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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쩌|의 흩수성과 타 확체 수용 사이에서의 마흩 전를가 과육. 

김정회/ 서양화과 

1. 서를-사안은 미솔의 흑륨이 아니라 변화한 미 

슐이다 

약 3년 전(2001년) 어느 날 서울대학교 미솔대학 건 

물의 한 복도를 지나다가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빈 교수 

연구실을 우연히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 

율 받은 적이 있다. 이 건물은 새로 지어진 후 1975년부 

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방의 첫 ‘입주자. 였던 교수 

님께서 정년을 맞아 퇴임하게되어 그의 물건들이 실려 

나가서 방이 비어 있었다. 조각가의 작업실이었던 그 방 

은 그동안 보수를 했었던 것처럽 보이지는 않았다. 때가 

묻은 연구실의 바닥과 벽은 그곳에 있었던 물건들의 흔 

적을 네가티브 필름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에 그 밤이 있는 복도를 지나다 

녔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두세 차례 그 방 안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처럼 그 방에서 

25^-'6 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느낀 적은 없 

었다. 그날 미솔사 강의를 하러 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 

이었던 필자는 그 방의 문 앞에서 그 동안 이 방의 .주 

인’ 이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때가 묻고 낡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이 방처럼 미술대학의 교 

육방법 역시 당시 서양화를 전공하던 냐를 미솔사 공부 

로 전환하게 만들었던 사반세기 이전의 그것으로부터 전 

혀 안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샘각은 것은 그 전이나 후에도 필자가 이 대학 

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교틀을 밤문하면서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 떠오르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필자가 대학을 

입학했던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대학 

의 교육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히 1960년대 이후 미술형태와 개념은 

물론 미술 천시 방식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확장되었는 

가를 고려해 몰 때 우리나라의 대학미술교육은 그것의 

학제， 입학방법， 교육목표와 방법상 얼마나 변화했는가? 

우리는 1984년이 될 때 인공위성에 의해 생중계되면 

서 ‘완성’ 되어 간 미술작품을 가장 대중적인 매스 미디 

어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었다. 이것은 백남준의 .인공 

위성중계’ 미술작품I (굿모님 미스터 오웰〉인데， 이 작품 

은 그동안 변화한 미술의 때러다임과 미술세계를 종합적 

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작품의 제작과 ‘전시’ 방식 상 

전적으로 과학기솔에 의존한 그의 작품이 구체적으로 실 

증한 이러한 변확란 미술작품의 형태와 전시방식 및 확 

대된 아이디어의 비중， 그리고 미솔 자체와 함께 관객의 

의식구죠의 변화에도 가장 큰 영흥t을 준 요인들인 테크 

놀로지의 발달， 자본주의 경제구조， 대중문화의 영향력 

확대와 소비사회，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화률 통한 문화 

의 국제화이다. 세계 사람들은 미술작품을 아카데미 시 

상식이나 월드컵 축구경기처럼 동시에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관람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솔의 변화어| 영향을 중 요소들이자 

그것에 맞춰 바뀌어야 할 미술시 방법과 대학의 미술교 

육이 수용해야 할 사항들 가운데 일부로서， 이를테면 자 

봅주의의 팽창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한 디자인의 부 

상이나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시각문화의 

우세 둥과 같은 요소와 함께 오늘날 대학의 미술교육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내용들이 

다. 이러한 미술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 본 원고는 2004년 r대확미솔교육과 21셰기 사회J (대학미슐협의회 면 

이화여자대학교 훌판부)에 같은 재목으로 인쇄된 논문율 수정한 것이다. 

* 조형연구소 면집부의 요정애 따라 재게채힌다. 

ttll의 솔추생과 타 tt찌 후용 At이예서의 미* 전훌가 2훌 15 



구미의 국가툴에서 미술가 미솔사가와 교육자들은 대학 

미술교육의 .본체론적민 방항 전핸ontological shiflsr 

올 거론하면서 다읍 세기률 위해서 지난 세기 초 20세 

기의 미술교육의 모댈이 되었던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같은 

의미를 지닌 교육 모댈을 만툴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다， 

그런데 백남준이 .신대륙’ 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보낸 

‘인사. 캅 링은 민족이라고 대단등| 자랑스럽게 받았던 우 

리의 대학미술은 그 후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한 미술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수용했는가? 또한 이러한 변화 

한 미술현장과 경직된 입시제도. 팽창한 미술대학 인구. 

늘어나는 해외유학 등， 우리나라가 지닌 특수 현상 사이 

에서 대학미슐교육은 탄력성 있게 반응했는가? 

1984년 독일 미술사학자 한스 벨팅(Hans Belting)은 

미솔이 달라짐으로써 .구속력 있는 미술개념이 소멸. 했 

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미술시 방석으로는 작품을 설명 

할 수 없다고 주상히면서 ‘미솔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즉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술용어는 근대의 산 

물이며， 오놀날의 미얼의 모습과 그것이 제작되는 사회 

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솔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이와 앓이 미솔의 변화에 따른 학제의 수정에 

대한 요구는 미술교육 f분야에서도 인정되어. 이를테면 

영국의 대학교육 능력관리 위원회의 실비아 원스(Sylvia 

Wicks}는 .대학교육은 항상 주제의 변화. 주제의 발달 

과 지식의 확장에 맞서 왔다.고 표현했다2) 즉 대학미솔 

교육의 주제인 미술이 변했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미술실 

기와 이론교육이 모두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밸팅처럼 오늘날의 미솔이 전 

1) Hans 않씨ng， Das 6π'1e der Kunsl야꽁ch，때t~태e ReVl않까 nach 

Z앙1n ‘Jahren. Vertag C.H.않앉 Muenchen, 1995, 19, 10, 8 침조 
21 Sytvia Wicks(Asslslanl Direclor, Higher Educalion, DiVision 01 

Qua’Ity Audll, Ouality CαJncil)， 많C때。nsa∞ut Ihe ωmαJlum'， 

in Paul Hetheringlα)(00.1， Issues In Arl and Edl이;al;，α1. A횡꼈ct o( 
the Fine Arf Curriculum. WimblOOon School 이 M in assocIalion 
wilh Tate Gallery, 1996, 17 

3) 8elllng(추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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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개념으로는 셜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다， 1995년 그가 10년 이전에 쓴 저서， r미술사의 종언j 

종보판에서 • 종언. 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났다.는 것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바뀌어 

미술이 그것의 낡은 툴툴에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담론 안에서의 변화끓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3) 이 

처럼 필자의 입장도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다다이스 

트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래 수시로 등장하는 선언인 ‘미 

술은 죽었다’ 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술 장 

르의 전농적인 구벌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의 개 

념이 획장되었고 새로운 장르툴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커리률럼 

울제안하고자한다. 

본 글은 주로 소위 술수미술가 앙성을 목표로 한 교육 

율 전제로 전개힐 것이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미솔의 

모술과 개념의 변화에 엉항율 미친 요인들을 살펴본 후 

어떠한 사항률이 전문적민 미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 

떠한 방식으로 대학미술교육에 수렴되어야 하는가를 모 

색해 물 것이다. 이어서 미술대학이 졸업생틀을 변화속 

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미술과 범위와 엉역이 점점 

더 확대되는 미술현장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샤횡툴이 무엇이며. 그것돌울 현재의 교육구조가 

고려한다연 어떠힌 방법이 가능한가를 외국의 생산적인 

사례률을 참고로 해서 제요빼 보겠다. 묻으로 국내 미솔 

대학의 구조. 학제와 커리률럼에서 위에서 깅조했등이 

변화한 미슐과 미술현장율 반영하는 미솔교육을 저해하 

는 요소툴율 찾아 개선안을 제시해 몰 것이다. 이를 통 

해서 우리나라의 미술대학의 교육현실을 수정하고 보완 

할 수 있는 커리률혐 모델을 모색해 몰 것이다. 



2. 미슐의 확장과 변화환 미슐현장과 그예 상용하 
는미훌교육 

앞서 언급한 백남훈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발표된 

시기홉 전후히여 미술사가톨에 의해서 미솔사와 미술교 

육의 방법의 변화똘 촉구한 저서들이 집필되고 출간된 

것은 그의 작품이 실종한 미술작품의 개념과 관람방식의 

변화훌 추목해 불 때 우연이 아니다. 여|를 들어 앞서 언 

급했듯이 한스 벨텅이 미술이라는 전통적인 .툴’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미술의 출현 때문에 .미술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 1984년이다.이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 

판된 영국의 미술 이론가 존 워커(John A. Walker)의 

강의 결과물의 테제와 방법롤 역시 오늘날의 미술실기와 

이론교육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내용에 속한다. 후자는 

1983년 .무리의 문화툴 훌수미술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 

가 지배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매스 미디어의 영항력 

때문에 미슐가의 관심붐야가 넓어짐에 따라서 미솔사의 

확장된 연구대상과 이에 상응하여 변화된 미술/미솔사 

쿄육방식율 구체적으로 저|시했다5) 이툴은 모두 10년 

후에 종보판을 집필하여 벨팅은 1995년에， 워커는 1994 

년에 훌간했다. 

위의 두 학자률에 이어 1986년 영국에서 리스(AI 

Rees)와 보어젤로(Frances Borzello)가 r신미술시{The 

New A미 Hislory) .. 훨 공동 편집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미술사의 사안인 미술이 변했기 때문에 미술사가 바뀌어 

야 된다는 벨팅의 주장은 기존의 미솔사 방법론이 .앙 

식， 속성. 제작연도， 진위성， 희귀성， 재구성， 위조 방지， 

잊혀진 미술가를의 재빌견과 그링의 의미.를 다루기 때 

문에 낡은 것으로 보고 대안적 미솔사를 제시하.Jl자 한 

영국의 신미슐사가툴의 테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타 

학제롤을 미술사 방법론에 도입하여 대안적인 미솔사를 

제시한 후자의 경우도 위와 같은 미솔의 변화의 연장선 

상에 놓인다 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이나 1990 

년대 이후 대학미슐교육에 대한 방법 논의들에서 제기되 

었으며 대학미슐교육이 반영해야 할 미솔의 변화요인과 

앙상을 보완적인 미술교육 방법을 제안하면서 서솔하고 

자 힌다. 본 글에서는 기솔상의 편의를 위해 그 요인들 

율 크게는 네 범주로. 작게는 아홉 개의 항목으로 분류 

했으나 각 시항은 다른 사항툴과 서로 그물망처럼 언결 

되어 미슐의 변화에 영흥k율 미쳤다. 

새로폼 미훌장르의 번생과그에 따른숍수미슐학 

과의과륙확대의필요성 

1. 테크를로지의 힐혈과씨로훈미디어의충가 

1936년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그의 전설 

적인 논문 r기월복제시대의 예솔작품」의 서두에 인용한 

글에서 훌훌 발레리(Paul Valery)는 전자에 앞서 새로운 

기술의 빌명이 미술의 쇄신은 물론 미술개념에까지 영항 

올 미질 것올 예언했었다. 후자는 .우리는 너무도 거대 

한 쇄신툴이 예솔의 전반적인 키솔을 변화시키고， 이를 

동해서 쇄신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치며 결국에는 미솔개 

넘 자체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이 

툴 것이라는 것율 민정해야만 한다.고 썼다 7) 그 후 벤 

야민이 추목했던 것은 1839년에 발명된 다게레오 타입 

사진의 발명과 1895년에 빌영된 영화이다. 

4) 왕의책 

5’ 뼈1fl A Walker, Art ín /Ile Age 01 ι일ss MeðJ8. WestVIeN Pr，앉S 

Rω녕er& 앓， FranclSCO, rl없$α 1잃4tFirSl αb합100 1잃3)， 1， 2 

창￡ 

6) A l Rees & Frances 80rz잉10， The 얘w Art rr1Slory, London. 
Célmden pr양S， 1986,2. B뻐<e Stím앓1" .，야i 매stαy after lhe n&N 

arl hislory - reVleWS. , Arl Journal, Spring 2002, 
에따Ilwww.flndartícles.com/P/artiCleslmi_m0425fts_1_61/aIJ없없88 

74， 1에서 재인용 

끼 Pa비 Val3ry, Pleces 5ur r art, Paris(연도 표기 없음)， p,103/04, 
Walter Benjamin, Das Ku째werk 1m Zeitalter seiner technfscllen 
Reprodl니lZierb8rkeJ(1936)， Suhrkamp Verlag, Franklurl am Maln, 

19π(1st， 196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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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이 예언했듯이 사진과 웅직이는 그림(motion 

pictures}은 테크놀로지의 빌달이 20세기 미슐에 가져 

다 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종업 

생겨난 비디오 아트의 일반화와 다양화， 프로젝터를 이 

용한 영상작업의 종가. 미솔관에서 상영되는 미술가툴의 

영화의 증가나 지난 20"-'30년 사이 사진이 독자적인 미 

솔 장르로 자리톨 잡게 된 샤일 등은 미솔 제작 내에 나 

타난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슐교육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를 매우 진지하 

게 국제적민 지도자로 여긴다. 는 런던의 로알 칼리지 오 

브 아트가 최근 미술대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진과를 일찍이 1960년대 말에 설치한 것이나8’. 1984 

년에 착안하여 1997년에 문율 연 독일 칼스루헤의 

ZKM(Zenlrum luer Kunsl und Medientechnofogie 

Karfsruhe)과 같은 테크놀로지 미디어 아트를 위한 특 

성화된 미술관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율 통한 미솔의 변화 

와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에 대한 제도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변화의 충커는 전시에서도 명확히 나탁나 최근 

의 예훌 툴어 보면， 2002년 제 XI회 카쌀 도큐벤타에 

대힌 가장 큰 비판은 비디오와 사진. 특히 동시대의 사 

회문제률올 기룩한 비디오외 사진의 압도적인 우셰현상 

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시 총감독 프란체스코 보나미 

(Francesco Bonami)가 ‘회화’ 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얼었던 2003년의 저I 5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술 전시장율 들어가면 멀티모니 

터나 멀티스크린올 만나게 되고. 수시로 검은 커튼으로 

닫힌 작은 방툴로 톨어가야 되며. 곳곳의 기계틀이 쏟아 

내는 소융에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지난 1990년대 이후 

익축한 경험이 되었고. 이것은 전혀 외국에서 경험하는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미디어시티 서 

울.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아트 비앤날러|까지 시작되었다. 

8) Lucy so미ter. 'CrilicaJ Prachce.-In-Royai College 01 Art Lmdcri. 
Aftenmege, Jan Feb. 2002, htlp:/lwww.llndarlicles.com/ 
p/articles/ml.m2479/is. 4.29/aU없62앓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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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송수미술과의 관계에서 볼 때 특히 사진은 

독자적인 장르로서 뿐만 아니라 보조적민 매체로서도 중 

요하다. 사진온 19세기 중반 전후 들라크루O I{Eugene 

Delacroix)나 쿠르베(Guslave Courbet)가 사진을 참고 

로 해서 그리기 시작한 이래， 1910년대 마르셀 뒤상 

(Marcel Duchamp)O I 나 미래주억 화가들이 연속촬영 

사진이나 저속활영 사진읍 이용하여 동적인 이미지률 캔 

버스 위에 만툴어 내는 방식을 거쳐， 1960년대 이후 지 

속적으로 회화톨 통해서 그것과 사진 사이의 담론을 시 

도해 온 게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가 근래에 

보여주는 샤진 위에 그림울 그리는 방식 사이에는 많은 

화가돌이 그률의 회화훌 위해서 카메라 기계에 의해 생 

산된 사진율 다앙한 방식으로 활용한 예들이 있다. 

가깝게는 국내 미술대학의 실기실틀을 한번 돌아.!i!^~. 

얼마나 많은 학생돌이， 운수미슐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손에 디지털 카메라훌 돌고 있으며 사진을 .참 

고. 하여 작업율 하는가? 그련데 국내의 대부분의 미술 

대학은 순수미술학과툴과 디자인학과툴로 붐류해 놓고 

있고. 후자에시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다루는 학과툴은 

디자인이라는 명칭율 불여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여전 

ë51 회화륨 회회， 조각， 건축으로 뚜렷이 구분된 르네상스 

이후 형성되어 18세기경 확립된 붐류방식에 따라 유용 

성을 목적으로 한 응용미술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술수미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송수미슐 장르인 회화나 조각에서 얼 

마나 많은 수의 미술가톨이 사진올 활용하고 모니터나 

프로젝터툴 이용한 작업을 하는가롤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계와 연결된 미디어 장르의 실기와 이론을 순수미솔학 

과들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 

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키네틱 아트가 1960 

년 전후 단기간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용한 테크놀로지는 그쪽에서 볼 

때 너무도 단솜하고 초보적인 것이었고， 조각 쪽에서 볼 

때는 형태상의 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크놀 

로지의 발달이 미술에 끼치는 영향이 증가할수록 학생돌 



이 테크놀로지률 훈련하는 과목의 수가 증가해야 한다 9) 

실저|로 각 화제 샤이의. 그리고 각 학제에 종사하는 인 

력툴 사이의 폐쇄성올 제거한다면 공과대학과의 상호학 

제교육으로 충족될 수 있는 이러한 샤안은 대부분 미솔 

대회이 종합대획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다앙 

한 문화이론 교육을 병행하면서 공과대학과의 협동 아래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 매스미디어와대흥톨화의명향충가 

1984년 워커는 .우리의 문화는 순수예술이 아니라 매 

스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다. 고 단언하면서 자신의 저서 

Aπ in the Age 01 M앓sM어떠의 중심 질문을 .매스 

미디어의 존재에 대해 슨수미솔가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 

는가? 어떻게 매스 미디어가 시ζ세계술에 사용되어 왔는 

가? 승수미슐에게 남겨진 샤회적 역할은 있는가7' 등으 

로 설정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매스 미디어란 ‘사 

진. 영화 라디오， 델레비전， 비디오， 광고， 신문. 잡지. 

만화， 포켓판 소설， 디스크와 테이프 형식으로 녹음된 음 

악.이다1이 

순수미술가률은 매스 미디어의 수용을 통해서 한편으 

로는 알수미슐은 비실용적이고 쓸모가 없으며 상류계급 

과 관계가 있는 반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대중적인 미 

술은 그것의 반대인 미술로서 하류계급과 관계가 있다는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식의 미술 구 

운， 즉 그의 용어로는 아방가르드와 킷취의 구운률 와해 

시컸올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기술을 통해서 순수 

미술의 범위톨 확장시켜 왔다. 다른 한펀으로 아도르노 

(까1. Adorno)와 호르크하이머(L Horkheimer)가 지적 

히듯이 소비톨 목적으로 생산되는 매스 미디어의 속성은 

순수미술에게도 단명하고 여가 선용적이라는 대중문화 

의 특징올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힌 맥락에서 1951 년 아놀드 하무저(Arnold 

Hauser)가 ‘유럽의 근대문명이 그 개요뚜의적 도정에 

오른 이래 이 미솔가돌에 의해 매스 관종을 위해 예술을 

생산하려 한 최초의 기도 라고 설명하면서 20서|기를 

.영화의 시대.로 표현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영 

화는 1920년대 한스 리히터(Hans Richter),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나 메르낭 레저I(Fernand Leger)나 

1960년대의 앤디 워흩(Andy Warhol). '990년대의 매 

튜 바니(Mallhew Barney)와 같이 미솔관용의 영화훌 

만든 미슐가툴의 경우는 물론이고. 1910-1920년대 한 

공간 속에 여러 시간을 표현하려는 일련의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기법율 제공한 이래 회화. 조각이라는 전통적 장 

르 안의 미술가옳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미디어 

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4년 12월호 Artnews 

지의 설문 "When Artists go to Movies. 에 대한 미솔 

가톨의 답변은 후자 현상의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이 

다 12) 

최근 영화가 곧 문화인 것처럼 과잉 유포되고， 따라서 

미술도 산업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만언되어 있는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 미술대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미솔관이나 

화량을 방문하고 영화톨 관람하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 

자. 또한 지하철 안에서부터 식당까지 도처에 텔레비전 

이 켜져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상기해 보^~. 이 미디어 

가 미술대학 학생률의 감수성과 미솔기법에 긍정적g로 

든 부정적으로든 얼마나 영향율 미칠까도 상상해 보자 

이러한 현설에서 영상 미디어 기법과 매스 미디어 비판 

에 관한 커리율럼은 영상 미디어 작업을 하고자 하는 학 

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매스 미디어와 관련된 학과들 

이 대부분 디자인학과 또는 디자인학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올수미슐학부와는 다른 토시에 설치되어 

9) Le잉ie Perry, ìhe problems 혀 fine ar1 in lhe h빌뼈( educalion', 
In Hethen얘ton(쭈 2), 39 참조 

1이 Walker(추 5), 1, 9 
11) 아놀드 i51후저 r.몸학괴 빼솥의 시회새흰대면시， 백닉청. 염무용 공역， 상 

직과 비몽시， 1974, 252. 229 
12) 훌고 '1미슬사와 미* 올리버 스톨의 .월스트리트'(198끼IJ， r현대미술 

학회논흩삽1. 채원.2000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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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앙 학부룰 서로 연결시키는 커리률럼이 마련되 

지 않은 국내 미술대학의 현실은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대학 또는 미술학부가 있는 

대학 가운데 소수의 대학에 공연영상학부(정주대). 영상 

애니메이션학과(건국대). 디자민 영상학부(홍익대， 조치 

원 챔퍼스). 영화학과{종앙대) 등이 존재하지만. 이러환 

경우 손수미술학과툴과 확저|상의 연결이나 커리쿨럼의 

상호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미술대학이 영화에 관한 학 

과， 연극과와 무대 디자인. 건축과 등이 함께 있고 상당 

수의 경우는 움악과 관련된 학과툴이 함께 있는 독일의 

미술학교툴온 펴|쇄적인 학제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미술대학에 합리적인 모댈이 될 것이다. 

국내 대학 가운데 커리률럼상 순수미슐을 전공하면서 

도 매스 미디어의 수용을 통해서 확장된 미술에 필요한 

타 회제의 전공지식올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중앙대 

학교의 대학원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일반대학원에 

‘현대사회와 문학.’ .현대사회와 영화 •• ‘현대사회와 음 

악.’ .미슐문화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미솔 전공자들 

도 수깅 가능케 힌 것이다. 

3, 장르경계의 ’와빼 및씨로운 장르의 탄생 

1970년대 초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영역 속의 조각」을 썼던 시기를 전후하여 영화 

나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각 장르가 .확장’ 되어 간 샤실 

을 설명하는 글톨이 나왔다. 시 · 청각적 요소가 콜라주 

된 1950년대 말의 해프닝이나 1960년대 초의 플력서스 

이벤트툴이 새로 태어난 장르라면. 1950년대 종엽의 컴 

바민 떼인팅이나 아쌍블라주는 회화와 조각의 중간 모습 

이었다. 또힌 1960년대 종업 루시 리파드(Lucy 

Llppard)가 회화헐 닮아 간다고 표현한 조각은 더 이상 

덩어리의 경고하고 서 있는 조각이 아니었다. 

전룡적인 징르롤의 상호 침투현상은 미술가들로 하여 

금 다른 장르의 기법올 필요로 하케 했고， 새로운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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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 역시 새로운 기법율 요구했다. 위에서 언급한 

장르 외에 1960년대 이후 다앙한 방식으로 타 장르외 

결합한 셜치미술방식이나 이를테면 1980년대에 동장한 

건축적 조각은 소위 훈수 장르와는 다른 감각과 기법율 

요구한다. 이처럼 오놀날의 미술가는 이러한 확장된 엉 

역의 유산을 가지고 작업율 해야 한다. 따라서 미술대학 

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분야 외의 분야의 기법을 교육받 

올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 때 문스트호흐슐려애〈미행-a::h.<:d"lJ닝 

나 룬스트아카데미(Kunstakademie)와 같은 이름의 학 

교 지용 아래에 연극. 영화. 무대미술， 음악 등의 학제가 

함께 있는 독일의 학교구조는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려는 

학생툴에게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메 등장한 퍼포먼 

스. 해프닝과 같은 장르로 작업을 하려는 학생들을 교육 

하기 위해서도 이상적인 구조라고 활 수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타 전공분야의 과목율 필히 이수하도 

룩 한 힘교률도 있다. 예툴 툴어 미국 북동부에 우|치한 

RISD(Rhode Island SchoOI 이 Desìgn)는 디자인 학 

교라는 명칭융 지냈지만 회화， 조각. 미솔사， 건축， 판화， 

사짚. 텍스타일 등융 포함한 17개의 학과가 있는 학쿄이 

다 이 확교는 학생툴로 하여금 한 학기에 적어도 한 과 

목을 타 학과 전공과목율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미 

술 건축과 시각예술 분야로만 이루어친 학교구조의 한 

계 안에서 학생툴이 자신의 전공 이외의 학과과목을 이 

수하여 자발적으로 상호학저|적인(i nterdisciplinary) 작 

업율 힐 수 있는 기회활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깝게는 서도호의 유니폼 작풍툴과 천으로 꾀매 만든 

집작품이나. 멸리는 1987년 야나 스테르박(Jana 

Sterbak)OI 스테이크 고기로 만든 원피스와 같은 작품 

에서는 옷 만드는 과목 수업이 제작기솔 차원 이전에 작 

품 아이디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흩에 있어서의 이를의 충요성 충가와그에 따를 지성이라는 언어적 지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많은 

쳐l계쩍이고상호확째쩍인 이톰교육의 필요성 학생툴 역시 이론에 대해 저항을 하는데， 이러한 일종의 

반지성주의는 미슐율 비지성적인 노력으로 간주하는 결 

4. 미훌여써의 아이디어 또는 개냄 비를의 흥가 

1563년 종업 지오르지오 바사리(G. Vasarì}는 역사상 

첫 번째 미슐학교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다. 그는 화가이 

기도 했으나 일차적으로는 미솔사가였다. 따라서 그의 

일차적 목표는 ‘순수미술올 진지한 지성적 목표로 종진’ 

시키고 이에 따라 그것올 공예 길드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데에 있었고. 그의 학교. 즉 아카데미아 

(Accademia Del Disegno)에서 고전기 그리스에서와 

할은 문화 위상의 수준율 강조하는 것이었다 13) 이것이 

오늘날의 미슐학쿄의 훌발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운업의 종가는 미슐에서 이론과 실기의 분리를， 후기 자 

본주의의 소비사획 구조는 미술대학 안에서 디자인의 우 

세톨 야기했다. 이 두 현상 모투가 우리나라의 미술대학 

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론과 실기의 분리는 한 

편으로는 이론교육울 생략하는 현상까지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기 학과툴울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거의 동 

일한 명칭의 학과가 충복 설치되게 하였으며， 소비 자본 

주의 이론에 따른 디자인 학부의 지나친 비대화는 미솔 

대학의 기형화휠 야기하게까지 되었다. 

대학미슐교육에서 이롤쿄육이 간과되는 현상을 사진 

설치작가로 활동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수전 매키나 

(Su영n E. McKenna}는 자신의 경힘을 토대로 1999년 

에 다움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녀는 ‘모든 교육자툴 

은 이론과 실기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히는데 미술학과 

에서는 너무 자주 이론을 방기.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미술교육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미솔이 오랫동안 진리나 독창성g로 간주되는 가운데 그 

것과 권력 사이에서 생겨났율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의혹 

때문에 저황에 부딪히게 되고. 이론과 실기교육 사이에 

대립적 관계가 형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미솔이론파 미슐제작 사이의 대립은 보통 시각적 

과톨 낳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많은 학생들 

이 이론 자료훌 읽는 기술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률 뭘고 분석하는 것을 벅차해 하고 혼란스러원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신이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울 인정하는 대신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툴에게 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4) 

우리나라의 대회미술교육의 이론을 경시하는 풍조에 

서 위의 지적과 강은 지성의 우위에 대한 감각의 우월율 

주짙}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솔이론은 작업하는 동안에 생겨난다는 석의 입장은 공 

통적으로 발견된다. 

실기 교육자가 미술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사와 미솔이론을 포함한 제 

문화이론교육올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 

술이 과거의 미옵사를 민용하거냐 치용하고， 또는 해체 

히고 재구축히는 것이 하나의 .앙식. 이 된 현실에서 미 

솔사 교육은 뿔가띠한 정도가 아니라 작업의 아이디어률 

직접 제공하키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Arl ín 

Amerfca 3월호에서는 오늘날의 미솔가들이 의도적으로 

이전 시대의 작품률과 유사하게 작업을 하는 경항이 지 

적되면서 미국 미슐에서 1980년대에는 60년대의 미솔 

이， 1990년대에는 70년대 미솔이 .되살아 난. 현상이 구체 

적으로 작가와 작품명까지 제시되면서 분석되기도 했다 15) 

한편 미술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미술가의 이론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13) Cohn Grigg(VIsual Arts Offìcer Educatìon. The Ar1s CouncU). 
‘Chalrman' s IntroαJclion' ’ In Hethenngton(쭈 잉. 13 참조 

14) Susan ξ McKenna, "Theory and practlce: revisiting critical 
pedag얘y In studio aft educatlα1 ， in A끼 써urnal. Spnng. 1999, 
http://www.’Indartlcles.com/p/arllcles/ml_m 0425/Is_'_58 
laì_545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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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추지하다시피 멀리는 뒤집혀진 변기가 미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될 수 있게 된 이래 무엇이 미술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미솔이 되는가가 적절한 질문이 되고， 늦어도 1960년 

후반 개념미슐의 등장이후 개념 또는 아이디어가 물리적 

인 오브제로서의 미슐작품보다 중요하게 되면서 미솔과 

철회의 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미솔을 시각문화 현상에 

편입시켜 기호학적으로 읽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국내 미슐대학에서도 서앙과 동양으로 그리고 시대별 

로 나누어 미슐사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미솔사 수업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2학년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본인의 경험율 통해서 블 때 이것은 1학년 1학기 때부 

터.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시대벌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 

류되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구조 

는 대학원올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케 이론적 배경을 가 

능한 한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한펀， 전반적으로는. 많 

은 미술대학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민상주의 즈음에서 

미슐사 수업이 붙나거나 ‘20세기 미술사. 수업의 경우 

20세기 전반이나 후반의 앞부분만 반복되는 현실을 수 

정할수있율것이다. 

이러한 물합리함율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학 

생. 실기교수. 미슐사 또는 미술이론교수가 함쩨 진행하 

는 비평수업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실기교수가 

다수릅 이루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론과목의 경우에는 

이론 담당교수에게 모든 운영권과 책임 부담을 주는 구 

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미슐을 주목하면 모든 

미술대학의 각 학과가 한 명 이상의 이론 전담 교수를 

15) Raphael Rublnsteln. 'A Qulet crisis: is Ihere a serlous 
breakdown in the dial얘ue around ∞미empαary pal미Ing? 

앉100잉 art αItics get back Inlo 뼈 busaness 01 IT빼’I멍 val냉 

juogements? - 없Jes & Commentary - palnting and I뼈 며엉 -

αiIIc해 닮얼y'. In M III At때1ca， Mard1, 2003, h~//www. 

|때articles.cαn/p/artlc뻐S/ml_m 12뼈flS_3_91/aij않5<11210 

16) 후쩨| 대해서는 EIoy J. Hemandeζ 'Art hislαy's an씨ety attack 
_ visual sl‘Jdles vs. art hlStory'. A1le끼irnage. May-June, 1997. 
hllp:/lwww.’indartlCles.com/p/arllcles!mi_m 2497/is_n6_ 
v2ψa1_19589307 싱죠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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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용이를의 타확쩨 이튿훌용흥가 

앙식사 방법룰과 정치 · 사회 · 문화사를 활용하는 도 

상해석회 방법론이 상호 연껄되면서 진행되는 독일어권 

의 미술사학계외는 달리 영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대 

안적인 미술사로 신미술사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미국에 

서는 1990년대 중반 기존의 형식주의 미솔사와 그에 반 

발하여 대안적인 미술이론 방법으로 나타난 시각문화 연 

구 사이의 얼띤 논쟁이 일어났다 16) 이러한 앙상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조주의 대두 이후 현저해지면서 특 

히 기호학과 인류학의 강조로 나탁났다. 이외에도 1970 

년대 이후에는 여성화과 몸/물질성 담론이， 1980년대 

이후에는 포스트 륨로니얼리줌이 사회사적 미술사 방법 

론에 적극투입되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미술사 방법 논쟁에 관한 에세이 

률 쓴 헤르난데스(티oy J. Hernandez)는 논쟁의 중심 

에 있던 무스코(Coco Fusco)의 견해툴 빌려 상호학제 

성(ínterdisclpllnarity)O I 오늘날 교육적 필요성이라고 

제안했다. 전자는 ‘학생들의 경험은 재현적 미디어 사이 

의 손수{운 구벌툴의 포스트모던적 외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툴은 상효학제성을 살고 있다 고 썼는데，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따라서 미슐가나 미술대학생이 위의 미솔사 방법론 논 

쟁에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역 

으로 이러힌 논쟁은 미술가돌과 학생들에게 동시대의 문 

화담론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자 

각은 또한 대학미술교육과 직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 

며. 지구혼화된 세계 요뻐|서 우리나라 미술교육 역시 그 

것으로부터 비껴 갈 수 없옴 또한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불 때 미술대학의 이론교육에서 앞서 언굽 

한 타 학제률의 수용은 미솔사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미술대학이 종합대학에 속해 있는 국내 현실은 학생들에 

게 미술이론올 상호학제적인 커리률럼으로 교육할 수 있 



는 최상의 조건일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습득이 탁 학 

제와의 학접 교환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화이론은， 이를테면 여성주의 방식의 미술사처럼， 미 

솔이론 교육어| 타 학제롤 수용히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 

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젤다 활록(Griselda Pollock)은 

이러한 사안이 순수미솔 커리혈럼에서는 실기와 각종 이 

론율 ‘조합한 전략’으로 나타나야 흔빠고 설명하고 있다1끼 

서베구죠의 변화와그얘 따라률잡한빼로폼 이휴톨 

6, 톨구권의 를괴와지역추의 뿌상 

20세기 말 세계의 권력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율 준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난 베훌린 장벽의 와해에 이어 발 

생한 동구권의 붕괴이다. 이에 따라 동서 대컵구조가 깨 

어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선언되었고， 동구권 체제 

하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묶여 있던 나라툴이 해체되었 

으며， 이것은 소수민족 국가툴의 독립과 독립 요구로 이 

어졌다. 동유럽 국가툴의 민족주의의 부활과는 반대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햄EU)으로 결속하면서 이른바 

포스트내셔널리츰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률 반분 

하는 척도는 더 이상 정치 이데율로기가 아니다. 그것이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심충으로 툴어가 

보면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여전히 붐단 상태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데올로기 

의 종말을 선언할 수는 없으나 소수민족 국가툴의 독럽 

과도 관련된 일종의 지역주의적 ‘목소리’ 는 미솔의 킨셉 

이 될 수 있다. 즉 1990년대 특히 서유럽 국가툴에서 

이란. 티커 둥과 같은 이른바 주변 국가들의 영화가 붐 

율 이루며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나라 미술 역시 1990년 

대 스펙터클한 국제 미술전에서 중심과 주변의 구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홍심 국가돌의 오리엔탈리줌에 의 

한 .호의. 의 덕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학생률이 모더니츰 시키어|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툴에게 우호적으로 툴리 

는 이러한 이론들율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울 

기르는 것은 어쩌면 한 개의 기능율 술득하는 일보다 더 

종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역시 상호학제적인 

교과목의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흥가한 자를추의 명향획， 미슐교육과 미솥대 

확생의미래 

7, 률시대 미솥경향의 다월성과 변화좀도의 가훌화 

오늘날의 미술현장의 변화속도와 확대규모는 미슐대 

학의 소수의 고정된 IIIl컬티(faculty)와 커리률럼으로는 

탄력성 있게 반응하기가 어렵다. 계속 한 학교에 재직하 

면서 교육자와 미술가로서 행정적인 사무와 작품 제작을 

병행해야 하는 교수와 그와는 달리 행정적인 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신분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담당하는 교 

육내용은 교수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시간강사라는 

이원 구조로 친행되는 현행 미솔대학교육의 비활성적 성 

격 때문에 학생들과 당대 미슐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카데미와 미솔현장 사이에 삼투현 

상을 이루게 하는 제도로 단기간 계약으로 고용되는 방 

문이나 로테이트 때컬E!(rolale fac비ty) 제도， 또는 미 

슐가냐 미솔현장 전문가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강의 방식 

율 툴 수 있다. 우리냐라의 많은 대학에서 단기간 계약 

으로 채용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제도가 외견상으로 

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 

지 않다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보완적 강의제도가 학생틀에게 현채 진행되고 

있는 미솔경향을 소개해 주고 졸업 후에는 경우에 따라 

1끼 Griselda PoII∞k. 'Femin녕l 야rspec’ives ln line art eωcaliO(l ， ln 

Hetherlngtor꺼주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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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로 개척에도 도움율 줄 수 있는 경우를 미국 예일 

대학의 미솔전문학교의 경우를 예로 틀어 소개하고자 한 

다. 물론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소수의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그대로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수로 

보면 거의 공곰교육 수준인 국내 미술대학과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그 제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이 학쿄에서도 특히 학생률이 선망하는 학과이자 한 

학기에 열 영 정도로 수강생율 제한하고 있는 조각과의 

경우률 예로 들면， 학생들이 그틀이 초대하고 싶은 작가 

나 이론가의 리스트를 제훌하고 그에 따라 선정된 전문 

가률이 매주 한 영씩 와서 수업율 진행하는 제도가 있 

다. 이 때 학생들은 현재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와 

의 직접적민 만남을 통해서 그 작카의 작업방식이나 미 

술현장으로의 ’진입’ 방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출업 

후 미솔가로서의 생활 형태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학 

교를 방문하여 학생률의 작품울 직접 보고 그들과 대화 

흩 했던 전문가들은 그 후 그률이 활동하고 있는 '01솔 

세계. 에 학생들을 후배작가로 소개하기도 하여， 후자로 

하여금 대도시의 미솔계로 진입하는 ‘티켓’ 을 구하는 것 

올 돕기도 한다고 한다. 한편 이 대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영항율 주게 되는 로테이트 때컬티 또는 방문 

교수랄 초빙해 오는 것도 상임교수의 일종의 능력 가운 

데 하나로 평가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임교수와 단기 

간 방문 때컬티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보다는 상호 보완 

이 이루어진다고한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국내대학의 커리률럼 구조 안에서 

도 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디.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에서는 2003년 1학기 이후 .현대 조형예술의 이해. 

라는 영칭으로 미술대학 전 학과 학생들과 타 대학 학생 

툴율 대상으로 주로 대학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 

행하는 수업이 있는데. 학생률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 

18) lmolhy 셰농n Jackson, 'Ontologlcal 뼈I1S In studio art edu<경tìon: 

emergenl pedagogical models' ’ Arl Journal, Spring, 1999, 

http://www.’ind ar1f cles. coml p/ ar tictes/m i_m0425/Is_I_58 
/81..::않517187 

24 tt찌외 솥추상퍼 타 엌찌 *톨 사이예셔외 미. 흰톨기 .il흩 

다. 필자는 2003년 2학기훌 말아서 가능한 한 본 글에 

서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툴옳 염두에 두면서 전문가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업작가. 자신의 작업 외 

에 수년간 동료작가들과 공공미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 패션디자이너， 미술관 큐레이터， 역사가 미술서적 

몰 쓴 법학자 엉화 첼영감독， 여성주의적 노동자문효}운 

동카. 신화학자， 대중음악 이론가， 고전음악 이론가. 극 

장징. 건축가 둥을 초대했다 이 강좌는 최상은 아니더라 

도 추어진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과 현재와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분야툴 접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학제적인 비명을 살슐할 

수있도록몹고있다. 

8, 대큐모 정기 국꽤천의 영향력 충가 

필자가 2003년에 아이디어훌 내어 총기획하고 발제 

톨 맡았던 서양미솔사학회 저11차 국제 심포지엄 .현대미 

술의 때러다임을 바꾼 전시톨 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섯 

명의 국 · 내외 발표자틀이 구체적으로 종거 했듯이 구미 

에서 짚행되는 각종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그리고 독 

일의 도큐맨타는 미슐경항을 정리하는 것율 넘어서 흐릎 

을 이꿀고 있다. 이 국제전률은 국내에서는 몇 개의 미 

슐잡지에서 기사화되고 있고 모두 홈페이지를 효과적으 

로 운영하여 학생들은 그것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의 영항력이 더 커질수록 더욱더 그 

것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 

(medium)에 따라서보다 주제에 따라 편성되는 커리률 

럽 제도가 도입된다연 국제전을 봅석하는 수업이 제공될 

수있율것이다. 

구미에서 제안된 커리률협 개선안 가운데에는 기존의 

매체 중심에서 메시지 중심으로의 전환 요구가 발견된 

다 18) 주제나 .메시지’ 줄심의 키리률럼에서는 고전적 

주제만이 아니라 목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교실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기존 장르의 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타 장르와 학제를 덧붙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9. 소비사회의 명향액 훌가와 미흩혐창의 행항 

미솔대회의 졸업생률은 다른 대학의 졸업생들이 우선 

노동현장으로 톨어간 후 단계적으로 전문화되어 가는 것 

과 달리 곰바로 전문가로서 .학교 밖. 으로 나간다. 이러 

한 현실에서 대학이라는 기구는 거대해진 미솔현장. 즉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시장으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일종의 다리 역할울 하는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 

치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미술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러한 가교 역할율 성공적 

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실례를은 미술대학이 전 

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 

울것이다. 

한 예로 헤앤 주의 수도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 

는 국립 미술학교인 스티l델슐러1(Slaedelschule}는 학생 

률의 졸업 미전을 여는 날 이 도시의 문화계. 경제계 인 

사률올 초청하여 학생 작품율 소개함으로써 빠르게는 즉 

시 그 자리에서， 또는 미래의 구매자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고 한다. 독얼은 지방 언론과 전국 

언론이 각자의 종요성을 가지고 나란히 공존하는 공이기 

때문에 지방 언론은 적극적으로 미술대학 행사를 기사화 

함으로써 타 주와의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면서 장래의 

미술가툴올 화랑민들과 관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미술학교의 교육은 스튜디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률 문자 그대로 바깥세상과 연결시키는 다리까 

지 지속되는 것이다. 학생툴은 학교의 제도적 주선을 통 

해서 학교 주변의 시민과 각종 기구와 단체와 만나게 되 

고， 이에 따라 미술의 공공성(publicily}은 그 자체가 공 

공의 목적올 위해서 생산될으로씨가 아니라 미솔이 퍼블 

릭을 연결함으로써 형성되게 된다. 

대부붐의 대회이 사립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와 같 

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울 것이다. 그러나 필 

자의 생각으로는 미술대학 안에 설치된 미솔이론학과의 

키리률렴을 일기학과의 그것톨과 연결하먼 위와 같은 효 

과를 얻율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대부분이 석사과정이 

지만 조형예술학과， 예슐학과. 미술이론 전공 동의 명칭 

으로 미술대학 안에 미솔이론 전공학과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미슐이론 전공학생툴율 위한 전시기획 괴목올 설 

치하여 학생롤의 작품율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고 구매자 

와 언론 및 주민률과 연결하는 과정까지 실술하도륙 한 

다면 이론율 전공하는 학생돌은 자신의 전공과 연결된 

실무훌 학교 안에서 실슐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앞서 예를 든 프랑크푸르트 미술학교 저|도의 효과도 얻 

을수있게 뭘 것이다. 

국내 미슐대학의 교흘목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 

에서 송수미술학과의 경우도 설치된 커리률럼과 거의 무 

관하게 작가 교육자 미술행정가， 전시기획자 둥을 양성 

하그l자 하고 있다. 미솔대학에서 작가가 되기 위해 순수 

미술율 전공하는 학생률은 학교에서 위의 모둔 것율 다 

배우기보다는 졸업 후 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며 어 

떠힌 방식으로 미술현장에 자기롤 소개할 것인가를 우선 

배워야 한다. 미술대학이 위에 열거한 전문가들율 .생 

산. 하려 한다면 각 전문성에 맞는 학제와 커리률럼을 만 

툴어야한다. 

3. 국내 미훌대확， 우엇를 바끝 것인가?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툴 외에 국내 미술대학 

의 현행 학제현황을 토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 사횡률을 지적하그1자 한다. 

전국의 미술대학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미술대학 

의 명칭이 여러 개이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미술대학과 

동일한 학제의 명칭이 학부의 것과 대학원의 것이 서로 

다르며. 동일한 학과의 경우에도 약간 다른 이름으로 여 

러 깨가 겁치도록 나얼되어 있는 둥. 미술대학의 학제 

구붐은 홉사 난개발 공사로 형성된 도시들을 보는 듯하 

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대학의 교육 목표 설정에서도 유 

사하게 나탁나， 대부붐의 대학들이 각 대학에 편성되어 

있는 커리률럽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이 작가와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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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률 동시에 양성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소위 술수미 

술학패iI서도 미슐 경영댐 양성하려 i교 i였음01 발견 

되었다 \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첫 번째 사항。홍 혼란스러 

운 대학명칭과 학과명칭울 툴 수 있다. 

1945년 서울대학교에 미술대학이 설립된 이래 미솔대 

학이라는 명청은 미술융 교육하는 대학의 고유명사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45년 시작된 이화여자대학 

교의 미술과가 1960년 단과대학으로 .승격. 되어 미술대 

학으로 불렸고. 1949년 시작된 홍익대학교의 미솔과도 

1960년과 62년 사이 홍익미술대학이라는 학교 전체를 

칭하는 이롬율 거쳐 1971년 이후에는 종합대학교 안의 

미술대학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의 미술 

대학의 경우 1998년 이후 조형예솔대학므로 물리는 등 

현재 미술대학율 칭하는 이륨은 각 학교의 펀의상 대단 

히 자율적으로 부쳐져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같은 명 

칭이라도 그것이 포함하는 학제를은 동일하지 않다. 

국내의 미술대학올 지칭하는 이름으로는 미술대학 외 

에 예술대학. 조형예술대학. 예술조형대학， 예술문화대 

회， 예술 디자인 대학， 조형대학， 예 · 처|능대학， 디자인 

대회 둥이 었다. 서홉대， 홍익대， 서울여대. 속영여대， 성 

신여대， 조선대， 목원대 률은 여전히 미술대학 영칭을 사 

용하는 대학교툴이다. 미솔학부나 디자인 학부가 음악학 

부나 그 외의 nH션. 건축， 영상. 공연. 무용 등의 학제와 

함께 예술대학 명칭으로 묵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대. 경북대， 충남대， 동아대， 정주 

대， 전남대， 전북대， 청주대. 군산대 둥이 여기에 속한다. 

동덕여대에는 디자인대학과 예술대학이 있어 후자어| 미 

솔과는 미술학부로 용악과와 함께 속해 있다. 영남대는 

조형대학 명칭율 쓰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캠퍼스톨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의 경우 

는 각 캘퍼스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챔 

피스에서는 미술대학 명칭율 사용하는 홍익대학교는 조 

19) II않Iie Perry’ ‘ The problems 미 hne art In the hlgher edωa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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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캘퍼스에서는 .영상영화. 나 .프로떡트디자인. 전공 

처럼 멀티미디어훌 사용하거나 상업 목적의 응용미술 학 

제률 편성한 디자인영상학부툴 조형대학으로 부르고 있 

다. 조형대학 명칭을 쓰는 다른 대학인 영남대학교의 경 

우 이 명칭으로는 디자민학부와 함께 술수미솔 전공의 

미술학부가 툴어 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도예. 시각 디 

자인， 때션 미술대학이 천안 챔떠스에서는 예술대학으 

로， 서울 캠퍼스에서는 예술조형대학으로 불린다. 서울 

과 수원에 캠퍼스가 있는 경회대학교는 서울에는 한국 

화， 회화와 조소 전공으로 나변 미술대학이 있다. 이 학 

교의 갈은 캠퍼스에 있는 예슐디자인학부에는 무용학부 

가 속해 있는 반면 수원 캠퍼스에 있는 예솔디자인대학 

에는 포스트모던음악과 연극영화전공으로 나헌 예술학 

부와 디자인학부가 있다. 한편 상영대학교는의 서울 챙 

퍼스의 예 · 체늄대학에는 순수미솔과 공예로 나헌 조형 

예솔학부훌 투고. 천안 캠퍼스에는 디자인 대학과 예술 

대회이 있는데 후자에는 영상， 만화. 공연학부가 속한다. 

한펀 학과영칭에서 필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공용되고 있는 동앙회와 흔백화톨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서양화과훨 한국화과 똥는 동앙확과와 구멸 

되는 학과로 쓰는 반면 몇 대학에서는 이 학과를 회화과 

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예툴 돌어 홍익대학교가 동양화 

과와 회화과로， 이화여자대학교가 한국화와 회화 · 판화 

과로 그러고 경희대학교가 효백화과와 회화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명칭 설정에는 각 학교마다 의도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학(동아대. 동덕여 

대. 충남대 툴)이 회화과의 영칭으로 동양화과 또는 한 

국화과훌 부르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국내 대학에서의 디 

자민 학부의 비중과 설치 현황이다. 

1993년 당시 런던 대학교의 교육학 명예교수였던 레 

슐리 퍼|리(Leslie Perry)는 테크놀로지의 성장과 이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된 디자인이 실기교육에서 현 

저해지게 되는 현상을 미솔 커리률럼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으로 설명했다.’9) 우리나라 미술대학의 구조는 위 

와 같은 상황에 이중적민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할 수 있 

다. 타 학제톨 수용하면서 확장해야 할 순수미솔 붐야는 

상대적으로 경직된 채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동앙화， 서 

앙화， 조각으로 붐류된 반면. 거의 학과목 명칭처럼 세분 

화되어 많은 수의 확과로 개설되어 단기간에 난개발된 

도시의 모융율 하고 있는 디자인 붐야의 양적 팽창은 전 

국적인 현상이며， 미술대학 내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서 률 때는 물론 그것이 속한 대학교의 전체규모나 구조 

면에서 불 때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학과 또 

는 디자인학부의 세분화와 기형적 팽창은 많은 수의 학 

생을 뽑게 되어 학교 재정에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나 디 

자인 분야와 그것율 전공하는 학생의 전문화와 질적 성 

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냐아가서 각 미술대학의 각 학과는 만약을 대비하여 

모든 일옳 다 할 수 있율 것 같은 미술인을 생산하려고 

세운 듯이 보이는 교육목표률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커리 

률럼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으로 교육목표와 커리쿨럼과 미솔현장 사이의 거리 

률 다시 한번 획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대동소이하지만， 예훌 툴어 한 학쿄의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는 효댁화과의 학과 소개와 목표를 인용하겠다 . 

• 창조성 개발과 한국적 미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지도 

자 교육율 통하여 흔빌 미슐은 물론 국제적 안목을 갖춘 

미래를 이꿀어 갈 참신한 효벅화가롤 배출하는 것울 목 

표로 특정한 화풍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앙한 경항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효묵화 전반에 관한 광범위 

한 지식과 회회이념 및 표현기법울 습득케 하여 풍부한 

칭의력을 길러 줌으로써 유능한 화가와 미술 교육자를 

앙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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