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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술과(科) 교수-학습’에서, ‘해당 미술 활동들이 학생

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

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를 위한 미술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접근으로서 미국의 교육

철학자 맥신 그린(Maxine Greene, 1917∼2014)의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린은 교육에서 ‘예술’이 지니는 중

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였고, 예술을 매개로한 교육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

떻게 가능한가를 연구 및 실천하는 데 일생을 헌신해 왔다. ‘미적체험 

예술교육’이라고도 잘 알려진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한 

학습의 과정과 경험들이 어떻게 ‘교육’으로 전환되며 학습자 개개인에

게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미적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조

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술교육의 원리와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미술과 교육이 미술적 지식의 습득이나 기량 중심 교육을 넘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 방법적 원리, 조건들에 관한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Ⅰ장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교육철학자 맥신 그

린의 생애를 검토하였다. 그녀가 교육철학자로서 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예술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는지를 그녀 삶의 맥락 속에서 이

해하기 위함이다. 열정적인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자신의 철학

을 실천해왔던 그린의 생애 전반, 그리고 그녀가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심미적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왔는지 살펴보

고 그를 바탕으로 한 그린의 교육적 신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장 1절에서는 심미적 교육에 대한 본격적 이해에 앞서 그것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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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배경을 조명하였다.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어떠한 교육

적 현실 속에서 구체화 되었는지, 그린이 지니고 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

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이어 Ⅲ장 2절에는 심미적 교육의 여러 내용 중

에서도 ‘예술’, ‘의식적 참여’, ‘깨어있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미적 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Ⅲ장 3절

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링컨센터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 서울 

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를 간략히 살폈다. 

Ⅳ장의 경우 미술과 교육 내 교수-학습 활동의 맥락에서 심미적 교육

을 해석해보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Ⅳ장 1절에서는 심미적 교육의 

관점을 빌렸을 때 미술과 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지

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큰 틀을 설정하였다. 교육

의 방향성과 목표, 학습 제재에 맞추어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에 의거, Ⅳ

장 2절에서는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의 형태로 그를 구체화 시켰다. 

‘풍경화’라는 학습 제재를 선정, 각 세부 학습 제재에 따라 4차시 분량

의 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미술과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 심미적 교육이라는 ‘한 가지 관점’을 적용

하여 미술과 교수-학습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시도에 더 가깝다. 

Ⅴ장에서는 심미적 교육의 관점에서 지금의 미술과 교육은 어떠한 가

능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

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한 성찰의 결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그린의 심미적 교육론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깨어있음’이라는 교육

적 지향을 위해 조화로운 것들에 맞서게 하거나, 불완전성을 추구하는 방

식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학생 및 교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배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미적 교육에

서 교사는 그러한 불완전성의 추구를 통해 배울 줄 알고, 그로써 자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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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및 내적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교수-학습 과정

의 상당 부분들이 교사 개개인의 감수성이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표준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

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교사 스

스로에게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교수-학습과 관련된 더 많은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

게 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미술교육의 기

능과 효용에 주로 주목해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 환기를 제공한다. 오히

려 그것은 미술을 매개로 개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고, 그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실존적 접근’을 통해 그것이 지닌 가능성과 가

치를 증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미술교육에 있어서 주

목하지 않았던 것들, 만약(as if)의 세계이자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다.

주요어: 맥신 그린, 미적체험, 심미적 교육, 의식적 참여, 미술과 

교수-학습, 미술교육

학  번: 2014-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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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해당 미술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부터 출발하여, 그를 위한 미술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탐색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접근으로서 미국의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

(Maxine Greene, 1917∼2014)의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1)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린은 교육에서 ‘예술’이 지니는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였고, 예술을 매개로한 교육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연구 및 실천하는 데 일생을 헌신해 왔다. ‘미적체험 예술교육’이라고

도 잘 알려진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한 학습의 과정과 경

험들이 어떻게 ‘교육’으로 전환되며 학습자 개개인에게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미적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여줌으로

써 예술교육의 원리와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특히 연구자가 맥신 그린의 예술교육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예

술이라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도 예술(작품 혹은 작품제

작)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종착점에는 민주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

는 개개인의 ‘깨어있음’과 ‘변화’에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던 것

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술’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계를 

1)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또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은 미술교육에서 ‘미적 교육’
또는 ‘미학 교육’이라 불리는 ‘aesthetic education’의 여러 방식 중 한 관점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기존 미학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온 aesthetic education
을 ‘미적 교육’으로, 맥신 그린의 교육사상에 근간한 aesthetic education을 ‘심미
적 교육’이라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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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어 준다. 이는 교육에서 예술을 도구적이고 수단적으로 바

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접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삶에 필요한 ‘방향성’과 ‘가

치’를 지향하게 하는 예술교육의 한 가지 접근방식으로서 연구자에게 설

득력 있게 다가왔다. 

또한 맥신 그린은 30년 가까이 ‘링컨센터 예술교육원(Lincoln Center 

Education, 이하 LCE)’의 상주철학자로 있으면서 해당 기관의 예술교육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LCE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우수성에 관한 주목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연구자에게는 ‘상주 철

학자’라는 개념이 보다 주목을 끌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직위 개념

의 존재와 그것의 오랜 존속이 매우 특별하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졌던 까

닭이다. 이는 특정 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 그 바탕을 이루는 교육철학, 

즉 교육의 ‘방향성’의 존재 여부가 해당 교육의 성취와 긴밀한 상관관

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듯 했다.

미술과 교육의 현장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느끼는 상심(傷心) 또한 이러

한 ‘방향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모든 미술과 교육 현장의 문제라고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가 접한 미술과 교수-학습 현장에서

는 주로 표현활동(작품 제작활동) 및 감상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개별 학습 목표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작품을 제작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

다. 중등 미술과 교육의 경우, 3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여건

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며 충분한 탐색의 시간

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작품을 매개로 대화나 소통의 시간

을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수업은, 아이들로 하여금 



- 3 -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물을 통한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그럼으로써 의도치 않게 작품 제작 중심

의 수업이 되기도 하는 것)이 되기 쉽다(서정은, 김형숙, 2015: 71-72). 완

성된 작품을 함께 보며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그 

차이에 대한 가치를 나누며 소통하는 것, 혹은 제작 과정에서 학생이 느

낀 점이나 어려웠던 점, 감정의 변화나 어떤 깨달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이에 관하여 평가 하는 것은 미술과 교육에서 교수자

와 학습자 모두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미술과 교육 현장의 풍경들을 마주하면서 연구자는 계속적으로 어떤 ‘방

향성’의 고민에 대한 부재를 감지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개별 

지평에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미술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지 한번쯤 되

묻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술과 교육 현장에 ‘기준’을 제공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경우 미술과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접근을 취하고 있을까? 최근 새롭게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미술 교과의 ‘성격’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

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교육

부, 2015: 3).

이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서두에 제시되는 ‘성격’항의 첫 번째 구절

로, 미술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함께 해당 교과 교육의 필요성과 역

할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미술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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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문화의 기록이자 반영’이라는 부분을 

통해 미술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술이 

‘개인적 표현’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라는 보다 큰 맥락으로 확장·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위 기술된 미술과의 성

격 항은 제 7차 교육과정 이래로 커다란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어 오면

서 해당 교과 교육의 큰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실제 미술 수업, 즉 교수-학습(현장)의 

맥락으로 가면 그 방향성과 목표가 개별 단위의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사라져버린다는 측면에 있다.2) 물론 특정 교육철학이나 방향성에 

반드시 근간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 스스로 수업 중 활동들을 통해 의미 있는 지식과 학습을 

구성해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연구자가 문제시하는 지점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 또한 미술 수업에서 반드

시 교육철학과 방향성이 전제되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미술과 교육’이라는 것이 미

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업이 아닌, ‘학교’라는 기관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술 수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술적 지식이나 기량’을 습득

하게 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위한 미술교육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바른 인성과 문

화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교육부, 2015: 3)”이라는 것이 진정 

미술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재고(再考)해 보는 것을 포함

하여, 한번 쯤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색해보는 성찰의 시

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의 미술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2) 상기 성격 항에서 ‘느낌과 생각의 시각적 표현’과 관련한 부분은 비교적 잘 연결
되어 있는 편이지만 ‘타인과의 소통’, ‘자신과 세계의 이해’와 같은 가치적인 측면
에 관한 부분은, 그 표현이 추상적인만큼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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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고민의 산물로써 미술과 교수-학습

에 관한 어느 정도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을지 모르나, 그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경험토록 할 것인가 하는 교육적 원리, 교육적 조건들

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3) 

이에 연구자는 미술과 교육에서 작품 결과물 뿐 아니라 활동의 ‘과

정’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배움이자 학습으로 다가가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육적 

‘원리’와 ‘방법’에 관한 문제(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해당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이를 가능케 하는 교

육적 ‘조건’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를 탐색하기 위한 여

러 접근들 중 한 가지로써 본 연구에서는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

라는 예술교육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LCE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효과성과 함께 국내 예술가 교사

(Teaching Artist, 예술 강사) 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많은 조명을 

받아왔지만, 학교 교육, 특히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주

목한 경우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이론에서 맥신 그린이 예술을 어

떤 방식으로 교육에 끌어오고 있는지, 예술이 지닌 어떠한 특징과 가치가 

‘교육’을 가능케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

은 무엇인지, 그린이 예술이라는 것에 주목한 맥락과 함께 그것을 살펴 

해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해당 이론은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미술과 교수-학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

를 시사하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단순히 맥신 그린의 이론에 어떤 우위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앞서 밝힌다. 그보다는 ‘어떠한 생각과 고민의 차이가 

3) 새롭게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기별로 학습
해야 할 미술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무엇을’ 배
워야 하는가라는 접근 범위 안에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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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른 양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시각에서 그의 이론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가 그간 간과하고 있었던 예술(특히 미술)의 다른 측

면들, 또 다른 가능성과 가치는 무엇인지 재고하고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본 연구가 역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

라서 ‘교육’,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에 일평생을 헌신해 온 한 학자

의 삶, 그로부터 태동한 그의 이론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

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반추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를 연구 문제로 삼는다.

첫째, 심미적 교육에 대한 탐색에 앞서 맥신 그린이라는 학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예술에 그

의 삶을 헌신해왔는가?

 2) 교육에 대한 맥신 그린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 예술교육 이론의 한 관점으로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어떠

한 특징을 갖는가?

 1) 심미적 교육의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맥신 그린의 문제의식은 무엇

이었는가?

 2) 심미적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무엇이며, 해당 개념의 

특징들은 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가?

 3) 심미적 교육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셋째,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1) 심미적 교육의 관점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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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미적 교육의 관점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에 어떠한 방법적 원

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심미적 교육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발견토록 해 주는가?

2.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고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법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

존의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방법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

는 연구 주제가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탐구 영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첫째, 심미적 교육의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맥신 그린의 생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진 그녀의 생애에 관한 내용, 그린 자신의 자전적 회고가 담긴 저술들

과 인터뷰 및 기사 자료 등의 수집과정을 거쳐 그가 살아온 일생에 대한 

흐름과 주요 사건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교

육’과 ‘예술’을 접해 왔으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형성해 왔는

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둘째, 심미적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위하여 맥신 그린의 대표 

저술작 중 두 편을 선정하였다. 그린은 생전에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 

여섯 권을 내놓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교육의 중심에 위

치시킴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피력한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1995), 그

리고 해당 교육 이론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

는 실천적 기록물이자 강의록인『Variations on a Blue Guitar』(2001)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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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텍스트를 통해 예술교육의 

한 관점으로서 맥신 그린의‘심미적 교육’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

며, 어떠한 개념들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것

의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다른 학자들이 쓴 관련 논문 다수, 맥신 그린의 

이론을 다룬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셋째, 심미적 교육의 핵심 개념 분석 결과를 미술과 교수-학습의 맥락

에서 해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심미적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

을 구조화하고, 해당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해당 개

념들이 중등 미술과 교육의 맥락으로 옮겨왔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지, 그 방향성과 방법적 원리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모형의 형태

로 풀어내었다. 

넷째,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이 실제로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

였다.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은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

간된 최신 교과서 5종4) 및 교사 지도안을 자료로서 수집, 표현 영역 중 

‘풍경화’라는 학습 제재가 다뤄지는 단원별 교수-학습 활동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이 지닌 구체적인 

한계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이 개발되었다. 또한 교수-학습 지도안은 앞서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걸쳐 심미적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원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내용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교육 적용 시기는 2018년도로, 해당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현재 출간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출간되어 사용 중인 최신 중

등 미술교과서가 2009 개정 교과서에 해당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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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술과 교육이 ‘미술적 지식의 습득이나 기량 중심 교육’

을 넘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방법적 원리 및 조건들에 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를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에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 연구 문제(첫째, 심미적 교육에 대한 탐

색에 앞서 맥신 그린이라는 학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 

예술교육 이론의 한 관점으로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어떠한 특징

을 갖는가? 셋째,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의 맥

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Ⅰ장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교육철학자 맥신 그

린의 생애를 검토하였다. 그녀가 교육철학자로서 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예술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는지를 그녀 삶의 맥락 속에서 이

해하고자 하였다. 열정적인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해왔던 그린의 생애 전반, 그리고 그녀가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심미적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왔는지 살펴보

고 그를 바탕으로 한 그린의 교육적 신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장 1절에서는 심미적 교육에 대한 본격적 이해에 앞서 그것이 탄생

하게 된 배경을 조명하였다. 맥신 그린은 어떠한 교육적 현실 속에서 그

녀의 교육 사상을‘심미적 교육’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했는지, 그린이 

지니고 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이어 Ⅲ장 2절에

는 심미적 교육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예술’, ‘의식적 참여’, ‘깨어

있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미적 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Ⅲ장 3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LCE

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 서울 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를 간략하

게 살폈다. 

Ⅳ장의 경우 미술과 교육 내 교수-학습 활동의 맥락에서, 심미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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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해보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Ⅳ장 1절에서는 심미적 교육의 

관점을 빌렸을 때 미술과 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지

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큰 틀을 설정하였다. 교육

의 방향성과 목표, 학습 제재에 맞추어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에 의거, Ⅳ

장 2절에서는 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의 형태로 그를 구체화 시켰다. 

‘풍경화’라는 학습 제재를 선정, 각 세부 학습 제재에 따라 4차시 분량

의 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미술과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 심미적 교육이라는 한 가지 관점을 적용

하여 미술과 교수-학습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시도에 더 가깝다. 

Ⅴ장에서는 심미적 교육의 관점에서 지금의 미술과 교육은 어떠한 가

능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

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한 성찰의 결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4. 연구의 중요성   

미술교육, 예술교육을 포함한 현대 교육학계에서 맥신 그린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국내에서 맥신 그린 및 그의 심미적 교육을 다루는 연구물

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심미적 교육’, 혹은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원어로써 “Aesthetic 

education(미적 교육, 미학 교육 등)”을 다루는 연구물은 국내에 많지 않

은 편이다. 이 같은 연구물들은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미적체험(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미술 교과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이 등장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넓은 맥락에서 ‘미적체험’이 지니는 중요

성과 가치를 역설하는 연구물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강현경, 

2015; 고미숙, 2006; 김수현, 2002; 김지혜, 2010; 김진엽, 2001; 이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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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경지, 2008; 홍기태, 2008, 2010). 

이는 미술교육의 영역에서 ‘미적체험’, ‘체험’이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미적체험

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넘어 그것의 교육적 가치

를 논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김수현, 2002; 김진엽, 2001; 김지혜, 

2010). 그러나 그것을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하

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은 후속 과제로써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 상의 

구분에 따라 ‘미적체험’을 미술과 교육에서 다뤄야 할 ‘교육 내용’의 

측면으로 보고, 그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

았다(강현경, 2015; 김지혜, 2010). 

 한편, 맥신 그린이라는 교육철학자, 혹은 그녀의 교육 이론을 다루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10건 내외인데 그중 다수는 LCE의 사례

에 주목, 각 예술교육 분야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강수연, 2012; 권소정, 2012; 김병주, 2011; 김형숙, 2012; 김수진, 

2013; 김수진, 류재만, 2013; 노현정, 2014; 윤서진, 2012; 이가원, 2005; 이

승민, 2011; 하수연, 2012). 구체적으로는 LCE의 예술교육 방법론이 지닌 

의미와 국내 도입 가능성의 제시, 해당 교육의 원리를 활용 및 변용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권소정, 2012; 윤서진, 

2012; 이가원, 2005; 이승민, 2011), 교사의 미적 안목 지원을 위한 교사 연

수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도되기도 하였다(임부연, 유혜령, 류미향, 2012). 

LCE의 심미적 교육을 활용해서 교과통합수업 모델을 제시하거나(강수연, 

2012) LCE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서울문화재단의 전문예술교육가 양성과정

에 관한 연구(김병주, 2011) 또한 앞의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의 예라 할 

수 있다.

다수 논문에서 다루어진 맥신 그린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는 LCE에

서 그린이 진행했던 강의록 『블루기타 변주곡 Variations on 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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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2001)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의 교육 사상을 다루고 있었다. 때

문에 이들 연구는 그린의 철학과 교육사상 자체보다는 그것이 구현되는 

양태나 그 교육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국내 예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체계 형성 및 보

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기도 하였다.

미술교육 분야의 연구물로 초점을 옮겨보면, 마찬가지로‘LCE의 사례

와 프로그램(방법론)’에 무게를 두고 한국 교육현장에서 그것의 적용을 

고민하거나,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주목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었다(김수진, 2013; 김수진, 류재만, 2013; 김지혜, 2010; 김형숙, 2012). 맥

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다루는 몇몇 논문들의 경우

(김수진, 2013; 김형숙, 2012) LCE의 예술교육 방법론 및 운영 원리 등에 

무게를 두면서 ‘미적체험’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물들에서 교육철학자로서의 맥신 그린의 

철학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정도였으며, 예술 강사(TA) 교육

이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시각예술 분야(학교교육 내 미술과 교육을 포

함한)에서 그것이 논의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맥신 그린이라는 교육철학자의 삶을 함께 조명함으로

써 그가 지닌 교육적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에 주목

한다. 예술과 교육에 대한 맥신 그린의 인식 및 태도를 살피는 것은, LCE 

교육프로그램의 사례적 접근과 같이 교육의 가시적 측면에서 간과되거나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

은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둘째로, 본고는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미술

과 교육의 맥락으로 가져와 해석하고자 한다.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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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결과 음악, 연극, 무용 분야 이외에 시각예술(미술) 분야에서 그린의 철

학이나 LCE의 사례를 다루는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밖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

교 미술과 교육에 중심을 두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그린의 

이론을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적체험을 ‘교육 내용’의 한 측면으로 바라

보는 기존 접근과 달리, ‘교육적 원리 및 방법’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 한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편의상 ‘미적체험’이라는 영역을 ‘표

현’ 및 ‘감상’과 비등한 종류의 활동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러

한 구분은 ‘미적체험’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새로운 경험이나 동기유

발의 한 측면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홍기태, 2010).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미술교육의 표현활동, 감상활동, 체험활동이 별

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인되어, ‘세 활동의 상호 유기

적인 학습 경험’이라는 본래의 교육적 취지(교육과학기술부, 2007: 198)와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적체험’을 미술 교과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미술

교육 전체의 방향성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적 원리’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미적체험을 교육적 원리로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심미적 교육)을 가져와 그를 가능케 하는 교육적 

조건들을 살피고, 미술과 교수-학습활동에서 체험, 표현, 감상 활동들의 

연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미술과 교육의 현상들을 

성찰적으로 살펴,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미술교육의 

커다란 방향성을 좌우하는 철학적 바탕과 이론적 토대에 보다 정밀한 접

근과 보완이 필요함을 환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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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맥신 그린의 생애와 교육사상

 1.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   

가. 열정적 지식인으로서의 삶

“맥신 그린을 떠나보냄으로써 우리는(Teachers College)는 훌륭한 

철학가이자 교육적 동반자를 잃게 되었다. ”

-2014년 맥신 그린의 추모사에서, Susan Fuhrman- 

미국 교육학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를 지켜왔던 맥신 그린(Maxine 

Greene, 1917∼2014)은 아흔을 넘겨서까지 강의를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다. 그녀는 컬럼비아 대학교 티쳐스 칼리지(Teachers 

College of Columbia University, 이하 TC)에서 5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

치며 해당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면서

도 풍부한 문학적 레퍼런스를 곁들인 교육적 저술들, 자신의 경험에 바탕

한 생생한 이야기와 모험으로 깃든 강의를 지속해온 그녀를 일컬어 시대

의 학자이자, 대중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파이너(William F. Pinar, 1947∼ )는 당시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해박한 지식과 감수성을 지닌 ‘지성계의 여왕’으로서 추앙받던 수전 손

택(Susan Sontag, 1933〜2004)에 빗대어 맥신 그린을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그린은 교육 분야-우리 삶 속에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비중을 하지

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 파편화 되어가는 교육-에 있

어서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린은 교육철학자로서 학술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 특유의 ‘에세이’형식의 글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저술가(문인)로도 역할 해왔다. 수전 손택과 마찬가지

로 그린은 20세기 서구 사회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끼쳐

왔다. 특히 파이너는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예술적 감수성(미적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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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발달한 점을 꼽으며, 그 감각이 예술분야에 있어 많은 공헌을 세

웠음을 강조한다(Piner, 1998: 4). 

1917년 12월, 의류 부품 제작 공장을 소유한 Lily Greenfield 와 Max 

Meyer사이에서 태어난 맥신 그린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Totten, 2007: 311). 그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아

버지가 공장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유인 즉슨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노조원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적인 행동방

식 및 태도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학시절, 그린으로 하여금 

‘진보주의자들(노동자의 권리, 혹은 지배자나 경영자로부터 억압받는 이

들에 관하여 맥신 그린과 생각을 공유했던, 그리고 그를 더욱 확실시 해

주었던 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Totten, 2007: 

311).

그린은 이처럼 자신이 행동하고 발언하는 이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10대 후반(1930년대 후반)에 겪었던 유럽에서의 사건들

의 영향이 컸다고 회고하였다(Greene, 1998: 9). 그린은 당시 스페인, 프랑

스 등을 돌며 당시 유럽의 불안한 사회적 상황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

다. 독일의 나치즘을 기점으로 한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 그는 스페인 내 

쿠데타 및 스페인 내전 등, 당시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장면들을 무수히 

목격하였다. 이렇게 유럽에서 그린이 마주했던 사회문제들, 그리고 그와 

연루된 인물들과의 교류 경험 등은 그린 자신을 반(反) 파시스트적 성향의 

인물로 만들었으며,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글을 쓰고 발언하도록 만들었

다고 한다(Greene, 1998: 10-12).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어려워진 생계유지를 위해 전전하기를 몇 

년, 그린이 다시 ‘학교’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재혼(1947)을 한 

이후였다. 남편(Orville N. Greene)의 제안으로 그린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

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딸(Linda)과 갓난쟁이 아들(Tim)을 기르면

서도 틈틈이 역사나 교육철학 수업을 들으며 뉴욕대학교(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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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이하 NYU)에서 공부하였다. 그린 스스로도 인생에서 가장 힘

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되던 이 시기에 그는 한 손에는 두꺼운 18세기 철학

책을 들고 한 손으로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학문과 현실적 삶 속에

서 고군분투 하였다(Totten, 2007: 313-314). 그린 자신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을지나,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린은 철학자로서의 삶을 걷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NYU에서 그린은 George Axtelle, Theodore Bramweld, 

그리고 Adolphe Meyer과 같은 저명한 교수들과 함께 공부했는데, 그 전까

지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로 빼곡했던 그린의 머리 속에 존 듀이(Dewey, 

J.)라는 인물이 새롭게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알베르트 카뮈의 『시지프 

신화-부조리에 관한 시론 The Myth of Sisyphus』(1942), 『반항하는 인간 

The Rebel』(1951)을 접함으로써 그린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

나게 되었다고 말한다(Greene, 1998: 11). 공부에 대한 그린의 열정은 당시 

교수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Axtelle 교수의 제안으로 석사학위 취득(1949)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며 교육철학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게 되었다(Totten, 

2007: 313).

교육이라는 학문 분야에 입문하면서, 그린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린이 교육계에서 온전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뒤따랐다. 첫째로, 유럽의 철학, 예술, 

문학 등의 레퍼런스가 풍부하게 담긴 그녀의 글은 그가 속한 학계에서 

‘지나치게 문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난해하고 비철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Totten, 2007: 314). 또 다른 문제는 학문에 대한 그녀의 

접근방식이, 당대 주류를 이뤄왔던 분석주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다(그린의 학문 경향은 실존주의적 성향에 보다 가까웠다). 무엇보다

도 백인 남성들-특히 여성의 역할, 위치, 소속 등에 대하여 가부장적 관점

을 취했던 남성들-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교육철학계에서 그린은 많은 벽

들에 부딪혀야 했다. 

그러나 꾸준한 그의 노력과 헌신 끝에 교육계 내에서의 공헌을 인정받

고, 그린은 비로소 학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당당히 자신의 교육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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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65년 TC의 유일한 여성 교수로 재

직하였으며,5) 교육철학회(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의 의장

(1966-1967), 미국 중부 교육철학회(Middle Atlantic States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1965-1967), 존듀이 학회(the John Dewey Society)(1970)

의 학회장 직에 올랐다. 또한 미국 교육학회(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에서 여성 최초로 학회장 직에 오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미국 교육학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매김 하게 되

었다(Ohles, F., Ohles, S. M., Ramsay, 1997: 141-142).

Totten(2007: 315-317)에 따르면 학자로서 그린은 ‘철학하는 일(doing 

philosophy)’에 전념해 왔으며, 또 그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 왔다. 

단지 교육철학을 공부하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

서 말이다. 그린은 철학에 대하여 ‘동사(verb)’적 입장 즉 ‘마음챙김

(mindfulness)’6)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를 실천해왔다고 한

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의식적이고 비판적

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스스로 생각

하도록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린은 ‘교육에 관하여 철학

하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촉구하

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신념을 위해 글로써, 강의로써, 

연설로써 대화를 지속해 왔다. 

아흔이 넘어서까지도 강단에 올라 강의를 지속하기란, 이러한 교육자로

서의 신념 및 열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연구자는 예술, 심미적 교육, 문학, 사회사상, 철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한 연구와 글쓰기를 계속해왔던 그린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이해

5) Totten(2007: 314)에 따르면 당시 맥신 그린의 교수 임용과 관련, 성차별주의자들
의 저항이 거셌다고 한다. 교육학과 내에서 그간 여성을 임용한 일이 없다는 이
유로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탓에 그린은 컬럼비아 대학(TC)에서 강의를 시
작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교육철학 분야에서 정식으로 임용되었다고 한다.

6) 마음챙김이란, 깨어있는 마음, 즉 현재 순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
는 그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려하고, 탐색하려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Totten,
2007: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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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링컨센터 예술교육원(LCE)

의 상주 철학자로서 1976년부터 해당 예술기관에 교육적 기틀을 제공하기

도 하였다. 이는 그린 자신의 연구 업적과 교육철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LCE에

서의 예술가들과의 교류 경험은 이후 그린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Greene, 1998: 11). 이와 같은 

그린의 행보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 및 후배 학자 뿐 아니라, 지식인

들, 대중들에게까지 여전히 커다란 귀감이 되어 오고 있다. 

나. 민주주의와 교육

맥신 그린은 예술, 미적체험, 상상력 뿐 아니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와 민주주의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진보주의 사상가인 존 듀이(Dewey, 

J., 1959∼1952)의 지적 계승자로 언급되기도 한다. 

나에게 교육이란, 개개인들로 하여금, 경험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

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나가고, 그와 관계 맺으며, 그를 통해 자신들이 배

운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Greene, 1980: 

1).

그린은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보다 강력한 민주

주의 사회(공동체)로 변환(transform)시키는 하나의 핵심적 방법이라 생각

했기 때문에, 민주적 공동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지속

해왔다. 듀이와 마찬가지로 그린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있어, ‘좋은 교육’에 대한 상(像)을 결코 떼 놓을 수 없다고 보았다. 

‘좋은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은 ‘좋은 사회’를 무엇

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그 사회의 비전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긴밀히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7)을 중요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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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던 그린에게 ‘좋은 사회’란,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를 유지

시켜가는 것이자 그를 위한 노력과 전통에 기반하는 것이었다(Goodman & 

Teel, 1998: 60-61)..

Goodman과 Teel(1998: 60)에 따르면, 그린은 이와 같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필요요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첫째, 문화를 창

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룩한 공동체가 무엇이든 그에 대하여) 항상 새롭

고 비판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 둘째, 우리가 지닌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 그 이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 셋째, 민주적 

문화의 비전 중심에는 다원주의의 가치와 화합의 가치가 자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이상적인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적이

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며 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처럼 그린은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속해

서 유념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심미적 교육을 통해 그린이 추구하는 교

육의 목적 또한 ‘깨어있음(wide-awakeness)’의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 그를 위한 교육의 조건들(‘의식적 참여(conscious engagement)’, ‘상

상력(imagination)’, ‘실천(praxis)’) 역시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요건과 밀

접한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린은 정부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했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애썼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일상적 영역(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실천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린에게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이나 

일을 통해서든,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든, 유희와 오락을 통해서든, 그리고 

7)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을 지님으로써, 역사를 통해 수많은 단계를 거쳐 변화해온
문화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전통의 일부가 된다(Greene, 2011: 27).” 라는 구절을
통해,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온 역사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써의 인간, 동시
에 많은 변화와 단계를 거듭함으로써 또 다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써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린의 입장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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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 어디에나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ibid., 

60-61). 따라서 맥신 그린에게 교육이란 이러한 민주주의를 우리의 삶 속에 

스밀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매개로서, 삶과 가치에 대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린이 생각하는 교육은 이처럼 민주적 공동체 문화로의 ‘변화’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린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교육의 중심으로 가

져온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그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

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특히 

그린은 예술이 지닌 다양성, 개방적 특성 등에 대하여 “여백(margin)”, 

“빈 공간(open space)”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Greene, 1995: 68).

 나의 관심사는 그러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이 형성되는 것, 그 속에서 개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에 

기초하여 표현하고, 행동하며, 그를 위해 무엇을 구체화해야 하는지를 탐

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중략) 우리는 모호함으로 가득찬 현실 

속 많은 것들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막다른 곳에서도 언제

나 열린 가능성을 좇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그것을 응시하는 데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에 맞서도록 만든다. 이

러한 참여적 태도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줄 것이다(ibid., 68).

Goodman과 Teel에 따르면 위에서 그린이 말하는 ‘공간’은 우리의 

일상 속에 민주주의를 불러들이도록 하는 ‘여백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것을 규정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

약(as if)’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되지 않은 것들, 고려되지 않은 것

들에 대한 열린 마음이기도 하다(1998: 62).

이러한 측면에서 그린은 학생들이 고무될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Willens, 

2014). 이는 창의적인 생각, 왕성한 상상력이 단지 개인적 배움과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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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번영’과도 직결된다는 그린의 뿌리 

깊은 믿음에 바탕하고 있을 것이다.   

다. 학문적 동반자, 예술

맥신 그린이 교육의 중심에 예술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예술을 단지 

교육의 내용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이 지닌 특성(기존의 틀

을 벗어나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제공하는 특성)을 교육

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법적 패러다임’으로써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맥신 그린에게 예술

은 항상 어떤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Greene, 1998: 9). 

이후 그는 항상 예술 주변에 머무르며, 그것과 삶을 함께 해 왔는데, 일례

로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 교육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educational salon’을 개최, 예술적 체험의 장(공간)을 열어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학문적 영감을 얻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또한 그녀의 많은 저술들에서, 문학 작품 및 다른 종류의 예술 작품(무

용, 연극, 회화, 조각 등)들이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린의 글쓰기 스타일은 학계에서 ‘비철학적’이라는 이유

로 비판받거나 무시되기도 했으며 혹자는 그린의 문체를 두고, 그녀 스스

로의 박식함을 과시하려는 측면으로 여기기도 했다(Totten, 2007: 317). 그

러나 그린이 문학과 예술 등을 적극적으로 글 속에 끌어오는 것 그리고 그

러한 비유, 은유, 예술적 개념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예술’

이 지닌 언어들이 다양한 삶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적합한 언어인지

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Goodman & Teel, 1998: 60). 이미 

예술은 그녀의 삶과 일상의 일부가 되어있으며, 그러한 글쓰기 방식은 그

린 자신이 어떻게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줌으로써(Totten, 2007: 

311), 우리를 또 다시 예술의 세계에 입문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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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철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1955), 그린은 자신의 전

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학(English) 강의를 맡게 된다. 그린(Greene, 

1998: 10-11)에 따르면 이 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넓히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연결고

리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몽클레어 주립 대학(Montclair State 

Teachers college in New Jersey)의 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1956-1957), 그린은 세계문학-일리아드부터 셰익스피어까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회상한다. 이후 그는 뉴욕 대

학으로 돌아와(1957-1962) 문학을 가르치며 동시에 교육이론을 강의했다

(Totten, 2007: 314). 

이 무렵 그린은 비극에 관한 논문을 투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계기

가 되어 그는 1960년, 1962년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에서 대중

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린은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문학, 역사, 교육이론)를 한데 엮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 회고한다(Greene, 1998: 10). 이후 TC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녀

는 문학과 미국교육, 문학과 시각예술 그리고 철학, 현대예술의 형식과 비

평 등 문학의 철학에 관한 강의를 지속하였다. 당시 그는 비평이론을 포

함한 사회철학, 근대 교육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실존주의 철학, 그리

고 미학과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운영하기도 했다. 결국 그린은 이러한 

계기들을 층층이 거쳐 감으로써 ‘미학’이라는 분야에 당도하게 되었는

지도 모른다. 그의 저서 『Landscapes of Learning』(1978)은 그녀가 점차

적으로 예술에 관한 저술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회적 문

제들, 그리고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그의 고찰을 엮어낸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ibid., 10).

그러나 그녀의 학문적 업적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70년

대 링컨센터 예술교육원(당시 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의 설립이었다고 한다. 특히 설립 초기부터 그것은 자신이 계속

해서 연구하고 지향해왔던 교육철학의 구현이자 실현이었다는 점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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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보다 많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링컨센터에서 그

린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교사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음악가, 연극인, 화가, 조각가, 무용가 등)과 교류하며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ibid., 11). 

앞서 말했듯 나의 철학은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작품

이 매개가 되어 우리가 어떤 즉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예술작품 속에 있는 움직임과 동작, 언어, 제스쳐, 음악적 소리, 

페인팅, 조각 등 그것의 구조를 체험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그 작품들

을 보다 더 우리의 ‘경험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에

너지를 그 안에 쏟음으로써, 그것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옴으로써만 가능

하다. 이러한 입장은 명백히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많은 영

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존적이고 현상학적인, 사르트르, 하이

데거, 뒤프렌(Dufrenne)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곳

에서 강의를 하며 많은 교사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역사

와 질문을 공유해왔던 시간들이 나의 철학과 학문적 작업에 있어서는 커

다란 영향력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합적 현실

(multiple realities)’의 문제 해결책,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한 나의 생각

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ibid.,11).

이렇듯 그린에게 ‘예술’은 철학의 실제적 구현이자 철학으로 가는 

매개와도 같은 존재로, 평생의 삶을 함께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린에 따르

면(Inside of the Academy, 2010)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철학이 보다 구

체화되고 살아있게 될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철학서에는 없는) 질문들

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한다. 그린은 소설, 회화, 무용, 음악, 

연극 등과 같은 여러 예술을 접함으로써 보다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

계를 볼 수 있게 됨을 강조한다. 그러한 예술적 경험은 우리 자신이 보아

왔던 관점, 익숙해왔던 일상적 관점이 아닌 그들(예술가)들이 설계한 방식

으로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는 세계

에 대한 나의 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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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ibid.).

 2. 맥신 그린 교육사상의 특징

가. 깨어있음으로서의 교육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 이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의 교육이론 전반

에 깔려있는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그녀의 생애

사를 통해 그가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적 인식론, 실천적 교육철학, 존듀

이 등의 사상 등에 두루 영향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하여 그린이 취하는 태도는 의식과 의미의 상관관계에 

그 바탕을 두는 현상학(phenomenology)적 인식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

는 편이다. 현상학에서는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 또

는 사물, 사태를 ‘현상으로(現像, phenomenon)’, 그 자체로 직관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현상(phenomenon)이란 그리스어 ‘phainomenon’

에서 파생한 말로써,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통

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조용환, 2012: 7-8). 다시 말하면, 

현상학적 인식태도는 일상 생활의 지향작용을 ‘중단’시키고, 세계를 본

질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그린의 ‘철학하기(doing philosophy)’, 그리고 

‘마음 챙김(mindfulness)’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세계를 현상

으로 직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의식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감으로써 ‘깨어있는 것(wide-awakeness)’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옳음과 옳지 않음, 정의와 부정의,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음, 평

등과 불평등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를 더 잘 알기위한 진실된 

노력들을 요한다(Totten, 2007: 316).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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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을 언급한다. 

우리(교육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특정 규범 및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가,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현상들(상업화, 폭력, 불

평등과 빈부의 격차 등)을 어째서 당연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되묻

고, 탐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결핍과 불충분함에 대해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한 다른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과정(교육)을 통해 우리 자

신은 그 결핍들에 대해 보다 민감해질 수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인식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Greene, 1982: 5, 14: Totten, 2007: 317

에서 재인용).

한편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현상학적 환원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혹은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존재이다. 그의 현상학적 환원 개념은 ‘자

유’에 비유되기도 한다. 자유를 ‘의식의 구조’로 본다면 인간의 기본

적인 성격은 이러한 의식적 자유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은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선택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자

기 자신의 가치들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의 과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가 선택한 본질에 의하여 그 자신의 

실존을 추구하므로, 그는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놓여있다. 그린 또

한 자신을 빗대어 항상 여전히‘미완성의 존재(I am... not yet)’로 자신을 

표현하곤 했다(이성환, 2008).

사르트르 뿐 아니라 그린은 카뮈(Albert Camus: 1913∼1980)의 저서를 

통해서도 많은 학문적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카뮈는 인간이나 세계

가 그 자체로서 부조리(不條理)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부조리를 의식하

며 살아가는 ‘인간(부조리 인간(l’homme absurde)’에 주목하였다. 카뮈

의 『시지프 신화 The Myth if Sisyphus』(1942)에 따르면, 의식을 지닌 인

간은 ‘부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세계 해석이 왜곡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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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는 것으로 묘사된다(이서규, 2013: 148-149). 여기서 그를 의식

하는 ‘깨어있는 인간(부조리 인간)’은, 그린이 교육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기도 ‘깨어있음’의 개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교육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기

보다, 대화의 지속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종류의 개념에 더 가

까운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그린에게 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의 깊은, 긴밀한 관계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Goodman & Teel, 1998: 72).” 그러한 의미에서 그린이 생각하는 교육은 

단지 개별 존재를 위한 개인적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와 세계를 공유하

고 있는 인간 존재(인류)를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천으로서의 교육

한편 맥신 그린의 경우 ‘실천’, ‘변화’라는 것을 중요한 이상으로 

삼고 있음을 앞서 확인해온 바 있다. 사회적 변혁을 위한 실천사상을 주

장한 주요 인물로 프레이리(Freire, P., 1921∼1997)를 들 수 있는데, 1947

년 문맹퇴치교육을 통해 발전시킨 그의 교육 이론이 바로 “의식화(Freire, 

P, 2002: 125)” 교육 방법이다. 프레이리의 교육사상은 교육철학의 분야를 

넘어 정치, 종교를 포함하는 전 문화의 영역에까지 파고들며 영향력을 끼

쳐왔다. 프레이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이었다. 여기서 말하

는 인간이란 세계(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행동하며 그 세계를 변

화시켜 나가는 주역자를 의미한다(ibid., 125). 이는 그린이 민주적 공동체

의 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역할과 변화에 주목하는 측면과 연결시켜 생각

해볼 수 있다. 세계를 변혁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롭고 풍부한 삶의 

가능성을 실천해 가는 주체로서 인간 역할을 보고 있는 것이다. 

프레이리의 경우 ‘의식화’라는 개념을 통해 교육에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의식(意識, consciousness)이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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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를 향한 “지향성(ibid., 95)”이다. 의식화란 바로 이 의식의 ‘실

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 모순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 그것은 실재 속에 깃들어 있는 억압적 요소에 대하여 

행동하게 해 주는 ‘동력’이 된다.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이 ‘대화’와 

‘공동적인 참여’를 통해 참다운 지식을 창조하며 이것은 모두가 ‘인간

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ibid., 95-104). 

이 의식화의 과정은 행동(action)-반성(reflection)-행동(action)을 기본 원

리로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프레이리는 “프락시스(praxis)(ibid., 161)”란 사

고와 행동의 연결이며 반복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한 뒤에 그대로 살아보고 살아 본 뒤에 다시 반성

하고, 검토하고, 다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반복적 과정 속에

서 피지배자의 침묵의 문화는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다(ibid., 105-147).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그린이 지향하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로

의 ‘변화’를 이끄는 인간, 그들 개개인의 ‘내적 변화(깨어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개개인은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

를 이끄는 핵심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린은 프레이리의 ‘의식화’ 개념

이 지닌 지향점처럼 개개인들이 ‘의식적으로’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것

을 제안하면서, 그를 통해 계속해서 깨어나기를 당부하였다. 가능성으로서

의 세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실천해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그린의 교육사상은 프레이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그것과 일정부분을 공유

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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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

 1. 심미적 교육의 등장 배경

무엇이 그린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특유의 관점을 취하도록 만들었

을까? 앞서 맥신 그린이 ‘민주적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그를 이룩하기 노력으로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어떠한 생각과 고민의 차이가 교육

의 다른 양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맥신 그

린이 지닌 교육적인 상심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해당 

교육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가. 수월성, 표준화, 학업성취도 중심의 당대 교육담론

첫째로, 표준화, 평가, 학업성취도와 결과 같은 개념이 주를 이루던 

1990년대 교육 담론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위기에 처한 국가』8)보고

서 발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그를 위한 ‘교육 개혁’에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90년대에 걸쳐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의 개편, 표준 성취기준 조정, 새로운 시험체계의 도입, 시험성적에 따른 

교장, 교사, 학생들의 책무성 강화를 내세웠다. 

8)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국가교육수월성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A
Nation a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라는 정책보고서를 발
간하게 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교육 의 담론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논의한 역사적인 문서로 회자되고 있다(Mondale, 20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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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사회적인 관심사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

니다. 오늘날 미국 학생들이 경쟁에 뒤처진다면 훗날 우리 회사들이 어

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 시대에, 미국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미적분에서는 

최하위, 대수학에서는 겨우 꼴찌를 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 존 에이커스(John Akers), IBM 회장, 19919)(Mondale, 2014: 137)

전통적으로 미국 공립학교는 시민 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학교는 

‘경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정책보고서 『위기에 

처한 국가』(1983), 『America 2000』(1991)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Goal 

2000』등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교육 개혁 담론은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다(Mondale, 2014: 143-161).

그린(Greene, 1995: 9-10)은 이러한 주류 담론에 대응하여, 후기 산업사

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

는가를 되묻고 있다. 개인 및 공동체 간 대화의 부족, 가족의 유대관계 분

열,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의 여러 불평등(기회의 감소, 인종 차별, 실

직 문제), 다민족국가로서 불가피한 여러 갈등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면서

도, 학교의 주된 목소리는 여전히 국가적 표준에 의해 설정된 특정 지식

의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

교의 역할은 국가의 경제적 필요 및 기술적 필요를 충당해야 함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풍조에 그린은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학교는 이러한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따라가야 하는가, 학생과 교사들은 오로지 그러한 실제

적 요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은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소설 『Confess of 

Felix Krull, Confidence Man』(1955)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두 관점을 이

야기 한다(ibid., 9). 소설의 첫머리에서 주인공 펠릭스는 세상을 작게 바라

보는 것(to see the world small)과 크게 바라보는 것(to see the world big) 

9) 1991, April 28.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1에 등장하는 광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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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한다. 주인공에 따르면 지도자의 위치

에 있는 이들은 전자의 시각을 취하여,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객관의 

시각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수많은 생명 존재들

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관점은 세상을 하나의 체계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어떤 경향과 흐름에 따

라 그를 보게 만든다.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의 맥락을 파악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개별 존재들의 삶과 죽음, 각 일상들의 고유성이나 

복잡성에 대한 고려는 어려워진다. 반대로 후자의 관점(크게 바라보는 것)

은, 세계와 인류 자체를 대단하고 위대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개별적 삶

을 크고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이 관점은, 인간 존재를 단지 객관적인 대상

으로 치부하는 태도에 저항하도록 하며 오히려 그것들의 고유성(integrity)

과 개별성(particularity)의 맥락에서 그를 바라보게 한다(ibid., 9-10).

그린은 이러한 관점을 학교가 처한 교육적 상황 속으로 가져와 설명한

다. 전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

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 편향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존속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

한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학교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시킴

으로써, 교육이 사회의 큰 흐름에 합류하는 것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

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관점이 교육(특히 학교 교육)을 국가 

경제의 문제와 관련시키거나, 그러한 종류의 접근을 은밀히 숨기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ibid., 10-11). 결국 이는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의 표정이나 몸짓, 그들의 실제 삶, 존재의 삶을 차

단한 채 그들을 ‘점수’, ‘성취도’, ‘수행능력’ 이라는 기준에 맞춰 

바라보도록 하며, 우리로 하여금 측정 가능한 것, 도구, 수단, 수치화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이다(ibid., 11). 

개개인의 실존이 사회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그린은 교육에서의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s)(ibid., 11)”10)를 지적, 그에 대한 ‘거부’

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거리의 문제들(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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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

으로 교사들이 연속성과 연결성(connection)을 고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주변의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의식적’이 되는 것은 일상의 TV화

면, 공원, 우리가 지나치는 뒷골목, 경찰서,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ibid., 11-12). 결국 그린

은 교육적 현실에 대한 ‘후자’의 접근, 보다 그 사건의 당사자와 참여

자의 입장이 되어 그를 면밀히, 크게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환기시

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미국 교육의 맥락은 보편적인 학습, 문해 능력, 수월성과 높은 성

취기준을 중시하며, 비판적 사고, 메리트와 기술습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술교육은 단지 주변교과목으로 취급받거나, 교사

들에게만 흥미로운 교육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린은 학교

라는 공간이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닌 ‘교육’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 

공간 안에서 실현되는 ‘가치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

다고 말한다(Greene, 2011: 237). 이는 명백히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고려하고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

는 것으로 다가왔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여러 측면들을 제한시

키는 교육(기존 학교에서 ‘지능’이라 간주되지 않던 종류의 지식과 능력)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 상대주의와 무관심의 만연

10) 여기서의 ‘탈맥락화’란, 개인 및 공동체 간 대화 부족의 문제, 사회의 여러 불평
등 문제나 갈등 문제와 같은 주변 상황 및 환경으로부터 학교를 인위적으로 분리
시켜,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동떨어지게 만든 것에 대한 그린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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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린은 당대 사회에 만연한 상대주의와 무관심에 남다른 문제의

식을 드러내왔다(Totten, 2007: 310). 이는 듀이의 표현에 따르면 “마취상

태(anesthetic)(Greene, 1999: 13)”라 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 정치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 )가 현대사회를 ‘원자적 개인주의’라 진단내린 것과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소극적 

자유의 만연, 상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개개인을 고립시켜 원자화되도록 

하고, 상대적 무관심에 빠지게 만든다. 이 결과 사람들 사이의 연대 및 유

대는 약해지고, 파편화된 개개인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이는 민주적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며, 개개인을 불안한 상태로 삶 속에 위치시킨다

(Talylor, 2001).

그린이 의식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제들은 현재 한국 사

회에 비추어 보아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점수 매겨지고 등급화 되는 속에서 학생들의 개

인적 삶이나 맥락, 실존적인 측면은 변방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

서 학생들이 느끼게 될 무력감, 그것이 학생들의 일상이나 관념 속에 어

떤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며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최근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Greene, 2011: 242)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속의 학생들은 이미 정

해진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있다고 느끼며 타인에 의해 점수매겨지고 설

명되는 작업을 통해 그들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언제나 ‘주어진’ 의견에 따라 사고 및 행동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보다는 타자에 의해 규정된 관념들 속에 침잠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린은,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무력

감과, 그 무력감이 통용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볼 것을 촉구한다

(Greene, 1999: 13).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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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부

여하는, 교사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명확히 아는 것, ‘맥락 속’으로 들어가 성찰하는 

기회를 통해 무관심과 무사유에 맞서도록 하는 것, 그를 가능케하기 위해 

교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는 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ibid., 14-17). 이와 같은 그린의 생각은 연구자로 하여금 복잡한 현대사회

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단순한 도구적 지식과 기량함양

을 위한 것 ‘이상’이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었다. 

 

2. 심미적 교육의 핵심 개념

위 언급한 그린의 문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심미적 교육이 지닌 교육

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어림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심미적 교육의 목적을 ‘표준화를 비롯한 획일적 규범들에 가

려진 학생들의 실존적 삶과 맥락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그 고유 가치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라 해석해 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무관심과 권태라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전에는 결코 떠올리지 못했을 

무언가로 그들 자신을 내던지도록 하는 것이라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수월성, 표준화를 좇는 당시 미국 교육 개혁 담론과, 학생들의 사회적 

무관심 및 권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린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에 다가가고자 했을까. 특히 맥신 그린의 경우, ‘예술’이라는 것을 교육

의 맥락으로 가져옴으로써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

목을 끌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란 ‘예술(작품)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것’정도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11) 그린의 교육적 고민들이 어떠한 종류의 교육

철학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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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 2) 의식적 참여, 3) 깨어있음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보다 집중하

여 그를 살펴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핵심 개념 및 그것들의 관계 

양상을 다음(그림 Ⅲ-1)과 같이 도식화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가 해석한 심미적 교육의 기본 틀에서 ‘예술’이란 전통

적인 미의 개념, 아름답고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깨뜨려주는 종류의 것

에 가깝다. 이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쓰지 않았던 근육

을 건드려줄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써의 예술 개념이며, 참여자(학

생)로 하여금 자신과 세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의식적 참여’라는 것은 예술작품과 참여자가 만나는 방식으

로, 미적체험이 일어나게 하는 ‘교육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

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들의 물리적인 경험을 ‘미적체험’ 혹은 ‘내적

사건’이라는 ‘학습’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연구자가 가

졌던 문제의식,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경험토

록 해야 하는가에서 해당 활동들을 ‘어떻게’ 경험토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주체적이고 

11) 이와 같은 표현이 해당 이론에 대한 그린의 생각을 온전히 담기에는 충분치 않
을 것이다. 그러나 그린이 지닌 문제의식에 대한 전반적 고려를 통해, 그 의도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는 세 가지 개념에 주된 초점을 두어 그
해석을 시도하였다.

미적체험

기존 이해

(일상)
> 참여자 예술 세계 >

새로운 이해

(깨어있음)

의식적 참여

< < <

그림 Ⅲ-1 심미적 교육의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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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참여,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참여의 세 양상으로 해당 개념을 들

여다보고자 했다.

셋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린이 생각하는 교육의 지향점으로써 

‘변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의 변화란 의식 상태의 변화를 의

미한다. 민주적 공동체를 하나의 교육적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린은 기본

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

했다. 이는 앞서 그린의 문제의식으로 제기되었던 표준화, 규범화, 무관심 

및 권태로움 등의 상태에 학생들이 맞서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하며 그 확장을 통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은, 교육이 어떠한 ‘가치’와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가의 문제와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각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

가. 예술

1) 조화로움에 맞서도록 하는 예술

그린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기존의 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에

서 논의되어왔던 개념과 조금 다르다. ‘예술’ 또는‘미’라는 것의 가

치를 인간의 변화, 교육적인 측면과 연결시켜 논의한 대표적 학자인 쉴러

(Friedrich von Schiller, 1795∼1805)의 경우, 미(예술)의 개념을 전인적 인

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주요 원리로 보았다. 쉴러에 따르면 ‘미’는 우리

의 감성적 충동(소재충동, 물질충동)과 이성적 충동(형식충동) 사이에서 두 

충동을 와해하고 조화·통일 시켜 인간을 물질적·도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그림 Ⅲ-2). 나아가 그것을 이성과 감성을 통일하는 원리이

자 이상적 인간상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확장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화식, 2012: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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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내면에 있는 근원적 충동

감성적 충동

(소재충동, 물질충동)

이성적 충동

(형식충동)유희충동

생명

(변화)

미

(현상의 모든 미적 성질)

형태

(불변성)

그림 Ⅲ-2 쉴러에 따른 ‘미’의 역할과 작용원리(이화식, 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르면 미 또는 예술의 개념은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조

화로움의 원리가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의『예

술을 통한 교육 Eduction through art』(1943)을 들 수 있다.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리드에게 예술이라는 개념은 조화로움이자 이상, 균형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리드에게 ‘예술’이란 즐거운 형태를 창조하는 시도인 

것이다. 그의 미적 교육은, 인간을 무의식과 표현 욕구를 가진 존재로 파

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인간의 개성, 표출에 대한 욕구 및 창조성을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킴으로써 인간사회의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혜숙 외, 2012: 30-32).

 그러나 맥신 그린의 경우, 전통적으로 예술이 지녀왔던 의미(조화롭고 

통일된 질서, 완전함, 탁월함으로서의 의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

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린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회의 삶, 익

명성, 조건화 등의 환경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종류의 예술 개념

을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은 계속해서“예술이란 무

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에 ‘예술이란 어

떤 종류의 개념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와이츠(Weitz, 1959: 149-151)

의 견해를 들며, 우리 자신이 그 용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

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Greene, 2007: 441-442).

그린이 생각하는 ‘예술’은 조화로움, 이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

려 그러한 균형 또는 익숙함을 ‘깨뜨리는’ 매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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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이 언제나 즐거운 감정만을 남기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그것은 분노와 절망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Greene, 2011: 244).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의 예술교육은  

인격완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름다움이나 미적인 것의 지각  

자체에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조화로움의 상태나 그와 유사한 것

들을 ‘나태함’으로 간주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깨뜨리는 방식으로 

미적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예술에 대해 지니고 있던 상식적 규범들과 가치에 맞서는 태도를 요구함

으로써 예술이 지닌 다른 측면의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2) 텍스트(text)와 여백(margin)

한편, 그린은 문학평론가 데니스 도노휴(Donoghue, D., 1928∼ )의 견해

를 빌려와 “여백(margin)(Greene, 1995: 134)”이라는 개념으로 예술의 의

미와 역할을 설명한다. 예술이란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주지는 못

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우리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Donoghue, 1983: 129: Greene, 1995: 134에서 재인용). 

책의 한 페이지를 생각해보자. 주된 텍스트는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

는 필요, 음식, 집, 일상의 직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들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텍스트는 대개 관습, 일상, 습관, 의무 등에 따라 결

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

러한 텍스트 속에 사는 이상, 우리는 겨우 우리의 일상적 자아들과 만날 

뿐이다. 만약 모든 페이지가 텍스트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관

습적인 리듬에 따라서, 심지어 여가 시간조차도 관습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ibid., 134). 

도노휴의 비유에 따르면 예술은 페이지의 가장자리(margin, 텍스트 주

변의 여백)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가장자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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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의 공간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과 함께 살고자 하는(within 

the arts)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간, 즉 여백을 만드는 자이며, 그 공간

은 자유와 현존에 대한 알림으로 가득 찰 것이다(ibid., 134).” 예술에 대

한 이러한 은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넓은 비전과 

탐색의 자세를 갖게 하는 예술의 역할을 환기시켜준다. 

예술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라면, 보다 열

려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학생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은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나 자극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지는 기회를 만들고, 호기심과 질문을 갖게 만

들며, 탐색을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 한다(ibid., 135). 이는 예술을 단

순히 ‘일상적 경험’의 일부로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학생들이 ‘가능성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러

한 공간에서 우리는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를 확장하여 타인과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적 조건이 되어줄 것이다.

3)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예술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서는 듀이의 미적체험 맥락과 유사하게 예술

이라는 것이 ‘경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실제로 맥신 그린이 

존 듀이(Dewey, J., 1859∼1952)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그 예술 이

론의 연속선상에서 미적체험의 개념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술작품

(경험의 세련되고 강화된 형식들)

경험의 구성 요소들

(일상의 사건, 행위, 고통)연속성의 회복

그림 Ⅲ-3 듀이의 문제의식(Dewey, 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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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에 따르면 근대 이후 예술과 우리의 일상은 지나치게 격리되고 단

절되어버렸다(그림 Ⅲ-3). 이에 예술작품은 인간 경험과 유리된 ‘외형’

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예술이라 여겨지는 것들, 즉 춤, 음악, 

회화 등은 본래 우리 일상에 살아있는 삶의 일부이자 조직화된 어떤 공동

체의 중요한 삶의 부분, 집단생활의 의미를 완전케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

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경제적 세계주의의 융성으로 예술작

품은 그 토착적 지위를 상실한 채 특별한 문화의 표식이라는 역할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이에 듀이의 경우 예술과 일상 사이에 분리된 ‘심연을 극

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적체험에 접근하고 있다(Dewey, 2003: 27).

듀이에게 예술 체험은 ‘보통의 경험’을 통해 그 조건과 요인을 발견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경험들 속에서 예술 체험의 요건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예술 형식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맥신 그린의 경우 예술 경험을 둘러싼 ‘출발점’과 

‘지향점’을 각기 달리 하고 있다. 듀이가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린은 일상의 탈피로부터 예술작품과 만

나고 그를 통해 일상을 전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

구체적인 지향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듀이와 그린 모두 예술이라는 

것을 미적체험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이러

한 점에서 미적체험이란, 예술작품과 관찰자 사이의 상호작용이자 교류를 

통한 ‘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각하기 위해, 감상자는 그 자신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하며, 그러한 

창조는 원작자가 경험한 것에 비길만한 관련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 똑같은 창조는 아니며 세부적으로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술가가 의식적으로 경험한 구조화의 과정과 동일한 요소의 정리 혹은 

배치과정이 있어야 한다. 재창조의 과정이 없을 경우, 대상은 예술작품으

로 지각(perceived)되지 않는다. 예술가는 그의 취향에 따라 선택, 단순

화, 명료화, 요약, 응축한다. 감상자 또한 이 과정을 그 자신의 관점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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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라 거쳐야 한다. 두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세부사항

들을 한데 모아 경험된 전체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해가 나타나

는 것이다(Dewey, 2005: 56: 김수진, 2013: 13에서 재인용).

위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적체험, 또는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 

의식과의 교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의미’로서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교류는 예술의 지각, 인지, 그것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를 통해 상상하는 등의 참여적인 개입과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Greene, 2011: 263).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적체험이 보

다 잘 일어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교육적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의식

적 참여’개념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 의식적 참여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란, 예술을 매개로 한‘미적체험’을 통해 그것을 

보다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하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우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해야 미적체

험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연구자는 그를 가능케 

하는 교육적 조건에 대하여 ‘의식적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보고

자 하였다. 여기서는 해당 개념을 첫째, 예술 작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만남, 둘째,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만남, 셋째,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만남이라는 세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예술 작품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인 만남

첫째, 의식적 참여란 참여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예술작품

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작품을 ‘의식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할까. 그린에 따르면 이는 ‘느긋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작품 전체를 살피는 와중에 그 안의 무언가를 계속 보려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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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Greene, 2011: 43)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 예술작품과 만나

기 위해서는 우선 심미적 공간과 그 안에서의 ‘분리’에 대하여 인지해

야 한다. 이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에서 형태, 질감, 빛,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분리시켜보는 것(ibid., 43)”이자, 사물에 관한 일상적 시각을 

탈피하여 ‘관점’을 바꾸려는 의식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공간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공간 자체를 심미적인 공간, 다시 말해 우

리가 갑작스레 인식하게 된 색조, 음향, 외형들의 강렬함이나 그 가치가 

밝혀진 공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습관적이고 규범적인 방식으로 그를 바

라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 공간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사물의 질적인 측면은 어떤 특별한 주목에 좌우된다(ibid., 44).”는 

점, “예술 작품이나 공연은 인간의 어떤 의식과 만나야지만 심미적 대상

이나 이벤트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ibid., 45)”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하나

의 현상학적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드

러내지 않으며, 어떻게 그를 알아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지해야할지 

아는 이들만이 그 작품에 도달할 수 있다(ibid., 45). 따라서 이는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하며 “내적인 시간과 외적인 시간이 어떻게든 통합되는 

‘생생한 현재’에 일어난다(ibid., 45).” 

또한 그것은 적극적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

대 고대 동굴벽화를 감상함에 있어 단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대적 

감각에 의존하여 그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의 

감각으로 들어가 보는 것, 어떤 시각 매체도 없었을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처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를 통한 체험을 하고 나면, 단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고대 유물

로써의 동굴벽화를 바라보는 방식은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

대를 살았을 또 다른 인간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새로운 관점으

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이쿠>라는 제목의 무용이 생명 순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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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실하더라도, 그 주요한 철학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주로 집중할 필

요는 없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며, 최소한 잠시 동안이라도 생명 순환

에 대한 우리의 지식, 나아가 일본 문화에서 ‘하이쿠’가 어떠한 의미

인지에 대해 배운 것 등을 괄호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12) 그렇지 않으

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특권을 지닌 작품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만일 하이쿠에 대해(그리고 일본과 인류학, 심지어 필로볼

러스 무용단과 현대 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연관 지으려 지나치게 

애쓰다보면, 몸짓과 움직임, 전체적인 표현, 공간의 활용, 음악과의 어우

러짐, 조명의 미묘함 등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작품에 대한 인식, 연관성, 

의미 같은 것들에는 추후에 다다를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작품에 빠져드는지에 따라 그러한 인식과 의미의 풍부함과 깊이는 한층 

더해질 것입니다(ibid., 35-36).

그린에 따르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와 설명으로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예술에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얻어지는 것(ibid., 34-35)”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음악 무용, 극의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작업 해 보고, 그것들

의 매체를 이용해 작품에 참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는 동안 참여

자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지각 가능성을 열어젖힘으로써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감지하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ibid., 35). 그리고 이는 우리를 “소리와 감정의 새로운 지평선

(ibid., 47)”으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2) 작품과의 의식적, 주체적 만남

둘째로, 의식적 참여란 예술작품을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 및 환경 속에서’ 작품을 지

12) “여기에서 맥신 그린은 후설 현상학의 브래킷, 즉 괄호 bracket 개념을 사용하
여 대상의 실재성을 괄호에 넣은 후, 자연적 태도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판단을
중지한 상태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Greene, 20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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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에 대해 적극적이

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만이 우리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

지(즉 의식적이 되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작품을 

‘특별한 작품’이라는 꼬리표나 평판에 따라, 혹은 규범에 따라 지각하

고 읽고 듣고 참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예술작품을 대하는 것은 ‘인습’이며, ‘어리석음’과도 같다(ibid., 

251).

또한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의 참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형

태나 패턴, 소리, 리듬, 선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과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특정 작품을 의미 있는 것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 간의 섬세한 균형을 지

키는 것이기도 하다(Greene, 1995, 125-126). 이는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

가, 무엇이 발견되어야 할 것인가를 통제하지 않는 일종의 개방성을 요하

는데 이러한 환경은 그린이 문제 삼았던 ‘표준화’라는 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무관심, 무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권위적인 타자에 대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자

신의 경험’과 그것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만들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린에 따르면, “예술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위한 ‘공간’

을 제공”한다(ibid., 134). 삶을 책장의 페이지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은 

빼곡히 차 있는 글자이며 예술을 그 바깥에 위치하는 여백이라 할 수 있

다. 예술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공간, 즉 여백을 만드는 

자아이다. 이 여백은 자신과 연결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경험하는 공간이

자 보다 많은 가능성의 세계를 여는 공간이다. 예술과 의식적이고 주체적

으로 관계 맺는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 자신을 위한 공터, 공간을 마련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부주의하게 읽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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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작품과 관

계 맺도록 해야 한다. 작품이 주는 미묘한 차이와 세부적인 부분들에 주

목하기 위해서는 부분들을 구조화하여 경험을 통해 전체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의미를 창출하고 해석하는 공간으로써의 

‘여백’을 만들어, 여러 층, 다중의 겹겹 속에서 해석과 의미의 다양한 

모험과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Greene, 2011: 252).

3) 작품에 대한 성찰적, 반성적 만남

셋째, 의식적 참여란 참여자가 예술작품과 성찰적이고 반성적으로 만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수반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질문(심미적 질문)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 여기서 심미적 질문이라 함은 작품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생

들이 보다 높은 경지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지 감각을 세심

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문을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질 수 있도록, 교사들은 우선, 자신들이 몰입함으로

써 경험했던 순간들, 그 가운데 발견했던 쟁점들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

써 어떠한 질문들을 떠올리고 던질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야 한다. 학

생들이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은 익숙한 것의 깨뜨림,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 모두를 포함한

다. 특히 심미적 교육에서는 같은 예술작품을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

이 중요하다.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느끼는 새로움의 발견은 나 자신의 

새로움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계, 삶의 조건 속

에서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졌던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이전의 나를 의식하게 하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이 작업은 

예술에 대한 성찰적, 반성적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 45 -

왜 나는 카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는가? 이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

기 위해서도, 어떤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이 소설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살아온 세계에서 이전에는 결코 발

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잊어버렸거나 

억압했던 기억과 통찰과 상심을 회상케 함으로써 그것은 해당 예술의 질

서와 나의 삶의 질서를 같은 테이블 위에 놓게 한다(Greene, 1995: 128).

한편, 예술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심미적 교육

이 학생들이 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향유를 넘어 이해를, 이해를 넘어 다양한 

예술 형태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을 개발한다. 그 안에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감수하면서, 예술에 참여하고 

탐색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훈련을 통한 예술적 경험은 나태한 경험에 비해 더욱 순수하고, 지속

적이며, 적극적이다(Gotshalk, 1962: 161: Greene, 2011: 60에서 재인용).”

그린은 조화로움과 균형의 상태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나태함’

이라 보고, 이를 경계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구조

를 탈피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불협화음의 음악, 추상적인 

현대무용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는 실험 연극 등)에 대하여 단지 거부반응

으로 일관하는 종류의 나태함, 예술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미로울 때에

만 정서적 환상에 빠지는 종류의 나태함, 그리고 우리가 심미적 예술품이

라 부르는 ‘아주 특별한 대상’과 미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자연적인 것

들을 구분할 수 없는 종래의 나태함과 대면해야 함을 의미한다(ibid., 59).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보

고, 더 많이 듣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창출해내는 예술의 

힘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술의 기능이 평가 가능한 지식을 제

공하거나 답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사가 교실에

서 정답을 재확인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답변을 보증하는 식의 기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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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종종 소설이나 훌륭한 연극은 애매모호함, 미스터리, 암흑으로 

달려가는 길과 대면하게 하고, 심지어 이들은 확대된 가능성의 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중략) 이들은 내 전체 존재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생동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이들을 즐기게 합니다(ibid., 286-287).

예술작품과 대면하는 이상의 세 가지 방식은 서로가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그린(ibid., 241)은 아이들 스스로 움직이고 개입함으로써 어

떻게 예술작품이 특별하고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지 발견해야 하고, 나

아가 그들 스스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넘어서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스스로 도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의식적인 참여

는 ‘패러다임 케이스’ 즉, 학생들이 배운 것을 넘어 그들 자신을 스스

로 가르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참다운 배움이 발생토록 하는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 

다. 깨어있음(wide-awakeness)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이 언제나 즐거운 감정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

니다. 어떤 작품은 분노와 절망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거의 언제나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배우는 과정에서, 탐구

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사물이 어떻게 다르게 될 수 있는지 

조망하는 가운데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이 

생각 없고, 무감각하며,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 원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bid., 244).

한편 심미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예술작품과 마주하

게 되는데, 이때 특정 예술작품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불편함이나, 부

정적인 감정들(분노와 절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린은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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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심미적 교육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불편한 감정에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관점을 개

방’해야 하는데, 그러한 태도는 권태로움에 갇혀있던 젊은이들이“서로 

연결되고 자신들의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각적이고 상상이 

만들어낸 개념적인 공간들을 확대(ibid., 245)”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 교실에 적용하는 데 정해진 방법이나 일

반화된 방법은 없지만, 그것들의 방향성은 명백하다. 학생들이 그동안 생

각조차 해보지 않은 가능성을 깨닫도록 자극하고,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

함으로써 다시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 

그러한 전환이 순간을 위한 상황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질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고, 이런 이유에서 쇄신과 새로움과 젊음이 

없다면 폐허가 되어버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교육은 또한 학생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임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하는 것이다(Arendt, 

1968:196; Greene, 2011: 246에서 재인용).

3. 심미적 교육의 구현

지금까지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그 이해를 시도해보았다.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이라

는 접근을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하기에 앞서, 해당 이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참고하기 위해 두 사례( 

LCE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과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 살폈던 주요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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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 LCE13)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요

LCE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은 예술 활동의 ‘직접 체험’을 통해 참

가자들이 예술을 경험하고, 그 경험과 감수성을 반영하는 사고력을 기르

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이는 심

미적 교육에서 학생들을 반응하고 자극시키기 위해 우선, 교사 자신이 민

감한 예술적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는 맥신 그린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지점이다(이가원, 2005: 61-62).

  
교사교육 ➤ 교육프로그램 계획 ➤ 학생에게 적용

그림 Ⅲ-4 LCE 심미적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틀(ibid., 62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 프로그램은 위(그림 Ⅲ-4)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되면서 교사의 

‘심미적 훈련’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교사 자신이 가르치

면서 동시에 학생의 자세로 배워나가는 것, 이로써 학생들이 유연한 사고

와 창조적 태도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대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시킴으

로써 그들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 링컨센터 예술교육원은 1975년 링컨 공연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stitute)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LCE의 초대 디렉터 마크 슈바르트
(Mark Schubart)는 기존 예술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영
향을 미쳐왔다는 문제점을 발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LCE의 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뉴욕시 내 11개 학교에서
5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을 실시, 그들의 예술 감상 및
예술 인지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표적
예술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 LCI(Lincoln Center Institute)에서
LCE(Lincoln Center Education)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Stamas & Zane, 2007:
100-103: 김수진, 2013: 9에서 재인용; 서울문화재단, 2009: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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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 자신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것을 그대

로 비판, 평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조력

을 사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교육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참가 교사들과 예술가가 함께 브

레인스토밍을 통해 수업을 만들어나갔던 것처럼, 교사 또한 학생과 함께, 

자유분방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촉진, 공유할 

수 있게 장려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김수진 2013; 김형숙, 2012; 권

소정, 2012; 노현정, 2014; 윤서진, 2012; 이가원, 2005). 

2)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LCE의 심미적 교육프로그램은 다음(표 

Ⅲ-1)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인지적 능력의 함양

2.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내재적 구조의 이해

3. 예술가들의 고민과 선택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경험의 틀 갖추기

4. 심미적 경험과 교육적·인간적 경험의 관계의 중요성 함양

5. 각각의 예술 형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습득, 그를 통한 개인의 창조적 

표현력 신장

표 Ⅲ-1 LCE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김수진, 2013; 이가원, 2005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미적체험’이라는 직접적인 예술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

들이 예술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아는 것’ 뿐 아니라, 예술

가들의 고민과 선택의 과정에 대한 주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경

험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작품을 자기 자신과의 관

계 속에서 ‘느끼는 것’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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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예술 언어의 습득과 표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교육의 지향점

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LCE의 심미적 교육프로그램은 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 작품’

을 교육의 내용으로써 학습한다. 이는 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종류

의 교육 형태 보다는, 참여를 통한 실제 체험, 예술적 경험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이가원, 2005: 64-65). 예컨대 간단한 멜로디나 리듬의 작곡을 통해 

음악의 예술 언어를 이해하고 느끼며 표현해보게 되는 것, 안무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몸을 이용한 예술 언어를 이해, 공간감을 익히고 느끼며 그

를 다시 해당 언어로 표현해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예술적 표현의 이

해 증대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그림 Ⅲ-5)와 같이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위 그림(그림 Ⅲ-5)에 따르면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예술 작

품’에서 출발한다. 예술 작품을 보고, 듣고 관찰함으로써 묘사해보고, 분

석해보는 것을 통해 그를 우선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후, 참여자들은 집단 

내에서 함께 브레인스토밍과 질문들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어떻게 연구하

고, 관찰하며 감상해야 할지 그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연후

에 예술 작품의 배경과 맥락에 대하여 파악하면서, 그 작품에 대하여 보

다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통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은 해당 작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

예술

작품

선정

➤
작품  

묘사·

분석

➤
 작품의 

관찰방법

선택

➤
맥락 및 

배경 

파악

➤
주요 

아이디어 

파악

➤
기록 

및 

성찰

➤
자기 삶과 

연계, 확장

반복

그림 Ⅲ-5 예술교육을 통한 ‘미적체험’의 단계(김수진, 2013: 26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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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줌으로써 작품 이해에 하나

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다

시 감상하면서, 조사·관찰·기록·성찰의 작업에 임한다. 그리고 참여자

들이 다시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에 거쳐 왔던 작업들을 반

복,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해를 새롭게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예술 작품의 요소들을 

교과과정이나 다른 예술적 측면, 그리고 참여자 개개인의 삶과 연결시킨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심미적 교육에서의 ‘미적체험’에 해당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수진, 2013: 24-29). 

셋째, LCE의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미적체험을 잘 일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해당 교육

의 방법적 특징을 다음(표 Ⅲ-2)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우호적 학습 분위기의 형성을 통해 자발적 학습동기 부여

2. 질문을 통한 탐색과 호기심의 자극 추구

3. 예술작품과의 반복적인 조우

4. 일지의 작성

표 Ⅲ-2 LCE 심미적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적 특징(이가원, 2005: 64-73을

바탕으로 재구성)

LCE 프로그램에서 방법적인 특징 중 한 가지는 ‘학습 분위기’ 형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부분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지닌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그들이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ibid., 64). 예술강사들(Teaching Artist)은 호의적

인 태도를 통해 참가자 개개인의 의견이나 관점을 존중, 틀린 답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

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들

로 하여금 모든 의견이 전체 문제 해결에 공헌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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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받고 수용적인 분위기 형성에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적 접근은 참여자

들의 마음을 보다 개방시킴으로써, 그들이 예술작품과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것’을 돕는다(ibid., 69-70). 

또한 LCE의 심미적 교육에서는 ‘질문’이라는 작업을 매우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었다(노현정, 2013: 40, 44; 이승민, 2011: 26; 이가원, 2005: 

72-73). 이는 참여자들이 작품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도록 해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작품과 그들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전 인지

나 판단들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반성적이고 성찰적으로 탐색을 지속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예술작품과의 반복적인 조우(encounters)이다. 작품과의 반

복적인 만남은 참여자로 하여금 재차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맥신 그린이 주장하는 ‘깨어있음’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이다. 또한 여기에는 여러 관점들을 비교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

을 공유, 분석, 토론하는 과정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이가원, 2005: 72-73).

끝으로, 일지의 작성이다. 이는 LCE의 교육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목

할 만한 부분이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공연, 박물관 견학, 강의, 토론 등에

서 경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아낸 것, 생각한 것을 그때그때 적게 

되는데, 이러한 진행형 기록들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진화되었

는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준다(ibid., 73), 자신이 생각하고 인지한 

것, 새로 얻게 된 정보나 질문들을 적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반추하고, 예술에 대한 경험을 ‘내면화(의미화)’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다. 

3) 시사점

LCE의 심미적 교육프로그램은 관찰자-예술작품 사이의 교감, 즉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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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통해 예술작품과 참여자가 보다 의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동시에 

반성적이고 성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LCE의 교육 방식

은 마크 슈바르트(Mark Schubart)가 지적한바 있던 기존의 예술교육14)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들어있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

술작품과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으며, 작

품을 만든 작가에게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작품과 자

신의 삶과 관련지어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찾아나가며, 그를 확장하여 

‘세상’을 느끼고 이해하는 즐거운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예술 작품과 깊이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그들의 삶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하면서 철학적 비전의 구체

화를 시도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끊임없이 수정해온 LCE의 

교육 프로그램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이론으로

만 존재하는 예술교육 철학, 혹은 철학 없이 실제만 존재하는 예술교육 

실행과 구분된다(김수진, 2013: 24). 이는 교육을 통한 변화와 그를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그린의 교육철학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서울문화재단15)의 미적체험 예술교육

14) 학생들이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중
심을 두어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일반 학생들이 예술에 다가
가기 어렵게 했던 한계(Stamas & Zane, 2007: 100-103: 김수진, 2013: 9에서 재
인용)

15)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4조’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 설립되었다. ‘서울시민 모두가 미적체
험 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
표 하에 1) 예술에 대한 이해, 2) 예술의 경험·체험, 3) 예술을 통합 변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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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창의예술교육과정(AiE, Arts in Education Course)’이라고 불리는 서

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에서 링컨

센터예술교육원(LCE)의 예술교육을 모델삼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예술교

육의 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개발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정확히는 예술교육가 양성 프로그램)이다(전미숙, 곽덕주, 최우정, 

정연심, 남인우, 2014: 195). 

LCE와 마찬가지로,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AiE, Arts in 

Education Course)’은 예술가, 예술교육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인력(TA)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적체험을 통한 예술교육에

서, 교사 스스로가 민감한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미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예술작품을 통해 무엇을 느껴야 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자

의 관점’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적체험 예술교육’에

서는 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각 예술장르의 기본언어 및 미적요소를 

탐구하는 것(입문),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및 구성의 방법적 원리를 이해

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을 위한 실질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심화)을 통해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서울문화재단, 

2009, 2012, 2014).

본 프로그램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교육가의 앎’과 ‘예술가

의 앎’을 구분하고 있다는 지점이었다(표 Ⅲ-3). 예술가의 앎이 “사물을 

새롭게 느끼고 지각하고 바라보고 듣는 감수성과, 이를 의미 있는 질서로 

형상화해내는 창작의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능력(전미숙 외, 2014: 24)”이

라면, 예술가교사의 앎은 아이들이 이러한 “예술가의 앎, 즉 미적체험을 

하고 그 가치를 몸으로 체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방법을 아는 

것(ibid., 2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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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앎 예술교육가 앎

감수성 + 창작의 기술 감수성 + 안내의 기술

표 Ⅲ-3 예술가의 앎과 예술교육가의 앎(ibid., 92-93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예술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앎에서 시작하듯 교육가 역시 마

찬가지로 그들의 앎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체험 예술교육의 경우 예술교육가로서 자신의 고유한 앎의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술작품에서든 주변 환

경에서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그에 반응하고 무언가를 시도

할 줄 알도록 하는 것 돕도록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삶에 대하여 열정, 그

리고 열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가교사 자신이 예술가

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는 열정을 지닐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특정 예술경험이 왜 그렇게 흥미로운지, 그를 느끼

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 어떻게 접근하도

록 안내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ibid., 25).  

2)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앞서 언급한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미적체험 예술교육은 다음

(표 Ⅲ-4)과 같은 세부 목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예술 언어에 대한 문해력 갖기

2. 예술을 사랑하게 되기

3. 자기개방과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 발견하기

4. 발상의 전환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기르기

표 Ⅲ-4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11가지 목표(ibid.,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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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예술경험을 통해 ‘배

울 줄 아는’ 자세를 함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전미숙 외(2014: 25)

는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교사의 “인문적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 이는 예술과 경험을 통해 ‘항상 배울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

리고 이러한 정신을 자신의 일상적 삶에 실현했을 때만이 ‘교육가의 

앎’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적체험 예술교육은 교사 스스로가 예술가적 판단력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일상적 삶에서부터 ‘인문적’으로 살아

가고 판단하려는 실천을 동반함으로써 ‘예술교육가적 판단력’, 즉 ‘예

술교육가의 앎’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하겠다.

둘째,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교육 내용은 다음(표 Ⅲ-5)

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앞서 말한 교육가의 앎을 터득하기 위하여, 참여자

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고, 6주의 시간동안 그 예술장르의 기본

언어와 미적요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분 내용

교육철학 강의 ·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철학적 기초 및 핵심가치

표 Ⅲ-5 2012-2013 서울문화재단 미적체험 예술교육 커리큘럼(서울문화재단,

2012; 전미숙 외, 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5. 몰입할 수 있게 되기

6. 자기표현에 자신감 갖기

7. 타인과의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할 줄 알게 되기

8. 충분히 느끼고 몸으로 표현하기

9. 주위의 사물이나 일상의 삶에 더 주의력을 가지게 되기

10.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적 성취감 가지기

11. 추상과 모호함에 대한 탐구심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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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은 교육철학 강의를 통해 해당 교육프

로그램의 취지, 특히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철학적 기초와 핵심가치를 이

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각자 학

습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큰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다. 이후 연극예술, 시각예술, 음악예술, 무용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체험과 

탐구

워크숍

연극예술과 

미적체험

· 예술의 본질, 예술교육의 본질

· 원초적 상상: 만약 내가 ~라면(As if)

· 허구가 주는 즐거움: 왜? 가짜니까!

· 일상과 예술의 경계, 예술가와 교사의 경계

· 나를 기다려줬던 선생님

· 예술로 타인과 만나기: 질문을 던지는 방법

· 배우(Actor)는 행동하는 사람

시각예술과 

미적체험

· 일상과 예술, 혹은 예술과 예술의 결합

· 무의식과 마주하기: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기

· 추상(抽象)으로 가는 길: 우연과 관찰의 반복

· 문자와 이미지: 형상의 해독

· 텍스트와 이미지의 연결고리 끊기

· 다양한 매체와의 만남과 확장

음악예술과 

미적체험

· 소리의 여러 가지 풍경

· 작곡, 作曲, Composition

· 현실의 재구성: 관찰과 선택, 그리고 표현

· ‘무엇’이 아닌 ‘어떻게’에 관한 문제

· 귀로 관찰하기: Check It Out!

·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

무용예술과 

미적체험

· 현대무용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익숙하지만 새로운, 낯설지만 친숙한

· 몸의 언어: 확장과 도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 무용 작품과의 만남: 7개의 공연 관람

· 모든 것이 ‘예술’로 정의되는 시대: Talk! Talk! Talk!

교육학 강의
미적체험 예술교육과정의 구성요소 및 방법적 원리

미적체험교육을 위한 교사론



- 58 -

을 체험하게 된다. 각기 다른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모여, 서

로의 예술장르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시간으로, 낯선 예술장르의 언어를 

접하고 그 안의 미적 요소들을 탐구한다. 각 예술분야의 워크숍 후에는 

교육학 강의를 통해 각자가 체험한 예술경험, 그 미적체험들이 어떠한 방

식으로 예술교육의 구성요소가 되고 방법적 원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

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그간의 학습에 대하여 스스로가 성찰하

고, 그 성찰 내용에 대하여 공유함으로써 각자가 경험한 앎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ibid.).

셋째, 미적체험 예술교육과정에서 맥신 그린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은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서울문화재

단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다음(표 Ⅲ-6)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방법적 원리

➀ 활동중심 교육

(Learning by 

doing)

· 몸과 감각으로 충분히 느끼게 하는 과제 주기

· 개념이나 지식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해 보게 하기

· 해 보는 것을 통해 이해하게 하기

· 다양한 예술언어로 창작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기

➁ 과정중심 교육

(Process-centered 

Learning)

·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 보고 표현해보게 하기(용기 갖기)

·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가도록 독려하기(의미 만들기)

· 매 단계마다 느끼고 얻은 것을 스스로 반성해 보도록 하기)

➂ 탐구중심 교육

(Inquiry-based 

Learning)

· 고정관념 벗고 기존의 자신의 모습 내려놓게 하기

· 당연한 것을 의심하도록 하기

· 사물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정답 찾는 것을 피하게 하기

· 다양한 예술 장르에 노출하여 다양한 예술 언어 감각 깨우기

· 강요하지 않고 자발성을 유도하기

➃ 협동중심 교육

(Cooperative 

Learning)

· 다른 친구들과의 협업을 위한 공동의 과제 주기

· 자신과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공유하며 평가하도록 하기

표 Ⅲ-6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방법적 원리(ibid., 179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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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앞서 제시된 교육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구현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맥신 그린의 심

미적 교육에 드러나 있는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 즉 예술을 통해 자기 안

에 깊숙이 감춰졌던 것들을 건드리고, 자극된 내면의 공명이 새로운 감각

과 사고의 문을 열도록 하는 종류의 적극적 참여방식에 기반한 ‘미적체

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적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3) 시사점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 예술교육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반복적

으로 그 공명(내적 울림)을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참여자들이 

다양한 예술 속에 있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지각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

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예술이라는 것이 장르를 불문하고 하나의 ‘소

통방식’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나아가 

‘통합예술’에 대한 감각 또한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예술

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16)

한편 이러한 심미적 교육의 구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어느 누구에

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오로지 특정 이들로 하여

금, 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조사하게 만들고, 연결성을 포착하게 하여 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되도록 촉구하고 자극할 뿐이다.

16)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업의 구성요소, 도표 및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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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미적 교육에 기반한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

1.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맥신 그린의 이론을 미술과 교수 학습의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미술과 교육에서는 학습 목표의 효

과적 달성을 위해 크게 네 가지17)의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07: 219-225; 김윤화 외, 2015).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교수-학습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

반적일 것이나, 이들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험, 표현, 감상

으로 구분되는 미술과 교육의 각 내용에 맞추어 학습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체험, 표현, 감상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고려(교육

부, 2015)”한다는 교육과정상 교수-학습의 방향에 따르는 것을 어렵게 하

는 측면이 있었다. 

앞서 살핀 맥신 그린의 관점을 토대로 했을 때, 연구자는 ‘미적체험

(체험)’이라는 것이 미술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미술교육의 

‘방법적 원리’로 다뤄졌을 때, 수업 내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미술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를 ‘미적체험’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조건으

로서 ‘의식적 참여’를 설정하였다. 단계별 교수-학습의 과정은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진행되며, 그것이 순환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구체적인 모형 설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7) 직접 교수법, 반응 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이 이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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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심미적 교육의 주된 골자는 ‘예술을 매개로, 학습

자로 하여금 그것과 의식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해당 경험이 유의미한 

활동(내면화, 미적체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미술과 교육의 맥락

에서 해석한다면, 아이들이 미술적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활동 자체를 어떻게 유의미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방향성이 무

엇인가에 따라 수업 내 여러 활동은 유의미한 것이 될 수도, 또는 무의미

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맥신 그린의 경우,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상을 ‘민주적 공동체의 형

성’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깨어있음과 변화를 교육에서 지향

해야할 중요한 방향성으로 두고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어있도록 하

기 위한 과정에서 예술이 주는 충격적인 측면이나 절망, 고통을 주는 부

분들까지도 여기서는 학습의 과정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수용 보다 계속

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게 하며 성찰하게 만드는 교사의 태도, 학습의 분위

기 등 과정 상의 모든 요소를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좌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린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함에 있어 

그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은, 세부 교수-학습의 과정 및 방법의 성격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 교과의 성격18)에 따라, 

‘자신과 세계의 이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적이고 정의적인 

18)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
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중략) 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
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교육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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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해당 교육의 방향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미술

은 학생이 스스로에 관하여 인식하고, 새로 느끼며, 세계와의 관계로 그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의 상을 그리기 위하여 교수-학습 제재를 설정하고, 각 수업에

서 이를 어떻게 학습 목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교수-학습 제재의 선정 및 목표 설정

본 연구의 수업 제재를 선정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

학교 미술교과서 표현형역에 수록된 작품들을 참고하였다. 수업 제재로는 

풍경화를 선정, 5종 미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도판 중 현대미술

에서 다뤄지는 풍경화 작품과 이전시대의 전통적인 풍경화 작품을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수업의 제재를 구성하였다(표Ⅳ-1).

구분 해당 단원 관련 미술 작품

교학사

(노영자 

외, 2013:

54-59)

5. 생활 주변의 풍경

- 호크니(Hockney, David), <운드레달>, 2012, 수채, 

138.4×61cm, 영국

- 최소영, <관광 도시>, 2010, 혼합재료, 830×1854cm., 한국

- 문성식, <코너 정원의 수난>, 2005, 아크릴, 91×73cm, 

한국

- 고흐(Gogh, Vincent Willem van), <몽마르트르 물랭루즈

의 테라스>, 1886, 유채, 43.5×33cm, 네덜란드

- 카유보트(Caillebotte, Gustav), <파리, 비오는 날>, 1877, 

212×276cm, 프랑스

금성출판

사(김용식 

외, 2013:

72-77)

시선이 머무는 풍경

- 최소영, <관광 도시>, 2010, 혼합재료, 830×1854cm., 한국

- 진현미, <겹-0103>, 2006, 먹, 한지, 투명필름, 300×350cm, 

한국

- 호크니(Hockney, David), <파리 퓌르스탕베르 광장>, 1985, 

표 Ⅳ-1 수업 참고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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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업 제재로 현대미술 작품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대미술에서 다뤄지는 예술의 개념은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서 다루

는 ‘예술’의 개념과 연결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보

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 규범과 관습들을 깨뜨리

는 다양한 언어와 표현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은 그저 아름답고 장식하기

에 좋은, 알기 쉬운 종류의 것이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기회

포토콜라주, 80×88.9cm, 영국

- 고흐(Gogh, Vincent Willem van),<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 1890, 유채, 92×73cm, 네덜란드

- 임선아, <부조리한 풍경>, 2008, 디지털프린트, 

220×154cm, 한국

천경자, <초원Ⅱ>, 1978, 종이에 채색, 105.5×130cm, 한국 

천재교육

A

(이규선 

외, 2013:

62-63)

변화하는 풍경

- 최호철, <버스 안 풍경>, 2006, 종이에 펜, 디지털 페인

팅, 27×37cm, 한국

- 호크니(Hockney David), <니킵스 계곡>, 1980, 아크릴, 

213.5×152.5cm,, 영국

- 슬론(Slon, John), <그리니치 빌리지의 뒷골목>, 1914, 

유채, 66.04×81.28cm, 미국

- 시슬레(Sisely Alfred), <모레 쉬르 루앙 부근의 포플러 

나무 오솔길>, 1890, 유채, 65×81cm, 프랑스

- 클로젠(Clausen, George), <봄날 아침, 하비스톡 언덕>, 

1881, 유채, 100×130.5cm, 영국

천재교육

B

(이우종 

외, 2013:

44-49)

풍경 속으로

- 전혁림, <통영항>, 2005, 유채, 300×600cm, 한국

- 최소영, <아파트와 단층집>, 2003, 청바지, 29×49cm, 한국

- 호퍼(Hopper, Edward), <일요일 이른 아침>, 1930, 유채, 

88.9×152.4cm, 미국

- 오키프(O’Keeffe, Georgia), <로렌스 나무>, 1929, 유채, 

78.9×99.5cm, 미국

- 함명수, <도시 풍경>, 2010, 유채, 130.30×193.9cm,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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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 예컨대 뉴스 보도가 특정 정보를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가

공하여 주는 반면에, 현대 미술은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씹어 소화시키

도록 요구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밝히고, 도식화된 아름다움

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품이 지닌 

의미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Yenawine, 1994: 26-27). 이러한 측면에서 

이는 심미적 교육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학습 제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풍경화라는 테마에 따라 개별 학습 제재를 나

누어 총 4차시로 진행하며, 체험-표현-감상 활동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재1> 어제의 풍경, 그리고 오늘의 풍경(1차

시), <제재2> 일상적 풍경에 낯설음 더하기1(1차시), <제재3> 일상적 풍경

에 낯설음 더하기2(1차시), <제재4> 낯설음 속 유일함, 유일함들 속 유대감

(1차시)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또한 앞서 설정한 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각 제재별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함께 설정하였다. 각 제재별 수업은 1

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상황 및 환경

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표 Ⅳ

-2)과 같다. 

구분 차시별 학습 제재 차시별 학습 목표

제재

1

어제의 풍경, 그리고 오늘의 풍경

 - 풍경화의 양상 및 해당 장르가 갖

는 의미의 이해

1. 다양한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상의 

차이를 느끼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풍경화라는 작품이 과거 삶에서 지녔던 의

미와 오늘날 지니는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3. 나에게 의미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다.

제재

2

일상적 풍경에 낯설음 더하기1

 - 윤곽선 드로잉을 통한 우리 주변 

1. 포착한 사진 속 풍경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

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표 Ⅳ-2 차시별 학습 제재 및 학습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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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자신과 세계의 이해를 통한 삶의 질 향상’라는 학습 모형

의 방향 설정에 바탕을 두고, ‘풍경화’라는 임의의 학습 제재에 따라 

그 방향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

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안으로서 위와 같은 목표들을 도출해내었으며, 이

를 구현 가능케 하는 방법적 원리를 ‘교수-학습 모형’의 형태로 제시하

고자 한다.

다. 교수-학습 모형

심미적 교육에 기반한 교수-학습 모형은 첫째, 교육의 방법적 원리로서 

‘미적체험’이라는 접근을 취하였다. 기존 미술과 교육에서는 ‘미적체

험’이라는 개념을 교육 내용의 한 영역으로 제시해 왔으나, 연구자는 이

를 교육의 ‘방법’적인 원리로 다루었을 때 수업 내 활동들이 보다 유기

풍경의 세밀한 관찰

2. 윤곽선 드로잉을 통해 풍경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3.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과 사진의 차이를 

인식하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재

3

일상적 풍경에 낯설음 더하기2

 - 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풍경 

표현

1.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

식으로 풍경을 표현할 수 있다.

2. 각 투명 레이어의 중첩에 따라 이미지의 느

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완성된 작품을 관찰하며 형태, 선, 색이 주

는 조형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제재

4

낯설음 속 유일함, 유일함들 속 유대감

 - 자신과 타인 작품의 감상·비평을 

통한 이해 및 성찰

1. 자신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을 보며 그 차이

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수업 과정에 걸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변화

(새로운 이해)를 인식할 수 있다.

3. 학습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지니

는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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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그러한 원리를 가능케하는 교육의 조건으로 ‘의식적 참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서 발견한 그것의 

세 측면(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참여, 반성적이

고 성찰적인 참여)에 따라,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술과 만날 수 있는

지, 만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단계별 교수-학습의 과정에 따라 의식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법적인 장치 및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수-학습의 과정 과정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작품 결과물 뿐 아니라 ‘과

정’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업 모형의 전체 틀은 다음(그림 Ⅳ-1)과 같이 구성하였으

며, 그것이 순환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Ⅳ-1 심미적 교육에 기반한 미술과 교수-학습모형

심미적 교육에 기반한 교수-학습 모형은 크게 <흥미 및 동기유발-탐색 

및 발견–제작(표현)–적용과 확장–반성 및 내면화>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습의 단계에서는 ‘의식적 참여’라는 조건을 통해서 학생들

로 하여금 미적체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장치들을 설계하였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을 다음 표(표 Ⅳ-3)와 이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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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미 및 동기 유발 단계

수업의 도입 과정으로 학습 제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

와 현상을 주목, 그것들의 느낌의 차이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

면서 학생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선지식을 동원해 반응하도록 한다. 제시된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과 자신의 맥락을 비교하면서 학습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

은 학생들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도록’ 격려하는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작품 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2) 탐색 및 발견

탐색 및 발견 단계에서는 기존 작품의 관찰을 통해 조형요소, 표현방

학습 단계 의식적 참여를 위한 방법적 장치 및 활동

1. 흥미 및 동기유발(1차시)
- 제시 작품-학생 간 관련성 파악

- 표현 욕구(동기) 찾기

ê

2. 탐색 및 발견(1∼2차시)

- 작품 탐색을 통해 주목할만한 요소 발견

- 표현 욕구의 구체화

- 작품 제작 계획

ê

3. 제작(표현)(2∼3차시)

- 작품 제작 및 해당 활동의 의미 의식

- 표현에 대한 단계적 지도

- 다양한 표현 언어의 제시 및 시도

ê

4. 적용과 확장(3∼4차시)
- 제작 작품의 의도 및 표현 결과 반추

- 감상 및 비평 활동을 통한 미적체험 심화

ê

5. 반성 및 내면화(4차시)
- 전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

- 전이해와 후이해의 비교를 통한 학습과정 내면화

표 Ⅳ-3 심미적 교육에 기반한 교수-학습모형 단계별 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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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작품정보 및 의미와 맥락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작품들을 관찰하며 표현방식의 차이, 시선의 차이, 매체의 차이 

등을 통해 작가의 시선과 상황을 상상하고 공감해보며 그 느낌에 대해서

도 이해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학생 자신의 삶 속으

로 작품을 가져오고, 그것의 의미 또는 문제의 발견을 통해 내가 표현하

고자 하는 작품의 제작 욕구를 보다 구체화시키도록 한다. 이로써 학생들

은 제작 계획에 임하게 된다.

3) 제작(표현)

제작(표현)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앞서 자기 작품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작품에 학생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함께 인지한다. 본격적인 작품제작에 들어가서는 학

생들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러면서도 다양한 표현기법 및 언어의 사용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껴

지지 않도록, 교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등 표현과 언어의 스펙트

럼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서 더 나

아가 다양한 표현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나 발상에 대하여 학생들

이 열린 마음을 갖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표현활동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단계적인 접

근을 통해 표현기법 및 그 변용을 시도하도록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며, 이로써 ‘실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배려한다. 한편 제작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시

선을 찾고 그를 의식하며 작품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작품 완성 이후 다른 학생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적용과 확장 

적용과 확장 단계에서는 작품 완성 후, 학생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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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의도를 다시 살핌으로써 그 의도와 표현결과를 스스로 반추하고, 

타인의 작품과 함께 감상 및 비평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내면화하고, 그 반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

적체험의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끈다. 학급 친구들의 전체 

그림을 함께 놓고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각각의 이미지와 표현의 다름, 

그 변용들을 관찰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표현의 차이에 주목하

고 그 이유를 살피도록 하며,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반성 및 내면화

반성 및 내면화 단계는 작품의 제작, 완성 감상 및 비평 활동을 모두 

마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지를 살핌으로써 일련의 과정에 따른 스스로

의 변화에 주목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작 전에 참고했던 

예술작품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학생들이 동일한 작품과 만나

게 된다. 학생들은 제작활동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 동일한 예술작품에 

대하여 각기 다른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의 반응과 

느낌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체험에 대한 반추, 성

찰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그 경험을 내면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이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배운 것 이상으로 

나아가 그들 자신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수-학습 지도안

가. <제재1> 어제의 풍경, 그리고 오늘의 풍경

1)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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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상의 차이를 느끼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풍경화라는 작품이 과거 삶에서 지녔던 의미와 오늘날 지니는 의미

를 비교할 수 있다.

 -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활동 개요

1차시 수업의 경우 교수-학습 모형의 1단계 ‘흥미 및 동기 유발’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써 풍경화라는 학습 제재에 대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

끼고, 개개인의 표현 욕구를 찾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이 사진이 없던 시절, 풍경화 그림이 갖는 의미를 상상하고, 예술가의 시

선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도입단계에서는 “사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기억

하고 싶은 풍경을 어떻게 간직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본 차시의 화두

를 제시한다. 아름다운 풍경, 우리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고 해쉬태그(#, 

키워드)를 걸어 다른 사람도 그를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SNS 활동 등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도록 제안한다. 사진이 없던 시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

나거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전개단계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고, 그 

마음을 이해·공감해보자!”라는 소제목 속에 시대별 동·서양의 다양한 

풍경화 작품 예시를 제시,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특정 한 작

품을 선정한 후 작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왜 그 풍경을 그리고 싶었는지, 

왜 그러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을지, 누구를 위해 이 작품을 제작했는지 등 

나라면(as if) 어떤 식으로 그 풍경을 표현할 것인지 관찰, 발견, 상상해보

고 의견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끝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풍경화라는 예술장르가 갖는 의미를 알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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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 속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시간을 갖는다.(소제목: “우리 모두의 마

음에는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풍경이 있어요.”) 이로써 옛 사람들

도 표현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했을 것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표현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이해한다. 이와 같은 학습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생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혹은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 사진 3장 찍어오라는 과제 안내를 끝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과 연결된 맥락에서 풍경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SNS라는 자기표현 매체와의 비교

를 통해, 손쉬운 표현매체가 없었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변 

풍경이나 일상의 모습들을 표현했을지 상상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로써 

예술가들의 시대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보고 창작 의도에 대하여 공감하

며, 작품 제작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제재
옛날의 풍경표현과 오늘날 사람들의 풍경표현 이해 차시 1

학습 

목표

1. 다양한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상의 차이를 느끼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풍경화라는 작품이 과거 삶에서 지녔던 의미와 오늘날 지니는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3.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다.

교사

준비물
PPT(시각자료), 1차시 활동지(부록 1), 참고작품

학생

준비물
워크북, 교과서, 카메라

평가

계획
1차시 활동지 기록 내용 확인 및 피드백

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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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재2> 일상적 풍경에 낯설음 더하기1

1) 학습 목표

 - 포착한 사진 속 풍경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

현할 수 있다.

 - 윤곽선 드로잉을 통해 풍경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과 사진의 차이를 인식하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흥

미 

및 

동

기

유

발

·

탐

색 

및 

발

견

도

입

“사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을 어떻게 간직

했을까?”

 - (관찰하기) 우리의 일상 풍경을 남기는 현대의 방식 제시(PPT)

 - (상상해보기) 사진이 없던 과거, 풍경을 남기는 사람들의 방법 상상 

시각자료 

제시

전

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고, 그 마음을 이해·공감해보자!”.

 - (관찰하기) 시대별 다양한 풍경화 작품 예시를 제시,(PPT)

 - (적극적으로 작품과 만나기) 한 작품을 선정, 작가의 입장 되어보기

 - (워크북 기록) 

    · 작가는 왜 그 풍경을 그리고 싶었을까? 

    · 왜 특정 표현방식을 사용했을까? 

    · 누구를 위해 작품을 제작했을까? 

    · 나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 풍경을 표현할까?

 - (발표 및 토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공감하고, 생각 확장해보기

생각의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1차시 

워크북 

배부

정

리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풍경이 있어요.”

 - (의미 찾기) 풍경화가 갖는 의미 이해, 나의 삶으로 의미 가져오기

 - (표현 욕구/동기 찾기)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 (과제안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사진 3장 찍어오기

 - (차시예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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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활동 개요

2차시 수업의 경우 교수-학습 모형의 2단계 ‘탐색 및 발견’, 3단계 

‘제작(표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나를 둘러싼 주변 풍경을 

포착하고, 그것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이해·발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사진을 이용한 윤곽선 드로잉을 실시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 풍경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소주제를 

제시, 각자의 풍경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 전에 교수자 자신이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풍경사진을 공유, 그에 담긴 이야기를 나

눠볼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에 들어가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풍경을 선택했던 이유나 

기준, 자신에게 해당 풍경이 갖는 의미 등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은 ‘의

미’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을 배우게 될 수 있다.

전개 단계에서는 “풍경 속 숨은 그림 찾기”라는 이름의 윤곽선 드로

잉을 실시한다. 학습자 개개인은 자신이 가져온 세 가지 사진 중 한 가지

를 선택, 관련된 이야기(선택 이유나 의미 등)를 간략하게 노트에 기록하

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뒤 드로잉을 시작한다. 제작 과정에서 사진에 

투명필름을 대고, 풍경 구석구석을 따라 선으로 드로잉 하는데, 이는 학생

들이 실기활동(창작, 작품제작)에 대하여 갖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세

밀한 풍경의 관찰을 가능케하는 장치로 역할 한다. 이후 학생들은 윤곽선 

드로잉 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 드로잉 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들을 기

록해본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선으로 이루어진 풍경의 숲을 거닐며, 관찰하고 

느껴보자.”라는 소제목을 제시, 친구들이 선택한 풍경사진과, 선으로 다

시 태어난 풍경을 함께 보며 그 차이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기억

에 남는 친구의 작품 한 가지를 선택, 해당 풍경(또는 그림)이 나의 마음

을 움직인 이유를 생각, 기록 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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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에게 ‘각자의 시선’을 찾고, 그것에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

도록 자신의 일상 속 풍경(사진)을 찍어오도록 지도한다. 학습자 자신이 

해당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의식하면서 그를 관찰하고 그려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곽선 드로잉 시 학생들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의 선을 자유롭

게 그릴 수 있도록 장려하되, 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한 드로잉을 권유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제재
윤곽선 드로잉을 통한 세밀한 풍경 관찰 차시 2

학습 

목표

1. 포착한 사진 속 풍경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윤곽선 드로잉을 통해 풍경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3.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과 사진의 차이를 인식하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교사

준비물
PPT(시각자료), 2차시 활동지(부록 2), 참고작품

학생
준비물

풍경사진, OHP 필름 1장, 네임펜(컬러), 지우개, 워크북(활동지), 교과서

평가

계획
2차시 활동지 기록 내용 확인, 표현 결과물(드로잉 작품) 확인

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비고

탐
색 

및 

발
견

·

제

작 
및 

표

도

입

“이 풍경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 (워크북 기록) 나의 풍경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나 의미를 부여하기

 - (발표 및 토론) 서로의 풍경사진과 관련 이야기의 공유

2차시 

워크북 

배부

전

개

“풍경 속 숨은 그림 찾기”

 - (작품 계획) 각자의 사진에 담긴 의미 정리 및 작품 제작 계획 기록

 - (작품 제작) 

    · 사진 위 OHP필름을 대고, 네임펜을 이용한 윤곽선 드로잉

    · 드로잉을 하면서 풍경 사진 속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

    · 드로잉 완성

 - (발견하기) 

OHP필름

과 사진을 

고정시킨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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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재3> 일상적 풍경에 낯설음 더하기2

1) 학습 목표

 -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풍경을 표현할 

수 있다.

 - 각 투명 레이어의 중첩에 따라 이미지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완성된 작품을 관찰하며 형태, 선, 색이 주는 조형감과 리듬감을 느

낄 수 있다. 

2) 교수-학습 활동 개요

3차시 수업은 교수-학습 모형의 3단계 ‘제작(표현)’, 4단계 ‘적용과 

확장’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전 차시에 했던 윤곽선 드로잉에

서 보다 확장된 표현으로 나아가 표현활동에 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선의 요소만을 활용하여 풍경에 색을 입히고, 레이어의 중첩에 따

라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인지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는 OHP필름 2장

을 추가로 사용하여 각 필름을 중첩, 색채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작업을 

유도한다. 또는 레이어의 제거를 통해 같은 풍경에서 어떤 이미지의 변용

현

    · 드로잉 이전에, 사진에서 내가 보았던 풍경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 드로잉 이후 사진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
리

“선으로 이루어진 풍경의 숲을 거닐며, 관찰하고 느껴보자.”

 - (작품 감상) 친구들이 선택한 풍경사진 및 드로잉 작품 감상

 - (관찰하기) 기억에 남는 친구의 작품 한 가지를 선택, 해당 풍경(또는 그림)이 나

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를 활동지에 기록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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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함께 느끼고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도입단계는 “쌓여가는 풍경들”라는 소제목으로 제시된다. 학생들은 

전 차시에 작업한 드로잉 위에 OHP필름을 추가, 어떤 방식으로 각 필름을 

색으로 채우는 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작업에 착수한다. 새 OHP필름을 올

려놓고,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색을 입힌다. 이후 그 위에 추가로 OHP필

름을 올려 새로 선택한 두 가지 색을 이용하여 세 번째 레이어를 완성, 동

일한 방식으로 네 번째 레이어까지 작업할 수 있다.

전개 단계에서는 “낯선 방식으로 그려보자”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

듯,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혹은 비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사가 구체적인 예시, 시범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 언어의 스펙

트럼을 확장시킬 수 있다. 예컨대 면을 색칠하는 방식이 아닌, 선 만을 이

용해서 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짧고 굵음, 두꺼움과 얇은, 규칙

과 불규칙, 정돈됨과 자유로움 등 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보도록 하

는 것, 원래 사물이 지니고 있던 색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것과 다른 

색도 사용해서 색을 입혀 보도록 지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낯선 풍경 만들기, 이미지를 가지고 놀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은 네 장의 OHP필름 레이어

를 겹쳐보기도 하고, 일부만 겹쳐보기도, 따로 떼어보기도 하면서 이미지

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발견하고, 워크북에 기록한다. 또한 자신이  

작품을 제작한 이유나 그 풍경의 의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레이어의 조합을 만들어 봄으로써 작품을 완성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채색 단계에서 ‘면’ 단위로 색을 칠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오로지 ‘선’만을 이용하여 색을 입히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면으로 

색을 칠 했을 때의 느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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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표현에 대한 접

근성을 높여 준다.

4)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제재
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풍경 표현 차시 3

학습 
목표

1.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풍경을 표현할 수 있다.

2. 각 투명 레이어의 중첩에 따라 이미지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완성된 작품을 관찰하며 형태, 선, 색이 주는 조형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교사

준비물
PPT(시각자료), 3차시 활동지(부록 3), 참고작품

학생
준비물

OHP 필름 4장, 풍경사진, 네임펜(컬러), 지우개, 워크북(활동지), 교과서

평가

계획
3차시 활동지 기록 내용 확인, 표현 결과물(완성 작품) 확인

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비고

제

작 
및 

표

현

·

적

용 

및 
확

장

도

입

“쌓여가는 풍경들”

 - (작품 제작 과정 전반 안내) PPT를 통해 작품 과정 전반을 설명, 이해를 돕기

    · 전차시 드로잉 결과물 위에 3장의 OHP필름을 추가

    · 각 필름마다 다른 색상의 네임펜을 사용하여 색채 입히기

3차시 

워크북 

배부

전

개

“낯선 방식으로 그려보자”

 - (단계적 표현지도)

    · 2번째 레이어에는 세 가지 색만을, 3번째 레이어에는 두 가지 색만을 사용 

 - (다양한 표현 언어의 제시, 표현의 적용 및 확장)

    · 면을 색칠하는 방식이 아닌, 선만을 이용하여 색 표현하기

    · 짧고 굵음, 두꺼움과 얇은, 규칙과 불규칙 등 다양한 방식의 선 사용을 제안

    · 사물의 원래 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색 쓰도록 제안

    · 네 장의 필름 레이어를 모두 겹치거나 일부만 겹쳐보기

지난 차시 

작품 위에 

OHP을 

덧대어 

3개의 

레이어가 

추가될 수 

있도록 

지도

정
리

“낯선 풍경 만들기, 이미지를 가지고 놀자”

 - (표현의 확장) 작품 마무리 후, 레이어 중첩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의 차이 관찰

 - (작품 마무리) 작품의 제작 의도를 의식하며 가장 적합한 레이어의 조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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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재4> 낯설음 속 유일함, 유일함들 속 유대감

1) 학습 목표

 - 자신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을 함께 보며 그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전 수업과정에 걸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변화(새로운 이해)를 인

식할 수 있다.

- 학습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

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활동 개요

4차시 수업은 교수-학습 모형의 4단계‘적용과 확장’, 5단계‘반성 및 

내면화’에 해당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작품을 완성하고, 친구들과 자신의 

작품을 감상, 이후 전 학습과정을 반추하는 기회를 갖는다. 

도입단계에서는 “그 많던 풍경은 어디로 갔을까? 낯선 이미지의 숲”

라는 소제목으로 감상 및 비평 활동을 시작한다. 각 학습자는 자신이 가

장 마음에 드는 레이어를 조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원본 사진과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반 친구들 모두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후 전개과정(“풍경이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해보자”)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풍경화의 의미, 그리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 

최종완성 작품을 통해 느끼거나 발견한 의미를 워크북에 기록, 이를 친구

들과 공유한다. 학습자는 친구들의 작품 속 선의 형태를 중심으로 관찰, 

학습자 자신의 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름’에 주목하며 다른 이

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워크북에 기록한다. 학생들의 여러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친구들 작품 속 풍경의 구도나, 

시점, 원근의 유무 등 조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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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쓰임이 그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끝으로 수업의 마무리 단계이다. “다시 한 번, 진짜 풍경화를 만나

다”라는 테마의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작품을 제작

했던 과정 전반을 반추하도록 하고, 1차시에 시각자료로 제시되었던 작가

들의  다양한 풍경화 작품을 ‘다시’ 감상하도록 제시한다. 학생들은 다

시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새롭게 알고, 새롭게 발견

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찾으며, 그를, 1차시에 기록했던 느낌과의 비교함

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터득, 학습과정 전반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작품 완성 후, 학생들이 네 장의 필름들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고 겹쳐

봄으로써 달라지는 이미지들의 변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친구들

의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는 ‘차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유

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제안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 

제작 과정을 반추하게 함으로써, 앞서 보았던 풍경화 작품들의 작가들이 작

품을 제작할 때 거쳤을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이해해보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제재

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풍경 표현 차시 4

학습 

목표

1. 자신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을 함께 보며 그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수업과정에 걸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의 변화(새로운 이해)를 인식할 수 있다.

3. 학습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교사
준비물

PPT(시각자료), 워크북(4차시 활동지)

학생

준비물
표현 결과물(제작 작품), 워크북(활동지),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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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미술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려면 어떠

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한가를 모색하기 위해, Ⅳ장에서는 맥신 그린의 심

미적 교육 관점에 근간한 교수-학습 모형 및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었

다.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맥신 그린의 관점은, 현재 미술

평가
계획

워크북(1∼4차시), 표현 결과물(완성 작품)

학습
과정

교  수 - 학  습  활  동 비고

적
용 

및 

확
장

·

내

면
화 

및 

반
성

도
입

“그 많던 풍경은 어디로 갔을까? 낯선 이미지의 숲”

 - (최종 작품 감상) 원본 사진과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반 전체 친구들의 작품 감상

4차시 

워크북 

배부

전

개

“풍경이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해보자”

 - (관찰하고 발견하기) 

    · 친구 작품 속 선은· 내가 표현한 선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어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의 느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 (수업과정 반추하기)

    · 내가 처음 계획했던 작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해보기

    · 교사는 각 작품 속에 드러난 조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

    · 해당 조형요소의 특징 및 쓰임이 그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생각해보기

 - (발표 및 토론) 워크북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과 의견 공유

학생들이 

1∼4차시 

워크북을 

살피며 

학습에 

참여하도

록 지도

정
리

“다시 한 번, 진짜 풍경화를 만나다”

 - (예술 작품 다시 만나기) 작품 제작 과정을 떠올리며 예시작품 다시 감상

 - (내면화 및 반성)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 변화하게 된 것에 주목, 그 차이를 

비교하고 활동지에 기록해보기

1∼4차시 

워크북 및 

완성 작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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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을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한계점, 그리고 가능성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우선 교육의 목적 및 방향성과 관련하여, 그것은 기존 미술과 교육에서 

지향해왔던 교과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해 주었다.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왔던 미술 교과의 성격과 역할 등에는 

우리가 미술교육의 커다란 방향성으로 삼을 수 있는 ‘가치’에 관한 측

면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19) 그러나 그것이 개별 

학습 목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과 실

천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과 교육 내 ‘방

향성’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담론 및 합의가 공론의 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둘째,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에 대한 방법적 원리에 관한 측면에서, 이

는 ‘미술’이라는 것을 교육의 ‘매개’로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미술 활동을 도구적 또는 수단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학

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발견하는 ‘매개’로 미술을 바라보는 

것은, 학습자들이 미술과 만나는 순간과 과정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준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교육의 목표는 작품 창작에 있는 것

이 아니라, 해당 작품을 접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감정, 작품 제작 과

정에서 떠올랐던 생각이나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등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감응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

의 반응과 감정에 민감한 이들은 타인에 대하여 보다 잘 공감하고, 그들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심미적 교육은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배우는가’에 주목하도록 해 주었다. 이에 미술교

19)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의 미술’, ‘미술
활동을 통한 자신의 감정 이해’, ‘타인의 감정과 사고의 이해 및 공감’ ,‘문화 시민
으로서의 소양’ (교육부, 2015: 3)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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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방법적 원리로써 ‘미적체험’의 개념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으며 나

아가 그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식적 참여’개념의 세 

양상에 비추어 교수-학습의 과정들을 다시 살폈다. 첫 번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좀 더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방식으로 수업

을 풀어내는 노력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도록 하는 것, 표현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

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관점으로 미술과 만나고, 그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하며 깨뜨리는 연습을 통해 ‘스

스로에게 의미 있는 방식’의 학습을 터득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줄 것

이다. 세 번째,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참여’는 작품 결과물 뿐 아니라 

자신의 학습과정 전반을 ‘다시’ 살피도록 한다. 이는 새로움의 발견과 

의미를 찾게 함으로써 자신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며, 타인과 함께 대화하

고 소통하는 것으로 그를 확장시킴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의 조건들을 만들

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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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활동들이 보다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를 모색함

에 있어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을 하나의 관점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

고 이를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수-학습과 관련한 어

떠한 방향성과 방법적 원리를 제안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나은 

미술과 교육의 지향을 위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고민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성찰,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육적 

‘조건’에 관한 고려들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서 ‘예술’은 교육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학

습자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역할 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교육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작품의 감상이나 제작)가 교육의 목

적이 되지는 않으며 수단이나 도구로 기능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개개인의 

‘변화’와 ‘깨어있음(wide-awakeness)’이라는 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학

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며, 판

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예술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예술적 지식이나 기량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듯 

했다.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방향성’의 고민이 불충분함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연구자는, 교육에 대한 맥신 그린의 이러한 접근이 모종의 

가치 지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느껴졌다. 이에, 보다 

면밀히 그의 이론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떠한 생각과 고민의 차이가 교육의 

다른 양태를 만들어 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하나의 관점으로 

삼아 현재의 미술과 교수-학습의 전반을 반추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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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 그린의 삶의 맥락, 그리고 교육사상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연구

자가 해석한 심미적 교육은 ‘예술(작품)에 대한 의식적 참여를 통해 학습

자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것’정도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린

은 당시 미국의 교육 현실(1990년대 전후, 수월성 및 학업 성취도 중심의 

교육 개혁이 논의되던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획일적인 기준

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계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에 그린은 ‘예술’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를 교육에 끌어

들임으로써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린이 주목한 예술 개념은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미(beauty), 조화

로움, 완전함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깨

뜨려주는 종류의 것에 가깝다. 예술 작품과 만날 때 우리는 해당 작품(무

용, 음악, 미술, 문학 등)이 지닌 ‘구조’와 그 특유의 ‘언어’를 통해 

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쓰지 않던 근육을 건드려 줌

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감각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시키며,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교육이 지향해야할 하나의 ‘방법적 패러다임’으

로 이해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삶에 “여백의 공간(Greene, 1995: 

134)”을 제공해준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들, 일어나

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만약의 세계(as if)’를 열어주는 예술의 개방적 특

성에 대한 비유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린은 예술의 이러한 특성이 학생

들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에 참여하도

록 만들며, 자신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공간(민주적 공동체 형

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미술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예술을 만나는 

방식’이었다. 듀이와 마찬가지로 그린은 예술 경험이 ‘의식’과의 교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의미’로서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연구

자는 이러한 학습의 전환과정을 ‘미적체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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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적체험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되었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교육적 조건으로 ‘의식적 참

여’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미적체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술

과 만났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그 안에 쏟고, 그것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

오는 등 의식적으로 예술과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의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적 참여’는 맥신 그린이 교육의 목적을 개개인의 ‘깨어있음

(wide-awakeness)’으로 보았던 것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현상들이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규범적 가치 등에 대하여 탐

색하고, 질문하며, 의심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도덕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그린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주의’라는 이름의 나태 혹은 

권태로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린은 “마취상태(Greene, 1999: 13)”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길을 ‘교육’으로부터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과 그것으로의 변화’를 하나의 사회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맥신 그린에게 예술,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식적 참여를 통한 개개

인의 깨어있음은 ‘변화’의 가능성에 불을 지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점에서 심미적 교육의 주된 골자를 이루는 ‘예술’, ‘의식적 참

여’, ‘깨어있음’이라는 주요 개념들은 그린이 지향하는 교육에서 의미 

있는 ‘조건’들로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미적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미술과 교육

의 맥락에서 이를 해석해보았다. 그것이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에 어떠한 

방향성과 방법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거쳐, 그를 적

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도출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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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린의 관점은 교육에 있어 ‘방향성(가치 지향성)’과 ‘목적’

의 존재 여부가 얼마나 다른 양상의 교수-학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수업 내 여러 활동들은 

유의미한 것이 될 수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

술과 교육에서 해당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수업은 

의도치 않게 ‘작품 제작과 그 결과물’이 해당 교육의 도달점인 것처럼 

흘러갈 수 있다. 처음부터 작품 제작 자체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고 할지라도 평가의 기준이 ‘작품’에 있게 되면, 그것을 잘 만들어냈는

가 그렇지 않은가가 주 관심사가 되면서, 해당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느

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변방으로 물러나거나 사

장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술과 교육이 전문 예술가를 키워내

는 교육과 다른 종류의 교육이라면, 이제는 작품 결과물 이외에도 ‘무엇

으로’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의 시행착오나 느낌, 감

정, 깨달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학습(배움)의 중요한 요소이자 원료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에 있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개인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표현력 신

장과 같은 외재적 측면 뿐 아니라 ‘내재적인 측면과 가치’를 아울러야 

할 것이다. 

둘째,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중등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미술’

이라는 것을 교육의 ‘매개’로 보는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미술 활

동을 도구적 또는 수단적으로 이해하는 도구주의적 접근 또는 미술 자체가 

지닌 지식의 구조를 추구하는 본질주의적 접근 등과는 다른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술과 교수-학습에의 ‘과정’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자가 미술을 

‘매개’로서 만난다는 것은, 해당 미술작품(또는 제작활동)에 관한 것을 

넘어 그것과 만나는 ‘나’에 관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는 미술과 만나는 순간 순간, 그 과정 과정에 충분한 주의(의식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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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작

품 제작 과정에서 떠올렸던 생각, 그에 감응하는 마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등 자신이 무엇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미술과 만나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도 보

다 잘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을 통해 연구자는 ‘미적체험’의 개

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기존 미술과 교육에서는 ‘체험, 표현, 감

상’이라고 하는 미술 교과 내용의 세 구분을 통해, ‘체험’이라는 대 

영역 안에 ‘미적체험’이라는 개념을 소 영역으로 분류·제시 해 왔다. 

여기서 다뤄지는 ‘미적체험’의 개념은 자연환경과 시각문화 환경을 인

지하고 그로부터 미적 가치를 찾거나(교육과학기술부, 2007), 직업 영역에 

대한 탐색 및 체험활동(교육부, 2015)의 일환으로 국한시켜 다루어져 온 

점, 해당 영역의 해석 및 교육 실천을 어렵고 모호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맥신 그린의 관점을 빌려, ‘미적체험’개

념을 미술 교과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미술교육 전체의 방향성이나 태도

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적 원리’개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제안

하였다. 앞서 언급한 미술교과 내용 영역 상의 구분은 마치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이 별개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인되어, ‘세 활

동의 상호 유기적인 학습 경험’이라는 본래의 교육적 취지(교육과학기술

부, 2007: 198)와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적

체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각 활동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체험케 함

으로써 그것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학습경험을 가능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넷째로, 그린의 관점은 미술과 교수-학습에서 어떠한 교육적 조건이 필

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연구자는 ‘미적체

험’이라는 것을 하나의 교육적 원리로서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술과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하는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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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미술과 교육의 맥락에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배우는가에 주목해야함을 환기시키고 

있었으며, 그를 가능케 하는 교육적 조건으로 연구자는‘의식적 참여’라

는 개념을 제안해 보았다.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특히 그것을 세 

측면(예술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만남,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만남, 성

찰적이고 반성적인 만남)으로 구체화하여, 의식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

법적 장치 및 활동의 필요성을 구체화시켜 보았다. 

한편,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을 학교 미술과 교육에서 해석하고 그 

적용을 모색하는 데는 몇몇 어려움도 따랐다. 가장 커다란 난점은, 그린의 

심미적 교육의 경우 특정 교수-학습 모형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심미적 교육에서 추구하는 종류의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교사’의 존재가 전제되어

야 했다. 교사 자신이 먼저 그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스스로 깨어있기 

위한 노력을 하며, 그 방식을 앞서 터득해야만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 

각자에 적합한 방식을 찾도록 동기부여 하거나 자극하고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의 심미적 교육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LCE의 사례나 

서울문화재단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사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

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태도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이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실천’

에 근간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의 제공, 깨어있는 교사의 필요성과 

의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등이 보다 풍부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관한 또 하나의 난점은, 국가 교육과정상 교육

의 ‘내용’으로 분류되어있는 ‘미적체험’의 개념을 교육의 ‘방법’이

자 원리로 접근한 부분과 관련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식

의 하나로서 이러한 접근은 일정부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 그것의 내용 뿐 아니라 ‘체계’에 관한 많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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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술과 교수-학습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과 역량’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

다. 이는 연구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심

미적 교육에 기반한 교육의 방향성이 지니는 불일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미처 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교과 핵심 역량에 따라 각 내용체계를 ‘기능’과 연결시켜 구분한 부분

(교육부, 2015: 7), 중학교 미술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의 효과적인 ‘활

용 능력’ 및 ‘직업 탐색 능력’을 추가한 부분(교육부, 2015: 5) 등은 연

구자가 설정한 교수-학습 모형의 방향성(자신과 세계의 이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다른 지향점을 지녔다는 판단으로 인해, 그를 적절히 담아낼 

방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점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교수-

학습 모형의 적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점으로서 지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미술과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시사

할 수 있는 지점 또한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린이 생각하는 종류의 ‘예

술’개념은 때때로 조화로움 또는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개념을 미술

과 교수-학습의 맥락으로 가져오는 것은 교사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적잖

은 갈등이나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된 자기반성(Greene, 

1995: 61)”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의 ‘교육’이란, 아이들로 하여금 기

꺼이 이러한 두려움, 혼란, 불균형에 맞서고 부딪혀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술적 지식이나 기량을 습득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아이들 각자에게 하나의 의미와 가치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미술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교사 스스로의 깨어있음’

에 대한 고민은 ‘항상 끌어안고 가야 할 고민’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

지 않을까. 미술 수업 시간이 설령 아이들의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순

간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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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이 감상하거나 즐겁게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 그저 다른 이들이 제대로 보도록 만

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교사는 알게 될 것이다. (중

략) 결국 눈 앞의 작품에로 되돌아갈 때, 학생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여행

을 시작해야 하며, 그때에는 아무도 동반할 수가 없다. (중략) 교사는 전

도사도 아니고 미술관의 안내인도 아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

신의 독창적인 시선, 지각의 고유한 어떤 것을 되찾으려 힘쓰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려 애쓰며, 제대로 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교사는 탐구하고 선택하는 일에 종사하는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관점들

에 내포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으로서, 또한 배려하는 한 사

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Greene, 2007: 446).

그린의 심미적 교육론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깨어있음’이라는 교육

적 지향을 위해 조화로운 것들에 맞서게 하거나, 불완전성을 추구하는 방

식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학생 및 교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배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미적 교육에

서 교사는 그러한 불완전성의 추구를 통해 배울 줄 알고, 그로써 자기 내

면 및 내적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교수-학습 과정

의 상당 부분들이 교사 개개인의 감수성이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표준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어렵

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교사 스

스로에게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교수-학습과 관련된 더 많은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

게 하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맥신 그린의 심미적 교육은 미술교육의 기

능과 효용에 주로 주목해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 환기를 제공한다. 오히

려 그것은 미술을 매개로 개개인이 자아를 발견하고, 그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실존적 접근’을 통해 그것이 지닌 가능성과 가

치를 증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미술교육에 있어서 주

목하지 않았던 것들, 만약(as if)의 세계이자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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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교수-학습 활동지 1

Ⅱ.� (2)� 생활�주변의�풍경:� 1차시_어제의�풍경,� 그리고�오늘의�풍경

창의노트(활동지)_1단계;� 배고픔�느끼기(흥미�및� 동기유발)

#1�“어제의�풍경,�그리고�오늘의�풍경”�

1. 사진이�없던�시절,�사람들은�아름다운�자연이나�기억하고�싶은�풍경을�어떻

게�간직�했을까?

1) 아래 두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까

요?

2)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은 장면, 일상의 풍경 등을 어떤 방식으로 담고 기록하나요?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 �

3) 사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떤 방법/매체를 사용하여 그 풍경을 간직했을지 상상해봅시다. 

� �

-1-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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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생활�주변의�풍경:� 1차시_어제의�풍경,� 그리고�오늘의�풍경

창의노트(활동지)_1단계;� 배고픔�느끼기(흥미�및� 동기유발)

2. 작품을�만드는�예술가의�시간과�공간을�탐험하고,� 그�마음을�이해·공감�

해보자

1) PPT에 제시된 작품 중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작품을 찜 해봅시다!

�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작가명)

② 나는 왜 이 작품에 끌리는 것일까요? 이유를 두 가지만 떠올려 볼까요?

   

1. 2.

  

2) 작품과 적극적으로 만나기

�

① 작가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그렸나요?

② 왜 그 풍경을 그리고 싶었을까요?

③ 누구를 위해 이러한 작품을 제작했을지 상상해볼까요?

④ 만약, 나라면 어떤 식(표현, 매체 등)으로 풍경을 표현했을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

-2-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 98 -

Ⅱ.� (2)� 생활�주변의�풍경:� 1차시_어제의�풍경,� 그리고�오늘의�풍경

창의노트(활동지)_1단계;� 배고픔�느끼기(흥미�및� 동기유발)

3.�“우리�모두의�마음에는�표현하고�싶고,�나누고�싶은�풍경이�있어요.”

1) 내가 생각하는 풍경화란 무엇인가요?

�

①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풍경화’라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풍경화 작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②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 의미는 동일한가요?

 

2)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을 찾아서

�

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여러분이 방문 했던 다양한 공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중 내가 기

억하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풍경이 떠오르는 이유도 함께 적어봅시다.

   

기억하고 싶은 풍경

기억하고 싶은 이유

1.

2.

② 풍경을 떠올렸던 사람도, 풍경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천천히 주변을 한 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해 봅시다!

3) 학습 과제 안내: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 찾아오기

�
내가 기억하고 싶은 혹은 나에게 의미 있는 풍경 사진 3 장을 출력해서 활동지 뒷면에 붙여옵니다♬

-3-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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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수-학습 활동지 2

Ⅱ.� (2)� 생활�주변의�풍경:� 2차시_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1

창의노트(활동지)_2단계:� 맛� 보기(탐색�및� 발견)

#2�“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1”�

1.�이�풍경이�기억되었으면�좋겠어요.

1) 준비해 온 사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어 봅시다.

 

내가 선택한 사진(붙이기)

2) 사진에 담긴 이야기

 

➀ 사진 속에 들어있는 풍경은 무엇인가요?

➁ 나는 세 가지 사진 중 왜 이 사진을 선택했나요? 

➂ 사진에 담겨 있는 이야기(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적어볼까요?

-1-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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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생활�주변의�풍경:� 2차시_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1

창의노트(활동지)_2단계:� 맛� 보기(탐색�및� 발견)

2.�풍경�속�숨은�그림�찾기

1) 제작 과정

 

① 출력해온 A4사이즈 크기의 사진 위에 OHP필름을 대고 테이프로 고정

② 한 가지 색상의 유성 네임펜을 선택! 네임펜을 사용하여 윤곽선 드로잉 시작!

➂ 풍경 속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며 선을 입혀가기

➃ 풍경 사진 속 구석구석 세밀하게 관찰하기(아래 참고 작품들처럼 꼼꼼히~ 꼼꼼히)

➄ 드로잉 완성!

  

2) 내 작품 속에서 발견하기

 

① 드로잉 이전에 사진에서 내가 보았던 풍경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② 세밀한 윤곽선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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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생활�주변의�풍경:� 2차시_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1

창의노트(활동지)_2단계:� 맛� 보기(탐색�및� 발견)

3.�선으로�이루어진�풍경의�숲을�거닐며,�관찰하고�느껴봅시다!

 

① 친구들이 선택한 풍경사진과 드로잉 작품을 함께 감상해 봅시다.

②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의 작품 한 가지를 찜! 해봅시다. 어떤 점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지, 자

유롭게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기억에 남는 친구의 

작품(친구이름)

작품이 기억에 남는 이유

(나는 무엇에 반응했을까?)

1.

2.

-3-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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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수-학습 활동지 3

Ⅱ.� (2)� 생활�주변의�풍경:� 3차시_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2

창의노트(활동지)_3단계:� 음미하기(제작-표현,� 적용과�확장)

#3�“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2”�

1.�쌓여가는�풍경들

1) 제작 과정

 

① 전 차시 드로잉 결과물 외에 2장(또는 3장)의 OHP필름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② 추가되는 필름에 드로잉 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필름이 추가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줄어든답니다! 내가 선택한 색상을 적어볼까요? 

  

구분 사용 색상

두 번째 필름
(3가지 색만 사용)

세 번째 필름
(2가지 색만 사용)

네 번째 필름
(1가지 색만 사용)

➂ 면이 아닌, ‘선’ 만을 이용하여 색을 채워 넣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선들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볼까요?

  

2.�낯선�방식으로�그려보자

1) 제작 팁!

 

① 면을 색칠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 만을 사용해보기. ‘선’이 가진 가능성을 오늘!! 제대로 한번 탐

색 해 봅시다~

② 선의 짧고 굵음, 두꺼움과 얇음, 규칙과 불규칙 등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요!

➂ 사물의 원래 색에 얽매이지 말아요.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물에 새로운 색을 입혀

주세요.     

-1-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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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생활�주변의�풍경:� 3차시_일상적�풍경에�낯설음�더하기2

창의노트(활동지)_3단계:� 음미하기(제작-표현,� 적용과�확장)

3.�낯선�풍경�만들기,�이미지를�가지고�놀자

 

① 작품을 모두 완성했나요? 우리가 제작한 총 3장의 필름(혹은 4장의 필름), 그리고 원래 사진 이미지

까지 총 4장(5장)의 이미지를 확인 합시다.

② 이미지를 다양한 조합으로 겹쳐보고, 빼 볼까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의식하면서 이미지를 변형해 

봅시다.

➂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작품의 제작 의도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의 조합을 선택, 작품을 완성해 봅시

다.

➃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함께 참고해 볼까요?

-2-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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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교수-학습 활동지 4

Ⅱ.� (2)� 생활�주변의�풍경:� 4차시_낯설음�속� 유일함,� 유일함들�속� 유대감

창의노트(활동지)_4단계:� 소화시키기(내면화�및� 반성하기)

#4�“낯설음�속�유일함,�유일함들�속�유대감”�

1.�그�많던�풍경은�어디로�갔을까?�낯선�이미지의�숲

1) 최종 작품 함께 감상하기

 

① 원본 사진과 작품 사진을 나란히! 교실 뒤편 전체를 이미지의 숲으로 만들어 봅시다.

② 낯선 이미지의 숲을 거닐며 자유롭게 거닐며 친구들의 작품을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2.�풍경이�변화해온�과정을�추적해보자

1) 관찰하고 발견하기

 

① 친구들의 작품 중, 첫 풍경(사진)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게 했던 작품이 있나요? 

  

작품(친구 이름)

풍경의 추적과정

1. 원래 어떤 사진이었을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2. 원래 사진과 비교해 봅시다. 지금은 어떤 요소 때문에 원래 풍경과 

다른 느낌을 주고 있을까요?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3. 친구가 사용한 선에 주목해 봅시다. 내가 사용했던 선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선들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나요?

   

-1-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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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생활�주변의�풍경:� 4차시_낯설음�속� 유일함,� 유일함들�속� 유대감

창의노트(활동지)_4단계:� 소화시키기(내면화�및� 반성하기)

2) 되새김질하기(수업과정 반추)

 

① 내가 처음 계획했던 작품의 모습에 대해 떠올려보고, 비교하여 생각해 봅시다. 

   

처음 작품 계획 완성 작품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느낌 표현된 그림이 주는 느낌

계획 과정에서 생각했던 작품의 의도 작품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변

화된 것, 추가된 의미

➁ 이것만큼은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나만의 유일한 예술 포인트를 꼽는다면? (사용한 선의 변형, 작품의 의미 등)

   

3.�다시�한�번,�진짜�풍경화를�만나다

1) 다시 만나기: 1차시에 보았던 예술작품과 다시 한 번 만나 봅시다.

 

반가운 마음으로, 작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이전의 느낌과 같은가요? 다

른 부분이 있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적어보고, 1차시에 내가 느꼈던 느낌과 어떻게 다른지 1차시의 창

의노트를 다시 살펴봅시다.

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작가명)

② 나는 왜 이 작품에 끌리는 것일까요? 이유를 두 가지만 떠올려 볼까요?

   

1. 2.

  

-2-

반� � � � � � � � � � 번호� � � � � � � � �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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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xine Greene’s 

Aesthetic Education

- as an Approach to Finding Methodological 

Principle of Art Education

Jeongeun Se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at type of approach will be 

necessary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attain more meaning in regard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Art Education.” It then has its purpose of 

trying to find the methodological principle of art education. As one approach, 

I will introduce American education philosopher Maxine Greene’s (1917 ~ 

2014) “aesthetic education.” Early on, Green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art in education, and spent her life researching and applying studies on how 

the education process used art as a ‘medium’, and how that could be 

practiced. Greene’s “aesthetic education,” also known as “aesthetic 

experience education,” explains how the education process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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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rt as a medium is transformed into “education,” and give meaning 

to each learner; in other words, explains the principle and importance of art 

education by showing the conditions in which artistic experience can happen. 

This study was progressed by the following manner in order to explore 

the education direction, methodological principles, conditions for how art and 

art education can surpass acquiring artistic knowledge or technique based 

education, and reach meaningful education. 

Using the problem awareness discussed in Chapter I, Chapter II 

reviews education philosopher Maxine Greene’s life. I try to understand 

what method she understood education and art as an education philosopher 

in the view of her life. As she was a passionate and acting intellect who 

practiced her philosophy, I tried to see her overall life, and the mentions of 

“democracy,” which was her ideal education direction, and how the 

principle of “art,” the center of aesthetic education, melted into her life 

and understand her education beliefs on the basis of that. 

In Chapter III Part 1, I focused on the background in which aesthetic 

education was brought about, before trying to understand it fully. I reviewed 

how Maxine Greene specified her education principle into aesthetic education 

under what particular education realities, and what her problem awareness 

was. In Part 2, I tried to interpret the keywords “art,” “conscious 

engagement,” “wide-awakeness,” in particular, and understand aesthetic 

education’s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Also, in Part 3, in order to 

understand how aesthetic education can be practiced in real education 

environments, I briefly reviewed two main examples: The Lincoln Center 

Education’s Aesthetic Education Program an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Aesthetic Experience and Arts Education Program. 

In Chapter IV, I tried to interpret aesthetic education in light of pract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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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art and education. I think about what 

direction can be proposed in art and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aesthetic education in Part 1, and make a big frame for professor-education 

development. Using the teaching-learning frame made based on educational 

direction, purpose, and educational material, in Part 2, I specify it based on 

the forms of lesson plans. I picked the education topic “landscape,” and 

composed teaching plans for 4 classes. This was presented as a trial to use 

the one perspective of aesthetic education and review art and 

professor-education, rather than to present the model for what needs to be 

in art and education. 

In Chapter 5, I organized, as a result of the entire study, wha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rt and education are now, in the perspective 

of aesthetic education, and what we can do and what we should do in this 

situation. 

Greene’s aesthetic education requires each individual to stand up to 

harmonious things or self-reflect or soul-search in the method of seeking 

incompleteness. In this view, it requires a more active attitude and learning 

from students and teachers. Also, one needs to be a person who can learn 

through seeking incompleteness and finding one’s own and inner value 

through that process. Thus much of the professor-education process can be 

swayed by the teacher’s individual emotions or abilities, leading to a limit 

on how standard and uniform the standards for specification be set. 

However, in a different light, this can be looked at as presenting the 

question of “Do you have to follow a standard and uniform method” to 

the teachers, and open possibilities for a wider view on the 

professor-education topic. Lastly, Maxine Greene aesthetic education offers a 

fresh view compared to previous approach methods that tried to prove 

art’s possibility and effects through instrumental and method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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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in art subjects. Rather, it can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proves the possibility and value through finding each 

individual’s self in art and helping to expand that in a realistic manner. 

keywords : Maxine Greene, Aesthetic Education, Aesthetic experience, 

conscious engagement, teaching and learning, art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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