(TheUniversity oftheArtsinPhiladelphia)은

1876년 필라델피아 미술 의 일부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 학 에서

시각,공연,커뮤니 이션 술분야의 창조 인재들을 교육하는데 헌신한

최 의 학교이다. 학 내에는 술과 디자인 학,공연 술 학,미디어

와 커뮤니 이션 학이 있으며 술강사를 한 교육은 평생교육원내27)

에 있는 로그램이다. 술강사 교육을 한 미국내 최 의 술강사 자

격증 로그램(teachingartistcertificateprogram)으로 교육학 지식을

얻고자 하는 술가를 한 교육과정이다.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28)은

PreK-12교육 개 의 필수 요소로서 술가들의 역할이 인식되면서 펜

실베이니아 술 원회(PennsylvaniaCouncilontheArts)와의 력 하에

필라델피아 술교육연합(PhiladelphiaArtsin Education Partnership)과

공동으로 시각미술,공연 술,문학,미디어,공 등 술 반에 걸친 내

용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 첫 술강사 인증 로그램인 TAC는 오바마 통령의 요구

를 반 한 것이다.이는 21세기의 성공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해 교육

받은 술강사들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가들과 력하는 것이다.

TAC는 시각,공연,문학,미디어,공 의 모든 술을 활용하며 술가

들에게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배우게 하고

술교육을 한 교과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7)필라델피아 술 학의 평생교육원에는 웹디자인,사진,포트폴리오 개발, 린트디자인,

술강사(teachingartist)를 비롯한 여러 인증 로그램(CertificatePrograms)을 제공한다.인

증 로그램(certificateprogram)은 경력개발,실무 기술,자신의 잠재력 성취의 기회를 찾는 

성인들을 한 문인력 양성에 을 두고 있다.

28)http://cs.uar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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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격은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 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고

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자격인 GED(GeneralEducationalDevelopment)

이상을 취득한 자로,학교 지역 사회에 술가로서 자신의 술 지

식을 공유하고자 하거나,교사를 원하지는 않지만 술교육에 한 열정

이 있거나, 술 학 학사(BFA)나 석사 학 (MFA)취득 후 술교육

학 보다는 자신의 교육학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술가면 가능하다.

모든 과목은 온라인 수강을 기본으로 하며,수강 과목은 다음의 <표 8>

과 같다(이주연,2012:273).

(1)선발과정

지원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GED29)학력을 지닌 18세 이상의 술

가로서 자신의 술 기술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데 심이 있는 모든

술가들은 참여할 수 있다.학사학 가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지원서,질문응답서,이력서,2개의 추천

서,작업 샘 이다.질문응답서의 질문은 술 목표와 미래 계획 등을

포함한 술가로서 당신은 구인가 재까지 받아온 술 교육은 무엇인

가?,본 로그램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세 가지에 한

답을 어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제출서류를 통해 술 우수성과 학

생과의 교육활동에 한 흥미를 증명해야 한다.

(2)교육과정

각 교과목에서 배우는 세부 내용은 <표 8>과 같다.7과목 15학 /190

시간 가운데 3학 /30시간을 제외한 12학 /160시간은 모두 온라인 수강

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 취득을 할 수 있고,오

라인 수업(Capeston이론 로젝트/ 지던시)은 의 여섯 과목의 수강

후 등록 가능하다.

29)GED(GeneralEquivalencyDiploma)는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 하지 못한 경우,고등학교

학력에 한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에 해당 하는 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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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학 비고

학습이론의 기 2.0 첫 학기 필수 수강

술강사를 한 문 실습 2.0 -

방법론과 교육 실습 2.0 -

아동발달과 인간행동 2.0 -

술통합과 력 2.0 -

로그램 리  평가 2.0 -

Capstone이론 로젝트/ 지던시 3.0 최종 수강(오 라인)

TotalRequired 15.0 7과목

<표 8 > 필라델피아 술 학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 교육과정

① 학습이론 기 (foundationsoflearningtheory)

본 과정은 다양한 학습 이론의 역사와 철학을 탐구하는 과목이다.20

세기 에서 지 까지의 이론 모델과 술 교수법(teaching)과의 계를

고찰해 보며 교실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학습 방법과 교수

(teaching) 략을 분석해 본다.

② 방법론과 교수 실습(methodsandteachingpracticum)

이론의 실제 용과목으로서 본 과정은 PreK-12의 주 교과과정에 친

숙해지고 주 교과과정에 술 기술을 용함으로써 주/연방 술에 한

지식을 배운다.실습에 있어 이론은 지역문화의 이해와 각 세 의 이해

를 키우도록 한다.본 교과목은 술 상주 로그램(artistresidency)을

어떻게 만들고 달하고 평가할지에 을 두고 있다.

③ 아동 발달과 인간 행동(childdevelopment/humanbehavior)

본 과정의 목 은 술강사들에게 발달이론의 기본 이해와 인간의

생애에 나타나는 학습의 변화 양상과 발달이론의 계를 배우는데 있다.

인지,언어,사회 /감정 ,그리고 운동기능을 고찰한다. 한 교실에서

의 교육에 학습이론의 용을 용하고 학생의 학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방법에 해 연구한다.

④ 술 통합과 력(artsintegrationandcollaboration)

본 교과목은 술의 통합에 을 두고 있다. 한 술강사가 학

교사 는 술 문과들과 함께 력하여 계획을 짜고 가르치는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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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PE 에서의 술강사 교육 

출처: http://www.capeweb.org

개발하도록 한다.방법론과 교수 실습(methodsandteachingpracticum)

과정에서 얻은 기술들을 토 로 한다.

⑤ 로그램 경 과 평가(program managementandassessment)

본 교과목은 술가 상주 로그램(artistresidency)을 수행하면서 력

을 하는 방법과 경 략에 해 배운다.이 과정의 내용은 로젝트 계

획,평가,난 과 장애물 악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한 학교와 지역사회

에서 술교육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한 략 개발에 그 목 이 있다.

⑥ Capstone이론 로젝트/ 지던시

첫 학기의 과정은 술강사(teachingartist)들이 교육에 술형식을

용하기 한 자료 조사와 구성 방법에 한 지식을 배우는데 목 이 있

다.두번째 학기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20세션의 술강사 상주 로

그램(teachingartistresidency)을 통해 완성된다(김애 ,2009:59-60).

4)CAPE(ChicagoArtsPartnershipsinEducacion)

ChicagoArtsPartnershipsinEducation(이하 CAPE)는 1992년 시카

고 공립학교의 술에 한 지원과 심으로 개 하 다.그들의 아카데

믹한 분야 뿐 아니라 창조 개인의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술을 통해서 차세 들이 권한을 갖고 미래를 향하도록 하는데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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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한 CAPE는 연구와 술이 이끄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

자들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비 사고와 창의성을 육성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그들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신장시키고,교사와

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학교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련분야의 지식 발

에 기여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CAPE는 지역 술가와 단체 그리고 모

든 학년의 교사와의 트 십을 통한 로그램 창안을 통해서 술의 부

활을 꿈꿨다.CAPE의 독창 이고 지속 인 철학은 재정지원처,공립학

교 지도자, 술가과 술단체의 강한 유 와 력을 강조한다.CAPE는

술기 단체들과의 업, 술통합교육을 한 훈련,커리큘럼의 개

발, 술강사 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장기간 동안 학교의 교사들과 술가들 사이의 트 십을 개발하는

로그램이다.CAPE에서는 운 사례에 한 계속 인 분석과 연구를 통

해서 술통합교육을 통한 학교교육에서의 신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Catterall& Waldorf,1999:DeMoss& Morris,2000).

시카고 술교육연맹은(ChicagoArtsPartnershipsinEducation,이하

CAPE)는 시카고 지역의 여러 재단의 지원과 력을 발 으로 지역 술가

와 술단체가 교사들과 력하여 다양한 술교육 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무엇보다 시카고 술교육연맹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술가와 교사가 음악,미술과 같은 술의 틀 안에서 여러 다른 교

과목들과의 통합교육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1993년 기 단계의 시카고 술연맹은 교사와 술가들이 어떻게

력할 수 있을지에 한 지속 인 트 쉽을 키워나가는데 역 을 두었

다. 재까지 시카고 술연맹에서는 계속해서 발 해 나가는 단계에 따

라 작업과 내용을 기록하고 실행연구(actionresearch)에 참여하는데 의

주안 을 두고 있다.이러한 연구와 기록물을 시카고 술교육연맹 웹사

이트에 개재하여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

30)이하 CAPE(ChicagoArtsPartnershipsinEducation)홈페이지

<http://www.capeweb.org/rexamples.htm>참조 2013.11.30.



-52-

[그림 3] A+ School 로그램 활동 

출처: http://aplus-schools.ncdcr.gov

CAPE에서는 미래의 학습자들의 술을 통한 교육으로부터 스스로의

잠재 가능성을 인식한 권한부여를 비 으로 삼고, 술교육을 통한 학

습자들의 성공 인 학습 능력의 신장 비 사고와 창의성 신장을

주안 으로 삼는다.CAPE의 목표는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키고,교사

와 술강사의 능력을 신장하고,학교의 효율성을 늘려 궁극 인 배움의

장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5)A+School 로그램31)

1995년부터 시행된 A+School로그램은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4개

주와 4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술강사와 교사를 통한 술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교육과 모든 과목에서의 학습의 기 로서 술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받을 것과 련된 학교 개 모델(schoolreform)이다.학습

자들의 창의 이고 신 사고 향상을 한 기회가 제공되고 실 될 수

있도록 공통교육과정 안에서 통합 교수법과 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A+School 로그램은 가드 의 다 지능이론을 활용한 술통합교육

으로서 뇌 이론,춤,드라마,음악,시각 술 그리고 창의 쓰기 간의

계에 한 연구를 반 하여 노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알칸사스

31)이하 A+School 로그램 홈페이지 <http://aplus-schools.ncdcr.gov>참조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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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의 많은 학교가 이 로그램을 통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12년이 넘게 수행되었던 노스캐롤라이나 A+School로그램에 한 연구

는 학생들의 성취도 면에서 ‘성취격차 감소’,‘학교 교육과 부모 공동

체의 참여’,교사들의 신 인 변화‘ 술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새

로운 방식의 학생들의 학습과 사회 성취 독려를 한 방안‘에의 확고

한 효과성을 입증하게 되었다.A+School운 에서의 성공 인 요인은

시행 이후로부터 8년 동안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조사와 로그

램 평가에 기인한다.특히 지속 인 교육 실행가들의 문성개발과, 술

통합과 술교육 그리고 교사와 행정가를 한 네트워크를 통한 끊임없

는 질 리에 힘쓰고 있다.

6) 네디센터(The Kennedy Center)의 Changing Education

Through the Arts(CETA)와 아트엣지 로그램(ArtEdge

Program)

미국의 네디센터(TheKennedyCenter)의 ‘술을 통한 변화’ 로

그램(ChangingEducationThroughtheArts,이하 CETA)은 교사,교육

행정가, 술강사들이 문 으로 발 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 을 두

고,학생 교사에게 술을 지도하기 하여 술강사의 술 경험

과 지식을 연계한 커리큘럼을 강조한다.여기에서는 로그램에 술강

사를 투입하여 문 인 학습 기회(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forTeachers)를 부여하며, 술강사의 주도 하에 교사를

한 2~3일 정도의 문 인 워크 강좌를 제공한다.여기에는 항상

한 개에서 두 개의 주된 새로운 교육의 동향과 술강사 이니셔티 에

한 것을 다룬다(Erickson,2003:138).

특별히 2003년에는 네디 센터의 교육 트 들이 교사를 한

술교육 워크 에 술강사를 활용함으로서 학생 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나 성인들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에도 술강사들이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 하 다(Flynn,2009).2012년에는 술강사를 한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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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램
교육내용 상

교내/

외
련단체 참여자

아츠

엣지

-술과목을 주축으로       

통합교수자료 제공

-교사에게 평가 루 릭 제공

학생

교사(K-1

2)

교외

정부단체,

교육청,

통신회사

학생,

교사,

술강사,

행정가

세미나(KennedyCenterNationalSeminarforTeachingArtists)가 개최

되어 수업안의 구성 효율 인 교수법 등 술 통합이 논의되기도 하

다.이 게 술강사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역의 개척은 문화

술교육사의 수요와 공 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 을 다(이주연,2012:217).

아츠엣지 로그램(ArtsEdge Program)은 네디 센터(Kennedy

Center)의 주 으로 교육단체인 Thinkfinity,국가 교육 기구,주 교육청,

통신회사와 력하여 시행되고 있는 술교육 로그램이다. 네디 센

터는 최근의 학교교육이 시험과 평가에만 치우쳐져 술교육을 도외시하

고 있다고 비 하고,1997년부터 아츠엣지 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술교육 로그램을 지속 으로 개발하여 용해 나가고 있다.이 로그

램은 센터장,교육과정 어드바이 ,교육내용 개발자, 로그램 코디네이

터 등 7명의 직원이 운 하고 있으며, 등,음악,미술,언어,과학 등

과목별 12명의 교사로 구성된 교사자문 원회가 학교에서의 로그램에

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표 9> 네디 센터의 아트에지(ArtEdge) 로그램(석문주 외, 2010)

아츠엣지 로그램은 술과목이 심이 되어 다른 과목들과 통합하는

술통합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이 로그램의 궁극 인 목 은 유

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교육과정에 기 한 술 역 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토 로 학생들이 다양한 술체험을 통해 사고능력을 향상시

키고 인성을 개발하는데 있다.이 로그램에서는 술 안에서 술

체험을 하는 것과,다른 교과와 술이 연계되어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55-

[그림 4] NYFA 홈페이지 운  

출처:http://www.nyfa.org/source/content/content/teachingartist/teachingartist.aspx

수업을 한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술교육을

한 통합 수업계획안과 교사를 한 평가 루 릭을 제공하는데 <표

9>,하나의 주제(unit)아래 음악,시각미술,무용,연극의 각 술 역을

심으로 다른 교과목을 통합시킨다(석문주 외,2010:6).

 

7)뉴욕 술재단(New YorkFoundationfortheArts,NYFA)의

술강사 정보원 (TeachingArtistsSource)

2004년에 개설된 미국의 뉴욕 술재단(New YorkFoundationforthe

Arts,이하NYFA)내 술강사 정보원(TeachingArtistsSource)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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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술강사를 한 온라인 정보 화,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술강사 정보원는 미국에서 가장 종합 인 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의 하나로,지역 내의 술강사에게 지역이나 미국,혹은 세

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로그램,서비스,출 물들에 한 범 하

고도 최신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를 통해 ․ ․고등학교,워크

,기타의 수업,스튜디오 로그램부터 도제 인턴십,지역 기반

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술강사의 양 ,

질 성장과 발 을 해서는 술강사 서로 간, 술강사와 지역 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며, 련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에서

지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뉴욕 술재단의 술강사 정보원는 여겨볼

만하다(이주연,2012:278).

2. 랑스의 술강사(artistesintervenants)제도

1960년 말부터 랑스에서는 학교교육의 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

고32)1968년 아미엥(Amiens)회의에서 학교 내 술교육에 한 원칙

이 수립되었는데,이를 하여 술교육의 요성이 천명되는 계기가 되

었다.1971년에는 문화참여재단(FIC:Fondsd'interventionculturelle)이

설립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력 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력

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랑스 문화개발정책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 문화참여재단은 1970년 지원활동의 25%를 학교 문화

술교육에 할애했는데,이 무렵 문화 술교육이 정책 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 다(허은 외,2005:60).

랑스 문화 술교육은 1983년 문화부와 교육부 장 의 정 계약으로

본격화되었다.이를 계기로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술가들이 학교에서

32) 랑스가 문화와 술의 나라로 인식되는 것에 반하여 최근에 와서야 학교교육에서 문화

술교육을 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1970년  이 에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미

술,음악 수업이 비 문  수 에서 시행되었다.동시  술에 한 이해보다는 고 미술

과 음악을 통한 교육이 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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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 고,2000년 “문화 술교육 5개년

계획”에서 문화 술교육의 공교육을 통한 보편화를 정책 으로 지원하

다33).

랑스 문화 술교육 정책의 특징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력이라는 큰

범주 하에 각 지방의 여러 련 기 들의 공조로 기획,진행된다는 이

다.지역 문화 기 에 투자하여 학교에서 문화 술교육을 시행하는 이러

한 방식은 문화 술교육을 한 공간이나 기자재들을 모두 학교 자체에

서 비하는 것에 따르는 실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문화 기 의 조

건들을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지도 방침과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녔다.학교 교사들은 각 미술 의 교육 담당자,문화사업지방국 드

락(DirectionregionaledesAffairesculturelles,DRAC)과 력하여 수업

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교사의 직업 문성이 어권 국가에 비해서 상 으로 높게 평가

되는 랑스의 경우 교실에서 교사의 치와 역할을 보호하면서 문화

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참여 술가 제도를 발 시켰다.문화 술

교육 수업은 계획 기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참여

술가의 력이 권장되며,상호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한다.이는 참

여 술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33)이 게 기반을 다져가던 랑스 문화 술교육의 기 는 교육의  과목에 한  인 

성찰 작업이 이루어진 1983년,문화부 장  자크 랑(JackLang)이 교육부 장  알랭 사바리

(AlainSavary)와 정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 으로 구체화된다.이를 계기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무지개(Arc-en-ciel)수업’과 ‘문화재 수업’등이 편성되어 술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  교감을 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등,학교에서 보다 극 인 문화

술교육이 실시되게 된다.1988년에는 리오넬 조스팽(LionelJospin)이 교육부 장 을 맡으면

서 1983년 자크 랑(JackLang)이 실험 인 형태로 제시하 던 고등학교 선택 술과목들을 

개설하 다.1992년에는 비록 1년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문화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보다 

실질 인 문화 술교육정책을 모색하기도 하 으며,이후 자크 랑(JackLang)이 교육부 장

을 맡으면서 문화부 장  카트린 타스카(CatherineTasca)와 함께 문화 술교육 5개년 계

획을 수립하 다.2002년 우 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화 술교육 5개년 계획의 실행은 

기를 맞았으나,2005년 1월 문화부장  르노 돈느디유 드 바 르(RenaudDonnedieude

Vabres)가 PAC수업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등 문화 술교육의 요성을 재천명하고 2005년 

10월 문화 술교육고등자문 원회를 새롭게 발족하면서 학교 문화 술교육이 새롭게 활기

를 띄었다(허은  외.2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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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화 술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들의 자발 인 동기에서 시작되므로

랑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동기부여 필요성 인식이 문화 술

교육 력 수업의 핵심이라는 에 주목하여 기존 교사 등 문화 술교육

인력의 연수 교육(formationdesformateurs)에 주력한다(한국문화 술교

육진흥원,2013:64-65).

이 듯, 랑스 문화 술교육정책의 원칙과 목표34)를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술문화 로젝트 수업(classeaPAC:

Projetartistiqueetculturel)이다.

이처럼 랑스의 술문화교육 정책은 2002년 랑스 정권 교체와 함

께 단되었다가 2005년 술문화교육 재활성화 계획으로 다시 시행되면

서 그 목 과 방향이 정교해졌다. 랑스의 술문화교육 사이트에 명시

되어 있는 랑스 술문화교육의 목표는 크게 첫째,학교와 학교 밖에

서의 술실기활동의 발달,둘째, 술가, 술작품의 만남과 문화장소를

자주 하기,셋째, 술사 과목을 일반 수업을 추구하기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술 문화교육에 한 교사교육이다(조희연,2011:45).

랑스 술문화교육 정책에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문화 술교육의

한계 인 공간의 사용이나 재료 등의 문제를 교육부와 문화부가 나서 국

34) 랑스 술교육의 원칙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더 이상 술을 교육체계의 핵심이 아닌 보충  존재로, 타 과목, 소  ‘기

(fondamentaux)’과목에 시간을 양보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문화 술교육은 술실기활동을 보편화하고,문화에 한 근 기회를 확 하고자 하는 의

지에 기 하여 수립되어야한다.

-학교는 술의 민주화를 실 하기에 가장 합한 장소이다. 술작품을 일찍 하게 하기 

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곳은 없다.가정  사회 환경에 따라 문화 으로 소외되는 사

람들이 나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학교에서

는 문화와 술에 한 근 불평등을 일 수 있다.

-감성과 이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감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발

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 인 즐거움을 리게 된다. 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한 향 계에 있는 것이다.( 를 들어 음악과 

산수,연극과 문학,조형미술과 기하학 등)문화와 술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과목들을 더

욱 생기 있고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다.

-문화 술활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합창,연극,무용 등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은 창의 이고 건설 이며 안정된 토  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세울 수 있다(허은  외,2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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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력아래 지방의 련 기 들의 공조로 기획되고 진행된다는

을 특징으로 갖는다.이는 련 문화 기 들을 활용하면서 국가 수 의

교육 방침을 따를 수 있는 일 성을 가질 수 있다.

1) 술문화 로젝트 수업(PAC:Projetartistiqueetculturel)

랑스의 술문화 로젝트 수업(classeaPAC:Projetartistiqueet

culturel)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용되는 것으로,학교와 문화

기 들의 력 안에서 술가,문화 술 문가,문화매개자35)등이 학생

들과 교류하는 수업형식이다.이 수업은 한 학년 내내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일반 학교 수업 로그램 안에 편성되어야 한다.수업은 학교에

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문화 술 자원

( 화 ,박물 ,미술 ,문화유 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조희연,

2011:허은 외 2005:62).이 수업은 공연 실연. 시 등 작품과의 직

인 연계,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한 작품에 한 분석 근,아틀리에

안에서의 실기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며,교사가 자발 으로

비하는 것으로서 술 장르나 수업 형태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같은 학

교나 기 내의 PAC수업들은 서로정보를 교환하며 이 수업에 한 재

정지원은 교육부,문화부,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랑스의 술문화교육은 주로 시각 술을 심으로 하지만 기존의

술과목에서 볼 수 없는 미술사,문화재,사진,건축,데생,생활 술,디

지털음악,그래픽, 화,만화 등 다양한 여러 분야를 다룬다. 술강사는

로젝트의 질 수 을 높이는데 기여하며,연간 8시간에서 15시간 안

에서 자유롭게 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조희연,2011:49).

2) 술강사의 자격과 심사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는 문화 술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술가를 참여

35)문화매개자(mediateurculturel)란 문화 술활동의  이해를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 설명을 하는 도슨트,문화기 의 교육서비스 담당자 등 그 종류와 활동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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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혹은 력 술가(artisteintervenant,artistepartenaire)라고 한

다.이는 반드시 화가,피아니스트,무용가 등의 술가만을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화감독, 카메라맨, 무 미술가, 문화매개(mediation

culturelle) 문가 등 문화 술분야에서 그 문성을 인정받은 사람

들을 포 으로 의미한다. 술강사로서 교육 장에서 활동하기 한

자격은 뚜렷하게 법 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체 으로 시회

공연,작곡 등의 활동을 통해 문성이 공 으로 인정된 술가,미술

음악학사 학 혹은 고등교육 학 소지자,참여조형 술가 교육센터

(CFPI) 참여음악가 교육센터(CFMI)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술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 술가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 은 크게 학 ,작품(production),그

리고 보 정도(diffusion)의 세 가지이다36).이 기 들은 해당 로그램

의 특별성에 따라 용되는데, 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기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경우도 있고,하나 이상을 용하게 되는 경우

도 있다.실제로는 학 의 유무가 참여 술가 선정의 인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참여 술가의 자격심사는 랑스 각 지방

(region)의 지방 문화 활동을 총 하는 드락(DRAC:Directionregionale

desAffairesculturelles)37)에서 한다.그러나 재정 조달을 드락(DRAC)

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 으로 하는 경우는 학교가 술강사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허은 외,2005:62).

3) 술강사의 수업

36)이 기 들은 해당 로그램의 특별성에 따라 용되는데, 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세 가

지 기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경우도 있고,하나 이상을 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학 의 유무가 참여 술가 선정의 인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한국문

화 술교육진흥원,2013)

37)1977년부터 문화부의 기능을 분권화하는 목 으로서 드락(DRAC:Directionregionaledes

Affairesculturelles)은 지방과 리,각 지방 간 그리고 심 도시들과 외곽 지역 간 불균등

이 존재하는 실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설립되기 시작하 다.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 력 단체의 주변에서 문가  조언을  하며,26개 지방의 문화사업  활동을 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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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는 드락(DRAC)을 통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일

반 이다.드락(DRAC)의 술교육고문 담당자와 만나 술강사는

술가로서 자신의 작업과 련한 분야 그 드락(DRAC)이 소속된 지역

의 다양한 문화기 에 해당하는 미술 ,박물 , 락(FRAC)38)의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드락(DRAC)을 통해 얻은 정보로 술가들은 직 문

화기 에 연락하여 술강사 활동을 한다. 한 참여조형 술가 교육센

터(CFPI)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드락은 참여 술가의 자격을 술가 업 과 교육

에 참여할 다양한 능력을 검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단지 학 뿐만 아니

라 작품 포트폴리오, 시회,간행물,이 교육 참가경력 등 이 다양하게

심사된다.그 술가로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작업이 어떻게

향 받게 되는지가 요한 심사의 조건으로 보아지는데,이는 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당국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목이다.

학교에서는 자격이 갖추어진 술강사와의 력을 통한 술교과 수업

을 하여 해당 정보를 얻기 해 드락에 연락을 취한다.국가 차원의

정보를 해서는 국립자원체(PNR:PolesNationalesdeRessource)39)를

이용할 수 있다.교사 역시도 드락을 통해서 해당 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 인 술교육 활동에 한 내용과 력이 가능한 술강사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가장 공식 인 채 이 드락을 통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기 을 통하여도 술강사의 선정은 가능

하다.

38) 미술지방진흥재단(FRAC:FondsRegionald'ArtContemporain)은 1982년에서 1986년 

사이에 생겨나 재 랑스 본토에 22개,식민지령에 2개,총 24개소가 설치,운  에 있

다. 락은 작품선정 원회에 포함된 지방유지  정치인들의 향으로 인해 기에는 각 

지방 출신의 미술가들을 으로 시하고 소장하 으나,원칙 으로는 지방  국

에 계없이  세계의 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39)국립자원체(PolesNationalesdeRessource,PNR)는 문화 술교육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

는 교육자원 정보를 국 각 지역의 교육인력에게 효과 으로 달하기 해 세워졌다.

PNR의 가장 요한 사명은 문화 술교육의 효율  실행을 한 정보와 자료를 국가  네

트워크를 이용해 재 소에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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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꼴 페사르(EcoleFessart)와 락 일드 랑스(FracIle-

de-France)‘르 라토(leplateau)’

로젝트 주제
‘개인,공공장소,그리고 건축 환경 사이의 계’

(larelationentrel’individu,l’espacepublic,etl’architecture)

해당 학교/학년 리 19구 페사르 등학교 1학년(CP40):Courspreparatoires)

담당 교사 담임교사 소피 이스캉(SophieIscan)

술 강사
사진가 유르겐 네츠게르(JurgenNefzger)

(참여 술가 자격검증 : 락 일드 랑스,에꼴 페사르)

로젝트 주요내용

학  내 락 

일드 랑스(Frac

Ile-de

-France)소장품 

시 

락 일드 랑스(FracIle-de-France)의 소장작가인 안리 살라(Anri

Sala),스타니슬라스 아망(StanislasAmand),유르겐 네츠게르(Jurgen

Nefzger),틸 로에스 스(TillRoeskens)의 작품을 여하여 교실 안

에 시,학  내의 문화 술수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 다.(작품 당 

약2달 간 시).

4) 술강사와의 트 쉽

술가 문화 문가와 교사간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 술교

육 수업은 실기와 이론 바탕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 기에서부

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술강사의 력이 권장된다.

일반 으로 문화 술교육 력수업은 항상 술작품이나 문화유산과의

만남을 제로 하는 문화 차원(dimensionculturelle),창작 과정의

술가들을 만나거나 효율 으로 술실기를 습득하도록 하는 술 차원

(dimensionartistique),학생들의 창작 결과물(productiondeseleves)등

의 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은 작품 창작뿐 아니

라 시회 기획 실 ,연극 공연,비디오 제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술한 바와 같이 교사와 참여 술가가 력하는 과정에서 문

화기 의 력이 일반화되어 있다(허은 외,2005:66). 랑스의 술

강사가 학교 교사와 어떻게 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지 <표10>의 사례

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0> 랑스 술강사 술교육 사례(허은  외, 200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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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 

방문수업

사진작가 유르겐 네츠게르가 학 을 직  방문하여 사진기 앞을 검

은 천으로 가려 작은 암실을 만들어 보이는 등 이른바 옛날식으로 

사진을 만드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직  보여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아이들은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작가

의 웹사이트(www.jurgennefzger.com)를 방문,이 작가의  다른 작

업들에 해서도 공부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술활동을 경

험하 다.

학생 작품 

제작  시

락 일드 랑스(Frac Ile-de-France) 교육서비스 담당자

(responsableduservicedespublics)마엘 도(MaelleDault)  담임

교사 소피 이스캉(SophieIscan)과 함께 르 라토(leplateau)의 조앤 

조나스(JoanJonas)의 시를 람한 후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을 상

징하는 흔 (trace)을 사진으로 작업하고 학  교실 내 외부에 어린이

들의 작품 시.

학부모 학교 방문 

 학생 시 람

아이들의 설명과 함께 부모님들이 교실에 시된 아이들의 작품들을 

감상 한 후 담임교사는 로그램의 의의,재정지원 등 력수업의의

와 내용 에 한 짧은 소개를 함.원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 한해 

락 일드 랑스로 자리를 옮겨 마엘 도(MaelleDault)의 설명과 함

께 시 람.행사 후 부모들이 교사  락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

하는 토론의 시간 마련.

5) 술강사의 양성 교육

(1)참여조형 술가 교육센터(CFPI:Centredeformationdes

plasticiensintervenants)

술강사 조형 술과 음악 분야의 술강사의 경우 참여조형 술가

교육센터(CFPI)41)와 참여음악교육센터(CFMI)등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1999년 문화부가 술가들의 교육 참여를 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

40)CP(Courspreparatoires)는 읽기 등을 배우는 등학교의 첫 학년을 의미한다.

41)1999년 문화부가 술가들의 교육 참여를 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한 목 으로 

설립하 다.조형미술 표부(DAP:Delegationauxartsplastiques)는 2002년 학교교육 참여

에 있어서 CFPI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지원을 보다 비  있게 고려하는 내용을 담

은 정을 교원양성원(IUFM)  드락과 체결하 다. 재 국 으로 아미엥 고등디자인미

술학교(Ecolesuperieured’artetdedesignd’Amiens),스트라스부르그 고등장식미술학교

(Ecole superieure des arts decoratifs de Strasbourg),부르주 국립순수미술학교(Ecole

nationaledesbeaux-artsdeBourges)등 세 학교에 CFPI가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허은

 외,2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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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목 으로 설립하 다.조형미술 표부(DAP:Delegation aux

artsplastiques)는 2002년 학교교육 참여에 있어서 CFPI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지원을 보다 비 있게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을

교원양성원(IUFM) 드락과 체결하 다.

각 CFPI마다 수업 과목과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1년 동안 최소

400시간이상의 수업을,7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매달 1주일 단 로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42)수업은 교육의 상이 되는 에 한 지식 습

득,교육 이론 등으로 구성되며 실기와 이론 측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아미엥 CFPI의 경우,1)기 네트워크,문화 교육 정책,2)교

육참여의 다양한 기 과 교육 상,3) 술교과 내용 교과교육학,4)참

여교육 로젝트의 실제,5)정보처리도구 인터넷 등의 5개의 수업을

비하고 있다.단순히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병원,형무소,양로

원 등 필요로 하는 기 에서의 교육 참여를 한 능력을 얻기 한

교육을 하고 있다(허은 외,2005:68).

3. 국

국의 문화 술교육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창의성이 진정한 경제

가치를 한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하여 ․문화․여가 산업에서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따라서 그 정책의 방향은 변하는

세계 환경에 잘 응하고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에 있다.각 개인에게 동기유발과 자존감을 키워주고 필요한

기술과 성을 길러 으로써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

성하고자한다. 국은 이런 거시 인 개념을 국가의 정책 안에서 체계

으로 실 하기 해 우선 교육의 심지인 학교가 외부 문가나 단체와

42)7달 동안 매달 1주일씩 총 7주의 교육이 진행되며,280시간의 수업과 인턴활동,그리고 

개인작업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조형 술학교 학생, 술가 등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

을 수 있으며,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 는 수여되지 않는다(허은  외,2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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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 트 십을 형성하도록 한다.외부 자원을 극 활용함으로써

교육이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정책으로 효과 으로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해 기획 반부터 좋은 교육의 질을 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맞춰 체계 인 역할분담과 교육 훈련을 한

력을 꾸려나간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05).

이러한 국의 문화 술정책은 독일의 정부주도형과 미국의 민간주도

형의 문화정책의 간정도의 방식이다.43)그러나 이 게 앙정부-지역-

사회-개인의 한 트 십의 근원은 앙정부의 정책 노력의 결과

라기보다,이미 오랫동안 해당 지역의 문화행정가들과 술가들이 문화

술의 사회 역할 지역사회와의 유기 소통을 시하고,이를 지

속 으로 문화 술 공간 운 로그램기획에 목해왔었기 때문이

다.노동당 정부 주도하의 12년 간 시행된 국의 문화정책은 문화 술의

사회 역할에 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문화 술이 특

정계층의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삶의 일부로 가깝게 향유되어야

하며, 술가와 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술

가와 객이 서로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을 상호소통 하도록 한다

(정 주,2013:49).

1)크리에이티 트 쉽(CreativePartnerships)44)

1964년부터 국 정부는 문화· 술에 집 인 산을 투입하지만 고

문화는 여 히 부유층의 유물로 한정되어 있었다.그리고 이는 결국

"교육을 통해 런던을 바꿔보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1997년 노동

43)주로 앙행정부처인 문화부(Department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교육부

(DepartmentofEducationandSkills)가 큰 정책  틀의 방향을 잡고 그 산하의 각 지방정

부가 그 큰 틀 안에서 로그램을 개발 실행한다. 한 그 외에 술 원회(ArtsCouncil

England)와 국립복권기 (TheNationalLottery)등 여러 정부/비정부 단체들이 자체 으로 

문화 술교육 장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그러므로 국 정부의 문화 술교육 지

원 체계는 앙정부의 큰 틀 속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직  실행을 하며,그외 련 

단체들이 여하는 다소 복잡한 구조 속에 역할이 복되기도 한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

원 2010).

44) 국 크리에이티  트 십 홈페이지<www.creative-partnershi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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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부의 토니 블 어(AnthonyCharlesLyntonBlair,1953~)가 정권을

잡은 이후 국의 문화정책 방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특히,문화

술과 교육의 결합이 문화향유권의 변확 와 개발에 효과 일 것이라

는 국가차원의 인식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에 하나 다.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발맞추어 1998년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와 창

의성 교육을 한 국가 자문 원회(NationalAdvisory Committeeor

CreativeandCulturalEducation)’를 설립하고 자문 원회는 ‘우리들의

미래;창의성,문화 그리고 교육(AllOurFutures;Creativity,Culture

andEducation)’이라는 제안서를45)발간한다.이어 이 제안서에 한 답

변으로 크리에이티 트 십(Creativepartnership,CP)46) 로그램이

제시되며,2002년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지원으로 문화와 교육을 아우

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국의 크리에이티 트 십은 창의문화

교육진흥원인 CCE(Creativity,CultureandEducation)47)가 실시한 주요

로그램 하나로,이는 런던에 살던 미국의 교육학자 캔 로빈슨48)의

제안을 2002년 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다.'학교가 창의

력을 죽인다.(Schoolskillcreativity)'라는 강의로도 유명한 로빈슨은 침

묵과 정체로 허덕이는 교실에 건축가·과학자·음악가·디자이 등 각 분

야의 문가를 불러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산·학 교육 로그

45)이 제안서에서는 앞으로 달라질 사회경제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 술을 통한 창의성 교

육에 해 역설하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에 해 다룬다.

46) 국의 크리에이티  트 십 (CreativePartnerships,이하 CP)는 2002년부터 국 정부

에서 실시하는 창의  교육 로그램으로서 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과 능력,기술 

 삶의 기회를 함양하기 해 시작되었다.문화미디어체육부와 술 원회가 복권기 과 

력해 CreativePartnerships 로그램을 추진,2002년부터 2008년까지 1억 5,100만 운드

를 투자하 으며,주  기 은 창의성ㆍ문화ㆍ교육(Creativity,Culture and Education:

CCE)이라고 하는 기 이다(김용주 외,2009:194).

47) 국 CCE는 아동의 내제된 창의성을 깨우고 신을 도모하여 아동과 아동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해  탄생한 국제  비 리·비정부기 이다.

48)  로빈슨(KenRobinson)은 창의성 개발과 인 자원 분야에서 국제 으로 잘 알려진 

문가로서,세계 각지를 비며 창의성과 교육,훈련에 한 선구 인 연구로 명성을 쌓아왔

다.로스앤젤 스 폴 게티 센터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국 워릭 학 창의력 교육학

교수를 지냈다.유럽 22개국을 망라하는 유럽회의 국제 로젝트 ‘문화,창의성, 은이’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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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제안했다49).

한 크리에이티 트 십은 교외에서도 진행되는데,건축,연극,공

연,박물 , 화,역사 유 지,무용단, 악단, 화 제작,웹사이트

디자인 등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 술 기 에서 술가들과 학생들의 지

속 인 공동 작업을 하게 된다.학생들은 패션,디자인,라디오/텔 비

각본,인터넷기획,안무,비디오나 연극 연출 등의 생생한 작업 장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술가 단체들과의 을 통해 장감 넘치는 새로

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이러한 활동은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창작

문화 술 환경에 한 객 ,비 ,분석 기술을 길러 주었다. 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학습에 한 심을 높여 보다 포 이고 풍성한 교

육 과정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낳아 학

생들의 창의성은 물론 자신감과 학습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정

주,2013).

이런 크리에이티 트 십 로그램은 술 단체들과 학교의 장기

이고 지속 인 유 를 형성해 상호 도움이 되는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평소 생계난에 시달리던 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지

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게 하 다. 한 지역 사회 다양한 문

화 술기 과 연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 간 정서 인 유

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학교의 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학부형과 술가 모두가 그 지역의 문화 술교육에 좀 더 직

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한국문화 술교육 진흥원 2006).

국의 문화 술교육정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의 배경이나 능력에

계없이 최고 수 의 술을 경험하고 술 활동에 직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나 자신의 수 에 맞는 술에 한 재능과 심을 최

49)크리에이티  트 십 로그램은 기술  의미의 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술을 통

해 교육효과를 높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독려한다.건축가,과학자,

음악가,미술가,디자이  등이 사 에 교사와 의하여 수업 커리큘럼 과정부터 개입하고 

직  교실로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이러한 수업방식은 수학,과학 등 모든 교과 과목

에 걸쳐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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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창의 문화 다양성의 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데 을 두고 있다(NACCCE,1999;석문주 외,2010재인용).이 로

그램은 련 정부 부처 간에 긴 한 조 아래 국가차원에서 최 한 많

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50),참가 단체나 술가들이 독립 으로 로그램

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51)

크리에이티 트 십은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

고,모든 학생이 양질의 문화 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크리에이티 트 십은 주로 각 지역의 학교와 술가나

술 기 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트 십 계를 형성하여 각 학

교가 합한 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학교에 무엇

이 필요하고,무엇이 어떻게 변화하 으면 좋겠는지를 연구하고,교사와

학생들의 술 요구를 충족해 주기 해 필요한 자원과 방법을 연구하

여,학교의 요구에 합한 기 이나 술가들이 학교에 맞는 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상할 기회를 마련해 다.그러므로 학생들은 각 분야의

문 술가와 력하여 장과 연계한 직 인 문화 술체험을 통해 자신

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문 이고 효과 인 술교육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1)크리에이티 트 십의 학교 연계 로젝트

크리에이티 트 십의 학교에서 실행되는 주요 로그램은 크게 개

학교(Change Schools), 탐구학교(Inquiry Schools), 창의성 학교

(SchoolsofCreativity)로 나뉜다<표 11>.

50)크리에이티  트 십(CreativePartnerships,)은 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감,

성취,기술을 개발하기 한 가장 표 인 문화 술교육 로그램으로,정부기 인 

CCE(Creativity,CultureandEducation)가 추진하고 술 원회(ArtsCouncilEngland)가 

지원하고 있다.

51)2002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경제 문화 으로 낙후된 35개 지역에서 약 2500여개의 학

교가 선정되어 재까지 약 55만 명의 학생과 5만 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총 1억5천1

백만 운드가 지원된 ‘크리에이티  트 십’은 1차로 15개 지역,2차로 9개 지역,2005년 

9월 마지막 3차 때는 11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경제  문화 으로 낙후된 곳을 

우선으로 각 지역마다 15-25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참여하 다(정 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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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창조 트 십을 실행하는 창의성학교(Schools of

Creativity)52) 로젝트로서 먼 우수 선정학교에 신 이고 창의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후,지역 혹은 국가 수 의 네트워크를 통

해 다른 학교와의 트 십을 통한 창의 로그램의 실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의 개 학교(ChangeSchools)53)는 창조 트 십을 유지하

고 있는 학교의 지속 인 변화를 유도하는 로젝트로,1년부터 3년까지

효과 이고 창의 인 학습 환경을 형성하고 창의 인 교수ㆍ학습방법을

개발하도록 한다.개 학교(ChangeSchools)는 크리에이티 트 십

참여 학교 가운데 855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창의 교육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집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창의 교사와 학습에

한 장기 차원에서의 담론과 학교의 효율 인 창의학습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탐구학교(InquirySchools) 로젝트는 크리에이티 트

십이 진행하는 1년 로젝트로 학교의 요구를 반 하여 구체 인 특정

주제에 한 창의 인 교수·학습방법을 새롭게 용하도록 한다.창의

실행가(CreativePractitioner)와 교사 간의 상보 스킬 교류를 통해 복

잡한 도 과제들에 한 창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수업 방식을 취한다

(석문주 외,2010:7-8;정 주,2013).

52)창의성 학교(SchoolofCreativity)의 목표는 1)학교가 창조 실천 학교가 되도록 한다.2)

다른 학교 역시 신  창조 실천 학교로 변화하도록 한다.3)창조,문화,교육이라는 명제

를 갖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방식 변화에 주도  역할을 수행한다.창의성 학교(Schools

ofCreativity)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로그램으로 학교의 니즈

(Needs)에 합한 크리에이티  문가를 고용하여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의제와 맥락을 이

해될 수 있도록 학교에 한 범 한 지식,스킬,경험을 갖고 있는 교육 컨설턴트가 참여

하는 것이다

53)개 학교(ChangeSchools)에서는 1)창의학교 조성을 한 리더의 역할 2)커리큘럼 계획

과 운용방식 3)교사의 창의 인 교수  학습법 4)어린이의 창의  학습 지원방식 5)창

의  학교환경을 한 공간과 자원의 활용 방식 6)외부 트 와의 효과 인 연계방식 연

구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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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교육내용 상 교내/외 련단체

창의성

학교

지역 혹은 국가 수 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선정학교의 신 이고 창의 인 

로그램 개발  실행

56개 

학교의

학생과 

교사

(KS1-4)

교내/외 술단체

개 학교

문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에 효과 이고 

창의 인 학습 방법 개발  학습 환경 

형성

학생과 

교사

(KS1-4)

교내/외

정부기  

학

술단체

탐구학교
창의  교수ㆍ학습방법을 통한 기존 학

교수업에 도움 

학생과 

교사

(KS1-4)

교내/외

정부기  

학

술단체

로그

램
교육내용 상

교내/

외
련단체

교실 

밖의

교수

우수 비교사 양성교육 

지원
비교사 교외 

공연장,박물 ,화랑,극장,

야외 교육센터 등의 

문화 술장소

반성

각 술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문성 반성,

재평가,리더십 계발

술강사 교외 TheSageGateshead

<표 11> 크리에이티  트 십의 학교 연계 로젝트 (석문주 외, 2010)

(1)크리에이티 트 십의 문성 개발 로그램

한 크리에이티 트 십는 학교 교직원과 술 문가를 상으로

실습을 바탕으로 한 문성 개발과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문성 훈련(ProfessionalLearning) 로그램을 운 한다.이 로그램

에는 ‘교실 밖의 교수(Teaching Outside the Classroom)’와 ‘반성

(REFLECT)’이 있다<표 12>.‘교실 밖의 교수’는 공연장,박물 ,화랑,

극장,야외 교육센터 등의 문화 술기 과 연계하여 우수한 교사를 양성

하기 한 비교사 교육지원 로그램이다.‘반성’은 멘토링 로그램으

로,각 술문화 분야의 종사자들이 서로 력하여 새로운 에서 그

들의 문성을 반성하고 재평가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이다.

<표 12> 크리에이티  트 십의 문성 훈련 로그램 (석문주 외, 2010)



-71-

크리에이티 트 십의 반 인 활동 로그램의 성격은 ‘창의

학습(CreativeLearning)‘으로 요약할 수 있다.CreativePartnership

은 술 활동과 공교육을 결합시킨 획기 인 로그램으로써 참여 학교

와 학생간의 크리에이티 트 십을 통해 술과 교육의 효과 인 결

합방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에 공통 으로 동일한 모

델을 용하는 식의 운 은 지양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성과 참여 학교

별 요구를 가장 우선시 하는 로그램을 구성한다.54)즉,문화 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창의 인 교육방식과 근을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실 한

다는 근본 인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구체 인 로그램은 각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정명주,2010).

4.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 혹은 각 지역이 자체 으로 문화 술교육에 한

‘술인-학교 연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특히,이 로그램들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다. 표 인 ‘술인-학교 연계

로그램’은 온타리오 주(Ontario)와 마니토바 주(Manitoba)에서 시행하

고 있는 로그램으로 각각 해당 주 문화 회의 지원 을 받고 있다 온

타리오 주의 문화 회와 마니코바 주 문화 회는 각각 1973년과 1976년

부터 ‘술인-학교 연계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이 두 문화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그램은 술인이나 공연단이 학교에 순회공연을 하는

54)따라서 크리에이티  트 십의 작업들이 장에서 이루어질 때,창의성과 학교 정규교

과과목의 연결이 어떻게 효과 으로 발 되느냐의 문제는 해당 지역과 학교별 특성에 따

라, 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티  트 십의 크리에이티  디 터의 개인 인 

소견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  특정과목 자체의 학습능력 향상을 해 술을 목시킨 창의 인 기법에 무게를 

둔 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술 활동에 직  참

여하고 창작하는 경험에 주안 을 두고 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한다.후자의 경우 굳이 필

요하지 않으면 특정 교과과정과의 연결은 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기도 한다.즉,창의성의 

배양이라는 기본 명제 아래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요청에 따라 창의성과 교육을 결합시키

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정명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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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1회 공연,1주일 상주 혹은 수 주일 순회 방문이 있다.1주일 상

주인 경우 1주일 동안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상으로 워크 이나

실기교육을하기도 한다.캐나다에는 미국의 ‘국립 술기 (NEA)’과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술인을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로그램은 거

의 없다.그러나 국립 술기 으로 역할을 하는 캐나다 평의회가 만든

법안에는 “ 술과 술작품에 한 연구와 향수를 장려하고 진흥한다.”

고 명시되어 술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 숙 외,

2007:26~27).

1)LTTA (LearningThroughtheArts)

LTTA(LearningThroughtheArts,이하 LTTA)은 캐나다 토론토에

치한 왕립음악학교(TheRoyalConservatoryofMusic)55)가 학교 지

역사회를 변화시키기 해 개발한 술에 기반을 둔 교육이니셔티 다.

LTTA는 1990년 온타리오 주 학교 교육 상황에 맞춰 개발된 응이었

다.당시에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

고,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교육 콘텐츠에 한 요구사항

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학생들의 문화 배경과 언어는

더 다양해지고 있었다.많은 지역에서 술 교사는 정식 교과교사로서

배제되고 있었고,기본 교과라 할 수 있는 수학,국어,과학 등에 다시

을 맞추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한 경제 불안정성 때문

에 많은 지역에서 교육 련 지출을 이고 있었다.이와 동시에,이러한

변화와 상 없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 참여도는 에 띄게 어갔다

(ArtsVision,1994).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격한 세계화와 기술 인

변화는 유연하고 창의 이며 극 으로 참여하는 사상가를 원하는 시

를 만들었고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극명했다.LTTA는 아동,

55)캐나다 왕립음악원(TheRoyalConservatoryofMusic,이하 RCM)의 원칙인 “음악과 

술의 교육에 한 리더십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자”와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술에 

한 문성과 자원을 간주해 보았을 때,이 같은 술교육의 기에서 RCM이 문제를 해

결하고자 극  방향을 모색하 다(Elst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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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인을 깊이 있고,의미 있게 학습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가지

고 고안되었다(Patteson,2011). 한 술을 공하지 않은 등학교 교사

들에게 문성 개발 모형을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교과와 술이 연

계되어 수업하는 방법과 학습자들에게 학습 경험을 통한 통합 기회를 제

공한다(Kind,Cosson,Irwin&Grauer,2007).

LTTA는 학교교육을 통해 다른 교과목에서 공연 술 시각 술을

포함시킨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학생들은 이미지와 춤을 창조하고 화

를 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수학,국어,과학,사회 과목을 공

부한다.지역사회의 경우,LTTA는 더 넓은 그룹의 사람들과 련이 있

는 문제를 술에 기반을 두어 탐구한다.

LTTA는 캐나다의 술교육시스템으로서 술을 창작하는 경험은 본

질 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철학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Csikszentmihalyi,1995)가드 (1983)의 다 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술

은 학습자가 다양한 역량과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고 보면서, 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을 제공(Greene,1995)하는데 을 맞춰 교육활동을 실행

시켜 나가고 있다.

(1) 술강사를 통한 교사의 문성 개발

LTTA 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동시에 교사의 문성

개발 로그램을 지속 으로 제공하는 것을 로그램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학 에서 술강사와 통합 으로 수업하는 방식은 독창 이고 가

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Deasy & Stevenson,2005;Fineberg,

2004;Rowe,Castaneda,Kaganoff,& Robyn,2004).그러므로 LTTA에

서는 등학교에 을 두고 술강사를 견하여 교사와 술강사가

력한 술기반 학습을 실 시키고 있다.

교사의 술교육 문성 개발을 하여 로그램은 제도

(institutional),교육과정(curricular),교수법(pedagogical),그리고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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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A의 술강사 교육내용

학습 이론 (Learningtheories)

수업 계획 (Lessonplanning)

교수 략 (Teachingtactics)

술 형식과 학습  목표 간의 의미 있는 연 성 형성

(Creatingmeaningfullinksbetweenartformsandcurriculargoals)

아동  청소년 연령별,단계별 개발

(Agesandstagesofchildandyouthdevelopment)

학교 문화 이해 (Understandingschoolculture)

교사와 효과 인 트 십 구축

(Forgingeffectivepartnershipswithteachers)

수업 리(Classroom management)

수학,국어,과학,사회 커리큘럼 이해

(UnderstandingtheMathematics,Literacy,Science,andSocialStudiescurricula)

문화  감각  지식 (Culturalsensitivityandknowledge)

이슈들(personalissues)을 다루고 있다(Oreck,2002)<표13>. 술강사의

학교 교육을 해서 특별 훈련을 받은 술강사(artist-educators)를 교실

에 배치한다.배치 받은 술강사는 교사와 함께 창의 으로 력하여

술기반의 수업을 지속 이고 직 으로 제공한다.LTTA에서 훈련을 받

고 필수 인 커리큘럼을 가르치는데 도움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한 자

격을 취득한 배우,음악가,화가,무용가,작가들은 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 방식을 통해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 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차고

참여도 높은 수업 방식을 개발한다. 한 LTTA는 다양한 교사 연수,컨

퍼런스,워크 등을 통해 교사의 문성 개발 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사와 력하는 LTTA의 술강사는 3년 이상 일련의 교과목 단 에

한 다양하고 지속 인 훈련을 받는다. 한,이러한 훈련을 마친 후에

도 매년 추가 으로 42시간 동안 훈련 신입 술강사 멘토링을 통해

서 새롭게 교육을 받고 문성을 넓히며, 교육 문가(educational

specialists)가 참여하여 술강사 교육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Patteson,

2011).

<표 13> LTTA의 술강사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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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A 모델에서 교사는 커리큘럼 문가로, 술강사는 술 문가

로 인식된다.교사와 술강사는 수업의 과정을 력 으로 추진한다.최

계획 수립 회의에서 교사는 구체 인 커리큘럼 목표를 달하고 술

강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술형식을 제안한다. 술강사는 학

습을 발 시키고 술교육가의 다음 방문을 비하여 학생들이 더욱 잘

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사 활동 일련의 수업 계획을 제공해

다(Patteson,2011).

술강사는 한 시간 반씩 총 4회 수업에 참여한다.방문 후 수업과정

과 결과에 한 술강사와 교사의 보고를 받는다.앞서 말한 활동을 완

성하는 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교사는 같은 학년도에 각기 다른

술강사와 함께 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연 1회 개최되는 LTTA

로그램에 4개월 동안 참여하게 된다.LTTA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은 3년간 교육을 받아야 필수 인 교육학 수업을 술에 기반을 두어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사가

최소한 3년간 LTTA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Patteson,2004,2005;Upitis& Smithrim,2003).

(2)평가 연구 술강사 매뉴얼 보

LTTA는 1994년부터 약 60건에 달하는 연구를 실행했다.이러한 연구

를 통해 LTTA가 참여자의 인지능력,감정,사회 상호작용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56).모든

LTTA 련 연구에서 학생들은 술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았을 때 습

득한 지식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한 LTTA는 캐나다 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교육이 체계 으로

56)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6000명 이상의 캐나다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 

LTTA에 3년간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수학에서 11% 높은 수를 

받았다.사회와 국어 수업에서도 더 높은 성 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부모,

학생들은 술에 기반을 둔 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 높다고 답했다.수업 활동에 제

로 참여하지 못해왔던 학생들이 LTTA수업에선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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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국 세계 여러 지역에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교사 문성 개발과 지역 출신 술강사 교육을 묶

어 2주의 수업으로 제공하 다.이를 통해 교사는 교실에서 필요한 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매뉴얼에는 LTTA 로그램의

향에 한 재 연구와 구성,실행 방법에 한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같은 방식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Patteson,2011).

LTTA가 캐나다의 술교육시스템으로서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었

던 이유는 LTTA의 철학 이고 실용 인 기반, 술가와 교사의 문성

개발 로그램, 로그램 평가 연구에 한 노력,특정 교육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요구에 한 응 능력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LTTA에서는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1995)의 주장처럼 술

을 창작하는 경험은 본질 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철학 기반을 바탕

으로 하여 술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세상에서 지역사회

와 함께할 수 있는 안을 열어 다(Greene,1995)을 가지고 다양한 교

육활동을 실행시켜 나가고 있다.

(3)맥락 요구 충족한 지역 술강사고용

LTTA의 성공 뒤에는 맥락 요구를 충실하게 충족했던 응력이 있

었다.LTTA는 제공하는 모든 로그램에 한 요구 분석연구를 실행했

다.이러한 연구는 향후 로그램에서 개인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해 필수 인 과정이다.LTTA는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출

신의 술가를 고용하여 술강사로 훈련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로그램을 달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 ,사회 ,교육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문가를 육성하기 해서이다. 를 들어 캐나다 앨버타

(Alberta)북부 지역의 원주민을 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LTTA는

약 30명의 원주민 술강사를 고용하여 훈련시켰고, 술뿐 아니

라 통 술을 사용하는 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 다.

이를 통해 LTTA 수업과 활동은 문화 으로 련성을 가지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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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사회 성공을 도모하고 문화 자부심과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Patteson,2011).

5.오스트리아

1970년 이후로 다양한 문화 술교육의 실험을 해온 오스트리아는 오

스트리아 정부의 연방 교육 술부를 두고 1975년부터 본격 인 문화정책

수단을 채택했다.그 주요 목 은 문화 습과 공교육 수 을 향상시

키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이는 것이었다(CouncilofEurope/ERICarts,

2008).문화국은 한편으로 술가와 문화종사자간 을,다른 한편으로

는 술가와 학교,성인교육기 ,민간회사 문화센터의 을 해

설립되었고 이것이 정부기구와 술가 술매개자 간의 의견교환을

시작하는 환 이었다.

1) 오스트리아 문화교류재단 쿨투르콘탁(Kultur Kontackt

Austria,이하 KKA)

문화 술교육정책은 1898년 KKA 재단의 설립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당 에 이 재단은 술가,기업, 앙부처 간의 조정센터 역할을 수행할

목 으로 설립되었으나 유럽지역의 문화교류 교육 력을 진하는 임

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4년에 오스트리아문화진흥원(ÖKS)과 문화교육

처(BKV)가 KKA로 통합되면서 문화소통 문화교육이 KKA의 새로운

사업 이 되었다.57)KKA는 매년 9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 한 술

교육사업과 함께 사회교육에 한 술가 참여 등 다양한 문화 술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각국과의 교육 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정연희,2008:147).

오스트리아에서는 술분야별로 교육목표는 존재58)하나 이들을 포 하

57)http://www.kulturkontakt.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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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 술교육의 최상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59)그리고 오스트

리아 연방교육 술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 술교육을 지원하는

KKA(2008)는 문화 술교육을 통해 1.어린이와 청소년이 술형태

를 극 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하고,2. 술가,교사와 학생들을 포함하

는 력학습 교육과정을 지원하고,3.문화 술 문가와 그 향수자간

에 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을 맞추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문화 술업무에 한 공동책임은 분야별로 여러 상이한 단체나 기구에

재분배되어 왔는데 업무와 책임에 따라 상이한 기 트 십 모형이

채택되어 왔다.문화 술교육과 련해서는 연방 문화 술교욱부와 그

산하의 비 리조직인 KKA,주정부,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의 표 인 이

해 계자이다.KKA는 1990년부터 교육개 을 지원하면서 해외 력 차

원에서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문화 로젝트를 추진해 왔다(정연희.

2008재인용).

2) 담행사 지원 로그램(DialogueEvent)60)

오스트리아의 쿨투르콘탁(KultruKontaktAustria,이하 KKA) 술,

교육과 그에 한 지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즉,연방 교육

술문화부를 표하여 학교 내 문화 술교유 방법, 신 로젝트, 략

등을 지원한다(문화체육 부,2010).61)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문화교

58)오스트리아의 시각 술교육의 목표는 ISCED1의 경우 창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체,

차,방법에 익숙해지고 인식,감수성,조합  개발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ISCED2의 경

우 시각  커뮤니 이션  디자인의 기 경험을 제공하고 시각 술,시각 매체,환경디자

인,일상미학에의 근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59)다만,문화 술교육을 포함하는 체로서의 문화정책 결정을 한 주요 목표들은 기본

인 문화욕구( 술  술  표 의 자유,다원  문화 등),각종 리  문제 개선(투명성,

경쟁,효율성, 력,평가 등),사회 정치  목표(참여,평등,사회  안정 등)등 3개 범주에 

체로 속하고 있다(CouncilofEurope/ERICarts,2008).

60)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술교육 회에서 KKA의 BabaraNeundlinger의 발표문(문화체

육 부,2010)을 참조하 다.

61)오스트리아의 학교  지역사회 문화 술교육과 련해서는 KKA를 포함한 공 단체와 

함께 문화 술 련 회들,14,500개 이상의 문화단체들(culturalinstitutions),293개 성인 

교육센터 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ouncilofEurope/ERICart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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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KA에서 주 한 Dialoge Event(DVA)의 활동 사진

출처: www.kulturkontak.or.kr/dva © photo by Johannes Puch

류재단으로서 KKA을 설립하 지만 이는 자율 인 조직으로서 술가,

지원처,정부부처를 연결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KKA을 통해서

술가들은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KKA는 이를 조정하고,기회를 제공하

는 력활동을 한다.

그리고 KKA는 교사들과 술가들을 함께 문화교육에 도움이 되는 구

조개선을 해 술수업과 로그램을 개발하고 술 창의교육이 교

과의 속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정연희,2008:153).오스트리아 연방 문화 술교육부가 지원하는 요

한 로그램62) 담행사 지원 로그램(dialogueevents)[그림 5]을

통해 이 로그램을 수행할 술가를 지원하고,학교수업에 술가들을

견하여 참여하게 한다[그림 6].

학교 지원 사업 최 규모인 문화 술교육 로그램인 담행사 지

원 로그램은 KKA의 학교 문화 술교육사업으로 워크 이나 학교 로

젝트를 지원하는 형태이다.KKA는 담 행사(dialogueevents)를 수행

하는 술가들을 지원하는데 건축,미술,디자인, 화,비디오,작문,음

악,무용 등의 분야에서 학교수업에 술가들을 견하여 참여시켜 공동

62)오스트리아 연방 문화 술교육부가 지원하는 로그램은 학교문화 로그램,ABC네트워

크 로그램(AcrosstheBordersCooperation),문화유산· 통·미래 교육 로그램,교사용 

세계유산교육자료 로그램 등이 있다(정연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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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스트리아 술강사의 참여로 얻어진 학생들의 결과물

출처: www.kulturkontak.or.kr/dva © photo by Florian Lamp

작업의 로젝트를 수행하여 통합 ,간학문 로젝트를 수행하게 하

는 것이다. 담 로그램을 통해 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술강사와

의 업을 통한 과정 심의 학습을 요한 목표로 여기고 있다.

오스트리아 KKA는 이 같은 술가를 수업에 참여시키고 교사,학생,

술가들이 함께 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되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으로 “ 담 행사(dialogueevents)"라 불리는 학교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술가가 정규학교수업 수행하는 소규모 로젝트와 워크

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로그램으로 이는 참여 인 상호 커뮤니 이션

을 심으로 이루어지며,오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형태의 학교(ISCED

Level0,1,2,3)와 술부문에서 시행 이다(문화체육 부,2010).

지 까지 63,000회의 행사를 통해 약 330만 명에 이르는 어린이와 청

소년들이 참여하 고,매년 15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3,300건의 담행사

에 참여하여 직 문화 술교육을 체험하고 있다(문화체육 부,2010:

316).이 같은 담행사를 통해 통 술교육을 시하는 오스트리아의

술교육의 틀에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디어를 술교

육에 반 하는 공동작업 로젝트 수행,간학문 로젝트 수행을 극

으로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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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행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첫째, 술가를 학교로 하여 아

동과 청소년이 미술에 극 동참하도록 한다.둘째, 술가,교사,학

생들이 창의력,주요 역량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

육과정을 시행한다.셋째, 술가와 객 간 소통의 질을 향상한다.이

과정에서 KKA는 학교 내에서 문화 술교육 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교

사에게 자문역할을 하며, 술가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과정지향 창

의력 워크샵과 학교 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련 로젝트에 해

재정 지원을 한다.

담 행사는 학생 발달을 진하고,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진하고 개

성을 강화하는 학습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술 활동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로그램은

상 집단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 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 문

화 술에 한 흥미를 갖게 하고 작업에 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술가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후속 로젝트에 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다. 술가와 교

사는 담행사의 기회 집행과 교사와 술가간의 상호작용에 해서

도 정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choberetel.,2007,정연희,

2008재인용).63)

6.핀란드

핀란드는 1999년 이후 기본교육에서 문화 술분야의 의무화를 법제화

하고 있다.핀란드 문화 술교육정책의 방향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

으로,이는 문화 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통성을 심어주

고자 하는데 있다.핀란드가 이처럼 학생들의 문화 술교육에 공을 들이

63)오스트리아에서는 2007년 민간비 리단체에서 학교 문화 술교육의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이 연구는 KKA의 “ 담 행사”에 한 참여 교사,학생, 술가를 상으로 해

당 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04/05년,05/06년 학교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

다(정연희,20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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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 Center) 경

출처: http://www.stay.com/helsinki/entertainment/14574/annantalo-arts-centre

는 이유는 주변 열강들의 침입에 시달려온 역사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데,이와 같은 핀란드 정부의 방침은 2차 이후 어려운 시기에서도

문화 술교육에 가장 우선 으로 투자하는 토 를 만들었고,지 의 세

계 인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든든한 발 이 되고 있다.

1)아난탈로 아트센 (AnnantaloArtCenter)64)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ArtCenter)는 1987년에 헬싱키 시 소재

의 문화센터(HelsinkiCityCulturalCentre)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는데,

다양한 술교육 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아난탈로 아트센터

술교육 로그램의 목 은 18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술

을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술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술교육과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미학(aesthetics)의 개념을 문

화 안에서의 주된 개념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이 목 을 달성하

기 해 아트센터는 알라딘 마술 램 (Taikalamppu)라고 불리는 술교육

자 간의 네트워크 구성,교사 워크샵 제공,학생들에게 다양한 수 의

시,공연,워크샵,교육 로그램의 제공 등을 세부목표로 두고 있다.

아난탈로 아트센터는 학생,가정,탁아소를 상으로 교육 시

64)아난탈로 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www.annantalo.fi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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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교육내용 상
교내/

외
련단체 참여자

교육

시

-주제  시

-문화  시

-어린이를 한 시

학생

가정

탁아소

교외

교사

술가

기획자

이벤트 -공연  워크샵

가정,

학교,

탁아소

교외
헬싱키의 

문화단체들

학교와의

공동 력

-5x2 술과정

-문화과정
학생 교외 교육부

술가

코디네이터

(Educationalexhibition) 로그램을 제공한다.교육 시는 문화와

술교육에 을 둔 로그램으로,주제 심 시,문화 시,어린이를

한 시로 나 어진다. 시 기획은 교사, 술가,기획자로 구성된

이 계획하여 이루어진다.이벤트(Events) 로그램에는 공연과 워크샵이

있는데,문화단체들과 력하여 제공된다.해마다 개최하는 어린이들을

한 술의 밤(Children'snightofarts)을 비롯하여 일본의 날(Japan

Day),국제 갈채(The internationalbravo),핀란드의 환호(Finnish

hurrah)등이 2009년에 개최되었다(석문주 외,2010:9).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에서의 학교와의 공동 력 로그램은

(Co-operationwithSchools)크게 5x2 술과정과 문화과정으로 나 어

진다. 등학교 상의 5x2 술과정은 학교 술과목을 보완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데,각 술분야의 문 술가와 력하여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5주 동안 매주 2개의 술과목을 선택하여 배우게 되며,헬싱

키의 모든 등학교가 이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ㆍ고등학

교 상의 문화과정은 사랑,시민의식,공포 등 일상생활과 한 주제

를 선정해서 술과 삶의 상들에 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매년 1500

명 이상의 학생이 문화과정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아난탈로 아트센

터의 주요 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4>.

<표 14> 아난탈로 아트센터 로그램(석문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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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본

일본의 문화 술교육 정책은 2001년 문화 술진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문화 술을 국민 모두의 사회 자산으로 인식하고, 통문화에의

폭넓은 이해와 계승에 힘쓰며,개인,가정,학교,지역,국가가 상호 연계

하여 문화 술교육을 발 하고자 한다.특히 공연장,미술 ,도서 ,박

물 등의 문화기반 시설을 충실히 하여 지역에 계없이 구나 동등한

양과 질의 문화 술을 체험함으로써 풍요로운 감성과 창조성을 가꾸어나

감과 동시에 문화 술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을 두고 있다. 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뛰어난 문화 술을 직 경험하고 창조하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

다(일본 문화청,2010).

특히,일본의 문화 술정책은 차세 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뛰어난

술 통문화를 하고 이와 련된 각종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얻는

다는 것을 통과 문화에 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 술을 아끼고 존 하

는 마음과 태도,아울러 사회성을 키운다는 에서도 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 문화 술교육에 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문화 술

진흥기본법에서도 청소년의 문화 술 활동 학교교육 내 문화 술 활

동 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다65).2011년에 책정된 ‘문화 술진흥에 한

기본방침(제3차)’에서도 ‘여섯 가지 략-문화 술강국 실 을

해’ “아동·청소년을 상 문화 술진흥책의 내실화”를 세 번째 략으

로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학교 지역사회에서 참된 문화 술을 경험하며

65)일본 문화 술진흥기본법 제 23조 (청소년의 문화 술 활동의 충실)국가는 청소년의 문

화 술활동을 도모하기 해 청소년 상의 문화 술 공연, 시 등에 한 지원,청소년이 

직  참여하는 문화 술활동에 한 지원,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 24조 (학교교

육에 있어서 문화 술활동의 충실)국가는 학교교육에서의 문화 술활동을 충실히 도모하

기 해 문화 술에 한 체험학슴 등 문화 술에 한 교육의 충실, 술가  문화 술

활동을 하는 단체의 학교 술에서의 문화 술활동에 한 력 지원,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2001년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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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과 창조성,커뮤니 이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차세 문화 술의 주역은 물론 미래 객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각 발달단계에 맞춘 술 감상 통문화·문화재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문화 술 련 체험형 워크 을 통한 커뮤

니 이션 교육을 포함한 학교 내 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재 일본 문화청에서는 「차세 를 책임질 어린이 문화 술 체험사

업」으로 일류 문화 술단체의 · 학교 순회공연 는 술가를 ·

학교에 직 견함으로써 견사업66)과 순회공연67)을 진행하여 차세

문화주역인 아이들의 창의성과 커뮤니 이션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

다.이를 통해 차세 술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의 술 감상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한다.이 외에도 각 지역 지방공공단체와 술단체 지역

학교,극장,음악당이 연계하여 특색 있는 문화 술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재단 등 공익단체가 운 하고 있는 각종 로그램을 통한

아웃리치활동 견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는 NPO68)

주도의 술 활동을 시작으로 한 기업 민간단체 심의 지원 연계

력 한 필수 으로 보고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1) 견사업(구 술가 학교 견사업)69)

66) 견사업：개인 는 소규모 술단체가 , 학교를 직  방문하여 강의,공연,실기 지

도 수업 을 진행한다.

67)순회공연:문화청에서 문화 술단체를 선정하여 · 학교 등에서 무 술공연을 실시한

다.사 에 공연 련 워크 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실제 공연에도 참여시키면서 연기지도 

 람지도를 병행한다.

68)NPO는 비 리 단체(NPO,Non-ProfitOrganization)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 체

나 공동의 이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69)일본 견사업 홈페이지 <http://www.kodomogeijutsu.com/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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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견사업의  술강사 활동 모습

출처: http://www.kodomogeijutsu.com

견 사업의 종류 내용

술가 견 사업

견사업  가장 심이 되는 사업으로 · ·고등학교에 

술가나 소규모 술가 그룹을 견하고 강좌나 실기시범,

실기지도를 실시한다.

어린이 

꿈· 술·아카데미

일본 술원 회원이 · 학교 등을 방문하고 강좌나 실기시범 

등을 행한다.

NPO를 통한 견 

강좌

NPO법인 등이 실시 희망학교와 술가와의 조정자가 되어 

학교에 술가를 견하고 강좌나 실기시범 등을 행한다.

일본 지진 복구 

지원

동일본 지진 피해지의 지방공공단체가 구성원이 된 실행 

원회가 실시 희망학교 등과 술가와의 조정자가 되어 학교에 

술가를 견하고 강좌나 실기시범 등을 행한다.

일본 문화청이 직 시행하는 견사업은 · ·고등학교에 개인 술

가나 소규모 술가 그룹을 견하여 교실·체육 등을 회장으로 하여

강좌나 실기 시범,실기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이는 문화청이 직

집행하는 사업으로 술강사비 등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분야로는

음악,연극,무용, 술,미술, 통 능,문학,생활문화,미디어 술

이 있어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장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실

시 획수는 연 3회 이내로 하고 학년단 나 선택수업의 단 로서 실시가

가능하다. 견사업을 희망하는 학교가 수업을 진행할 술가의 승낙을

얻은 상태에서 실시 희망을 신청하는 차로 진행되어진다. 견사업의

메뉴는 다음과 같다<표15><표16>.

<표 15> 일본 견사업의 내용의 구분(문화체육 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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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사업

교육내용 술가나 소규모 술가 그룹이 학교를 방문하여 상의,실기지도

상 등학교, 학교,고등학교

종목

음악 성악,피아노,바이올린,퍼커션 등

연극 극,뮤지컬,인형극 등

무용 발 , 무용,한국무용 등

능 만담,야담,나니 등

미술 조각,일본화,서양화, 화,사진 등

통 능 가부키,노가쿠,조루리,일본식 북,아악,샤미센 등

문학 하이쿠,낭독

생활문화 바둑,장기,꽃꽂이,다도,화장 등

미디어

술
미디어 아트, 화,애니메이션,만화 등

실시횟수 1개교 당 3회

련 단체 문화청,문부과학성,지역교육 원회

참여자 · ·고 학생,교사

<표 16> 일본 견사업 시행내용

2)순회공연 사업70)

일본 문부성을 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술표 을 통한 커뮤니 이션

교육 추진은 다양한 가치 을 가진 사람들과 력, 동할 수 있는 인재

를 육성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 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경향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해,어린이들의 커뮤니 이션 능력 향상을

목 으로 한 구체 지도법 개발에 착수하여 진행되는 내용이다.‘어린이

를 한 뛰어난 무 술체험사업’의 성과 과제를 활용하여 술표

을 통한 커뮤니 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어린이를 한 뛰어난 무

술체험사업’은 어린이들이 뛰어난 무 술의 순회공연 등을 감상하

70) 일본의 견사업과 순회사업 홈페이지 <http://www.kodomogeijutsu.com/>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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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공연 사업

교육내용

공연 체험 학습

-문부성에서 일류의 문화 술단체를 선정해 · 학교 등에서 무 술 

공연을 실시

-사  워크샵  본 공연이 필수

상 · 학교 등의 의무교육학교

실시횟수 워크샵,공연 각 1회 

종목
공연종목 14종목(합창,오 스트라,음악극,아동극,연극,뮤지컬,가부키,

연 ,노가쿠,국악,국악무,닌교조루리,발 , 무용)

련 

단체
문화청,문부과학성,문화 술단체

참여자 학생(원칙 으로는 실시학교의 체 학생이 참가),학부모

고,문화 술단체 등에 의한 연기지도,워크 ,단체의 공연에 참여를 통

해서 술과 친숙해지도록 하며,일류 술가를 견해 강연,실기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술을 사랑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함이며 커

뮤니 이션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 이 있다.순회공연사업에는 합창,오

스트라,음악극,아동극,연극,뮤지컬,발 , 무용,가부키,노가쿠,

인형극, 통음악 등의 무 술이 포함된다.문화청이 산에서 공연비,

견비, 로그램 구성경비,교통비 등의 일부를 부담한다.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연계한 문화청 사업인 ‘어린이를 한 뛰어난 무 술체험사

업’을 통해 학교에서의 술표 을 통한 커뮤니 이션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교 내 술교육을 강화한다(2010,한국문화 연구원)<표

17>.

<표 17> 순회공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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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국내 술강사(teachingartist)와

문화 술교육사 제도 도입

1990년 이 의 한국의 문화 술 정책은 문화 술 단체 지원과 문화

유산의 보존 정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었다.이는 작품을 창작하는

술 단체나 술가 개인을 지원,작품을 보존하는 데 을 둔 정책이었

다.이후 한국 문화 술 정책은 1990년 문화공보부가 문화부과 공보처로

분리되면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 다.기존의 규제 심이던 법령들이

개정되어 문화 진흥을 한 체계 장기 무화 술 정책을 수립하기 시

작했다(한국문화 술진흥원a,2013:144).

1998년에 국 1,200여 개 문화 기반 시설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문

화 술 기반 시설의 운 내용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화한 이래

한국 문화 술 정책의 방향은 창작자 심의 공 에서 문화 술 기

반 시설의 지역 단 매개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2003년 정부는 공 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 술 정책을

수요 부문까지 확장하기 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당시 문화 술

장․ 신 방향 모색을 해 민 합동으로 구성된 문화행정 신 원회

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문화 술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문화 술교육 정책

이었다.이로서 문화정책 안에서 제한 으로 논의되어 오던 문화 술교

육 정책은 교육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책과 연계됨으로써 거버

스 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2003년 문화행정 신 원회는 문화

술교육 정책을 본격 으로 논의하기 해 산하에 문화 술교육 TF를

설치하 다.그 해 문화 부( 문화체육 부,이하 문화부)와 교육

인 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공동 사업 추진단을 구성

하고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

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71)을 발표함으로써 정책 기본 방향을 수립하

다(한국문화 술진흥원a,20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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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문화부는 2월 문화 술교육과를 신설하면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 술교육을 다루기 시작하 다.그 해 문화부는 교과부와 공동으로

“문화 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72)을 수립하 다.이 는 ‘개개인의 문화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정책 비 을 설정하고

구체 인 추진 목표와 과시하 다.

2005년 2월에는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다양한 문화

술교육 정책 사업의 기획과 추진,평가 그리고 여러 역할 주체들 간의

력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12월에는「문화

술교육지원법」제정으로 문화 술교육정책의 제도 기반이 정비되었다.

한국의 문화 술교육정책의 제도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문화

술교육지원법」제정 과정에서 여겨 볼 만 은 교육 련 법제임에도

문화부가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과부가 극 인 지원을 하 다는

이 주목할 부분이다.이는 그동안 문화 술교육에 한 잠재되어있는

국민수요가 드러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 술

교육정책 기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발표된 “문화 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이 정책 역의 기반

을 마련했다면,2007년의 “문화 술교육 활성화 장기 략(2007~2011)”

은 문화 술교육 정책 사업이 단순한 양 확 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한 정책으로 유지·발 시키기 해 각 사업의 구체 목표,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개개인의 문화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

71)“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 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은 그 동안 문화부에서 지원해온 술가, 술 단체,문화 술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문화 술 인 라가 학교 문화 술교육과 효과 으로 결합하는 데 을 두었다. 한 문

화부와 교과부 간의 문화 술교육의 제반 활성화 추진 계획을 공동 으로 수립하고 추진하

는 방안을 제안한 최 의 합의된 문건이다(한국문화 술진흥원,2013:145).

72)추진 목표로 1)학교 문화 술교육의 질  개선과 양  확 ,2)사회 문화 술교육의 다양

화  기회 확 ,3)문화 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한 공감  형성,4)문화 술교육의 

활성화를 한 제반 여건 마련 등이 있었다.

 추진 과제로 1)문화 술교육 기  연구  국민 인식 제고,2)유․ ․ 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술교육 지원,3)사회 문화 술교육 활성화,4) ․ 등 교원 문성 

강화 지원  문화 술교육 문 인력 양성․연수 5)문화 술교육 인 라 구축,6)문화 술

교육의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학교 안 의 다양한 문화 술교육

의 활성화가 실 될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명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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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비 하에서 참여 기회 확 내실화,사회 소수자 문화

권리 신장,문화 술교육 문 인력 양성,지식 정보 확충 국제

상 확보의 4 정책 역을 설정하고,15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 다(한

국문화 술진흥원a,2013).

“문화 술교육 활성화 장기 략(2007~2011)”수립 이후 2008년부

터는 그 실행에 을 두었다. 계 부처 기 간 력을 더욱 강화

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표 인 성과로 교과부와 보건복지가

족부의 력 사업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문화부와 교과부는 창의 미래 인재 육성을 해 학교에서 문화 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해 업무 약(MOU)을 체결하고 부처 간 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 다.이를 통해 학교 문화 술교육이 비약 으로 확

성장하게 되었으며, 술강사의 성장 발 을 마련하게 되었다.

ㆍ ㆍ고등학교의 문화 술교육은 기본 으로 학교교육 체계 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에 따라 학교 문화 술교육 정책은 술강사

지원을 통한 문 인 문화 술 교육 로그램 제공, 술강사의 문성

강화 련 연구,학교 문화 술교육 강화 지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한국문화 술진흥원a,2013:146~147).

국내 술교육정책은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주도 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정부 술교육정책을 담할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2005년 2월 설립됨으로써 국내 술교육 그와 련된 사업을 주도

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술강사 련 사업도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

의해 정책 으로 추진되고 있다.국내 술교육은 10년 남짓한 짧은 역

사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주도 형태를 띠고 있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술 기 에서 술교육 술가교사 련사업의 사례를 찾아보

기는 힘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서울문화재단은 방과후사업의

일환으로 술교육사업을 시작하면서 재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을 제

외하고는 국내 술교육 술강사(teachingartist)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는 유일한 기 이다.하지만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문화재단 역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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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술교육사업 형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

애 ,2010:64).

1.국내 술강사

1)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은 2004년 발표한 문화 술교육 활성화 종합계

획에 근거하여 2005년 2월 설립되었다.국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가

화를 한 문화 술교육사업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설립된 기 으

로 학교,교육시설 교육단체간의 상호 연계 력망의 구축․운 ,문

화 술교육의 지원을 한 학술연구 조사,교육시설 교육단체에

한 지원평가,교원의 연수지원,문화 술교육 문인력의 양성 연

구,문화 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정비,문화 술 원격교

육시스템의 구축 리,문화 술교육의 지원을 한 국제 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문화체육 부,2011).

(1) 술강사 지원사업

술강사는 국 ․ ․고등학교에서 교 별,교육과정별,문화 술

교육을 강의하는 문화 술교육 강사를 일컫는다.교육 분야는 국악,연

극, 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 ,사진,디자인 총 8개 분야로서

분야 내 활동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기본교과,선택 교과,창의 체험 활

동,토요동아리)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르다.

술강사 지원 사업은 소정의 자격과 교육과정을 거쳐 선별된 문

술강사들이 학기 단 로 학교를 정기 방문하여 교사와 함께 혹은 교사를

지원하는 방문교육을 통하여 학교문화 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문화부

-교육부 공동의 정책사업으로 첫째, 술 분야별 문인력의 방문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 술교육의 다양화와 질 수 제고,둘째, 술 공자



-93-

[그림 9] 학교 술강사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13)

술 장 활동가들에게 교육 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 이다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7).학교 술강사 지원 사업은 술 분야별

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 술교육의 질 수 을 제

고하고 궁극 으로는 학교 문화 술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한편으로는 술 공자 련 문가들에게 교육 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술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

업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a,2013:157).

문화부와 교과부의 표 인 력 사업으로 실행 총 기 인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16개 시ㆍ도별 교육청,지자체,문화 술교육지역센터

등과 력하여 체계 인 추진 계를 구축하고 있고,2009년도까지는 문

화부 국고 산과 더불어 16개 지자체별 산에 문화부가 응 투자를 하

며 사업 규모를 유지시켜왔으나,2010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규모의 확 와 함께 지자체 교육청

과의 계가 공고해졌음.2010년부터는 지역문화 술교육 활성화 지역

착형 사업 추진을 해 16개 시도별 역센터로 업무 이 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년도에 16개 시도 체에 역센터를 지정하 다.[그림9]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술강사 황은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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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사 수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악 942 873 949 742 822 984 1,093 1,567 1,733 1,699

연극 113 269 386 326 366 450 743 840 725 766

화  - 89 89 113 137 212 300 330 253 253

무용  - - 110 150 248 299 595 801 763 807
만화·애니

메이션 - - 94 100 191 298 452 500 499 467

공  - - - - - - - 52 87 127

사진 - - - - - - - 27 37 48

디자인  - - - - - - - 39 67 96

계    1,055 1,231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4,26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    71 89 178 206 586 625 620 정산

학교 수 3,214 2,445 3,157 3,689 4,799 5,436 5,772 6,531

지원시수 156,048 169,889 300,000 395,277 1,032,561 1,130,451 1,134,390 1,161,081

강사 수  1,628 1,431 1,764 2,243 3,483 4,155 4,164 4,263

수혜자 

수 
706,656 782,400 1,010,240 1,180,480 1,535,680 1,739,520 1,847,040 정산

<표 19> 학교 술강사 지원 사업 분야별 황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13)

구분 학교 수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악 3,128 3,982 2,503 1,812 1,951 2,275 3,642 4,147 3,685 4,071

연극 101 275 386 274 413 452 1,448 1,560 1,459 1,486

화  - 100 148 109 202 243 566 633 500 467

무용  - - 100 150 327 392 1,131 1,436 1,557 1,636
만화·애니

메이션 - - 77 100 264 264 911 1,157 1,021 1,061

공  - - - - - - - 115 180 297

사진 - - - - - - - 55 88 155

디자인  - - - - - - - 86 125 184

계    3,229 4,357 3,214 2,445 3,157 3,626 7,698 9,189 8,615 9,357

<표 19> 학교 술강사 지원 사업 분야별 황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2013)

※ 2010년부터 공 , 사진, 디자인 분야 포함 총 8개 분야 술강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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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학 교 교 육 과 정

련교과/창의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 등학교 돌  동아리

국  악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악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

ㅇ 국악 련학과 학원 졸업자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악 련학과 2년제 학 졸업자

ㅇ 최근 10년 이상 국악 장경력자

연  극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연극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

ㅇ 연극 련학과 학원 졸업자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연극 련학과 2년제 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최근 4년 이상 장경력자

  화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화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

ㅇ 화 련학과 학원 졸업자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화 련학과 2년제 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무  용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용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

ㅇ 무용 련학과 학원 졸업자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무용 련학과 2년제 학 졸업자로서 

최근 2년 이상 장경력자

만화

애니메이

션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련학과 

학원 졸업자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련학과 2년제 

학 졸업자로서,졸업 후 장경험이 2년 

이상인 자

ㅇ 만화․애니메이션 련학과 3년제 

학 졸업자로서,졸업 후 장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최근 5년 이상 만화․애니메이션 

장경력자

공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공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ㅇ 공  련학과 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2) 술강사 선발 과정

술강사는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 한하며<표 20>,1차심사(서류

심사),2차 심사(실기),선발강사 연수 참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표 21> 선발된 강사는 16개 지역의 역센터,국악운 단체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연수에서는 분야별 효과

인 교수법,학습자 이해,각 공별 문교육 등의 재교육을 받는다.

<표 20>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술강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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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사진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ㅇ 사진 련학과 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디자인

ㅇ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디자인 련학과 4년제 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ㅇ 디자인 련학과 학원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장경력자

단계 내용

① 1차 심사

(서류심사)

ㅇ 해당 분야 외부 문가로 구성된 심사 원회에서 서류심사

ㅇ 분야별,지역별 술강사 수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발

② 2차 심사 

(실기 /

면 심사)

ㅇ 국악분야의 경우,면  시 이론  실기시험 포함

ㅇ 화,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 면  시 모의강의 실시 가능

ㅇ 무용분야의 경우,실기시험 통과자에 한해 면  시험 실시 

(서류심사 → 실기심사 → 면 심사)

③ 선발강사 

연수

ㅇ 2014년 선발강사 원

※ 상반기․하반기 연수불참  미이수 시 선발 취소

④ 학교 배치
ㅇ 술강사의 배치 희망 학교 신청,학교별 신청자들의 희망 순   

평가(선발)수 고려하여 온라인 배치

출처: www.arte.or.kr

<표 21> 술강사 선발과정 

출처: www.arte.or.kr

2)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가 문화 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서

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해 2004년에 설립한 문화재단이다.주요

사업은 시민 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 확 ,문화 술 창작활동 지원,문화

술 교육 로그램 운 ,서울 표 축제 공연 술제 운 ․지원,문

화 술공간 운 이며 서울연극센터,남산창작센터,서울 열린극장 정동,

학로 연습실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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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강사(TA)73)선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 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업무 약을

통해 서울시내 등학교에서 어린이 상의 창의 술교육을 실행할 술

강사를 모집한다.재단 어린이 술강사는 연간 계약을 통해 ‘술로 돌

’( 등 방과후 돌 교실에서 통합 술 로그램 운 ) ‘술로 러

스’( 등 교과연계 일반학 상의 창의 술수업)등 등학교 내 술

수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기존 기량 심 술교육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 술 장르간 통

합 연계교육을 통해 문화 술에 한 이해를 넓 가고,상상력과 소

통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술의 진정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발견하도

록 설계된 문화 술교육의 차별화된 모형으로 문화 술향유자와 문화

술 창조자,문화 술 공헌자를 양성한다(서울문화재단,2011).서울문화재

단은 술강사(TA)의 응시자 교원자격증 소지자,서울문화재단의

술강사(TA)양성과정 입문 이상 이수자를 우 한다.서울문화 술재단

의 술강사(TA)의 신청가격과 심사과정은 <표 22>,<표 23>과 같다.

<표 22> 서울문화재단 술강사(TA) 심사방법  선발 기  

심사방법

내용

1차 심사:서류 형

2차 심사:면   수업시연 심사

선발기

○ 해당  련분야 경력  활동내용

○ 아동 발달 이해도  발달 단계에 합한 술교육 로그램 계획  

실행 능력

○ 통합 술교육에 한 이해  활용 능력 (장르별 통합,교과-술 통합 

등)

○ 교사로서의 자질  품성ㆍ성실성

○ 서울문화재단 창의 술교육사업에 한 이해  가치  부합여부 등

(출처: www.sfac.or.kr)

73)서울문화재단에서는 술강사를 부르는 명칭을 TA(teachingartist의 임말)라고 한국문

화 술교육진흥원의 술강사 구분지어 부르고 있으므로,본 논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술강사에 경우 호에 TA를 명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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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서울문화재단 술강사(TA) 신청자격 (출처: www.sfac.or.kr)

구 분 응시자격

로그램 

술강사(TA)74)

ㅇ 술 련학과75) 학 졸업자로 술교육 장 경력 4년 이상 

소지자

ㅇ 술 련학과 학  학원 졸업자로 술교육 장 경력 

2년 이상 소지자

임 

술강사(TA)76)

(돌 교실),

통합 

술강사(TA)77)

(돌 교실+ 술로 

러스)

<신규 TA>

ㅇ 술 련학과 학  학원 졸업자로 술교육 장 경력이 

없는 자

ㅇ 술 비 련학과 졸업자는 술교육 장 경력 1년 이상 소지자 

<경력 TA>

ㅇ 술 련학과 학 졸업자로 술교육

장 경력 2년 이상 소지자 

ㅇ 술 련학과 학  학원 졸업자로 술교육 장 경력 

1년 이상 소지자

ㅇ 술 비 련학과 졸업자는 술교육 장 경력 3년 이상 소지자 

(2)창의 술교육(ArtinEducation)과정

서울문화재단 창의 술교육 아카데미에서는 창조 술강사 양성을

해 TA(TeachingArtist)양성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창의 술교

육과정(ArtinEducation,AiE)로 명칭을 바꾸어 더욱 문화된 교육과

정으로 개편하여 운 하고 있다.서울문화재단의 창의 술교육과정(AiE)

은 미 체험 통합 술교육에 한 철학과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실천

하는 창의 술교육 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통합 으로 구성된 독창

커리큘럼을 통해 술교육 분야의 실력 있는 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4) 로그램 술강사(PTA)의 업무내용:주 2일 4개교 돌 교실 수업(4~11월  총 24주간),

주 3일 로그램 연구․개발,‘술로 돌 ’ 로그램 개발  연구  운 ,‘술로 러스’

신규 로그램 개발  수업 실행, 련 워크  운 (09~11월  총 8주간 주 2일)

75) 술 련학과 인정범  :연극,무용,시각 술,음악,문 창작(철학,어문학 등 인문학 

련학과는 해당되지 않음)

76) 임 술강사(TA)의 업무내용:‘술로 돌 ’실행교안 연구(3월,8월),주5일 10개교 돌

교실 수업(4~11월  총 24주간)

77)통합 술강사(TA)의 업무내용:‘술로 돌 ’실행교안 연구(3월,8월),주5일 10개교 돌

교실 수업(4~11월  총 24주간),‘술로 러스>수업 실행(09~11월  총 8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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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의 술교육 문가

<입문과정>

창의 술교육 문가

<심화과정>
특별과정

상
술가, 술교육가,

학교교사

창의 술교육 문가 

입문과정 수료자 상

술교육가  련 

기획자 등 실무자

교육

과정 

개요

○학습자 입장에서 술

언어 이해,미  체험에

서 출발

○ 술  표 ,활동 등

을 통해 술이 가진 교

육  가치와 효과를 체

험 으로 이해

○교육자 입장에서 

미 체험 안내자로서 

필요역량 습득

○다양한 술언어를 

교육  요소로 활용역량 

교육

○ 체과정이 하나되는 

○교수법,학습자 이해 

등 교육학 분야 특별과

정 운

-술교육 로그램,교육

과정 설계 실무역량 교

육

[그림 10] 서울문화재단 창의 술교육 문가의 단계별 교육  장 진출 지원

(출처: 서울문화재단 창의 술교육과정 온라인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artnedu)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인 입문,심화과정을 심으로 특별과정,연구

로젝트 시행과 인턴십 과정 등 부수 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서울문화재단의 어린이 술강사(TA)뿐만 아니라 다른 분

야에서의 술교육 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 상은 술강사, 술가,학교교사이고,교육기간은 입문과정 47

시간,심화과정 3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정은 술언어 이해

체험,교육철학,교육심리, 술교육 기획 설계,수업모형 실습으로 구

성되었다.2013년의 창의 술교육 문가 과정은 <표 24>와 같다.

<표 24> 2013년도 서울문화재단 창의 술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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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을 한 술

교육가로서 자세,역할 

이해-교육자 그 자체로

의 교육,끊임없는 자기 

성찰

○창조  술교육에 필

요한 교육의 목표,교육

과정의 구성요소,방법

 원리 등의 이해

로젝트형 교육

-교육 로그램의 

기획-설계-수행 등  

과정 실습

-미 체험 효과를 

높이는 통합장르,

공동체학습 방식

시간 총 47시간 총 33시간 총 15시간

2.문화 술교육사 제도 도입

1)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배경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에 한 논의는 2005년 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정 당시에 이루어졌으나,법 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그러나 이후

술강사지원사업을 비롯한 문화 술교육정책이 폭 확 되고,문화

술교육 인력 수요가 확 되면서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에 한 논의

역시 새롭게 제기되었다(홍성만 외,2013:15).

[그림 11] 문화 술교육사 도입 배경 

(출처: 문화 술교육사 공식 홈페이지 http://acei.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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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시각들은 다음과

같다.첫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다양한 술가 창의력 인력에

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인가,아니면 새로운 진입기반으로 자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둘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인 자원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

할 것인가,아니면 미래 양성을 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둘러싸

고 논란이 있다.

셋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아니면 실

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임학순 외,

2011).

2005년도 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 술교육에 한 수요가

증하고 보다 질 인 교육을 제공하기 해 문화 술교육 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이 환될 것이 모색되는 상황 하에서 제도에 한 필요성이

두되기 시작하 다.주5일 수업제 면 자율화,노령화 등의 사회 인 여

건 속에 문화 술교육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문화 술교육

사 제도를 통하여 문화 술 공 졸업생들의 진출 역 확 라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술 학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의

교육인력 양성시스템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홍성만 외,2013:16).

더불어,문화 술교육사 제도 도입 배경 필요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임학순 외,2011: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2).

첫째,문화 술교육사의 차별 역량 자격 기 을 마련한다.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논의는 문화 술교육 문 인력을 문화 술교육

사로 법제화하고,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문화 술교육 분야에서 활동근거

와 상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문화 술교육사에 한 사회 인식 개선 신뢰 구축이다.

술강사 지원사업,학교문화 술교육사업,사회문화 술교육사업 등이 지

속 으로 추진,확 되면서 문화 술교육사업 문화 술교육 로그램

에 한 사회 인식은 차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술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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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문화강좌 로그램을 운 하는 강사들과에 비해 어떤 차별

역량과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해서는 사회 인식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 학교문화 술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합한 교육

체계와 교육방법론을 갖출 필요가 있다.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이러한

문화 술교육사의 차별 역량을 법 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화 술교육의

특성과 문화 술교육사의 역량에 한 사회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망된다.

셋째,문화 술교육사의 문성 경력개발 역량 강화 거를 갖는다.

문화 술교육정책이 문화 술교육 역에 미친 가장 큰 향은 문화 술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술강사들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교

육연수 체계를 갖추었다는 이다.이러한 교육연수체계는 술강사들로

하여 문화 술 교육론,문화 술교육정책,학교교육 사회교육론,

터 십 구축,문화 술교육 기획 리 등 술강사 활동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술교육의 문성을 높이는데 정 으로 작

용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 환 모색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미래 문화 술교육사의 양성을 한 교육과정 개발 진입경로

제시가 가능하다.문화 술교육 수요가 확 되고, 문화됨에 따라 술

역량,교육역량,사회 소통역량을 갖춘 문화 술교육사에 한 수요

한 확 될 망인 바,이러한 인력들의 수 리를 한 법 기반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문 자격 리 체계 구축 공신

력 강화이다.학교,지역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주민자치센터,평생교육

시설 등에서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과정에서 술강사를 활

용하고자 할 경우에 술강사의 역량과 경력을 검증할만한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는 교육연수이수 경력과 교육경력,그리고 민간

자격증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외에도

실기교사, 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양교사,산학겸임교사,스

포츠강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에 해 자격기 을 제시하고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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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술강사의 경우,자격요건이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보조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 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2:18~23).

2)문화 술교육사의 정의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제도는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시작된 「문화 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술교육사는 “문화 술교육 련 교원 외에

문화 술교육에 한 기획·진행·분석·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으로서 제 27조의 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78)으로 정의되어

있다.이는 술강사로 표되는 기존 「문화 술교육지원법」 내 ‘문화

술교육 문인력’에 한 내용 “문화 술교육 련 교원 외에 문화

술교육에 한 기획·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79)“라는 정

의에서 핵심기능인 ‘교수’업무가 새롭게 추가된 형태이다.이러한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제도의 정의는 문화 술교육 문인력에 한 국가공인

자격증의 부여를 통해 문화 술교육 장에서의 활동 수행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신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에서 정 인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 「문화 술교육지원법」80)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 부장 은

문화 술교육 련 학력 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 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 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문화 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은 “문화 술교육 련 학력

78)「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 (2012.2.17.개정)제2조 5항 발췌.

79)기존 「문화 술교육지원법」 제2조 5항 발췌.

80)「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 (2012.2.17.개정)제27조 2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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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학·산업 학· 문 학·기술 학·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원,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 술 련 학에서 술 련 

분야(미술,음악,무용,연극, 화,국악,사진,만화·애 

니메이션,디자인,공  분야를 의미한다.)를 공하여 

졸업한 사람 

2  교육과정 이수 

(술 문성 교과 역 제외)

9과목 270시간 는 18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과정 이수 

19과목 720시간 는 48학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2  문화 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 술교육에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교육과정 이수 

7과목 이상 180시간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사회문화 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 술교육 에 한 경력81)이 있는 사람 

는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규정된 별도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것이 자격증 획득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이는 문

화 술에 한 문가일지라도 장에서 효과 이고 체계 으로 문화

술교육 활동을 수행해나가기 해서는 교육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새롭

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 술교육사의 등 은 1 2 의 2등 제로 구분되며,문

화 술교육사의 등 별 학력·경력 교육과정 이수에 한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문화 술교육사 1  자격요건 (문화체육 부, 2013) 

<표 26> 문화 술교육사 2  자격요건 (문화체육 부, 2013)

81)문화 술교육에 한 경력 가.「문화 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 술교육시설,교육단

체  지역센터에서 문화 술교육에 한 기획·진행·분석·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 술교육 

는 사회문화 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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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 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학교 

술강사)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술강사 연수과정 이수 

140시간 이상 이수 「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 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사회 

술강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요무형문화재의 수 교육 이수증을 발  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요무형문화재의 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최 진입 등 인 2 자격취득을 해서

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 2 문화 술교육사의 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각종 학 문화 술 공자의 경우 이

술 문성에 한 교과 역이 제외된다. 한 술강사 등으로 학교

사회문화 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

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한 교육과정의 이수가 아닌 한국문화 술교육진

흥원이 운 하는 별도의 연수 교육을 일정 이상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추가 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

른 요무형문화재의 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 받은

경우에도 2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1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의 경우 2 자격 취득 후 5년 이

상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이 운 하는 별도의 연

수 교육을 이수한 뒤 문화 술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해 1 문

화 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문화 술교육사의 활동 범

「문화 술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는 법 근거에 따라 학교 사회문화 술교육 장에 배치되어

문화 술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우선 사회문화 술교육 분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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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장소 련 법조항

1 국·공립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4호

2 국·공립 박물   미술
「박물   미술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공립 공공도서 「도서 법」 제2조 제4호

4 문화의 집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가목

5 수회 「문화 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5호 다목

우 아래 <표 27>과 같은 다양한 국공립 시설들에 1명 이상의 문화 술

교육사에 한 배치가 의무화 되었다.

<표 27> 문화 술교육사의 배치 규정82)

한 학교문화 술교육 분야의 경우,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문화 술

교육사가 학교의 문화 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 경우 문화

술교육사는 학교문화 술 활동 행사,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문화 술 련 교원의 교과운 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

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술교육사의 지원을 요청한 학교의 장에게는 문화 술교

육사가 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 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부여되었다.83)

아울러 「문화 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은 문화 술교육사를 문화 술

교육 장에서 문화 술교육에 한 기획에서부터 진행과 분석,평가,그

리고 교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84)이러한 법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문화 술교육사의 직무 범 는 문화 술교

육 장에서 실질 인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체를 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2)「문화 술교육지원법」시행령 개정안 (2012.8.17개정)제20조 발췌.

83)「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 (2012.2.17.시행)제32조 참조.

84)「문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 (2012.2.17.시행)제2조 5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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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역 교과목 최  이수 시간 

직무소양

1)문화정책사례연구

2)술경 (행정)

3)문제해결기법

4)문화 술교육 력  트 십

5)한국의 문화와 미의식

90시간(3과목 

이상)

술교육 

문성

1)문화 술 교육과정 설계

2)문화 술교육사례 워크

3) 술치유

4)통합 문화 술교육 로그램 개발  활용

5)공동체기반의 문화 술교육

6)문화 술교육 장의 이해

90시간(4과목 

이상)

4)문화 술교육사 교육과정

(1)1 교육과정

문화 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한 1 교육과

정은 다음과 같으며,문화체육 부에서 지정한 문화 술교육사의 교육

기 에서 이수할 수 있다<표 28>.1 문화 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은 직

무 소양, 술교육 문성의 두 가지 교과 역으로 구분되어 운 되며 각

각 90시간씩 1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표 28> 문화 술교육사 1  교육과정 (문화체육 부, 2013)

(2)2 교육과정

2 교육과정은 <표 29>과 같으며,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

은 「고등교육법」85)에 따른 학·산업 학· 문 학·기술 학·각종학

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원,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치된 문화 술 련 학이나,문화체육 부에서 지정한 문화 술교육

사의 교육기 에서 이수할 수 있다.86)2 문화 술교육사의 교육과정은

교수역량,직무소양, 술 문성의 세 가지 교과 역으로 운 되며 총 19

과목 48학 ,7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8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86)열거된 학교에서 술 련 분야(미술,음악,무용,연극, 화,국악,사진,만화·애니메이

션,디자인,공 )를 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술 문성 교과 역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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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역 교과목 
최  이수 시간 는 

학  

교수역량 

1)교육학개론,교육심리,교육평가 (선택 2과목) 60시간 (4학 )

2) 술 련 분야별로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선택 5과목)
150시간 (10학 )

직무소양 

1)문화정책  문화 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 (선택 1과목)
30시간 (2학 )

2)커뮤니 이션기법, 술교육 상담 (선택1과목) 30시간 (2학 )

술 문성 술 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 )

국악 음악

국악 교육론,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국악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국악 교수법,국악 

음악 교육론,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음악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음악 교수법,음악 

일반교수 역은 ‘교육학개론’,‘교육심리’,‘교육평가’ 2과목을 선택

하여야 하며 공 교수역량 교과목 5과목을 선택하여 총 7과목 14학

2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직무소양 역은 ‘문화정책 문화 술교육의 이해.문화행사기획’

1과목과 ‘커뮤니 이션기법, 술교육 상담’ 1과목을 선택하여 총 2과

목 4학 6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술 문성 역은 10개 문화 술 분야별 공과목 10과목 이상 30

학 4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표 29> 문화 술교육사 2  교육과정 (문화체육 부, 2013)

5)문화 술교육사 교수역량 교과목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에서는 술 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을

국악,연극,디자인,사진,무용,음악,미술,공 ,만화·애니메이션, 화

의 10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표 30>.

<표 30> 문화 술교육사 술 련 분야별 교수 역량 교과목(문화체육 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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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로그램 개발,국악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연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음악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연 

연극 미술

연극 교육론,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연극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연극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연극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연 

미술 교육론,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 반),미술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미술 교수법,미술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미술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  

디자인 공

디자인 교육론,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 반),디자인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디자인 교수 법,

디자인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디자인 

교육교재ㆍ교 구 개발  활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 작  

시  

공  교육론,공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공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공  교수법,공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공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교육론,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사진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사진 교수법,사진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사진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유아,

등, 등,일반),만화ㆍ애니메이션 감상 

 비평,창의  방법을 통한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수법,만화ㆍ애니 

메이션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

기획ㆍ제작  시  

무용 화

무용 교육론,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무용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무용 교수법,무용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무용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연 

화 교육론, 화 교수학습방법(유아,

등, 등,일반), 화 감상  비평,

창의  방법을 통한 화 교수법, 화 

교수학습 로그램 개발, 화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활 용,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기획ㆍ제작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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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화 술교육사 향후 방향 모색

행의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운 상의 유연

함과 여러 가능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교육기 ( 학)내 문화 술교

육사 교육과정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사과목 인정 범 확 학 과

교과목에 한 융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 교육과정은 법령에서 정

하 문화 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한,문화 술교육사 자격을 획득할 때의 혜택은 법령상 국·공립 문

화기반 시설에 의무 으로 문화 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

다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활성

화를 해서는 보다 많은 수요처 발굴이 요구된다.더불어 문화 술교육

사의 취득 후 기존의 문화 술 문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격증 발 시 문화 술교육사의 분야를 표시하는 것에

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문화 술교육사의 분야는 재 10개

분야인데 이의 세부 공이나 역을 표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하여 장 경력 산정에

한 세부 인 기 이 필요함과 이에 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홍성만 외,2012).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기반이 기 으로 마련된 시

이므로 향후 이의 실효성 확보,등 별 차별화, 술강사 운 체계 개

선 등의 세부 측면에서 사업 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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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문화 술교육사의 쟁 과 비평

「문화 술교육지원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도입된 문화

술교육사 자격증 발 이 기존의 술강사와 련 종사자들에게 자격을

한 부담스러운 짊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제도 장

치로 기능하기 해서는(이동연,2012:17)양 인 규모의 성장보다 질

인 교육지원체계 마련으로 그 방향이 환되어야 한다.

그 동안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 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첫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다양한 술가 창

의 인력에 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인가,아니면 새로운 진입기반

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쟁 이 있다.

둘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인 자원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

할 것인가,아니면 미래 인력양성을 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인가와

련한 쟁 이다.

셋째,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아니면 실

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가와 련한 쟁 이 있다.이러한 측면에

서 법 기반,질 신,거버 스,역량과 경력개발 등의 지속 인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임학순 외,2011).

본 논문에서는 올 해부터 본격 으로 시행된 문화 술교육사의 시사

을 도출하기 하여 미국, 국, 랑스,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술강

사 사례를 살펴보았다.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해 바라 본 문화 술

교육사의 방향은 새로운 제도로서 국내 문화 술교육사가 직업으로서 안

정된 지 를 갖고,궁극 으로 문화 술교육의 지평을 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그들의 양성과 교육과정에서

부터 술통합교육을 실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지역문화기 의

교육 로그램이 그들의 철학과 비젼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고 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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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역지역센터가 활성화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춘 문화 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 통문화

술 첨단 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술 분야의 제고하고 분류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문화 술교육이 학교 사회교육으로 다채롭게 확산될

수 있도록 술의 장르를 보다 세분화 시켜야 한다.그리고 문화 술교육

사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고 문 술가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면서

우수한 질의 문화 술교육사가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고 확충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번 장에서는 Ⅲ장의 다양한 해외사례

에서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시사 과 Ⅳ장의 기존 술강사제도 문

화 술교육사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면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1.문화 술교육사를 통한 술통합교육

최근 그 어느 시기보다 술교육활성화정책이 활발히 수립되고 있다.

‘2010 ․ 등학교 술교육활성화정책(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 부,

2010)’과 ‘과학기술․ 술 융합(STEAM)교육정책(교육과학기술부,2010)’

등은 술교육을 통한 미래형 ‘창조 인재’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요한

‘매체’로서의 술교육의 요성이 인식된 결과이다.그간 주지교과에

려 상 으로 소홀했던 술교과 교육(김숙정,2009)의 활성화를 한

의지와 더불어 재 술교육활성화정책의 요 코드는 ‘술통합교육’이

다(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 부,2010).우리나라도 범국가 차원에

서 술통합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0년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문화

술교육 회에서 주창된 ‘서울어젠다(SeoulAgenda)’역시 국제사회에서

술교육의 목표(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0)를 ‘깊이 있는 교육을

하여 근본 이고 지속 인 요소로 술교육에 한 근성을 확 하는

것’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 ,문화 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

여하도록 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용할 것’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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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훨씬 ‘확장된’ 술교육의 경향성을 시사하고 있다(태진미,

2012:18).

이미경(2011)은 학교에서의 술교육은 학교교사 혼자만의 과제

가 아닌 술가, 술강사(teachingartist)와 학교교사, 술 련 단체들

간의 업(partnership)을 통한 총체 차원의 근을 필요로 한다고 지

한 바 있다.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정책 으로는 술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 부,2010),학교 장의 계자들 사

이에서 술통합교육 실 을 한 인식 공감 형성, 근 방법에

한 이해와 변확 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태진미,2010).

재는 막연한 술교육의 강조일 뿐 학교교육 장과 연계된 술통합교

육의 사회 ,시 ,교육 요구에 기 한 술교육의 가치인식이

히 부족하다(김숙정,2009:이미경,2011:태진미,2010).그러다 보니 상

학교 입시나 다양한 학교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선순 가 리고

술가와 교사간의 업을 통한 술통합교육의 성공 실 을 기 하기

어렵다(태진미,2012).이러한 술통합교육의 높은 심과 기 의 시

요구 속에서 문화 술교육의 새로운 제도이자 정책 사안으로서의

문화 술교육사제도에서 술통합교육의 가능성과 실 을 그려볼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술교육은 교과부의 술교과교육과 문화부의 학교문

화 술교육으로 크게 구분된다.교과부의 술교육은 술교과교육으로

서 음악과 미술교육이,그리고 체육교과의 일부로 무용교육이 포함되고

있고 방과 후 활동,특기 성활동,재량활동 등의 형태로는 화감상,합

창, 스,문 ,밴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술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 내용의 일부로 ‘음악과 삶’,‘미술

과 생활’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음악수업이나 미술수

업의 일환이지 술교과와 타교과와의 본격 인 통합수업으로 보기는 어

렵다.

행의 교육과정에서 교과간 통합 교육은 교수 학습 측면에서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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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등은 교과별로 지도 교사

가 다르기 때문에 교과간 통합 교육을 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

다.반면, 등은 여러 교과를 담임이 지도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다분하

지만,교사들의 교과간 통합 교육에 한 이해 부족으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7)(한윤이,2006).

술통합교육이 술교육 체를 신할 수는 없다는 이다.PCAH

보고서는 술통합교육이 “보충 근”(2011:49)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 통 인 의미의 술교과교육은 그 자체로 매우 요하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도 부족함이 없으며,이는 술의 각 장르의 내용을 충분히

훈련받은 문 인 교사들에 의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져야 한다.

반면, 술통합교육은 술교사와 학교의 타과목 교사들과의 업에 의

존한다.그러므로 술교사들이 술통합교육으로 인해 통 인 술교

과의 시수가 오히려 고, 술의 깊이 있는 이해를 놓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술통합교육은, 통 인 술교과교육

과 함께 잘 조직된다면, 술교육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타분야의 교사들이 술통합교육 교수학습 략으로 그 교육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술통합교육과정으로부터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가 이끌어지게 되면 술교육의 의미는 더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이미경,2011:48).

한 술강사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술통합교육의 희망을 찾아볼

내용을 볼 수 있었다.이러한 술통합방식의 수업이 한 개인의 문화

술교육사의 아이디어나 자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

87)간혹 개별 학교에 따라 특별활동 로그램으로 일종의 ‘술통합교육’으로 볼 수 있는 교

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안학교를 심으로 개별 이고 

산발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머물러 있다.문화체육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문화 술교육 사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이 사업들 역시, 통  술교육의 연장선상

( 술꽃씨앗학교사업)이거나 학교 술교과에서 소외된 장르( 통 술, 화,연극)들의 ‘개별 

장르 교육’ 심( 술강사제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타교과와의 술통합교육은 부분 으

로 실천되고는 있으나 학교문화 술교육사업의 심에 있지는 않다.이는 문화체육 부

의 사업이 타교과 교육에 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미경,201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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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의 술통합교육 내용

술교과(무용,연극,음악,문학,미디어 아트,시각 술)를 다른 교과(수학,과학,사회,

언어,체육,외국어)와 통합

술교육과 다른 교과목의 의미 있는 연결을 한 연합계획(co-planningmeaningful

connection)

요즘은 이른바 ‘통섭’의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시 다.한 분야만을 고집하

지 않고 다양한 역이 서로 종횡무진 교류하고 이를 통해 더 진보된 결과

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의 경계를 허무는 통섭의 정신을 나도 장 활

동에 용해 보고 싶다.

이를테면 애니메이션과 화를 목해 애니메이션 화를 만들어 보는 것

이다.이때 미술교사는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드로잉 같은 미술의 스킬을 가

르치고 화강사인 나는 촬 과 동 상의 원리를 가르친다.[...]커리큘럼에 

동화를 패러디해서 상물을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이를 국어 선생님이 동

화 패러디 작법부분을 가르치고 화  마인드로 반 의 재미를 가미하는 

부분은 내가 담당한다.이 듯 미술과 상,무용과 상,문학과 상이 서

로 만난다면 보다 재 고 창의 인 수업이 만들어질 것 같다(한국문화 술교

육진흥원b,2007).

히 이해되고 숙련되어 장에 반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CAPE에서는 술통합교육을 교육활동의 핵심 분야로 두면서

술통합교육은 핵심교과(coresubject)와 술을 형식과 내용,과정과

결과,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효과 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CAPE에서는 교사와 술강사를 통한 교육에서 문제해결학습

(problem-basedlearning)과 다 지능이론(Multiple-intelligences)을 통

해서 다른 교과목들과 통합되는 략들에 한 내용을 탐구하여 교육

장에서 술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 를 마련한다(Burnaford,

2009)<표31>.

<표 31> CAPE의 술통합교육 내용

술통합교육의 발 에는 1970년 부터 등장한 ‘술강사’(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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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A의 술강사 교육내용

수학,국어,과학,사회 커리큘럼의 이해

(UnderstandingtheMathematics,Literacy,Science,andSocialStudiescurricula)

artist)의 등장과 술 문가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술 트 십의

조직화가 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술가 강사’들은 창기에는 공연

이나 술가 지던스(artists-in-residencies)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참

여했으나 도시를 심으로 차 이들의 교육활동이 조직화되고 구조화

되고 있다. 술교육 력단(ArtsEducationPartnership:AEP)은 1999년

LearningPartnerships와 2002년 TeachingPartnership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학교, 학, 술가조직 간의 술 력 조직(Arts

Partnership)의 성장과정과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모든 술 력조직이

술통합교육과 련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들의 활동이 술통합교육에

한 다양한 논의를 일으키는 등 술통합교육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

다고 평가받고 있다(Burnafordetal.,2007,이미경 재인용).

캐나다의 LTTA에서 의 술강사 교육내용은 살펴본 바와 같이 3년

이상 일련의 교과목 단 의 다양하고 지속 인 훈련을 받았는데,<표

32>의 교육내용에서 알 수 있듯 술강사로부터 타 교과의 이해를 바탕

으로 한 술수업을 구 할 수 있는 술강사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표 32> LTTA 술강사 교육내용  술통합 련내용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에 시카고의 CAPE,A+School,그리고

네디 센터의 ArtEdge 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운 사례에

한 계속 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술통합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신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고,공통교육과정 안에서 통합 교수법과

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술강사를 통한 술통합교육을 지

속하고 있었다.학교교육에서의 술강사의 교육활동은 과목의 경계를

완화하여 학문간 통합을 통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가능 할 수 있다.

특히, 술과목을 심으로 다른 과목들과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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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술교육(artseducation) 술통합교육(artsintegratededucation)

개념

술교육국가표 안(CNAEO,

2002)에 의하면 통  의미에서

의 술교육은 주로 술교과 

(음악,미술,무용,연극)가 가지

고 있는 고유한 독립  활동내

용,소양,지식,기능 등을 교육

하는 교과 술 활동을 의미함.

교과의 심미  활동을 통해 

인  성장을 지원하는 독립  

술 교육으로서의 내용을 주로 

의미함.

술교육의 한 형태로서 술교과 내의 

역활동, 술 교과, 술과 술이 아닌 

교과 활동 간의 연계교육을 의미함.주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과 간 연계를 통

해 개별교과를 월한 핵심개념의 이해 

 활용을 도모하는 통합형 교육을 의미

함(CNAEO,2002).통합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연계,통합,융합등의 다양한 술통

합교육이 가능함.

술 활동

련자

담임교사(classroom teacher), 술강사(teaching artist), 속 술가

(artist-in-residencies), 술교육 력단(artseducationpartnership)

와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인성을 개발할 수 있다.CNAEA(2002)는 국

가수 의 술교육표 (TheNationalStandardsforArtsEducation)에

서 간학문 통합교육으로 무용,음악,연극 시각 술 등의 술 과목

과 다른 교과목 간의 미학 연계 가능성을 찾고 용하며 개별 교과목

을 넘어서 핵심 개념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표33>.

<표 33> 술교육, 술통합교육의 개념  련 용어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문화 술교육사 2 교육과정 교수요목에는

술 련 분야별로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교유역량 교과목에서 국

악을 포함한 8개 장르의 교과목 통합 술교육 로그램의 이해(2학

)을 포함하고 있었다.통합 술교육 로그램이해의 교과목은 통합

술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장에서 해당 술 교과와

련한 통합 술교육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

다.이를 하여 통합 교육과 통합 술교육에 한 기본 이론과 용어,

개념을 살펴보고,통합 술교육 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며,통합 술

교육의 제 원리를 활용 하여 연극,다양한 교과목과 통합하여 통합 술

교육 로그램을 계획하여 보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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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장르 미술

과목명 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

교육개요

본 교과는 통합 술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 장에서 

미술교육과 련한 통합 술교육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이를 하여 통합 교육과 통합 술교육에 한 기본 

이론과 용어,개념을 살펴보고,통합 술교육 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며,통합 술교육의 제 원리를 활용하여 미술과 무용,국악 사회,

국어 등의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통합 술교육 로그램을 계획하여 

본다.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통합 술교육 로그램에 한 폭넓은 

이해와 용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학습목표

-통합 술교육 로그램의 필요성 이해

-통합 술교육 로그램 운 의 방법  원리 이해

-미술 심의 통합 술교육 로그램 설계  용

학습형태 집합교육, 장실습

학습방법 강의,실습,사례연구,토론,과제연구

학습 모듈 구성

순서 학습주제(Lesson명) 시간

1 통합 교육의 의미와 요성 2시간

2 통합 교육과 통합 술교육 2시간

3 통합 술교육 로그램 운 의 필요성과 방법  원리 2시간

4 통합 술교육 로그램 용 사례 2시간

5 미술교육과 다른 교과와의 련성 검토 2시간

6 통합 술교육 로그램 계획 1- 술교과와의 통합 방법 2시간

7 미술과 무용의 통합 술교육 교과운 (시) 2시간

8 미술과 국악의 통합 술교육 교과운 (시) 2시간

9 통합 술교육 로그램 계획 2-비 술 교과와의 통합 방법 2시간

10 미술과 사회의 통합 술교육 교과운 (시) 2시간

11 미술과 국어의 통합 술교육 교과운 (시) 2시간

12 창의 인 통합 술교육 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2시간

13 통합 술교육 로그램 발표  피드백 2시간

14 종합 토론 2시간

술교과의 를 <표 34>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문화 술교육사 미술교과 통합 술교육 로그램 이해

의 <표 34>의 내용과 같이 문화 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문

화 술교육사 자격을 한 술 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에 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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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육의 요성을 인식하여 술통합 교육과목을 포함시켜 놓고 있지만

재 과목을 하게 수행할 교수와 문가의 부재와 함께 국내의

다양한 사례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 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

에 있다.앞에서 언 한 로 이는 연구과 사례에 한 충분한 경험과 시

행착오의 부재 속에서 막연한 술통합교육의 강조로서 학교 장의 계

자들 사이에서 술통합교육의 실 을 한 근방법에 한 이해가 부

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E에서는 시카고 시내 23개의 지역학교,33개의 술단체,11개의

지역 의회로 구성되어 1992년부터 98년까지 진행한 술통합교육의 효

과를 평가한 결과로서 이 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교 성 이 다른

학교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향상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

를 진행하 고,A+School 로그램은 통합 티칭,실험 학습과 매일

의 술수업으로 구성되어 교사와 술강사가 력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된 로그램으로 이에 한 결과물을 1995년부

터 1999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4년간의 A+School 로그램을 평

가한 TheArtsandEducationReform(Nelson,2001)은 4년 동안의 데이

터와 인터뷰 결과,조사, 찰 등을 총망라하여 평가하 으며,그 결과로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더 술통합 교육과정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

다는 것과 술통합이 핵심교육과정에 더 융합되고,핵심 교육과정의 주

제들이 술에 융합되는 방식으로 술통합이 개되는 상이 뚜렷함을

밝혔다.미국의 사례와 같은 계속 인 데이터 수집과 추 연구 사례

분석이 동시 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한 문화 술교육사의 술통합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세계 술교육동향이 순수 술교과목으로서의

요성뿐만 아니라, 술교육을 활용한 정규교육(국가표 )과정으로까지

폭넓게 확 되어 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교육의 트 드 변화

는 술 활동을 통한 ‘개인차원’의 미 ,정서 ,문화 술 소양 진작

등의 술교과의 통 교육 가치뿐만 아니라,보다 확장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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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교육 기 감을 반 하고 있다. 표 인 로 술교육을 통

해 학생들의 출석률 증가, 퇴비율감소,사회경제 계층 간의 학문

성취 격차의 축소,학생과 교사,지역사회 술가 술단체들과의 연

결,활력 있는 학교 분 기, 정 래 계 붕괴된 일상,가정,시민

사회 내의 커뮤니티 회복,범죄율 감소 등의 매우 폭넓은 술교육의 ‘국

가 사회 가치 인식’에 한 변화의 결과이다.심지어 교사들의 신

인 발 과 변화를 포함한 ‘학교개 ’과 ‘개선 략’으로서의 술통합교육

의 유익성에 한 국가 인식의 제고가 드러나고 있다.한편 이러한

K-12학교교육과정에서의 술교육의 폭넓은 용 뒤에는 술교육의

가치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학문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있다

(태진미,2012:20). 한 재 구분되어있는 문화 술교육사에서 구별되

어 있는 10개의 장르(국악,무용,연극, 화,만화·애니메이션,공 ,사

진,디자인,음악,미술)의 술장르별 구분이 엄격하게 용할 경우,문

화 술교육의 다양성과 융합성 개방성을 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임학순 외,2011)단계 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2.지역문화 술기 의 운 지원과 역문화 술교육

지원센터의 운 활성화

1)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술교육

앞서 살펴본 여러 국가의 술강사 활동에서 국가의 지역 술기

단체와의 트 십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우선 으로 보여 지는 특징이

었다. 술강사 제도의 논의에서 지역사회와의 트 십을 강조한 것은

비단 처음은 아니다.지역사회와의 트 십의 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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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의 트 십을 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존 하고 지역문화기 의

차별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지역센터의 앙과의 연계 역할을 모두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김병주(2011)는 국내의 경우 속한 정책

필요에 의해서 정부 정부산하기 주도로 운 되고 개발되는 술강

사 사업과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공기 에 해당하는 한국문화 술

교육진흥원이나 서울문화재단 등의 공공지원기 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을 수행하기 한 술강사의 필요성과 리체계 확립 등 실 이유가

우선되었다고 지 한 바 있다. 술강사 양성 체계나 커리큘럼이 공 이

고 보편 인 형태로 개발되고 운 됨과 동시에 민간주도 형태로 문화

술 술교육 로그램을 발 시켜온 체제 유지와 지원도 병행되어

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 술교육정책이 단지

앙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수동 으로 집행하는 수 에 머물 경우 문화

술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도 기약할 수 없다.문화 술교육정책

의 시발 이 되었던 문화교육운동은 입시교육 심의 공교육의 체제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시작된 것이고,아울러 지역의 자생 문화 술

커뮤니티들의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었다.그런 에서 학교교육의 패러

다임을 바꾸고,지역문화 술 인력들이 지역기반으로 정착하고,나아가

창의 술교육을 통해 문화 술자원의 국가 경쟁력을 높 던 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술교육 정책의 비 을 교훈 삼아 문화 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더 높은 수 으로 설정해야 한다.이 문제의식은 문화 술교

육정책에 한 근본 인 비 과 목표에 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먼

문화 술 분야의 자율 인 커뮤니티에서 지속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동연,2012:12)

그동안 문화 술교육의 발 략은 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시․

도 역단 를 거쳐 기 지자체로 되는 하향식(top-down)의 종

발 략이었다.이 략은 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 하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 사업들을 선정한 한 후,학교 학교 밖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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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행정력을 가동하여 국의 일 시행함으로써 단기간 내의

일정한 수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 이 있었다.그러나 문화 술교

육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문화 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는 다

양한 이해 계자들이 이니셔티 를 발휘하는 횡 발 략을 병행할 필

요가 있다.특히, 앙의 정책 근과 지역의 자생 노력이 시 지효

과를 발휘하는 문화 술교육의 네트워크 발 을 이루어야 한다.

문화 술교육의 횡 발 은 지역의 우선순 ,수요, 단기 에 따라

지역의 내부 자원과(지역의 여건에 맞는)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

역의 자율 인 발 략에 따라 지역 스스로 문화 술교육을 선도함으로

써 달성될 수 있다.이를 해서는 문화 술교육 정책권한을 지역에 부

여(empowerment)하여 문화 술교육 발 과정에 한 지역의 통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문화 술교육 발 을 한 지방과 지역의

이니셔티 를 진하여야 한다.이는 곧 지역의 문화 술교육 이해 계

자들의 극 참여를 진하고 지역 차원의 제도 시스템 정비를 통

해 자발 실천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 술교육의 외재 가치를 확

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러한 내생 문화 술교육 역량을 갖춘 지역과

지역이 상호 소통하여 균형 발 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일부에서

는 재 지역의 경험과 역량에 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 문화

술교육정책의 미래가 지역의 내생 발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보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 를 두어야 할 것이다(정연희,2013).

지역사회의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 술기 의 자율 운 체제로서도

술강사를 육성하여 각 학교 기 에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지역

간에 근 방식,학습 내용 구성 요소 등에서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요할 것이다. 랑스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술강사의 양성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장에서는 반드시 드락

(DRAC)을 거쳐서 술강사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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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그램 명 내용

미국 링컨센터교육원
뉴욕시를 기반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뉴욕 시 지역의 

술강사 교육과 견에 힘써오고 있다.듀이의 술교육의 

있는 교사와 술가가 다양한 문화기 을 통해서 만나서 활동하는(허은

외,2005:73)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모든 지역센터 술기 의 교육을 일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센터 술기 의 특성에 합한 교육철학 교육목표,비 ,

등을 세우고 교육하도록 자율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경우와 같

이 각 지역센터 술기 들은 자신의 기 의 교육철학 목표와 함

께 할 수 있도록 술강사를 교육하며 수업 시에도 술강사에게 자율성

을 두지만 기 틀을 제시해 으로 기 의 술교육 목 안에서 활

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애 ,2010)

앞서 국외의 술강사 사례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

술기 의 특징을 찾아보면 각 로그램 별로 <표 35>에서 보이는 내용

을 찾아볼 수 있었다.해외사례에서도 일본이나 국처럼 국가가 주도

으로 술강사 견사업의 형태를 주도하는 경우가 존재하 으나 술가

의 자격제도를 국내의 경우처럼 국가주도의 자격제도로 규정지어 견하

는 경우는 없었다.미국의 링컨센터를 비롯한 CAPE,어반게이트웨이 등

에의 단체는 민간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생겨난 교육 지원 로그램이나

문화 술기 과 교육단체의 업을 통한 로그램이 차후에 국가의 지

원,기 을 마련하여 운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이처럼 지역사회의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 술기 의 자체 인 교육 로그램이 문화 술교

육사 자격제도에 의해서 축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지원

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지역의 민간 술기 ,풀뿌리 술단체나 교육단

체, 술 동조합을 통한 술강사 교육 로그램이 각 학교 기

에 교육 활동하여 그 취지와 활동을 보호받고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이

해와 지원이 요구된다.

<표 35> 지역사회 문화 술교육을 실천하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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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기틀을 기반으로 설립된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CI)는 

출범 때부터 상임철학 고문으로 술교육의 비 과 가치를 

정립해 온 철학자 맥신 그린(MaxineGreene)의 가치를 바탕

으로 미 체험과 자극,인식을 통한 상상력,균형 인 세계 ,

비  사고,창조성,자기 인식과 성찰 등의 교육  가치를 

주창하며 자체 인 술강사 양성 과정과 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 다.

어반 

게이트웨이

시카고의 어반 게이트웨이 술교육센터는 술교육의 필요

에 의해 소규모 자원 사자들과 제시우즈(JessieWoods)에 의

해 설립된 이래 시카고 지역 학교의 술혜택의 불공평분배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되어 지역사회의 250여개가 넘는 

학교에 술 기회를 제공해왔다.자체  술강사 선발과정과 

교육과정에 의한 술강사를 선발,교육하여 교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CAPE

시카고 지역의 여러 재단의 지원과 력을 발 으로 술통

합교육과 트 십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능력을 신장

시킨다는 목표와 비 을 가지고 운 되고 있다.CAPE는 술

기   단체들과의 업, 술통합교육을 한 훈련,커리큘

럼개발, 술강사 운 을 통해 학교교육에서의 신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A+School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4개주와 4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의 

학교 개 모델(schoolreform)모델으로서 술통합교육을 통

해 창의 이고 신  사고 향상을  실 하기 함에 있다.

가드 의 다 지능을 활용하여 술통합교육을 실행하고,노

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알캔사스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4

개 지역간의 연계가 국 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

크리에이티  

트 십(Creati

vePartnership)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 술기 과 연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

교와 지역 사회 간 정서 인 유 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학교의 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동시에 학부모와 술가가 

지역의 문화 술교육에 직 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캐나다 LTTA

캐나다 토론토의 왕립음악학교가 학교  지역사회를 변화시

키기 해 개발한 술에 기반을 둔 이념을 가지고 가드 와 

칙센트미하이의 교육철학을 통해 술이 학습자의 다양한 역

량과 학습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술과 수학,국어,과학,

사회의 교과를 통합한 술통합교육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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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기 센터명 탁운 기 소재지

2009

강원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강릉문화원

강릉(교육사업지원 )

춘천(경 홍보 )

경남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경남 총

거창연극제육성진

흥 원회

거창

주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주문화재단 주

서울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

제주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재단 제주

충남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충남 총 천안

2010

경기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수원

구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구문화재단 구

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문화재단

2) 역지원센터 운 활성화 제안

교육인 자원부와 문화 부가 2004년 11월 공동 수립한 “문화 술교

육 활성화 종합 계획”에 ‘학교 사회 장에서의 문화 술교육 활성화

를 한 물 ,인 자원의 체계 지원 련 정보와 경험에 한 공

유를 확 ’하기 한 문화 술교육 인 라 구축 핵심 사업으로 지원센터

설립․운 이 공식 제안되었다.이는 앙은 물론 지역의 문화 술교육

의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한 방안으로 문화 술교육에서 지역

에 한 심과 역할이 차 요해짐에 따른88)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서 2013년 재 서울,경기,인천,강원, ,충남, 구,부산,경

남, 주, 남,제주,충북, 북,울산,경북 등 16개 역단 문화 술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표 36>.

<표 36> 국 역센터 지정 황(임아 , 2012)

88)문화 술교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은 1)지방자치제도의 시행 2)문화정책의 

질 ․양  팽창 3)수요자 심 문화 술정책으로의 환 4)환경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정

책목표 변화 5)환경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법․제도  근거 마련을 들 수 있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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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

인천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인천

남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남문화재단 무안

2011

북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북문화재단 주

울산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울산민 총 울산

경북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경북문화재단 안동

충북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충북민 총 충주

술강사들은 재 역의 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가 리하고 있지

만, 부분 서류 리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술강사들이 보따리 장사이

다 보니 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나 일선 학교나 지역의 공공 문화기반

시설에서 교육연구나 교과개발을 한 고정된 교육공간을 제공받지 못하

고 있다(이동연,2012). 재 교육받고 있는 문화 술교육사들이 자격을

갖고 활동할 시기에는 양 으로 그 숫자도 늘어나 역지원센터의 역할

이 더욱 요해질 것이다.하지만 재까지 지역지원센터의 운 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재의 진흥원의 업무의 지원이나

탁사업을 하는 단순한 실무의 기능만으로는 지역 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역지원센터는 지역네트워크의 거

이 되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역지원센터의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

는 지원과 자율성을 차 으로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2013년 ‘문화 술교육 장기 발 방안 토론회’89)의 종

89) ‘문화 술교육 장기 발 방안 토론회’는 문화체육 부 주최로 한국문화 술교육진흥

원이 주 하여 2013년 12월 17일 오후 3시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되었다.본 토

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문화 술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의 ‘문화 술교육 장기 발 계획’의 수립을 한 비 을 모색하고자 하 다.

백령(경희 학교 연구 원),조 성(한국문화 연구원 문화 술연구실 연구 원)의 발표와 

장재환(서울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총 매니 ),임수 ( 주 역시교육청 장학사),서정상(문

화발 소 통 표),이원재(문화연  사무처장),김세훈(숙명여자 학교 문화 학부 교수),

노 석(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학교문화 술교육본부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본 토론

회의 종합토론을 녹취하여 련내용을 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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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역센터로 주요사업이 이 되고 있는데  학교 술강사 사업,지역 

특성화 사업 등이 이 되어 사업이 에 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이

의 범 와 이 되었을 때 역센터가 어느 정도의 범 의 일을 하고,진흥

원에서 진행할지에 한 내용이 애매합니다.기본 계획이나 체 인 틀은 

앙에서 짜서 역센터로 내려주나 역센터에서는 지역 특화사업 용을 

실행하라는 압박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역센터에서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내려오는 사업을 실행하고 진행하기 한 상황이다. 역

센터의 역할이 지역문화를 거 으로 술을 네트워크사업이나 자체의 강사

연수 로그램들을 내부역량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재는 역센터

에서는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조직 인력에 한 지역에 한 의체가 제

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종합 으로 맞물려있어서 역센터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제 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이런 부분을 고

민하고 있고,지속 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16개 역센터

의 이 되는 사업비 외에 운 비가 1년에 3억으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16

개 역센터가 3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기타 사

업 등을 개발 사업 등을 연구 개발함에도 이 사업비는 부분 운 비나 인

건비로 포션이 잡아져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지속 으로 앙

에 역센터 운 비를 지역의 실에 맞게 내용에 맞게 합리 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올해도 큰 기

를 갖고 있었지만 반 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희 역센터 문화 술

장기 발 을 해선 역센터의 역할의 요성이 언 이  될 것이고,향후

에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근본 으로 해결책은 움직임이 없다면 산발  

진행을 그때그때 수습하기 한 습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장재환 서울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총 매니  종합토론 녹취내용)

합토론에서 서울문화 술교육지원센터의 장재환 총 매니 의 발언은

재 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 운 에서의 한계 을 알 수 있었다.그는

앙에서 이 되고 있는 사업의 불명확성과 역지원센터 장운 에서

느끼는 어려움,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확보와 실운 에 맞는

역지원센터의 산증액의 필요성을 토론하 다.

역지원센터운 의 활성화를 해서 정책 인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

고 내부 으로는 본질 인 지역문화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역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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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교육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태생  흐름이 있

는 것입니다.기본교과는 기본교과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센터의 

역할이 매우 약한 것입니다.사실 지역센터가 그 지역에 맞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맞는 문화 술교육이 필요합니다.로컬 문화가 꽃을 피워야 한국문

화가 꽃을 피워 세계 문화속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그 다면 지

역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하는데 지역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인력과 상황

의 재의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로그램과 새로운 가치를 구

해내 장에 용할 수 있는 물리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그러면 

진흥원의 정책이 질  성장을 꾀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센터에 한 

지원이 지역 특성에 맞는 로그램 개발에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것은 기본 으로 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그래야지 우리도 지역센터에 요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고 서로가 력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

게 되는 것이지요.지  단계에서는 지역센터는 마치 심부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구조로는 지역 문화 술교육발 에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 드리고 싶습니다.진흥원입장에서는 지역

센터의 문화 술교육에 한 역할을 강화시켜주고 이 강화된 역할을 학교문

화 술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들을 강조하여 향후 5년의 문화

술교육은 지 보다는 훨씬 내용 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

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수  주 역시교육청 장학사 종합토론 녹취내용)

의 사업과 련 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련 문인력

의 강화와 더불어 력체계의 면 한 구축을 통해 각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 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임수 장학사는 ‘문화 술교육

장기 발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 하 다.

재 운 되고 있는 지역 역지원센터는 본질 인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하는 지역

의 여건에 합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진흥원 지역

센터는 문화 술교육 련 인 ·물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력망

구축을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90)지역문화 술교육의 정책

90)「문화 술교육지원법」 제 10조에 따라 역지원센터는 1)학교,교육시설  교육단체 

간의 상호 력망의 구축․운  2)문화 술교육의 지원을 한 학술 연구  조사 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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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드락(DRAC)을 통한 

술강사 견

랑스 각 지방(region)의 지방 문화활동을 총 하는 드

락(DRAC:DirectionregionaledesAffairesculturelles)에

서 술강사는 드락(DRAC)dl소속된 지역의 다양한 문

화기 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견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원센터는 어떤 ‘채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기 이 에 보다 본질 으로 지역문화 술교육 진흥의 의무와 함께 권한

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그래서 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정책

이나 문화재단과 같은 기 들의 문화 술교육에 한 정책 의지와 인

식의 수 ,재정상황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앙정책의 달체계의 기능(임재춘,2011)도 함께 수행하는 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표 37> 랑스의 지역지원센터 운  

이 같은 지역 역센터 운 의 는 랑스와 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표 37>. 랑스 각 지방의 지방 문화 활동을 총 하는 문화

지방사업국인 드락(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rires culturelles,

DRAC)의 역할과 국내의 지역 역센터의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국내의

지역 역센터의 운 실효성에 한 시사 을 더욱 면 하게 살펴볼 수

있다.문화지방사업국인 드락은 지방자치제(deconcentration)와 지방분권

제(decentralisation)의 조화를 하여 지방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각

지방에 맞춤형 문화부를 설립(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13:59) 에서

는 국내의 역지원센터가 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과 같은

목 을 공유하고 있으나 자율성에 의한 운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표 38>.

시설  교육단체에 한 지원 평가 4)교원의 연수지원 5)문화 술교육 문인력의 양성 

 연수 6)문화 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정비 7)문화 술 원격교육시스템

의 구축  리 8)문화 술교육의 지원을 한 국제 력  련 사업 9)그 밖의 진흥원

의 설립 목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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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랑스 문화지방사업국 드락(DRAC) 국내 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

구성 랑스 26개 지방 국내 16개 시도

설립

취지

지방과 랑스 수도의 리,각 지방 

간 그리고 심 도시들과 외곽 지역 간 

불균등의 해소를 하여 1977년부터 문

화부의 기능을 분권하기 해 지방자치

단체와 문화 력 당체의 주변에서 

문가의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며,지

방의 문화 사업  활동을 총 하기 

해 설립됨

지역문화 술교육 지원의 효율 인 실

시와 참여주체 간의 의․조정을 

하여 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를 지

정하 고,2009년부터 2012년 까지 한

국문화 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하

여 지역의 여견에 합한 사업의 시행

을 하여 진흥원과 지역센터는 인

․물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력망 구축을 해 설립 

주요

활동

문화의 지역 정비와  확 ,문화

술교육지원,문화 경제 육성 등

행정기 의 실직 인 사업을 수행하

고,학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미

시정책의 수립과 사업

문화

술

교육 

업무

각 지방교육청(retctorat)과의 정을 통

해 문화 술교육을 지원함.드락에 상

주하는 문화 술교육 담 원

(Conseillerpourl’educationartistique

etculturelle)이 문화 술교육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교육자, 술가,문

화 기 을 소개하고 도움을 제공함.

기 의 성격은 공공재단의 성격을 갖

고, 부분 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총

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으로 독립

된 형태를 이룬다.문화 술교육을 담

당하는 기 의 직제(술교육 ,문화

교육 )속에 업무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 임.

술

강사 

심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재정 지원

을 학교에서 자체 으로 하는 경우는 

지역 학교가 자체 으로 자격 심사 가

능.

한국문화 술교육원이 추진해오다가 

2011년 학교 선정  신규강사 선발,

학교 배치, 술강사 계약과 활동 리

를 지원센터로 이 .

기

성격

지방문화부의 역할을 하며,학교 문화

술교육의 실질  부분을 지원함.

각 지방에 맞춤형 문화부의 성격을 지

님.91)

앙정부로부터 정책의 달체계.지

역의 의미 생성이 부족한 과도기  단

계.

<표 38> 랑스 문화지방사업국 드락(DRAC)과 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 비교

91) 랑스의 지방은 지방자치의 한 단 를 의미하는데,각 자치잔체는 해당 권한 역 내에

서 완 한 자율권을 가지므로 각 단  간의 상하 주종 계  지도 감독 계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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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드락(DRAC)과 역지원센터의 본질 인 차이는 권한의 부

여와 자율성에서 오는 것이다.문화체육 부와 한국문화 술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체들에 한 불신이나 낮은 신뢰감, 련 사업의 진

행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지역

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문화 술교육사의 활동을 해서는 이 사업의 지

역 거 이 되는 지원센터의 권한과 자율 운 이 지원되어야만 할 것

이다.

문화 술교육사는 지역의 문화 술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이를 해서는 재 부분 지역문화재단에 공간을 일부 사용하

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 인 교육지원센터를 확보해야 한다.2011

년부터 이 되어진 술강사의 선발과 운 을 해서 투명한 선발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지 보다 더 많은 지방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술교육정책이 장기 으로 활성화되기 해서는 지역문화 술교육

지원센터의 독립공간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오스트리아를 포함해

유럽의 문화 술교육에서 술강사들은 지역의 공공문화커뮤니티 센터에

서 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지역의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술교육

을 문 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이동연,2012:17-21)을

방증한다.

재까지 기능 으로 머물고 있는 지역문화 술교육지원센터가 앙정

책의 달체계로 이해되고 있는 앙 심의 도구 사고를 버리고 구체

으로 지역의 사람과 삶의 장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한 산의 확보와 권한 부여의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않음.



-132-

시작연도 2000 2002 2004 2005 2010

분야 국악 연극

화

음악

미술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

디자인

사진

3.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술 장르의 다양화․세분화

문화 술교육 지원법 시행령92)에 근거한 문화 술교육사의 술 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을 국악,연극,디자인,사진,무용,음악,미술,

공 ,만화·애니메이션, 화의 10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에

인정되는 학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 문 학,각종학

교 동법 제29조에 따른 학원,그 밖에 따라 설치된 문화 술 련

학에서 10개 분야를 공한 학력으로 한다.문화 술교육 분야의 시작

연도에 따른 황은 <표 39>와 같다.

<표 39> 문화 술교육 분야 황 (홍성만 외, 2012)

단계 으로 술장르의 분야를 늘려가고 있으나, 통문화 술 다

양한 문화 반의 교육이 폭넓게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된 다양한

술장르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일본의 경우에는 견사업의 종목

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명시하고 문학(하이쿠,낭독), 술,미디어

술, 통 술(가부키,노가쿠,다양한 일본 통 악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 다양한 무 술(오 스트라,합창,음악극,뮤지컬,발 ,인형극,

노가쿠, 통 음악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랑스 사례에서

도 일반 인 술가뿐 아니라 화감독,카메라맨,무 미술가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 으로 포함된다.이는 반드시 화가,

피아니스트,무용가 등의 술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술 직업군,문화매개 문가 등 문화 술 분야에서 그 문성을 인정

받은 사람들을 포 으로 의미하 다.

92)「문화 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1별표2제2호 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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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술강사 활동 장르

국내 

문화 술교육사

국악,연극, 화,음악,미술,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 ,디자

인,사진

일본 

음악(성악,피아노,바이올린,퍼커션 등)

연극( 극,뮤지컬,인형극 등)

무용(발 , 무용,한국무용 등)

능(만담,야담,나니 등)

미술(조각,일본화,서양화, 화,사진 등)

통 능(가부키,노가쿠,조루리,일본식 북,아악,샤미센 등)

문학(하이쿠,낭독)

랑스에서는 문화 술교육이 단순한 체능 과목의 교육차원을 넘어

선지 오래이며, 반 으로 문화 술교육의 요건과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미술과 음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 분야를 확 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술문화 로젝트

(PAC)를 통하여 연극, 화,무용,사진,건축,문화재,문학,서커스,시

각 술,과학기술,디자인,만화 등 많은 술 분야를 할 수 있다. 술

문화교육이 술 분야 는 문화 분야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교육 역

과 상호 연계하여 운 될 수 있도록 장르를 월한 주제 심의 술문

화 로젝트로 운 하고 있다. 통 문화에 기술이나 창의성을

통합하고, 술문화와 과학 기술 분야 는 일상생활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 근으로 장르 심의 교육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이

러한 다양성은 교사의 자율성에 의해 더욱 확 된다.교육과정 운 시

모든 것은 교사의 권한에 속하며 교사의 자율성은 술문화교육의 다양

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교사의 책임 하에 자율 으로

술가와 문화 문가가 교실에 참여하여 동 로젝트를 구상하고 운

하는 것도 교사의 자율성과 무 하지 않다. 술문화교육에 있어서 아직

음악,미술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시사 을 다(조희

연,2011:53).다음 <표 40>은 문화 술교육사에 명시된 술장르와

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표 40> 국가별 술강사의 활동 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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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바둑,장기,꽃꽂이,다도,화장 등)

미디어 술(미디어 아트, 화,애니메이션,만화 등)

랑스

장르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음악,시각 술,연극, 화,무용,사진,건축,문화재,문학,서커

스,미각 술,과학기술,디자인,만화,무 미술 등 다양한 장의 

활동하는 문가 포함 가능.

오스트리아 문학,무용,연극,음악,시각 술,사진 ,디자인,뉴 미디어,건축

핀란드
애니메이션,그래픽,도 ,시각 술,음악,인형극,드라마,단어

술(wordart),만화,섬유 술, 스,사진,비디오, 스와 술

문화 술교육 지원법93)에서는 문화 술을 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무용,연극, 화,연 ,국악,사진,건축,어문 출 을 말한다.

한 문화 술교육 지원법은 ‘문화 술,문화산업,문화재’등 세 역을

문화 술교육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아직 고려되지 않은 건축,

문학 부분의 장르 포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까지 문화 술교육의

핵심 분야로 간주되지 않았던 ‘문화산업’과 ‘문화재’의 분야의 교육을 추

가 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건축문화재,문화유 ,미술문화재,자연유산(천연

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무형문화재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고,이

무형문화재의 경우 지역 통과 특성을 살려 각 지역의 무형문화재

를 교육 상94)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홍성만 외,2012:154).

문화 술교육사가 앞으로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 술 반의 분

야의 다양한 장르의 술가와 문가들이 학교와 사회문화교육에 참여할

93)문화 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94)부산 문화 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부산시로부터 탁받아 운 하는 ‘소외 계층 등학교 

방과 후 문화 술교실’에서 부산농악(음악/국악,부산 역시 무형문화제 제6호),동래학춤

(무용,부산 역시 무형문화제 제3호),수 야류(연극, 요무형문화재 제43호)등 지역에서 

승되어 온 무형문화재를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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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시각(상) 술

회화 서양화,동양화, 화

사진 사진

디자인
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편집디자인,

상디자인,

미디어 아트 만화․애니메이션, 화,미디어 아트,

조형 술

공 속공 ,한지공 ,도 , 각 

건축 건축 설계,건축 역사

설치미술 설치 미술,무 미술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 ,미술문화재,민속문화재,

건축문화재,자연유산

문 문학 소설,시,수필,희극

공연 술 음악 성악,피아노,바이올린,작곡, 통악기

수 있도록 구체 인 분야와 장르를 보다 세분화시켜서 명시하고, 통

술교육으로서 국악뿐만 아니라 농악,탈춤,사물놀이,한국화,서 , 각

등을 포함한 반의 통문화교육까지도 포함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소홀할 수 있는 통 술교육에 한 강조를 통해 통과 문화에 한

이해를 넓히고 자 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건축가,미

디어 아티스트,미술감독,공연기획자,코디네이터,분장사,만화스토리

작가,행 술가, 음악가,다양한 문화재 문화유산 련,큐 이

터,컬리그래퍼, 고기획자,카메라맨,무 디자이 ,미술치료사,소설

가,시인 등 문인 등 문화 술의 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문인들

의 교육 활동이 문화 술교육사제도의 분야의 구분을 통해 경직되지 않

고 다양하게 권장되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통해서 행 10개의 분야로 되어있는 체계를 일본의 분류체계에서 볼 수

있는 ‘분류’와 ‘소분류’로 나 어 비슷한 분야끼리 분류에 속하게 함

으로써 련성이 높은 분야의 장르 간 통합 교육까지도 장려할 수 있다.

<표 41> 문화 술교육사 분류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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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인형극, 극,뮤지컬,오페라 

무용 발 , 무용,한국 무용,

음악 실용음악,재즈

무형문화재 농악,탈춤,사물놀이, 통 무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다도,메이크업,꽃꽂이

와 같이 제안되어진 분류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통 술에 한

다양한 범주를 확 하여 제시하고 세분화된 술 장르가 다양하게 포함

될 수 있도록 명시될 것이 권장된다.이 게 세분화된 문화 술교육사의

분류체계는 술을 통한 통합교육 역시 문성을 극 화한 구체 인 형

태로 제시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문화 술교육사 인력풀의 인력 리

와 활용에 용이할 수 있다.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러한 넓고 세분화된

문화 술분야의 장르를 통한 교육은 교육수요자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친 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4.문화 술교육사의 역할 정체성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핵심은 문화 술교육사의 자질과 역량을

통해서 문화 술교육의 발 을 꾀하는 것이다.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인

력을 통해서 견되는 문화 술교육사의 질,명확한 역할 확립을 통한

장에서의 교육의 높은 문성과 실효성을 갖는 것일 것이다.문화 술

교육사 신의 모델이 되는 술강사 견사업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논의할 때마다 언 되는 내용이 강사가 갖는 정체성(Booth,2003,

Thornton,2005;김상희,2010;Rankinetal,2011;Risner,2012)과 명확

한 역할(강성룡,이경화,2012)물음이었다.교육자와 술가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한 물음은 재까지

도 뜨거운 이슈이지만,국가 자격제도로서 2017년까지 공공기 에 의무



-137-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졸업하면 연극계로 들어와야 하는데,안들어옵

니다.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 연극 강사를 한다는 겁니다.[...] 녁 공

연을 해야 하는데,서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서울 연극 강사 면 하는 

날이라는 거 요.억장이 무 지죠.선후가 바 었구나,결국,서울로 갔어요.

그 배우는 극단을 나갔고,나 에 보니 연극 강사 시수를 많이 받았는데,제

가 볼 때 그 배우는 연극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자기 사도 안 되는 

사람이 연극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거든요.95)

배치 되는 문화 술교육사에 한 정체성 정립과 역할의 규명은 무엇보

다 요한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문화 술교육사 자격 제도

에서 그들의 역할을 무엇인가라는 근본 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술교육사의 정의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지

재 문화 술교육사의 문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그러나 문화

술교육사를 문 인 문화 술 활동이 무한 문화 술 련 공자가

학졸업 후 한번쯤 도 해볼 만한 하나의 자격증이나 직업 정도로 여기

게 된다면 자신의 술 활동에 도움이 주는 교육 활동의 가치를 깨닫는

술강사처럼 일을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결과 으로 교

육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따라서 문화 술교육사의 진입은 개

방하되 자격증의 부여는 보다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주연,

2012:281-282).이러한 불명확한 문화 술교유사의 역할과 정체성은

술교원과의 갈등과 술가 노동시장의 왜곡을 낳을 우려로 이어질 수 있

다.

에릭 부스96)(Booth,2003:6)는 “ 술강사가 되기 해서는,가장 먼

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술가의 정의도 어렵지만 교육을

95) 한국연극, 특집, “ 술강사지원사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본다” 2010. 3월호.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2013.11.30.>

96)에릭 부스(EricBooth)는 술강사 (TeachingArtistJournal)을 발간하 다. 재 리

어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술강사에 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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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화감독.아직까지는 교사와 상 창작자로서의 역할 양자를 충

분하게 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사실 한 가지에만 념해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것 아닐까,그래서 모두에게 소

홀히 하고 있다는 자괴감.그럼에도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낀다.다만 두 가지를 만족스럽게 병행 할 나름 로의 방법

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 화감상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보고 싶다.

화 상  후 딱딱한 내용으로 일 하는 재미없는 토론회가 아닌 나의 이야

기,나의 일상과 착된 질문들이 오가는 감상법을 구상해 보고 있다.[...]개

인차원의 포부도 있다.나는 화를 만드는 사람이므로 언젠가는 상업 화든 

정극이든 장편 화를 만들어 과 꼭 만나고 싶다.장차 나의 제작 상 

리스트 에는 청소년들의 삶을 진지하게 천착한 화 한편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여러 학교를 다니고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에 한 

심이 더 생긴다.학생들과 만나면서 인간의 조건에 해 감을 얻는 기

쁨.창작자로서 깨닫는 사회와 삶에 한 인식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행복.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b,2007:21).

병행하는 술가의 정의도 어렵다.그러나 외국의 술강사들은 자신의

술 활동을 문 으로 하는 술가이자 자신의 술에 도움을 주는 교

육 활동을 병행하는 교육자로 정의된다. 화분야의 술강사로 활동한

주 상의 인터뷰에서 술강사가 갖는 정체성의 혼란과 문 술가로서

의 포부에 한 내용은 문화 술교육사의 제도가 자칫 빚을 수 있는 갈

등에 한 내용과 안을 모두 담고 있다.

그는 술강사로서 술가와 교육자의 양자의 정체성에 한 혼란을

극복하려 고민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교육 활동을 통해 술 감과 교

육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본인의 미래 작업에 술 원동력으로 사용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문화 술교육사의 역할도 철 한 술

문성과 작업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교육의 콘텐츠를 가지고 실효

성 있는 문화 술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술강사와 문화 술교육사의 양 확 에 의한 체능 교과 교사의

차별성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문화 술교육지원법」97)에서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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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수업에서 담당교사는 수업에 심이 거의 없었다.강사가 수업을 

주도하면,담당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역살을 해야 하는데 

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게다가 아이들 문제로 상의라도 할라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시간 마쳤으면 가보라’는 식이었다.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으나 정식 교사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사들을 

술교육사는 학교문화 술 활동 행사,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문화 술 련 교원의 교과운 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그러나 교원의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은 ‘지원’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에 해 보다 명확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 학교 문화 술 활동 행사,재량활동과 특

별활동 등과 같은 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문화 술교육사 구체 으로 어

떤 역할을 담당하며 교사와는 어떻게 직무를 분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해서도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술강사와 문화 술교육사의 제

도의 사업의 실효성을 하여 기존 체능 교과 교사 방과후 교사와

의 차별성을 갖도록 방안을 강구 하고,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98)도 제

기되어져 왔다.과거 술강사들과의 집담회에서도 학교 교사와의 소통

이 단 되어 있고,학교의 교육 제반 지원이 부족하며,학교 행정기 이

무 심하다는 이 공통 으로 지 되었다99)(허은 ,2005).

술강사로서 활동했던 곽태형은 교사와의 계에 한 인터뷰내용에

서 교육 장에서 아직까지 교사와 학교와의 트 십 구축의 어려움,그

리고 교사와의 트 십을 통한 술 통합 수업의 가능성에 한 이야기

는 문화 술교육사의 교사와의 업을 통한 문화 술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97)「문화 술교육지원법」 제32조제2항

98)이명수 의원, 술강사지원사업 문제  지 ,아산뉴스 

<http://www.asannews.co.kr/sub_read.html?uid=7103&section=sc2.2013.11.30>

99)이것은 2004년 강사풀제 강사 상 설문조사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로,당시에도 강사들

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 조를 원만하게 제공해주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었다(문화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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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 바라보는 일부 교사들의 시각이 느껴졌다.이런 인식은 사소한 것에도 

나타나기 마게 마련.한 번은 학교스 이 바  걸 미리 통고받지 못해 헛

걸음을 쳤다.말할 수 없이 화가 났다.[...] 요한 것은 양자의 계가 어려울

수록 아이들의 수업에도 향이 미친다는 사실이다.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의가 도무지 생기지 않는 학교에서는 얼른 맡은 시간을 메우고 돌아오고

만 싶어진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 씩 학교 선생님들과의 계 맺기에 나

름으로 터득한 방법을 쓰고 있다.문제가 생기거나 의논할 사항이 있을 때 

담당교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한다.처음엔 서로 어색해도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고 얼굴을 하면 친해지기 마련이다.그리고 무슨일이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7:56).

에  강사는 어떤 태  운 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과

체 사 입장이 주  입장  어있고 안타 게도 등 에 는 악, 미

업이 잘 안 니  과 담 사를 만들었는데, 등  과  모

든 과가 모든 사가 다룰  있어야 는데 사들  실 인 어 움

 이런 요구를 아들여 과 담이라는 시스  아들여 운 고 있는

데 강사가 게 니다. 국악분야를  해  국악 이나 미  

운  해 미  강사가 견 고 있는데 어찌보면 본 과를 다

야  사  직  일부분이 생  강사에게 이  태가 어

있고, 이는 태생  계  볼 에 없습니다. 강사는 소양  강

지만  장에  이를 풀  있는 식  매우 취약  이 많

2013년 ‘문화 술교육 장기 발 방안 토론회’에서 주 역시교육청

임수 장학사는 재 학교 장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술강사의 불분명

한 역할에 때문에 빚어지는 수업 체식의 양상과 이들의 명확한 역할구

분에 따른 업수업을 강조하 다.특히 임장학사는 기본교과에 있어서

의 술강사나 문화 술교육사의 수업참여는 철 한 역할분담이 제되

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한 구체 인 방안으로 수업과정안

작성과정에서부터 교사와 강사의 구체 인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같

은 수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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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입장에  본다면 자 가 그동안 사  입장  

취 고 있는 부분에  강사가 들어  있는데 강사앞에  주름  잡 가 

실  어 습니다. 그 경우에 는 늘 간극이 존재 고 본  이

야  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강사는 강사 

나름  자   부분  강조 다보면 사는 사  자  본

 포지 만  생각 다보면  지않고 결국 이런 해는 생들에게 

돌아갈 에 없고, 국가 인 입장에  보면 재 인 낭 일  있는 요소

가 생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  지  존  식  일

 과  입 는 강사는 철 게 과 심  업안에  동

이 이루어질  있도  는식  가야 다. 이것  업이 본  

가 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어떤 업속에 강사  역 이 들어가 

있는 입장  존 사    나  업  는 식

 해  존  강사  틀  지 , 업  강 시켜  이를 강

시킨다면, 지  재  강사사업  이  진행 어도 좋다고 생각합

니다.[...]

다시 말해  본 과라는 것  원래 사가 해야 는 당연  업이었고, 

이것  담 사가 해야  업이었는데 강사가 굳이 거 에 들어가야 

다면 그 다면 그 역  게 고 들어가야 다는 것입니다. 실

 많  일들이 생 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고 있지만 강사가 들

어가면 사가 업  지 않고 다른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

사가 마  자 가 그 업 체를 해야 는 것  생각 고 가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것  매우 잘못  것입니다. 본 과에 있어 는 강사는 

철 게 역 분담  통해  늘도 말씀드 듯이 업과 안  작   

강사 부분과 사부분  명 게 시를 해  강사가 게 명시  

부분에  역량  고 사도 체 업  리를 자 가 해야 는 것  

명시 는 식  본 과 속에는 입 어야 겠다..그것이 가 다

면 재  강사 업  훨씬  잘 돈 고  갈  있  것

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  주 역시 청 장 사 종합토

 녹취내용)

재 문화 술교육사의 교수요목을 통해 본 교육과정으로서는 문화 술

교육사의 명확한 역할구분에 따른 등교사, 능교과 교사와 트 십을

발휘하여 기존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한 것은 요한 문제

으로 악된다.문화 술교육사의 본격 인 학교 견교육이 시작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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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의 술강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

는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술강사의 개인 인 문제해결 방법이나 기질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장에 있는 교사와 리자의 이해와 인

식의 변화가 교사와 행정가의 연수 로그램을 확충하고 련내용에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안이 마련되어야만 근본 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다양한 술강사의 양성과정에서 무엇보다 요하게 다 지는 내

용은 교사와의 력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술강사가 창의

인 수업의 매제가 되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이를 통

해서 교사는 술가의 마인드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새로

운 감을 얻고, 술강사 역시 술가로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의 발달

의 이해와 수업안 구성,교실상황 리 등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다 <표

42>.

이 같은 명확한 서로에 한 역할의 이해와 구분을 통한 트 십은 교

육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문화 술교육의 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행 문화 술교육사의 양성과정을 통해서

는 교사와의 업과정을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이는 단순히 문화

술교육사의 양성과정에서 술가에게만 부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기존

의 학교교사들 역시 새롭게 실시되는 문화 술교육사의 이해와 통합 술

교육의 실천을 한 교육과정, 견된 술강사와 문화 술교육사와 력

을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술 학이나 문화 술교육

사 교육기 의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학과 사범 학의 교사양성 교육과

정에서도 문화 술교육사와의 력을 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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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그램 명 내용

미국

링컨센터교육원의 

교사 교육 력 

로그램

(Teaching

Education

Collaborative)

교사 교육 력 로그램은 교사들을 한 로그램으로 

비교사에게는 LCI와 력 계의 학교와의 교생실습을 제공

하고,LCI의 교육과정에 한 이해와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LCI의 교수법을 이

해하고 술강사와의 트 십을 도모한다.

코스연수를 마친 비교사와 교사들은 술강사와 숙련된 

교사들의 수업,기획 과정,박물  견학,자료 활용, 술과 

미학 교육을 커리큘럼과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네디센터의 

CETA(Changing

Education

Throughthe

Arts)

술강사의 주도 하에 교사를 한 문 인 워크   강

좌를 제공한다.본 교육을 받는 교사,교육행정가, 술강사

에게 술을 지도하기 한 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

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을 두었다.

어반 

게이트웨이(Urban

Gateways)의 

일 일 멘토링 

로그램

일 일 멘토십 로그램은 질문 심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담당 교사와 함께 교과과정 개발하기,교사와 술강사의 활

동 조력하기,기본 교과과정과 연 되게 교육과정 작성하기,

술 강사의 장 과 난  찾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APE

설립 기부터 교사와 술강사 어떻게 력할 수 있을지에 

한 것을 심으로 트 십을 구축하는데 역 을 두었다.

술강사와 교사의 력에 의한 연구와 기록물을 웹사이트

에 기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랑스

PAC(project

artistiqueet

culturel)

술가  문화 문가 교사간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

화 술교유 수업은 실기와 이론  바탕을 제로 하는 것이

므로 계획 기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술강사의 력이 권장된다.

캐나다 LTTA

술강사를 한 교육과정에서 ‘교사와 효과 인 트 십 

구축(forgingeffectivepartnershipwithteachers)’에서 술

강사가 교사와 함께 창의 으로 력하여 지속 인 교육활

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술기반 수업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표 42> 교사와 술강사의 역할에 따른 트 십 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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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의 문화 술교육사 자격기 과 교육과정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술 학을 졸업한 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의 락

이라는 비난100)을 피하기 어렵다.

문화 술교육사는 교사를 체하기 해 투입된 인력이 아니다.문화

술교육 지원법에 명시한 바 학교문화 술교육을 지원하기 해 투입되

는 인력이다.101)따라서 문화 술교육사 제도에 필요한 것은 강사들의

교육 자질 제고도 요하지만 그 보다도 학교와 교사의 지원․ 력

교사와 문화 술교육사의 역할 분담일 것이다.일부에서 이 제도가 정

규 교사들의 치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도 교사와의 역할 분담에

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문화

술교육사를 통한 학교 문화 술교육의 활성화가 생기길 기 하기 힘들

다.문화 술교육사 제도가 교육 인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교육 문

가인 교사의 극 인 트 십이 필요하다.그리고 교사와의 트 십

은 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비,수업진행,학생 리,평가의 과정을

교사와 강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력할지 검토함으로써 가능하

다.다만 학교 장르에 따라 상황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

하여 유동성 있게 의할 수 있도록 하며,특히 교사의 극 인 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102)

이러한 측면에서 술강사 운 장인 조용주의 인터뷰는 문화 술교

육사와 교사의 역할에 따른 업의 요성과 그 방안에 한 안을 제

시하고 있다.

100)황경규, 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  

<http://www.man-tree.co.kr/bbs/board.php?bo_table=03_5&wr_id=181.2013.11.30.>

101)문화 술교육 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문화 술교육 문인력으로 하여  학교의 문화

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02) 국의 CreativePartnership의 경우 철 하게 학교와 교사,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로그램이 기획된다.특히 교사가 CreativePartnership 로그램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

어나게 되면 업무 부담을 여주기 해 임시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Creative

Partnership이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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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강사와 교사가 함께하는 워크 을 마련해보고 싶다.교사와 강사간의 

가장 이상 인 계는 술강사의 수업을 조력자로서 지원하는 상생의 계

다.특히 상호간의 발 인 커뮤니 이션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워크

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서 느 던 문제 과 어려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보기 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수 있다.사실 소소

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계의 삐걱거림은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본질

인 해결방안을 찾는다면,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2007:61).

무엇보다도 교원과 문화 술교육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 효과가

최 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인 장치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을 모두 강사 인력의 자질 문제

로 귀결하는 것은 정확한 문제 인식이 아니다.오히려 학교교육의 문

성을 가진 교사와 술 장르에 한 문성을 가진 강사가 력하여 시

지를 낼 수 있는 체제가 비되지 않았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강사들

이 교사와의 력 가운데 해당 분야의 문 인 지식과 기술 제공에 집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교사의 극

인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과 지원이 요구된다(허은

,2005:83-84).

앞서 살펴본 것처럼,교사의 직업 문성이 상 으로 높게 평가되

는 랑스의 경우 교실에서 교사의 치와 역할을 보호하면서 문화 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술강사 제도를 발 시켰다.이는 술강

사의 문 술가의 능력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활동이 문

술인으로서 작품과 창작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랑스

의 경우에서처럼 술강사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서 술가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본인의 작

업에 어떤 식으로 연 될 수 있는가와 련한 내용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문화 술교육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

은 서로의 계에 시 지 효과를 갖고 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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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 내용

어반 

게이트웨이(Urban

Gateways)의 

술강사의 

정체성(identity)103)

혼종(hybrid)이라는 용어가 술강사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

다.교육하는 술가인 술강사는 2개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

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요하다.이 과정을 통해서 술강사는 교

사이자 술가,연구자이자 술가,안내자이자 술가 등의 술

강사로서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표 43> 해외 술강사의 역할과 정체성 련 사례

이 같은 명확한 역할 구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 술교육

사의 정체성에 한 논의가 구체화 되는 것이다.문화 술교육사 제도를

통한 안정 인 교육활동의 보장은 단순히 신분 보장의 일자리 창출의 기

회를 넘어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에 한 물음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

다.미국의 어반 게이트웨이에서는 술강사의 이 인 정체성에 한

문제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정체성에 한 내용을 본격 으로 다루고 있는

시는 국내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표 43>.

5.문화 술교육사의 질 리

문화 술교육사의 질 리는 문화 술교육사 제도 정착의 핵심 인 사

안이라고 볼 수 있다.양 인 규모 성장보다 질 인 리와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문화 술교육사의 높은 질을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본

제도를 통한 계자들의 모든 이해와 더불어 본질 가치인 문화 술교

육의 발 을 도모하는 길이다.단지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통한 지 확

보는 문화 술교육사의 질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양질의 문화 술

103)AmandaLeighLichtenstein(2009)LearningtoLoveThisMore:Mentorshipforthe

New TeachingArtist,TeachingArtistJournal,7:3,155-16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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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그램 명 선발 자격과 기  내용

미국

링컨센터교육원(LCI)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술  경력,교육 경력,교육 배경 

등을 포함)를 제출 하여 인터뷰를 거쳐서 선발된다.LCI

에서 술강사의 선발 기분은 술 분야의 결과물,교육

활동을 한 경험,리더십,LCI의 교육  철학과 술  

근을 하고자 하는 자세를 통해 선발된다.

어반 게이트웨이

(Urbangateways)

에세이(술과 교육에 한 내용 포함)와 원서,자신의 

작품 활동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제출 한다.인터뷰를 

거쳐 수업 시연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 들은 포트폴리오를 통한 술가로서의 문성과 

교육경험,교육에 한 열정,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아이

들과 함께 하는 것에 한 흥미 등을 기 으로 심사한

다.

필라델피아 술 학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teaching

artistcertificate

program)

지원서,질문응답서(술  목표와 미래 계획 등을 포함

하여 술가로서 당신은 구인가? 재까지 받아온 

술교육은 무엇인가?,본 로그램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

는 무엇인가?포함),이력서,추천서(2부),작업 샘 (포트

폴리오)의 제출 서류를 통해 술  문성과 교육활동

에 한 흥미를 단하여 심사한다.

교육사를 선발할 수 있는 자격 기 과 문성을 갖춘 문화 술교육사의

채용,그리고 선발된 문화 술교육사들의 후속 교육 로그램과 네트워

크망 구축 등은 반드시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단된

다.

1)문화 술교육사의 문성을 한 행 자격에 한 제고

앞서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국가와 기 마다 차이는 있지

만 술강사가 되기 해서는 그 자격에 한 심사가 술강사의 문가

역량과 교육 배경 등을 토 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무엇보다

술강사로 활동하기 하여 술가로서 분야의 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해외 술강사의 선발 기 과 문화 술교육사 선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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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PAC(project

artistiqueetculturel)

술강사의 자격을 심사는 기 은 크게 학 ,작품

(production),보  정도(diffusion))이다.드락(DRAC)에서

는 술강사의 자격을 술가로서의 업 과 교육에 참여

할 다양한 능력으로 심사한다.단지 학  뿐 아니라 작

품 포트폴리오, 시회,간행물,이  교육 참가경력 등

이 단되고 이  술가로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본인

의 작업에 어떻게 향을 받게 되는지가 요한 심사의 

기 이 된다.

국내 문화 술교육사 2

해당 술 련분야 학 자는 18학 (270시간 해당),고등

학교 수  이상 학력자는 48학 (720시간 해당),3년 이

상의 학교 문화 술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련 

학 자는 소정의 교육 후 바로 문화 술교육사 자격 취

득이 가능하다.

<표44>에서 알 수 있듯이 링컨센터교육원을 비롯한 어반 게이트웨이

와 필라델피아 술 학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 등에서는 술가들이

술분야의 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술 작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나 작업 샘 을 기 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인터뷰,수업시

연교육경험 등을 통하여 교육과 술 분야의 자질을 심사하 다.특히

랑스에서는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시회나 간행물 등 보다 구체

으로 술가의 문성을 통해서 술강사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심사과정

에서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서 술가의 작업이 어떻게 발 할 수 있는가

에 한 내용도 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외의 사례에서는

술강사의 자격조건으로 문성이 매우 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국내의

문화 술교육사 경우는 해당 학 와 장경력을 가진 자에게 자격이 부

여되며 포트폴리오나 여타의 심사과정 없이 교육과정 이수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행의 과정 로라면 문화 술교육

사 제도가 문화 술교육사의 문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라고 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명시된 자격과 기 으로라면 술 학의 련

학과를 졸업한 장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문화 술교육사 교육기 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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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교육과정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술교육사의 자격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해서는

문화 술교육사 교육 상을 선별하는 기 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이와

련해서 재의 자격에서 문성을 심사하여 평가하거나, 문성이 확

보된 술강사에게 가산 을 부여하는 방식,작품(포트폴리오), 시회

경력,간행물,교육 참여 경력,검정시험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높은

질의 문화 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 술교육사

본인의 술분야의 작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나 장경력 등이 선별의

주요한 기 이 되어 술가로서의 문성을 먼 인정받아야 하며,그

이후에 학 교육과정이나 술가로서 부족했던 교육학 배경지식이나

교육 장에 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러한 문화 술교육사의

술가로서의 문성에 한 심사가 제 로 이루어져야만 문화 술교육

의 질 우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술교육사 제도가 본격 으로 정착되어도 재와 마찬가지로

술 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술가 술강사들은 자격증이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 술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문화 술교육 자격증제도가 문화 술교육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양

한 술가의 진입을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학순 외,2011:77)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문화 술교육사

의 양 확 에 을 맞추기 보다는 우수한 문성을 가진 술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문화 술교육의 수 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활동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2)문화 술교육사 질 리를 한 심화 교육 로그램과 연구

환경 조성

정부는 2016년도까지 문화 술교육사를 국의 국․공립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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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그램 명 선발 자격과 기  내용

미국

링컨센터교육원(LCI)

가을워크 (Fallworkshop), 간워크 (Mid-yearwork

shop), 소회의(Mini-Meetings), 술강사의 밤

(EnchantingEvening)을 통해서 토론과 실습을 통해 수

업방식을 나 는 심도 있는 과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술강사의 연구의 장을 만든다.

어반 게이트웨이

(Urbangateways)

6개의 시리즈(seriesofsix)의 로그램을 통해서 경력있

는 술강사를 한 사람들을 한 워크  시리즈를 운

한다.

네디 센터의 

CETA(Changing

EducationThrough

theArts)

CETA는 술강사들이 문 으로 발 할 기회를 제공

하는데 목 을 둔 로그램이다. 술강사가 교사를 

한 문 인 워크   강좌를 제공하거나 술강사를 

한 세미나(Kennedy Center NationalSeminar for

TeachingArtist)가 개최되어 수업안의 구성  효율 인 

교수법 법 등의 논의를 한다.

뉴욕 술재단

(NewYork

Foundationforthe

Arts,NYFA)

NYFA에서는 술강사 정보원(TeachingArtistSource)를 

통해 지역내 술강사를 한 최신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술강사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된다.

랑스

국립자원체(Pŏles

Nationalede

Ressource,PNR)

랑스 국립자원체 PNR은 문화 술교육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교육자원 정보를 국의 술강사에게 달 할 

수있다. 술강사의 연수를 맡고 있는 PNR에서는 매월 

9월경 연수 연 계획표에 의해서 다양한 연스교육 로

그램과 실습 로그램을 제공하고, 로그램 마다 20명

1773곳에 의무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104)오는 2017년

까지 약 3만 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상하는 문화 술교육사를 한 심

화 교육 로그램 마련과 연구 없이는 질 높은 제도와 자격증의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한,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를 효과 으로 정착시키기

해서는 문화 술교육사의 역량과 경력을 체계 으로 리해야 한다.

<표 45> 술강사의 질 리를 한 해외 사례   

104)머니투데이,2013년 10월 13일자 “문화 술교육사 80% ’장롱자격증‘ 락...우려”기사의 

내용을 인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407180373725,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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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명 정도의 참가인원으로 운 된다.

PNR의 연수는 문화 술교육 문가로부터 교육도 받고 

술강사들 간의 만남으로 정보의 공유 장이 된다.

캐나다
LTTA(Learning

ThroughtheArts)

3년 이상의 지속 인 교과목 단 의 훈련을 통해서 교사

를 교육할 수 있는 문 술강사를 육성한다.교육 문

가(educationalspecialists)을 통해서 멘토링과 컨퍼런스 

등의 활동을 통하여 술강사의 문성을 신장한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술기 학기 의 술강사 교육 로그램

사례는 조 씩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의 크리에이티 트 십(Creative Partnership)와 네디센터의

CETA,캐나다의 LTTA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술강사의 문성 신장

을 해서 끊임없이 련 기 이나 단체에서 연수와 멘토링,훈련,세미

나를 통해서 그들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술교육사의 심화 연수는 질 리라는 과 그들 간의 상호 교

류라는 두 가지 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이들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한 교육을 조화시키고,미국

NYFA의 술강사 정보원의 사례와 랑스의 국립자원체(PNR)의 사례

에서 보듯,같은 지역의 술강사를 한 온라인 정보 여러 가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인 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

성 개발 소통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의 채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표 45>.

한 다양한 교육 형식을 제공하고 기 의 철학과 실습에 을 두고

교실경 기술과 같은 학교 교육의 기본지식들을 제공한다.이러한 교육

과정은 모임/세미나/강의,체험 워크 ,회의,특정 이슈와 멘토링 모임

등의 형태를 지닌다.김애 (2010)이 제시한 술강사 교육 로그램의

제안을 통해 문화 술교육사의 연수 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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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력 트 십을 해 문화 술교육사와 교사가 함께 교육

받는 과정,선임 문화 술교육사(1 )와 신규 문화 술교육사(2 )간의

멘토링 계,특정 주제의 워크 ,1년 과정의 교육이 제안될 수 있다.

재(2013년)문화 술교육사 제도에서는 마땅한 심화 문성 개발

교육 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에서는 기존의 문화

술교육사의 신이 되는 술강사의 연수 로그램 과정은 문화 술교육

사 심화과정 개설에 여겨 볼만한 시사 을 수 있다.한국문화 술

교육진흥원에서 술강사 연수도 그간 각 장르별로 자체 인 강사 리

와 운 ,연수를 실행하던 체계를 통합하여 2006년부터는 직 자체

술강사들에 한 문 인력 양성 재교육 연수를 실행해왔다.그러나

2005년 1,628명에서 2010년 4,156명으로 이미 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강사의 수가 더욱 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한 효과 이고 체계 인

연수 재교육의 고민이 제기되었고,이를 해 인력양성 담부서 확

다각 인 연수 로그램체계를 개발하고 운 하고 있다(심미자 외,

2008).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을 상으로 하는 지역 인 한계로 인한

연 2회의 집체 연수 방식,서로 다른 장르 별 이해 계 특성의 차이,

그리고 거 한 강사 수에 따른 연수 참여자의 선수학습 수 교육수

교육요구 등의 다양성 등 매우 복잡한 실 제약으로 개선 방안

에 부심하고 있다(이창 외,2009).105)

아직 문화 술교육이나 술교육에 한 비 과 방향성,사회 반향

에 한 제도 철학 교육 논의와 담론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우

리의 실 속에서 당장 이러한 술교육을 실행할 문 인력의 체계

양성 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기 연수에 이은 심화,그리고

고 단계에 이르는 창의 연수과정에 한 제안을 통해 재의 문화 술

105)이창  외(2010)는 술강사 연수과정에 하여 ‘연수 상의 피동  참여’,‘내용  특성 

보다는 교과목 배정을 통한 백화 식 교육’,‘장기집합연수 치 ’,‘학습 커뮤니티 미활성화’

등의 문제 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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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 양성과 심화교육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회가 될 것

이다. 한 제안된 커리큘럼의 성장의 근간을 책임질 우수하고 진정성

있는 문 술교육인력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병주,2011:

296).이후의 후속 학습 기회의 제공 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쉽(mentorship)체계의 운 역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 했듯이 문화 술교육 문강사의 직업 문성에

한 논의가 축 되지 않은 계로,문화 술교육 시장에서 인정될 만한

문화 술교육 문강사 양성․재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

다.이에 따라,정책 으로 특정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만이 문화 술교육

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겠지만,문화 술교육 문강

사들에게 실제 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커리큘럼 이수로 인한 비

용 지출만 이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다. 한 문화 술교육

문강사 활동을 한 연수에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투여되어야 한다면,

문화 술교육 문강사들은 연수의 기회비용만큼의 경제 인 보상이나 직

업 인 안정성을 기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허은 .2005: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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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본 연구는 해외 술강사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문화 술교육사(Arts

& CultureEducationInstructor)제도 정착을 한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있다.2012년 「문화 술교육지원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

라 올해(2013년)부터 본격 으로 술강사 지원·양성체제를 ‘문화 술교

육사(ACEI)’라는 국가 자격제도로 시행 하고 있다.기존의 술강사

견사업과 문화 술교육사 자격 제도는 엄청난 산을 들여 도입한 사업

임에도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한 물음을 갖게 하

다.문화 술교육에 한 철학과 방향성이 불분명 한 채로 제도의 양

성장에만 치우친 제도는 교육의 새로운 안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문화 술교육정책 사업 인 비 을 차지하는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공교육의 신과 학교교육에서의 문화 술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2013년부터 본격 인 국가 자격제도로

시행되는 문화 술교육사는 국내 문화 술교육 발 에 큰 획을 는 제

도가 될 것이다.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여러 교육 장에 교육수혜자를 한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 이다.

문화 술교육사는 학교 사회 장에서 술을 교육하는 술가이자

교육가인 기존의 국내 술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러

한 문화 술교육사 제도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가지고 견된다는

차이 이 있음에도 부분의 역할과 활동 면에서 해외의 술강사

(teachingartist)와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닌다(이주연,2012:268).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술교육의 장에서 술강사에 한

심과 논의는 매우 활발하다.

문화 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 술교육 문 인력의 국가 자격체계

를 구축하고 자격 요건을 명문화하여 사회 신뢰 구축을 목표로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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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국가의 문화 술교육수 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술교육의 새로

운 안으로 제시되며,제로로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

다.문화 술교육사에 한 충분한 필요성과 연구 시행착오를 겪고

안과 담론을 통한 사회 합의가 이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로써,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바람직한 뿌리내림을 하여 진지

하고 체계 인 논의와 연구가 실한 시 이다.문화 술교육의 발 을

한 「문화 술교육지원법」시행령에 따른 문화 술교육사 국가 자격제

도에 한 논의는 더욱 큰 틀에서 사고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

도록 큰 틀에서 사고할 수 있는 비 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해외의 술강사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해외 술강사 사례로 살펴본 이 연구는 미국, 국,일본, 랑스,캐나

다,핀란드,오스트리아의 7개국을 통해 국내의 제도의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가 실시되었다.다양한 국내외 학교 견 술

강사 로그램 사례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정착을 한 방안을 모

색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한다.

첫째,미국, 랑스, 국을 포함한 국외 여러 나라의 술강사 사례

유사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 다.기존 연구에서 언 한 선진국의 사

례인 미국, 국, 랑스와 더불어 북미에서의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

는 캐나다 사례,아시아 국가 국가주도 형태로 술강사를 통한 교

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일본의 사례와 통 으로 문화 술교육 요

하게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인 핀란드,오스트리아에 한 내용을 문헌

과 논문 단행본을 통해 련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한다.둘째,국내의

술 강사 황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법 근거와 시행 내용을 문

헌과 논문을 심으로 조사한다.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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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술강사 견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술강사(TA)양성과정,「문

화 술교육지원법」개정안을 골자로 구성된 문화 술교육사 자격 제도의

련 내용을 수집하 다.셋째,수집된 자료를 토 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국내 문화 술교육사의 제도 정착의 방향을

한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문화 술교육사의 장기 이고 지속가능한

발 을 꾀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해외의 술강사 사례를 통해서 국내의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발 의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 다.첫째,문화 술교육사를 통해서 술통

합교육이 교육 장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미국의 여러 교육 로그램

의 운 사례를 통하여 술통합교육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신 효과가

증명되었고, 술과목을 심으로 다른 과목들과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와 학습능력 신장 인성 개발이 가능하 다.미국의 CAPE에서는

술통합교육을 교육활동의 핵심 분야로 두면서 술통합교육은 핵심교

과(coresubject)와 술을 형식과 내용,과정과 결과,자신과 세계의 경

계를 넘어서는 효과 인 수단이라고 말하 다.CAPE에서는 교사와

술강사를 통한 교육에서 문제해결학습(problem-basedlearning)과 다

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을 통해서 다른 교과목들과 통합되는

략들에 한 내용을 탐구하여 교육 장에서 술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 를 마련한다.캐나다의 LTTA에서 의 술강사 교육내용은

술강사로부터 타 교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술수업을 구 할 수 있

는 술강사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연

구자는 문화 술교육사의 경직된 장르의 구분 역시 융합의 교육이 가능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 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둘째,지역문화 술기 의 독자 인 문화 술교육 로그램을 지원하

고 지역 역센터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 다.여러 국가의 술강사

활동에서 국가의 지역 술기 단체와의 트 십은 거의 모든 사례

에서 우선 으로 보여 지는 특징이었다.지역사회와의 트 십의 요

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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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트 십을 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존 하

고 지역문화기 의 차별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지역센터의 앙과의

연계 역할을 모두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문화 술교육정책의 시발

이 되었던 문화교육운동은 입시교육 심의 공교육의 체제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시작된 것이고,아울러 지역의 자생 문화 술 커뮤니티

들의 활성화를 기획한 것이었다.그런 에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바

꾸고,지역문화 술 인력들이 지역기반으로 정착하고,나아가 창의

술교육을 통해 문화 술자원의 국가 경쟁력을 높 던 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술교육 정책의 비 을 교훈 삼아 문화 술교육 정책의 패러다

임을 더 높은 수 으로 설정해야 한다.문화 술교육사 법령 실시에 따

라 지역에서 자생 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 술교육기 의 교육 로그

램이나 술강사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재 운

되고 있는 지역 역지원센터는 본질 인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하는 지역의 여건에

합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진흥원 지역센터는 문화

술교육 련 인 ·물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력망 구축을 한 시

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지역문화 술교육의 정책 견인 역할을 해

야 하는 지원센터는 어떤 ‘채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이 에 보다 본

질 으로 지역문화 술교육 진흥의 의무와 함께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그래서 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정책이나 문화재단과 같은

기 들의 문화 술교육에 한 정책 의지와 인식의 수 ,재정상황 등

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앙정책의 달체계의 기

능(임재춘,2011)도 함께 수행하는 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통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술장르가 포함될 것을 제안하 다.

문화 술교육사 술 장르의 분류체계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통문화

와 문화 반의 술 장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세분화 하며 분류체

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문화 술교육사가 앞으로 정

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 술 반의 분야의 다양한 장르의 술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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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학교와 사회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 인 분야와

장르를 보다 세분화시켜서 명시하고, 통 술교육으로서 국악뿐만 아니

라 농악,탈춤,사물놀이,한국화,서 , 각 등을 포함한 반의 통문

화교육까지도 포함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소홀할 수 있는 통 술교

육에 한 강조를 통해 통과 문화에 한 이해를 넓히고 자 심을 고

취할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건축가,미디어 아티스트,미술감독,공

연기획자,코디네이터,분장사,만화스토리 작가,행 술가, 음악가,

다양한 문화재 문화유산 련,큐 이터,컬리그래퍼, 고기획자,카메

라맨,무 디자이 ,미술치료사,소설가,시인 등 문인 등 문화 술의

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문인들의 교육 활동이 문화 술교육사제도

의 분야의 구분을 통해 경직되지 않고 다양하게 권장되도록 해야 한다.연

구자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통해서

행 10개의 분야로 되어있는 체계를 일본의 분류체계에서 볼 수 있는 ‘

분류’와 ‘소분류’로 나 어 비슷한 분야끼리 분류에 속하게 함으로써

련성이 높은 분야의 장르 간 통합 교육까지도 장려할 수 있다.

넷째,문화 술교육사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고,직업 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교사와 문화 술교육사의 역할 혼동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문화 술교육사의 역할을 구분하

여 트 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문화 술교육사는 술 문

가로서 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

문 술가로서의 술 작업 활동에 문화 술교육사로서의 교육활동이

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문화 술교육사 제도를 통한 안정

인 교육활동의 보장은 단순히 신분 보장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넘어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에 한 물음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어

반 게이트웨이에서는 술강사의 이 인 정체성에 한 논의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에서 정체성에 한 내용을 본격 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로서 좋은 본

보기를 삼을 수 있었다.미국과 랑스,캐나다의 사례에서 술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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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에 따른 트 십을 강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문화 술교육사의 질 리의 계속 인 노력을 제안하 다.이를

해서 경험 있는 문화 술교육사를 통한 멘토링 교육,워크샵 등의 장

과 연계된 지속 인 문화 술교육사의 문성 개발 연수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링컨센터교육원을 비롯한 어반 게이트웨이와 필라델피아 술

학 술강사 자격증 로그램 등에서는 술가들이 술분야의 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술 작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나 작업 샘

을 기 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인터뷰,수업시연교육경험 등을 통하여

교육과 술 분야의 자질을 심사하 다.특히 랑스에서는 포트폴리오뿐

만 아니라 시회나 간행물 등 보다 구체 으로 술가의 문성을 통해

서 술강사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서

술가의 작업이 어떻게 발 할 수 있는가에 한 내용도 요하게 다루

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외의 사례에서는 술강사의 자격조건으로 문성

이 매우 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문화 술교육사의 심화 연수는 질 리

라는 과 그들 간의 상호 교류라는 두 가지 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이들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한 교육을 조화시키고,미국 NYFA의 술강사 정보원의 사례와 랑

스의 국립자원체(PNR)의 사례에서 보듯,같은 지역의 술강사를 한

온라인 정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인 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성 개발 소통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가

능성과 기회의 채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의 술강사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문화 술교육사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 다.국내보다 앞서 술강사 견을 시

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제도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이고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진단해 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문

화 술교육사 시행과 더불어 살펴본 본 연구의 국외 사례를 통한 고찰

뿐 아니라 다양한 후속 연구가 계속 으로 이어져서 궁극 으로 국내의

문화 술교육이 진일보하고 문화 술이 융성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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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PolicyfortheArts

andCultureEducationinstructor

KihyunNam

Interdisciplinaryprogram inart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overseas teaching artist cases of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France, Canada and Finland 

to find a direction for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System 

in Korea which is being conducted since 2013.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is the professional manpower who involves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cluding art in-

structors who are performing educational activities in places as 

schools, and also means the national certificate entitled by law to 

perform design, progress, analysis, evaluation and business on art 

and cultural education. Though there is distance between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as a national certificate and overseas 

teaching artist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appropriate direction 

of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System by looking into 

various overseas cases where the artists and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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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with educational activity though partnership. 

This article suggests few implications through overseas cases. 

First,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can embody the art in-

tegrated education. Second,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can support individual local community center and its art educa-

tional programs. Third,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role 

and its iden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th, the classi-

fication of art genre should be reconsidered so as to reinforces 

traditional-cultural art and embraces diverse artistic pro-

fessionalism on art and cultural area. Finally, quality management 

program for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should be con-

ducted constantly.

keywords:Arts&CultureEducationInstructor,TeachingArtist,ForeignTeaching

ArtistCases,ArtintegratedEducation.

StudentNumber:201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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