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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한 연구이다.구체 으로는 2009개정 학교 미술

교과서의 내용을 다문화 교육과정을 한 근법으로 고찰하고,

미술 작품 도 을 심으로 여성이미지를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둔다.이를 해 먼 이론 배경을

고찰하고자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다문화미술교육에 한 내용을

다루었으며,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미술과 교육

목표 학교 교육목표가 다문화교육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둘째, 행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체험․표 ․감

상 역의 단원과 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뱅크스

(Banks)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한 4가지 근법으로 분석하 다.

셋째,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요성은 다문화교육의 에서 학교 미술교과서

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분석하 다는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인종․성별․종

교․계층․민족 등 다른 집단과 문화를 존 하고 이해의 폭을 넓

힌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 과

연구의 내용 방법,그리고 연구의 요성을 살펴보았다.다음으

로 Ⅱ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다문화미술교육의 에 의한 연구,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련한 연구,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을 분석한 연구,여성이미지의 분석에 한 연구로 나

어 검토하고,다문화 미술교육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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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써 다문화미술교육과 련한 이론을 탐색한다. 한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이 강조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이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

으로써 2009개정 미술교과서와 다문화교육의 연 성을 도출한

다.Ⅲ장에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의 단원과 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뱅크스(Banks)

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한 4가지 근법으로 분석하 으며,Ⅳ장

에서 는 미술 작품 도 을 심으로 여성이미지와 텍스트를 세 가

지 분석 거-문화 이해의 ,다문화교육의 내용,교육인 자원

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의해 분

석하 다.각 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기존 연구를 다문화미술교육의 에 의한 연구,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련한 연구,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을 분석한 연구,여성이미지의 분석에 한 연구로 나 어 검

토하 다.

둘째,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을 뱅크스(Banks)의 다문

화 교육과정에 한 4가지 근법으로 분석함으로써,각 역(체

험․표 ․감상 역)의 특징에 따라 각 역의 근법 사용이 다름

을 알 수 있었다.

셋째,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여성이미지를 미

술작품 도 을 심으로 11개의 주제로 나 어 분석하 다.

본 연구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과 여성이미지를

미술 작품 도 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함으로써,

미술교과서에서의 효과 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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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

미술 작품은 압축된 문화의 표 물로 다문화교육,문화 간 교육을 가

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물 심의 체험 주의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미술 작품은 문화를 물리 으로 표 한 것으로 문화와 상호

유기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작품의 감상과 향유는 과거의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창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미술

작품에 한 교육은 삶과 의식에 한 표 물인 문화를 조형 언어로 학

습하며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문화 인 다양

성이 미술 교과보다 더 히 강조될 수 있는 교과가 없을 정도로,미

술은 문화 다양성 인지에 역 을 두는 교육을 요시한다.다문화교육

의 목표가 다양한 문화 사이의 연계성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비

수용력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라면,미술교육이 이것을 실 하기

한 최상의 방법이며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경식,조태 ,

2009).

한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검

하고 기록하고 드러내는 행 이다.이러한 반성 이고 성찰 태도는 학

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을 기르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차윤경

외,2011).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 을 맞추어 그들이 받는 미

술교육 속의 미술 작품을 다문화 시각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등학교

가 수용․교육하는 청소년은 소년과 청년의 합성어로서,아동이 소년기

를 지나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 발달단계의 특성을 갖는다(이소

연,2004).이와 같이 학생은 미완성된 가치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

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연구자는

학생을 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고 그러한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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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매개체로 미술교과서가 하다고 단하 다.오늘날의 청소년들

은 시각문화에 익숙하며 시각 인 변화에 발 빠르게 처하는 특징이 있

기 때문이다.이에 다른 교과에 비해 미술교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효

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하 으며, 학교 미술 교과서,그 에서도

미술작품의 도 에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행 2009개정 학교 미술 교과서에서의 여성이미지 도 을 다문화교

육의 에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즉 여성이미지가 교

과서에서 자의 어떠한 의도와 목 에 의해 실렸는지를 ‘ 단원’,

‘소단원’,‘학습 목표’, ‘탐구 학습’, ‘학습 성취도 평가’등의 거

를 통해 악하고 어떠한 문화 이해의 으로 제시되었으며 어떠한 다

문화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밝힌다.마지막으로는 교육인 자원부

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심으로 다

문화교육에 한 배려가 있는지를 논의한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2009

개정 미술교과서가 여성이미지와 텍스트에 있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을 취하고 있고,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학교 미

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에 잘 부합하는지에 한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에서 봤을 때 2009개정 미술

교과서에서의 문제 을 지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이제까지 학교 미술교과서를 다문화교육의 에서 바라본 연구는

극히 소수로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게다가 도 을 심으로

미술교과서를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바 있다.

특히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를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무하

다.뿐만 아니라 통문화나 시각 디자인을 다룬 미술 작품과 련한 연

구에 비해, 재 학교 미술교과서에 있어 미술 작품을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한 사례는 매우 은 편이다.상 으로 소수의 연구만이

다문화교육의 에 의해 학교 미술교과서를 연구한 바 있다.오명

(2008)은 학교 미술교과서 감상 역의 참고 작품을 국가,시 ,작가

별로 분석하 고,박수민(2011)은 참고 작품을 미술을 통한 문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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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양,미술을 통한 세계화 교육,미술을 통한 문화인류학 이해라는

분석 거로 분석하 다.즉 다문화 인종,민족 특성에

을 맞추어 연구하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

이미지를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다문화교육의 에서 ‘여성이미지’를 분

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다문화교육과 여성이미지는 다문화교육이 여

러 가지 차별 성차별에 심을 갖고,성에 한 불평등에 도 하며

성에 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에서 한 계가 있다

고 보인다.미국의 다문화교육 회(NationalAssociationforMulticultur

alEducation,2007)는 다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racism),성차별(sexism),

계 차별(classism),언어차별(longuicism),장애인차별(ablism),연령차

별(ageism),동성애자 차별(heterosexism),종교 불 용(religiousin

tolerance),외국인 오(xenophobia)와 련된 이슈를 직 으로 다

룬다(최충옥 외,2010에서 재인용).

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에 한 편견과 고정

념에 해 다룸을 알 수 있다.실제로 다문화교육 이론가들은 서구 사회

의 발 이 많은 유색인종,그리고 여성의 희생과 기여 덕분에 가능했으

며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상과 함께,인종 차별과 성차별도 여 히 강

하게 남아 있는 실의 모순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Banks,2008:14).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교과서의 비 이 크고

교육과정과 교육의 결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미

술교과서에서의 성 평등이나 성에 한 선입견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보인다. 학교 미술교과서는 청소년을 독자로 하므로,교과서 속의

여성이미지는 청소년의 여성에 한 ,성 역할,성 정체성,성 평등,

성 념 등에 많은 향을 수 있다. 사회에서 청소년기 남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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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한 발달과제는 자신의 성에 부합하는 성 역할을 발달시키는 것

이고,이러한 성 역할은 남녀의 본래의 성차에 따라 달리 발달되기보다

는 통 성 역할이 사회화된 결과로 나타난다(이지혜,2001).마찬가지

로 청소년 시기는 단순한 신체·생리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성

숙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즉 청소년들은 성에 해 주체 으

로 인식하기보다 사회구조 상황 속에서 정해진 기 에 맞추어 가는 경

향이 있다.더욱이 여성의 몸에 한 사회·문화 표상은 청소년들에게

큰 향을 미치고 있다(박희경,2002). 한 속한 2차 성징의 출 으로

인해 성 성숙의 두드러진 변화와 뚜렷한 성차의 인식을 통해,가정과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한 확고한 인식의 토 를 세워야 하는 시기이기

도 하다(G.M.블 어,1984).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인격

체로서 평등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기 해서는 청

소년들의 건 한 성 념 형성이 요하다.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모색함에 있어서 보다 극 이고 진취 인 자세로 평등한 가치

을 가지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요한 일이다(방연옥,

2007).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역할과 성 념이 외부로부터의 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정립되어야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청소년들이

사회 기 으로 삼는 교과서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

에 본 연구는 학교 미술 교과서에서의 여성이미지의 재 과 그 형성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올바

른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단하 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미지는 교과서에서의 다문화 시각을 효과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여성이미지 자체의 내용보다,교과서에서 여성

이미지를 어떤 맥락과 의도와 방식으로 실었는지를 보면 그 교과서의 다

문화 시각을 알 수 있다. 한 여성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성

뿐만 아니라 계층,능력,정체성 등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범주를 많이 담

고 있다.왜냐하면 많은 여성이미지가 남성의 시각에서 그려졌고 이러한

시각은 당시의 이데올로기,사회 ㆍ문화 배경과 연 이 있기 때문이

다.따라서 여성이미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이미지를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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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방식,시각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함으로써 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다문화에 한 배려 정도를 확인하고,개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더불어 여성이미지는 미술의 역사에서 여성에 한 고정된 견

해와 사고를 재생산하고 여성에 한 성격을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술은 사회 체계의 담론과 그 권력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문화,이데

올로기 실천 하나이다(Parker,Rozsika.,and Pollock,Griselda,

1995:152).이러한 에서 볼 때,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분

석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집단에 한 경제․사회․문화 요인 등을 엿

볼 수 있는 기회이다.어떤 집단에 한 문화 가정, ,편견 등을

학습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에서 요하다.이에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을 분석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미지를 다

룬 미술 작품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서를 분석함에 앞서 행 학교 검정 도서인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천재교육, 성출 사,미진사,지학사,교학연

구사)의 교과과정 역별(체험,표 ,감상)단원과 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근간이 되는 2009개

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성격과 특징이

다문화미술교육,나아가 여성이미지 분석과 어떠한 련이 있을지 밝히

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분석을

해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천재교육, 성출 사,

미진사,지학사,교학연구사)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분석 상은 교과서

에 실린 여성 이미지로 한정하고,먼 일부종사,일하는 여성,어머니,

뮤즈 등 11가지 주제를 기 으로 분류할 것이다.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11개의 주제로 구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일부종사,일하는 여성,어머니,뮤즈,팜므 탈,춤추는 여성,여

신,미인,창녀,여성 드,새로운 여성상은 이분법 인 여성이미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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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드러내는 기 들이다.

<표 1>이분법의 계보학

(가)여성에 한 정의 계열 (나)여성에 한 부정의 계열

허난설헌/신사임당

양처

요조숙녀

덕녀/성녀(聖女)

천사

석녀(石女)1)

미녀

열녀

어머니/ 모/정실

일부종사/사종지도

정숙/정조/순결

선

충녀(忠女)

황진이

악처

화냥년/양갈보

성녀(性女)/창녀/탕녀

마녀:기독교

색녀

추녀

요부

창부/첩,후처:이상

바람/불륜

타락/바람

악

화녀(花女)

<출처>이득재.(2004).가부장제국 속의 여자들.서울:문화과학사.

이와 같이 여성이미지는 선/악,미/추 등 이항 립 인 도식으로 나

어질 수 있다.(가)는 여성에 한 정의 계열인 반면 (나)는 여성에

한 부정의 계열이다.이항 립의 계보학은 서구 사상에 나타난다.엘

식쑤(HeleneCixous)에 따르면,서구 사상은 이항 립 구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항 립 구조가 성립하기 해서는 ‘타자’의 존재가 불가피하다.

남성에 한 여성,미녀에 한 추녀 등은 타자에 의해 존재하는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이득재,2004:51).

마찬가지로 미술사에서도 작품 속 여성이미지들은 선과 악으로 나 어

지는 극명한 비를 이룬다.생명을 잉태하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정숙한

열녀,여기에 비되는 남성을 멸에 이르게 하는 팜므 탈 등이 그것

이다.미술에서 여성을 신체 무상함과 나약함에 계시키는 여성 이미

1)동아국어사 연구회(1990)에 따르면 석녀(石女)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

나,여기서는 성욕이나 성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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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성에 한 정의 계열 (나)여성에 한 부정의 계열

일부종사

일하는 여성

어머니

뮤즈

여신

미인

여성 드

새로운 여성상

팜므 탈

춤추는 여성

창녀

지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성은 뮤즈,성녀,숙녀

에서 메두사,마녀,창녀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기표로 존재하여 왔다

(박 순,2003:7).미술교과서에서 서구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싣고,서

구 미술사를 심으로 서술을 한다는 에서 볼 때, 와 같은 이항

립 인 여성이미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본 연구는 20009

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가 와 같은 이분법 인 기 에

따른 여성이미지의 한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악하 다.여

성이미지를 다룬 부분의 미술 작품이 어머니,여신,창녀,일하는 여성

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교과서에서 이 게 여성에 한 고정

념과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을 별다른 의식 없이 싣고,

학생들이 미술 작품 속 여성이미지에 해서 비 으로 볼 수 있는 학

습 기회를 열어 두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여성에 한 특정한 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을 기 으로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

서의 미술 작품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표 2>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

다.

<표 2>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표 2>의 기 에 따라 분류한 후에는,그림 속 여성이 어떠한 모습으

로 묘사되었는지 색채·형태·구도·소재 등 일차원 인 에서 있는 그

로 서술한다.그 다음에 그러한 묘사가 의미하는 바를 작품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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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 ·문화 배경과 연 시켜 분석한다.마지막으로 여성 이미지가

지니는 표상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체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두 가지 분석 기 을 이용해서 미술교과서를 내용과 여성이미지 작품

으로 나 어 각각 분석한다.

2)2009개정 미술교과서 6종의 단원,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체험․표 ․감상 세 역으로 나 어 다문화 이해 측면에서 분석한

다.

3)첫 번째 분석 기 은 다문화미술교육 근 방법 뱅크스(Banks)의

네 가지 근법(기여 근법,부가 근법,변 근법,사회

근법)을 이용해서 미술교과서에서의 다문화 근 방법을 알아본다.이

분석 기 을 이용해서 미술교과서를 내용 측면에서 분석한다.

4)두 번째 분석 기 은 다문화교육의 내용(문화, 력,편견,정체성 형

성,평등성,다양성)과 문화 이해의 (상 론 ,비교론 ,

총체론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이다.이 분석 기 을 이용해서 여성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한다.

5)세 번째 분석 기 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

요 특성,2009개정 미술과의 목표,성취 기 등 2009개정 교육과정에

서의 다문화 련 내용이다.이를 종합하여 교과서 분석을 한 분석

거를 마련한다.

3.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반 인 특징을 고찰한 후,다문화미술

교육의 에 의한 연구,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련한 연구,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을 분석한 연구,그리고 여성이미지의 분

석에 한 연구의 특징을 알아본다.다문화교육의 에서 학교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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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없으므로 연구의 특징을 여

러 가지로 나 어 조사하도록 한다.더불어 다문화미술교육에 한 이해

를 돕기 한 사 지식으로써 다문화미술교육과 련한 이론을 탐색한

다. 한 행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악하기 해서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해 조사한다.2009개정 교

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이 강조된 부분을 찾아보고,그것이 2009개정 미

술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 으로써 2009개정 미술교

과서와 다문화교육의 연 성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뱅크스(Banks)의 다문화교육과정을 한 4가지 근법을

이용하여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의 단원

과 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분석한다.이러한 4가지 근법(기

여 ․부가 ․변 ․사회 근법)은 체험․표 ․감상 역을 각각

분석함으로써,교과서의 다문화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에서 필요하

다.결과 으로 이러한 다문화 시각이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지 악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 6종에서 여성이미지가 어떻

게 드러나는지를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미지를 심으로 분석

한다.이 때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일하는 여성,여신,어머니,

드 등 11개의 주제로 구분한다.분석 근거는 서구 사상의 이항 립

구조에 있다.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들은 그러한 이

분법 인 여성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성이미지들을

이러한 이분법 인 범주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시각의 문제 을

발견하고 지 할 수 있다. 한 그러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혹은 이미지

와 련된 학습 내용에 한 텍스트를 이미지가 실린 맥락을 고려해서

분석함으로써,해당 교과서의 다문화교육에 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한 후,분석 상

(이미지와 텍스트)을 문화 이해의 ,다문화교육의 내용,그리고 교육

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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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분석 거(이론)에 의해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여성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비 으로 요약정

리하고,여성이미지에 드러난 다문화교육에의 시사 을 논의한다. 한

여성이미지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의 국가별 분류와 여성이미지에 드러난

국가별 분류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한다.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Ⅵ장에서는 이러한 비 논의를 바탕으로 미술교과서에

서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할지에 해 제언한다.

단원,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이 뱅크스(Banks)의 네 가지

근법(기여 근법,부가 근법,변 근법,사회 근법)으로

분석되었다면,본 연구에서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과 텍스

트는 어떠한 분석 차에 의해 분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

여기에서는 분석 차를 살펴보기 에 분석 상과 분석 기 을 논의하

고자 한다.

1)도 의 분석 기

제 7차 교육과정 이후 부분의 교과서들은 텍스트 이외의 삽화,사진,

도표 등 다양한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이미지는 사진으로,크게 작품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로 나 수 있다.

작품 이미지란 공간 시각의 미를 표 하는 그림․조각․건축․공 ․

서 따 의 미술 작품 이미지를 칭하며 사진 이미지란 사진기를 이용하

여 서 이나 잡지 그리고 신문 등의 표지, 고 미술 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로 정의된다.이러한 이미지는 그림으로 표 되는 작품이나 사진

이외에도 이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표제나 소제목을 모두 포함한다

(김선미,김 순.2008:117).

도 들을 분석하는 기 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기본 으로 이미지와 작품 제목을 보았을 때 일차 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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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 (표제,소제목 등)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하 다.작품 제목

등으로 작품의 주제를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행본,학 논문,정기

간행물 등의 문헌을 통하여 정보를 얻었다.

둘째로,미술 작품과 사진 이미지로 분석 상을 한정하 다.여기서의

사진 이미지는 포스터․애니메이션․벽화 등의 시각물로 정해 둔다.이

미지의 주제가 사물이나,작품 일부분에 여성이 등장한 경우( :등 주

변을 거니는 여성,놀이터에서 노는 여아 등)는 분석하 고,여성을 형상

화한 사물( :여성 탈 등)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 표

기법을 설명하는 소녀의 모습, 비 과정 등 삽화 이미지는 포함하지 않

았다.표 기법을 설명하는 소녀는 부분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기에 하지 않으며, 비 과정에는

부분 인물의 손만 등장하기 때문에 여성이미지 분석에 하기 않기 때

문이다.

셋째로,학생 작품은 상에서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부록과 활동지에 수록된 도 을 제외한 체험,표 ,감상

역의 도 을 분석 상으로 함을 밝힌다.

텍스트는 교과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한 수단으로 교과서 학습

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본 연구에서는 미술 교과서의 사진 이미지

와 텍스트의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그리고 단

원 간의 연계성을 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김선미,김

순,2008:115).

그 다면 이러한 분석 상(이미지와 텍스트)은 어떠한 분석 거(이

론)에 의해 분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여성이미지

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과 텍스트는 아래에서 살펴볼 세 가지 분석

거에 의해 분석되었다.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에서 여성이미

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이에 다문화교육의 어떠한 에서 분

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교육 이념으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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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모호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정화 외,2010).뱅크스

(Banks,2004:12-13)는 미국 다문화교육의 역사가 소수 인종 민족문

제에 을 두던 단계를 지나 여성과 장애인 그 외 소수집단들로까

지 심 범 가 확장되며 진화해 왔다고 설명한다. 한 슬리터와 그랜

트(Sleeter& Grant;2007)가 아래에서 설명하듯,다문화교육의 개념은

확장돼 가고 있으며, 재 인종,언어,민족,성,계층,장애 등 다양한 사

회문제들을 아우르는 포 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구정화 외,2010

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은 인종,문화,언어,사회 계층,젠더 장애를 포함하는 의의

개념(umbrellaconcept)으로 발 해 왔다.비록 많은 교육자들이 여 히 다

문화교육의 범 를 인종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포

하기 해 가장 빈번하게 확장되는 용어가 바로 다문화교육이다(Sleeter

& Grant,2007:28).2)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이 인종,문화,언어,사회 계층,젠더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leeter&

Grant(2007)가 정의한 다문화교육의 개념인 인종,문화,사회 계층,젠더

를 여성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즉 다문화교

육의 요소를 인종,문화,사회 계층,젠더로 나 어,미술 교과서에서 텍

스트와 이미지가 이러한 요소와 련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지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이를 해 아래의 분

석 거들을 기 으로 구체 인 분석을 해 나갈 것이다.

2)구정화 외,2010:1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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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차

<표 3>분석 차

➡

➡

첫째로,해당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한다.즉,

교과서의 자가 도 을 실은 이유를 ‘단원’,‘소단원’,‘학습 목표’,‘탐

구 학습’,‘학습 성취도 평가’등의 거를 통해서 짐작한다.단,교과서의

출 사에 따라 거의 명칭은 조 씩 다르다.즉 거를 통해 도 이 어

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실렸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로,해당 도 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한다.즉 상 론 ,비교론 ,총체론 어떠한

으로 도 이 실렸고 텍스트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한다.특히 에서

굵은 씨로 표시된 부분이 다문화교육과 련이 있으므로 으로

보도록 한다.

2009개정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다문화교육의 에서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확인
문화 이해의

다문화교육의 내용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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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해서 분석 차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로,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여진 원래의 의도와 맥락을 살펴 으

로써,2009개정 미술교과서가 다문화교육에 한 배려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다문화교육과 상 없이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

여 졌다면,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향후 다문화교육

을 한 미술 교수․학습 로그램에 해 제언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로,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도 과 텍스트가 제시되었는지

를 악함으로써 교과서가 문화와 그 가치에 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과서에서의 암묵 인 문화

가정과 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학문 역(미술)에서 지식(교과서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에 문화 이 향을 미친다는 에서 뱅크스

가 다문화교육의 구성 요소로 제시한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constr

uctionprocess)와도 연 이 있다. 한 맥피(McFee)는 다문화미술교육

에 해서 미술은 문화를 하는 핵심 인 수단이고 문화는 미술을 통해

서 유지 수되는 것으로,미술은 사회와 문화의 요한 의사소통 수단

이 된다고 하 다(양정숙,2000:47).즉 다문화미술교육이 문화와 미술

에 하여 문화 인류학 에서 근하며 문화와 미술교육의 계를

강조한 것에서 볼 때,문화 이해의 에서 도 과 텍스트를 악할 필

요가 있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여섯 가지 범주로 나 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악함으로써 2009개정 미술교과서가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얼

마나 충실한지를 살펴보고,주로 어떤 면에서 다문화교육과 연결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텍스트와 이

미지를 분석함으로써,국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의 편찬 상 유

의 을 충실히 반 하 는지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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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요성

본 연구의 요성은 다문화교육의 에서 학교 미술교과서에 나타

난 여성이미지를 분석하 다는 에 있다고 볼 수 있다.기존의 연구

교과서 속 여성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과학,정치교과서의 삽화

를 분석한 연구(남호엽,2010;공 주,2004;유수경,2007)들로,미술교과

서의 여성이미지를 상으로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무하다. 한 다문화교육의 에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인종․

성별․종교․계층․민족 등 다른 집단과 문화를 존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요하다고 보인다.다른 문화에 한 용은 다문화

사회에서 요하지만,특히 우리 사회는 기존 사회의 다양성을 먼 인

정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소득,계층,장애 유무,성 지향(sexua

lorientation)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에 해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

히 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최충옥 외,2010:44-45)있다.이와 함께

여성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에서의 다문화 시각을 효과 으로

확인할 수 있다.여성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성 뿐만 아니라 계

층,능력,정체성 등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따라서 여성

이미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이미지를 교과서에서 다루는 방식,

시각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함으로써 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다

문화에 한 배려를 확인하고,개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한 교과서의 여성이미지는 청소년의 여성에 한 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학생들은 교과서 속 여성이미지들의 감상을

통하여 무의식 으로 여성에 한 념을 형성할 수 있고,교과서에서

그에 한 별도의 비 인 설명이 없으면 학생들은 편견과 고정 념에

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청소년기는 성 념이 외부로부

터 크게 향 받는 시기로,교과서가 미치는 향 역시 크다고 볼 수 있

다.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된 교수-학습 자료로,한 학기 동

안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교수 혹은 학습 내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김 ,2011:280).따라서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서 여성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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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다문화교육의 에서 악하고 다문화미

술교육에의 시사 을 논의하는 것은,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다문화에

한 배려를 확인하고,개선 방향을 탐색하며 청소년의 여성에 한 편

견과 고정 념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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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기존 연구 검토

1)다문화미술교육의

본 연구는 행 학교 검정 도서인 미술 교과서 6종(두산동아,천재

교육, 성출 사,미진사,지학사,교학연구사)의 교과과정 역별(체험,

표 ,감상)단원,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근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바탕이 되

는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성

격과 특징이 다문화 미술교육과 어떠한 련이 있을지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의 에서 여성이미지 작품을 분석한다.따라서 다

문화미술교육의 ,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여성이미지의

분석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면 본 연구의 치를 가늠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에 와 같은 연구 내용과 련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2009개정 교육과정에 한 논의를 다루고 이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심으로 미술과 교육과정에 한 용 방안을 연구한다.둘째로,

미술사 교육의 황 방향을 주로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통해 연구 조사한다.세 번째 부류의 연구는 여성이미지의 분석에 있어

미술 작품 속의 여성이미지,미술 수업의 개발 실시와 련한 여성이

미지,미술사에서의 여성이미지 등을 연구한다.이 게 본 연구의 특성

상-다문화교육의 에서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없는-기존 연구를 세 종류로 나 어 검토함으로써,본 연

구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다.먼 다문화미술교육의

에 의한 연구를 조사함으로써 미술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용할

것인지에 한 근 방법을 살펴본다.이와 련한 기존 연구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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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문화미술교육의 과 련한 기존 연구는 다문화미술교육의 필요

성과 효율성에 해 논하면서 실제 수업에서의 용을 통하여 미술 수업

에서의 다양한 사고의 진과 함께 폭넓은 문화 이해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에 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 여러 가지 분석 기 이 존재함과 동시에,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참고 작품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에서 바라본 연구가 소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분의 논문이 다문화

교육의 을 통하여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고 반 되어야 한다는 데에

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학교 미술교과서의 도 을 다문화 으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이와 함께 2009개정 교육과정에 한 심에

비하여 개정 교과서를 다룬 논문 역시 그 수가 다고 보인다.이에 본

연구는 먼 다문화 미술교육이 2009개정에 따른 학교 미술 교과서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 도 을 통하여 분석하고,다문화 교육에 있어서의

도 과 학습 내용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이미지의 분석에 한 기존 연구 여성 주의 에서의 미술

수업의 개발과 실시와 련한 연구(류지 ,2006;강경민,2013)는 페미

니즘 이론을 심으로 하는 감상 표 수업 연구이다.마찬가지로

고 등 시각 문화 속 여성 이미지를 다룬 연구(최 아,2008)는 페미니즘

이론의 재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과 시각 문화인 고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한 수업 용 방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이수진(2009)의 연구는 다양한 근으로

써의 다문화에 한 이해로 그동안 수많은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

성성에 하여 문제 을 제기하고,그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남성 심

인 시각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는 에 의미가 있다.즉 여성 주의 에서 여성이미지를 활용한 감

상 수업을 실시한 것이다.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감상 수업을 심

으로 수업 방안을 제시(류지 ,2006;강경민,2013;최 아,2008;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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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09)하 다는 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 미술교과서가 학교

장에서 활용된다는 에서 볼 때,여성이미지를 활용한 여성 주의

의 미술 수업은 교과서 속 여성이미지와 시 지를 창출할 수 있으리

라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미술교육을 연구하고자 한다.

김혜경(2010)의 연구인 「통합 교과를 통한 다문화 미술교육 방안」은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안을 통합 교육의 방법에서 근하고자 한다.다문

화교육은 문화 이해에 한 소양을 높이며,실제 수업에서의 용을 통

하여 갈등보다는 통합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 이 있다.나아가 다문화

미술교육은 민족의 정체성,사회 체계,가치를 구 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미술 교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 근을 통한 다문화 미술

교육은 미술 수업에서의 다양한 사고의 진과 함께 폭넓은 문화 이해에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이로써 통합 교과를 통한 다문화 이해

미술 수업의 방안을 구상, 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이해 방안을 모색

하는데 의의가 있다.

김혜숙(1997)은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다문화 근과 용」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해 논하면서 문화의 요성과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 등에 해 알아보고 통 인 요소들을

문화 ,사회 ,시 ,민속학 ,인류학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

다.연구자는 텍스트 이론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간 생활의 계,문화의 역할,문화의 의미 등

에 해 논의하 다. 한 미술교육에 있어 다문화란 의미를 여러 문화

속에 보여 지는 고유 인 형태와 상징 인 것들을 미술 수업에 용하는

것으로 통합 교과와 련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정의하 다.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의 심화,폭력,환경의 황폐화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생활과 한 계를 맺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한 작가들의 작품이 이러한

실들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생각하 다.작가들의 취향과 기법,매체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어느 작가는 자연을,어느 작가는 인물을,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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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사회 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심으로 작업하며,사실 ,재

혹은 추상 으로 표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은 상

으로 보여지는 사회 ,역사 ,신화 ,환경 ,정치 인 요소들을 자

신의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표 한다고 하 다.필자의 연구에서는

여성 이미지를 작품이 만들어진 시 ·문화 배경과 연 시켜 분석하

고자 한다. 와 같은 은 작가를 둘러싼 사회와 민족,국가 등을 반

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특성과 한 련

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문화사회와 미술교육」에서는 다문화미술교육의 기 인 이

해를 통해서 학교 장에서 미술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 역량을 기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 다.다문화미술교육은 다양

한 문화가 혼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학생들이 타 문화와 우리 문화의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하고,더 나아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사회문화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둔다고 보았다.즉 우리

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합리 이고 상 주

의 인 수용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한 다문화미술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수용하고 문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다문화 시민의 자질을 길러 주는 것이 다문화미술교육

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2) 학교 미술교과서의 역별 내용

교육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가 교과서라고 볼 때,교과서를 분

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가 다문화교육 의

학교 미술교과서 분석을 연구 목표로 하므로, 학교 미술교과서를 분석

한 선행 연구로 범 를 좁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과정과 수업 실천을 연결해 주는 핵심 자료인 교과서는 교육 장

에서 큰 향력을 가지고 있으며,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외 체제나 편

집,그리고 품질 한 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세례,2010).상당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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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는 행 학교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있어,미술과 교육과

정 교육 내용 역별 내용 구성을 그 기 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교

육 내용을 크게 미 체험,표 ,감상의 세 역으로 나 고,각각 역

별로 내용구 성과 단원명,단원 수,단원별 활동 역,도 분포도,활동

내용 분포도 등을 비교 분석하 다.특히 다문화 에서 분석한 연구

의 경우,다문화 단원을 따로 구별하고 그것을 다시 단원,소단원,학습

목표,다문화 거(정체성,세계화,문화 인류학 등), 근 방법 등으로

나 어 제시한 바 있다.연구 상으로는 학교 미술 교과서가 선정되

었으며,분석 기 으로는 뱅크스(Banks)의 다문화교육의 근 방법과 펠

트만(Feldman)의 비평 감상 지도의 4단계 등이 사용되었다. 한 부

분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 으로 감상 역 참고 자료 분석을 들 수

있다.참고 작품의 국 을 조사하여 나라별로 분석한 표가 많이 있다.국

으로 크게 동,서양으로 나 고 국,일본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

는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좀 더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첫째로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를 참고 작품을 포함하여 분석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먼 다문화 교육 내용과 2007개정 교육과정

심으로 도출한 분석 거를 기 으로 2010년부터 바 어서 용된 미

술교과서 9종에서 다문화 련 내용 구성과 참고 작품을 출 사별로 분

석하여 다문화교육이 미술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 연구(박수민,2011)가 있다.

「반편견 다문화 교육 시각에서 학교 미술교과서 분석」역시 다양

한 문화를 이해하기 한 가장 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 7차

등 미술 교과의 7종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요소,작품,시각 이미

지를 살펴 으로써 재 다문화 교육의 주소를 가늠하고자 하 다. 한

다문화 미술교육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이 다양한 문화 가

치와 이해를 수용할 수 있는 한 교과임을 제시하면서 다문화 미술교

육의 이론 배경과 사회 수용의 당 성을 논의하고, 행 7차 교육과

정 미술교과서에 담겨 있는 다문화 요소를 내용 구성과 시각 이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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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내실화를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이를 해 미술교과서의 단원과 시각 이미지에 내포된 다문화 인

요소를 연구하 다.먼 역별(미 체험,표 ,감상)내용을 7차 미술

과 등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다문화 이해 교육 내용으로 정리하 으

며,각 역에서의 다문화 인 성격의 단원을 조사하 다.마지막으로는

작가와 국 이 소개되어 있는 작품을 상으로 국가별로 범주화하 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작품을 국가별로 분류하는 것은 다문화 시각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 하나이다.

둘째로 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술사 역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주

은(2011)은 「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통해 본 미술사 교육의

황 방향」에서 행 9종 미술교과서 속의 미술사 내용을 분석하

다. 행 교과서를 평한다기보다는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개선 을 모색하는데 목 을 두었다. 재 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 미

술사 역은 과거와 재를 연결하는 생생한 문화 에 지를 다루는 데

에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보았다.인덱스 같이 사조를 나열한다

거나 연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미술사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술 정

립과 조형 경험에 긴 하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을 취한다.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시각 자

료들을 통해 시각 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이 때 작품의 주제,구

도,기법 외에도 시 배경과 맥락을 밝 내고 생각해보게 하는 지도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았다.미술교과서의 도 역시 하나의 시각 자료

이고,시 배경과 맥락을 생각해보게 한다는 에서 본 연구와 연결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 연구는 무엇보다 미술사 교육을 통해 효

과 인 시각 읽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미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기회가 확 되어야 함은 물론,문화 연구의 기회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그러기 해서는 등 미술 교과과정에서 미술사와 련된 내용

이 좀 더 구체 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미술을 사회문화 맥락과 련짓고,미술의 외 요소들을 함

께 조망할 수 있도록 효과 인 학습 내용을 차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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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미술 교과서에서 페미니즘 미술사와

련된 내용이 주로 어떻게 제시되었고,도 과 연결 지어 페미니즘 미

술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좋을지에 해 추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이주은(2011)의 연구는 작품의 형식과 양식 특징을 거론하

는 조형 표 부분이 아니라,작품의 의미와 사회성을 다루는 부분이 주

로 감상의 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으로 살펴보

았다.결과 으로 미술을 내 요소와 외 요소로 구분할 때 외 요소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 맥락’에 을 맞추어 미술사 련

내용을 분석하 다는 에서 본 연구와 연 성이 있다고 보인다.

셋째로, 학교 미술교과서의 감상 역에 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

들이 다수 존재한다.권정 (2010)의 연구는 미술 작품을 다루었다는

에서는 공통 이나,참고 작품 도 이 아닌 감상 활동지로 그 상을 제

한하 다는 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미술교과서의 감상 활동지 내

용의 부족한 면을 조 이나마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한 노

력의 일환으로 7종의 미술교과서의 감상지 내용을 펠트만의 비평 감상

지도의 4단계인 서술,분석,해석, 단을 기 로 하여 감상 활동지를 연

구하여 제시하 다.더불어 페미니즘의 로그램 개발을 통해 획일 인

미술이 아닌 다양화된 미술에 해서 새로운 다문화 미술교육 로그램

개발의 를 연구하 다.이와 같은 연구를 토 로 학교 미술 감상 교육

에서 다문화 미술교육 로그램을 도입하여 효과 인 학습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각에서의 개발이 필요하고 학생의 능력 수

을 고려하여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권정 ,

2010).

다른 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학교

개정 미술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감상 역의 구성을 연구한 것을 들 수

있다. 학교 1,2,3학년 합본으로 총 9종의 검정 교과서의 미 체험,

표 ,감상의 세 역을 구분하고 감상 역의 체계에 해 좀 더 자세

한 분석을 하 다(엄주희,2010).본격 인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기 ,

등 미술교육과 감상 교육,미술 교과서,그리고 2007개정 미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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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개념과 특성, 요성 등에 해 이론 으로 짚어 보았던 부분이

인상 깊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넷째로,미술교과서의 교육과정에 을 둔 연구이다.2009개정 학

교 미술과 교육과정을 기 로 하여 편찬된 학교 검정 미술교과서를 분

석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의 반 을 조사하고 차후에 개발될 교과서 제

작을 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따라서 먼 일차

으로 교과서 내용 구성의 근간이 되는 2009개정 학교 미술과 교육과

정을 살펴보고,교육과정의 성격,목표,내용,교수·학습 방법,평가를 분

석하여 시행되는 미술 교육과정의 반을 알아보았다. 한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제시하는 학교 미술 교과서의 검정 기 을 살펴보고 그 내

용 체계와 외형 체제를 알아보았다.새롭게 시행된 학교 미술교과서가

학교 3년 통합 미술교과서임을 감안하여 학교 3년 과정의 학습자의

인지 발달,미 표 발달로 나 어 살펴보았다. 한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미술 교육의 기능과 향을 개인 인 측면과 사회 인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해 보았다.이러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행 학교 미술

교과서의 내용 체계와 외형 체계를 나 어 분석하 다.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미 체험,표 ,감상 역으로 나 어

그 구성과 내용이 개정 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 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볼 수 있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검정 기

을 바탕으로 미술 교과서의 외형 체제가 그 기 을 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볼 수 있었다(박 의,2011).

다섯 번째로,이제까지의 연구와 달리 미술교과서의 외형 부분을 들

여다 본 연구가 존재한다.신세례(2010)는 교과서 연구에서 가장 소외되

고 있는 미술교과서 표지 디자인의 문제 을 분석하고 효율 인 표지 디

자인 방향을 제시하 다. 한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신선한 감각과 흥미,창의성 함양을 한 등 교과서 표지 디

자인을 연구하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

‘미술교과서에 하여 만족도 분석’,‘미술교과서 도 의 합성에 한

분석’,‘미술교과서 도 의 설명에 한 분석’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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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 학교 미술교과서의 문제 」(김수 ,정도화,1991)에

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과 련하여 학교 미술교과서에 한 문

제를 제기하고 미술교과서와 교과과정에서의 문제 을 다루었으며,감상

단원을 심으로 미술교과서를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는 이 미술교

과서의 기능에 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학교 미술교과서가 다문화

련 내용을 효과 으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 연구의 결

론 부분에서 새로운 학교 미술교과서를 하여 제안한 바가 어떠한 것

이고 그것이 2009개정 교과서에서 반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김수 (1992)의「 학교 미술과 교과서의 개편 방향」연구

도 교과서의 연구 개발 차에 따라 국 수 의 미술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을 한 조건을 검토하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미술교과서

를 설계하고자 하 다.이에 학교 미술 교과서가 지역 수 의 학교교

육 헌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 효과 이기 해 지녀야 할 조건

들을 고찰했다.본 연구는 앞 연구의 내용 ‘본문 도 의 구성’과

‘미술교과서의 외 체제’부분을 참고할 계획이다.미술 작품의 도 분

석을 심으로 연구함에 있어서,미술교과서의 본문과 도 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도 을 담는 교과서의 외 체제 등을 알아보는

것은 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미술교과서의 다문화교육의 측면에 주목한 연구

(이찬희,2005)를 들 수 있다.이는 교육과정 상에서 추구되는 다문화교

육의 내용 성격이 학교교육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해 학교 교과서 분석을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3)여성이미지의 분석

이상으로 학교 미술 교과서의 역별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2009개

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참고 작품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학교 미

술교과서의 감상 역에 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학교 미술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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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교육과정에 을 둔 연구’,‘학교 미술교과서의 외형 부분을

들여다 본 연구’,‘학교 미술교과서의 다문화교육의 측면에 주목한 연

구’로 나 어 살펴보았다.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 여러 가지 분석 기 이 존재함을 앎과 동시에,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참고 작품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에서 바라본 연구

가 소수임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

의 ‘여성 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의 도 분석을 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므로,다음에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여성 이미지의 분석과 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미술 작품 속의 여러 다양한 여성이미지를 연구하 다.「 가

여자를 두려워하는가?:남자의 ‘환상’을 심으로」(정은경,2007)는 남

성의 환상을 정신분석 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작업으로,미술작품 속에

드러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인간이 말

을 하는 존재인 한 환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태어났음을 설

명하며 동시에 거세 환상으로 인해 남성들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조

명했다.특히 남자의 사랑,시각 쾌락증(scopophilia),여성의 상품화,물

품 음란증(fetishism),거세공포,남자동성애(homosexuality),재 속에서

의 수동성을 심으로 남성의 심리를 조명하 다.이에 동시에 제도 인

미술사가 어떻게 한 남성 심으로 만들어져 왔고,남성의 시각 쾌

락에 사해 왔는지를 비 하는 신 미술사 입장을 취한다.

아울러 통 사회(조선)와 근 일제강 기 때 한국 미술사 속에서 여

성 이미지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각도 존재한

다.박 택(2011)은 「한국 통 미술과 근 미술 속에 반 된 여성이

미지 -성의 탈각화와 성 극 화 속에서의 여성 표상」에서 달라진

시 와 미술 개념의 변화 속에도 단 이 아니라 여 히 긴 한 계 속

에서 여성 표상이 이되어 오고 있다고 보았다.그는 한국 통 미술과

근 미술을 동일 선상에 놓고 여성 표상을 탈성화와 성화의 이미지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박 택,2011).

한편,특정한 작가를 선정하여 그의 작품 세계 속 여성이미지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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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스타 클림트(GustavKlimt)의 여성이미지 연구 :<베토벤

리즈>를 심으로」(오명란,2008)는 클림트의 작품을 젠더라는 분석 틀

을 이용하여 고찰했다는 에서 신선하다고 보인다.앞의 연구가 작가의

작품을 선정한 것과 달리,연구자 본인의 작품을 분석한 경우도 있다.김

지 (2004)은 「여성의 몸-그 편화된 이미지에 한 연구」에서 본인

의 회화 작품에서 환유의 방식을 통해 사물의 부분을 확 ․변형하여 여

성의 몸을 모호한 이미지로 조형화한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

다.결과 으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여러 담론을 통해 바라보고 정립

해 가고자 하며,본인의 작품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김지 ,

2004).그 뿐 아니라 미술가와 본인의 작품 모두에서의 여성이미지에

해 다룬 연구로 「現代페미니즘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한 연구」

(이희자,2004)가 있다.여기에서는 신체와 여성성에 하여 서술하고 본

인의 작품을 분석하 다. 미술에 나타난 여성성을 분석하기 하여

드와 그 속에 표 된 여성성의 의미를 찾고,주디 시카고(Chicago,

Judy),조지아 오키 (O’Keeffe,Georgia),이불의 작품을 통해서 여성 이

미지가 어떻게 표 되었는지를 서술하 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여성

의 이미지 표 과 의미를 고찰하 다.그리고 이러한 여성이미지 표 과

그 의미가 미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와 어떠한 차이 과 공통 이

있는지 결론에서 논의하 다(이희자,200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

구의 내용 ‘신체성의 의미’와 ‘미술에 나타난 여성성’에 을 맞추어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둘째,여성 주의 에서의 미술 수업의 개발과 실시와 련한 연

구이다.미술교과서가 학교 장에서 활용된다는 에서 볼 때,여성이미

지를 활용한 여성 주의 의 미술 수업은 교과서 속 여성이미지와

시 지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먼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를,페미니즘 이론을 심

으로 하는 ‘미술 속의 여성’감상 표 수업으로 다룬 연구「미술 작

품에 재 된 여성 이미지 수업 방안 연구」(류지 ,2006)가 있다.미술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페미니즘 미술 이론에서의 재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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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한 후,수업 실천 연구로써 분석 결

과를 비 등 교사 등학생을 상으로 감상 표 활동에 용

하고 그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미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구체 인 수

업 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류지 ,2006).마찬가지로 미술 작품

속 여성이미지를 감상 수업에 활용한 연구로는 「페미니즘 미술 감상 수

업이 양성 평등 의식에 미치는 향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수업에서 비

교 문화 미술비평을 심으로」(강경민,2013)이 있다.강경민(2013)은

학교교육에서 비교 문화 근의 페미니즘 미술 감상 지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 으며,비교 문화 미술비평을 용한 페미니즘 미술 감상

수업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양성 평등 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 을 두었다.학습 내용은 페미니즘 미

술 련 논문 서 을 통해 여성 이미지를 주제로 한 작품에 한정지었

으며,페미니즘 미술과 양성 평등 의식,앤더슨의 비교 문화 미술비평,

그리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미술 감상 교육 등에 한

문헌을 참고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 다(강경민,2013).

미술 작품 속 여성이미지를 다룬 의 두 사례와 달리, 고 등 시각

문화 속 여성 이미지를 다룬 사례도 찾을 수 있다.최 아(2008)는 미술

작품「시각 문화 교육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용에 한 연구 :TV

고 사례를 심으로」에서 미술교육이 기존 교육과정의 형식 이며 탈

맥락 인 성격에서 벗어나 변화된 문화 환경을 반 하여 TV 고를 문

화 텍스트로 보고,여성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 인 의미

가 무엇인지 시각 문화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폭넓게 논의하고자 하

다. 한 이를 통해 차별의 문제가 단순히 성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반 인 계의 범주 아래 비 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궁극 인 목 으로 하 다.더불어 페미니즘 이론의 재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과 시각 문화인 고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한 수업 용 방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최 아,2008)

한편,본 연구가 학교 미술교과서를 연구 상으로 한다는 에서

볼 때 학생들을 상으로 페미니즘 미술 감상 수업을 진행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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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는 흥미롭다.이수진(2009)의 연구「다문화 이해를 한 수업

방안 연구:페미니즘 미술 감상 수업을 통한 다문화 이해 :여 생 3학

년을 상으로」에서는 여성 주의 의 구체 인 수업 연구를 제시

하 다.이 수업 모형은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지 차이

를 알도록 하며 미술교육에 있어서 특권 이익집단인 남성의 시각으로 해

석된 여성성을 학생들의 주체 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함

이다.다문화미술교육을 이해하기 해 먼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차별

성과 련된 부분을 심으로 하여 사회학 으로 근해 보고,이를 미

술교육에 용하여 다문화 미술교육에 한 정확한 이해와 다문화주의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언 하 다. 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한 가지 방안

으로 여성 주의 에서의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지 하고 미술사 속

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언 하여 작품 속에 숨겨진 여성의 의미

즉,미술 역사 속에서 간과되거나 왜곡되었던 여성에 한 문제를 재해

석 해보고 이를 미술교육에서 다룰 수 있도록 수업 방향을 모색하 다.

한 페미니즘에 해 살펴보고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수 있는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을 정리하 다.더불어 감상 교육의 의의와

구체 인 감상 수업 지도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 인 수업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에 용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여 3학년

을 상으로 하여 수업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감상 교수-학습지도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와 감상문을 토 로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검하 다(이수진,2009).한편 연구를 통해 이수진(2009)이 기 했

던 교육 성과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 다양한

근으로써의 다문화에 한 이해로 그동안 수많은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

는 여성성에 하여 문제 을 제기하고,그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남성

심 인 시각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미술 작품에 한 사회 ,맥락 근으로 기존의 미술사

작품 해석을 벗어나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사회 배경을 심으로 작

품을 해석해 본다(이수진,2009).

길주 (2009)의 연구 「문화 미술교육을 용한 페미니즘 미술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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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안 연구 : 등 미술교육을 심으로」역시 학생들이 주류 미

술사를 포함한 모든 시각 매체에서 남성의 시각으로 왜곡된 여성을 읽어

내며,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비 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문제

를 인식하고 이를 바꾸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즉 다문화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페미니즘을 학교 미술 교육에

용해 으로써 그 교육 가치를 찾아보고,결과 으로 학생들이 왜곡

된 이미지를 비 으로 분석해 내고 주체 인 인으로 생활하도록

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특히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요시하고 있는 미술과 내에서의 미 체험,표 ,감상의 통합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 인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 다

(길주 ,2009).

셋째,미술사에서 여성 이미지를 다루어 왔던 방식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신지 (2006)의 연구인 「한국 미술의 모더니즘 담론과

추상미술의 성별 정치학」은 지난 반세기 한국 미술사의 지배 담론

으로 치하 던 ‘모더니즘 미술사’와 추상미술을 여성 주의 으로 성찰

하여 본 이다.신지 (2006)은 우리의 미술사는 1970년 생산되

기 시작하 는데 서구에서 지배 담론으로 구축되어 있던 모더니즘 담론

이 우리의 20세기를 조명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용되었다고 논의하 다.

문제는 이 모더니즘 계보에서 여성 작가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추

상과 모더니즘 담론이 어떤 성별 함의로 여성을 타자화 시키는지 성찰

해 보고자 하 다.더불어 모더니즘 담론이 어떻게 여성 작가들을 타자

로 치시키는지 추 하 다(신지 ,2006).

앞서 신지 (2006)이 국내 미술 분야에서의 여성에 한 부분에 주목

했던 것과 달리,노르마 루드(NormaBroude)와 메어리 D.개러드

(MaryD.Garrard,1994)는 미술 나아가 체로서의 미술사를 페미니즘의

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함으로써 지 까지 통설처럼 반복 고정되어

온 각 사항들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그것에 한 인식론 환을 요

구하는 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NormaBroude.,andMaryD.Garra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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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술사에서의 여성의 지 를 탐구함으로써 사회 ․문화 ․역사

맥락 안에서 분석한 연구(Parker,Rozsika.,andPollock,Griselda,19

95),『여성,미술,이데올로기』는 필자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연구자들은 여성 미술가들이 미술의 역사에서 고의 으

로 배제된 시기가 20세기 들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가장 요하

고 근본 인 질문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기하 다.답을 찾

기 해 고심하면서,연구자들은 여성 미술이 어떻게,보다 요하게는

왜 잘못 인식되어 왔는가,그리고 미술 속에서 여성을 이 게 다루는 것

이 미술사를 쓰고 가르치는 일의 이데올로기 토 에 해 드러내는 것

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 다(Parker,Rozsika.,andPollock,Griselda,

1995).

마찬가지로 사회학 배경과 심리학 배경 등 미술 작품의 사회 ․

역사 맥락을 조명한 연구로는 「페미니즘 미술을 통한 여성이미지 연

구」(최가정,2006)를 들 수 있다.최가정(2006)은 기존의 수동 인 여성

이미지의 근간에 깔려 있는 여성 비하의 의식과 여성 미술이 주변 인

미술로 인식되거나 남성 화가에게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자로서만

그 기능을 인정받던 기존 여성 이미지에 한 인식을 바꾸고,페미니즘

미술의 발 을 도모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 라는 에서 「페

미니즘 미술을 통한 여성이미지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사회와 연 된 여성 이미지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

다. 미술사학회(2000)의 『미술 속의 페미니즘』연구에서 19세기 말

사회 속의 여성 이미지,20세기 미술에 나타난 여성상,페미니즘

의 에서 본 미니멀리즘 등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 2009개정 미술교과서에 실린 미술 작품의 시

배경과 일치하는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문화에서 여성에 해 이루어졌던 재 에 해 분석한 연구

가 있다.한 로 김은실(1998)은 「 문화와 성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 」에서 우리의 문화 실을 구성하는 표 인 담론인 문화에서

여성의 성이 어떻게 재 되고 있는가를 여성 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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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재 체계 속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성이 얼마나 정치 으로 재

되고 있는가,그리고 욕망하는 성 주체로서 여성의 성이 어떻게 여성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실을 구성하는 권력을 갖는가 하는 측면에서

텍스트를 분석한다.필자는 연구의 내용 ‘여성학 연구에서 성별(젠

더)과 성(섹슈얼러티),그리고 성 주체’와 ‘재 된 여성의 이미지 연구:

이미지 ’을 다룬 내용에 주목하고,교과서의 미술 작품에 표 된 여

성이미지를 ‘재 ’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교과서 속 여성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먼 「양

성 평등 교육의 에서 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 등학교 과

학교과서 삽화 비교 분석」(공 주,2004)에서는 양성 평등 교육의

에서 제 6차,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 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삽화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 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에 성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진단해 보고,그것을 극복하기

한 제안을 하고자 하 다.

한편 이러한 교과서에 한 연구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다만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Jackie F.K와 Lee․Peter

Collins(2008)의 연구「GenderVoicesinHongKongEnglishTextboo

ks– SomePastandCurrentPractices」는 삽화가 아닌 텍스트를 통

한 분석을 꾀했다는 차이를 보인다.이 연구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개선

된 여성의 지 가 홍콩의 등학교 어 교과서에서의 성별 묘사의 양식

에 반 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시도하 다.최근에 출 되어

재 사용 인 열권의 책들과 최근 1980년 후반/1990년 반에 출

된 열권의 책들의 비교는 이 에는 여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음과 그

러한 사용은 성을 포함한 명사들과 립 인 호칭으로 만들어졌음을

드러내었다. 한 남성보다 약한 존재로서의 진부한 여성이미지를 계속

해서 속시키는 것과,사회 역보다는 주로 가정 안에서 운용됨이

명되었다.연구자들은 “남성 우선” 상과 시각 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성 묘사가 여 히 최근의 교과서들에 리 퍼져 있다고 보았다(Jackie

F.K.,andLee․PeterCollin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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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과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범죄학 교과서에서도 텍스트에

을 둔 특징이 발견된다.RichardA.Wright(1995)는 「Womenas“Victi

ms”andas“Resisters”:DepictionsoftheOppressionofWomenin

CriminologyTextbooks」에서 의 페미니스트 성 억압의 이미지가

범죄학 교과서에서의 여성의 묘사에 향을 미쳤음을 조사하 다.특별

히 연구자는 범죄학 교과서의 자가 젠더 문제에 한 논의에서 여성을

남성의 지배와 가부장제의 수동 인 “희생자”로 묘사하는지 혹은 그들의

억압 상태에 항해 싸우는 능동 인 “ 항자”로 묘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 다.연구 자료는 최근의 범죄학 교과서들이 억압의 희생자로서

여성을 논의하는 것에 한 요한 진 을 이루어 왔기는 하지만,이러

한 억압에 항하는 여성의 능력에 해서는 훨씬 덜 이야기함을 보여

다.

한편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삽화 분석에 을 둔 측면은 Myra

MarxFerreed와 ElaineJ.Hall(199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들

은 「VisualImagesofAmericanSociety:GenderandRaceinIntrod

uctorySociologyTextbooks」에서 1982년과 1988년도 사이에 출 된

33권의 입문 사회학 교과서에 규정된 5413개의 삽화들을 조사함으로써,

사회학 교과서 출 인들이 성별과 인종에 한 이미지를 그림을 넣어 구

성하는 방법을 검토하 다(MyraMarx Ferreed.,and ElaineJ.Hall,

1990).

MyraMarxFerree와 ElaineJ.Hall(1990)가 텍스트 뿐 아니라 그림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한 것과 달리,AnaPesikan과 SnezanaMarinkovic(

2006)은 이미지를 분석하 으며 특히 여성이미지와 남성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이 특이하다고 생각된다.이들은 「AComparativeAnalysisof

theimageofmanand womaninillustrationsoftextbooksforfirst

gradechildren」에서 몇몇 교과서의 다양한 호/ 에 실린 남성과 여성

의 이미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남성과 여성 이미지에 한

조사에서 더 나아가,인종과 성에 련한 이미지들을 교과서에서 찾아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JonathanCollins와 ThomasHebert(2008)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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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andGenderImagesinPsychologyTextbooks」에서 이 의 연구

들이 이미지들이 인간의 생각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왔다고

언 하 다.이 연구는 우리의 자부심,타인에 한 사회 단,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상기해 내는 능력조차도 이미지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여섯째,미술사와 비평,문화이론,정신분석학 등 페미니즘 텍스트와

련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와 련한 논문으로는 윤난지(2009)의 연구가 있으며,여기에서는

「미술을 통한 페미니즘 :그 담론의 갈래와 흐름」을 통해 최근 40여

년 동안 미술계에서 회자되어 온 페미니즘 텍스트들을 통해 미술을 통한

페미니즘을 추 해 보고자 하 다.미술사와 비평,문화이론,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역에서 쓰인 수많은 텍스트들 에서 페미니즘이 미술을 통

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구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들을 살펴 으

로써,페미니즘 미술 담론들이 만들어 내는 개 인 그림을 그려내고자

하 다.

일곱째,여성성에 한 연구가 있다.김수정(2007)은 「연상 이미지로

서 '여성'에 한 연구」에서 생물학 발생론의 여성성,문화 습득론의

여성성,재 구성론의 여성성(feminity)이라는 동시 흐름을 통해 여

성성을 살펴보았다.김수정은 페미니즘의 연구 결과들이 생물학 발생

론보다는 사회의 학습 과정이나 문화 재 과정을 통해 여성성의 많은

부분이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 하 다.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 ‘여성성 이론 연구’에 심을 갖고 여성 특성에 한 이론

고찰을 참고하기로 한다.그 밖에 페미니즘 미술에 한 논의로는 Sally

Hagaman(1990)의 「FeministInquiryinArtHistory,ArtCriticism,a

ndAesthetics:AnOverviewforArtEducation」가 시사 을 다.여

기에서는 미술사,미술비평,그리고 미학 분야에서의 페미니즘 연구가 이

러한 지식 분야들의 각각의 규범과 그들이 일 하여 생산한 미술에 한

이해에 도 해 왔다고 역설하 다.연구는 이러한 지식 분야에서의 페미

니스트 학문의 주요 방향을 찾아내고,미술교육에의 향을 도출해 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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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까지 기존 연구들을 체 으로 고찰한 후 다문화 , 학교

미술교과서,그리고 여성 이미지의 분석과 련한 연구로 나 어 살펴보

았다.이를 통해 다수의 연구가 사회의 문화 다양성의 심화에 따라 다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이러한 다문화교육을 실 할 수 있

는 핵심 인 부분으로 다문화 수업 개발의 필요성에 해 감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 다문화 교육과정이 참고 작품,미술사 역,감상

역 등 학교 미술교과서에 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학교

미술교과서 외에 미술사,미술 작품, 문화,미술사와 비평,문화이론,

정신분석학 등 많은 분야가 여성이미지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결과 으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 갱신된

학교 미술 교육과정과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다문화 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더불어 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여성이미

지를 다문화 에서 비 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문화 감

수성과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을 이해하기 해 먼 다문화 미술교육과 미

술과 교육과정에 련한 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다문화미술교육과 미술과 교육과정

1)다문화미술교육

여기에서는 뱅크스(Banks,2002)가 구분한 다문화교육의 차원과 다문

화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다문화 미술교육은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미술이라는 교과에서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다문화 미

술교육의 이해를 해 다문화교육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 다문화교육의 구성 요소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문화교

육의 구성 요소는 내용 통합(ContentIntegration),지식 구성 과정(Kno

wledgeConstructionProcess),편견 감소(PrejudiceReduction),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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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Equity Pedagogy),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 개선(Empowering

SchoolCultureandSocialStructure)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내용 통합은 교과 내용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원칙,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해 다양한 문화 집단에서 자료와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많은 교사들은 내용 통합이 사회나 국어 과목

에 합할 뿐 생물,물리 등의 과목에는 다문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Banks,2008:44-46).즉 교사가

자신의 공이나 학제에 따라 핵심 개념,원칙,일반화,이론을 묘사하기

해 다양한 문화와 집단으로부터 사례와 내용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Banks,2009),교육과정 교과서를 구성하거나 교육 자료를 선정할

때 다양한 문화 집단과 련된 사례와 내용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

과 련된 역이다(구정화 외,2010).

둘째로,지식 구성 과정은 다문화 수업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며,

교사는 지식의 구성 과정과 그것이 개인과 집단의 인종ㆍ민족ㆍ성

(gender)ㆍ사회계층과 같은 지 에 의해서 어떠한 향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지식 구성 과정은 학자들이 지식을 창조하

는 차를 의미하는데,특정 학문 역의 암묵 인 문화 가정, 거틀,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역에서의 지식 형성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것을 의미한다(Banks,2008:46).이는 교사들이 사용하

는 방법,활동,문제 제기로 구성되며 이는 학생들이 한 학제 내에서 묵

시 인 문화 가정, 거 기 , ,편견이 어떻게 지식 구성 과정에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 조사하며 결정하도록 돕는다(Banks,2009).

다문화교육에서는 지식이 립 이지 않으며 한 사회 내의 권력 계를

반 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지식 생산자들의 목 과 을 확인하는 방법,스스로

실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구정화 외,2010).

셋째로,편견 감소는 학생들의 인종 태도의 특징을 악하고 학생들

이 정 인 인종 ㆍ민족 태도를 배우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략을 의미한다(Banks,2008:44-48).StephanandVogt(2004),Ste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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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99),Stephan& Stephan(2004)는 인종과 민족에 한 실제 이미지가

학습 교재에 지속 이고 자연스럽고 통합된 방법으로 포함된다면 학생들

이 더욱 정 인 인종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한 학

생들이 문화 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다른 인종의 학생들과 함께

동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면 보다 정 인 인종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하 다(Banks,2008:48에서 재인용).즉 교수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문화 집단에 해 정 이고 우호 인

태도와 가치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과 련된 역이다(구정화 외,

2010).학생들의 인종 태도와 략이 가진 특성을 나타내며,교사들은

이를 이용해 학생들이 더욱 민주 인 가치와 태도를 갖도록 도울 수 있

다(Banks,2009).

넷째로,평등한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ㆍ민족ㆍ사회계층의 학생

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한다

(Banks,2008:49).교사가 학생들의 문화 배경을 이용하는 수업 방법

을 사용할 경우,다양한 문화ㆍ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교실 참여도

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한 연구의(Au& Kawakami,1985)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 배경을 잘 반 하는 수업 기법을 사용할수록 다

양한 문화 집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Banks,2008:49에서 재인용).평등한 교수법의 역

은 다양한 인종․문화․종족․성 집단 소속의 학생들이 학업성과를 쉽게

달성하도록 교사 스스로 교수법을 수정할 경우 나타 난다(Banks,2009에

서 재인용).교사 스스로 교수법을 수정하는 것과 련된 역이다.여기

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학습 양식(learningstyle)을 교수법에 반 하고

동 학습을 용하고자 노력한다(구정화 외,2010).

다섯째로,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 개선은 다양한 인종,민족,언어,사

회계층 집단의 학생들이 교육 평등을 경험하도록 학교 문화와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다문화교육의 이러한 차원은 모든

집단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를 변화의 단 로 개념화하고,학교 환경 내에 구조 변화를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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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Banks,2008:51).이는 학교를 구조 변화의 기본 단 로 설

정하여,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 평등과 문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화와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과정과

련이 있다.뱅크스(Banks,2002)는 학교가 다문화 인 공간으로 변화되

기 해서 ① 교직원의 태도,인식,신념 행동,② 공식 인 교육과정

교과 내용,③ 학교가 선호하는 교수 학습 방법,④ 학교 언어,⑤ 교

수 학습 자료,⑥ 평가 차,⑦ 학교 문화와 잠재 교육과정,⑧ 상담

로그램 등에 한 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 다(구정화 외,2010

에서 재인용).

한편 뱅크스(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을 교육 개 운동으로 보았으

며,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발 시키는 개 운동으

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 다.

(1)개인들로 하여 다른 문화의 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

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2)학생들에게 문화 ․민족 ․언어 안들을 가르치는 것.

(3)모든 학생이 자문화,주류 문화,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태도를 습득하는 것.

(4)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 ․신체 ․문화 특성 때문

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5)학생들이 지구 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쓰기,수리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

(6)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국가 시민 공동체,지역 문화

, 지구 공동체에서 기능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기

능을 다양한 인종,문화,언어,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

주는 것(구정화 외,2010에서 재인용).

즉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는 소수 문화에 한 배려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셋째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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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이러한 세

가지 목표는 각기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목표의 달성은 다른 목

표들의 실 에도 도움을 다(최충옥 외,2010:56).

뱅크스(Banks)는 ․ 등학교 학 교육과정에 다문화 내용을

통합시킬 때 다음의 몇 가지 다문화교육에 한 근법을 사용한다고 보

았다(Banks,2007).그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한 근법은 기여

근법(contributionapproach),부가 근법(addictiveapproach),

변 근법(transformationapproach),사회 행동 근법(decision-

makingandsocialactionapproach)의 네 가지 근법으로 분류된다.

기여 근법은 등학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웅,공휴일,개별

인 문화의 요소에 다문화교육의 을 맞춘다. 한 민족 문화 집

단에 한 내용이 싱꼬 데 마요(CincodeMayo)3),아시아 태평양 문

화 주간,흑인 역사의 달,여성사 주간 등과 같은 공휴일과 기념일에 국

한된다(Banks,2008:69).이는 음식,춤,음악 민족 집단의 유물과 같

이 각각의 문화 요소에 하여 공부하는 것이다.하지만 민족 공동체

안에서 지니는 문화 의미 요성보다 문화의 요소를 단지 습득하는

수 이다.즉,기여 근법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표하고 있는 요소만

반 한다(JamesA.Banks,andCherryA.McGeeBanks,2011:290-2

91).기여 근법의 요한 특징은 주류 교육과정이 변하지 않고 기본

교육과정의 구조,목표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한 나라를 표하는 웅이나 문화 유물을 교육과정 속에 삽입시키는

것이다(JamesA.Banks,andCherryA.McGeeBanks,2011:291).즉,

다문화 인 이미지를 포함하지만 교육과정 내용은 통 이다.선,공간,

색의 표 인 계들을 탐구하기 해 미국,유럽,아시아의 술품을

수업에 활용한다(박수민,2011:29).

부가 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인 구조나 목 ,특징은 변화시키

지 않고 문화와 련된 내용,개념,그리고 주제를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3)JamesA.Banks(2008:69)는 싱꼬 데 마요(CincodeMayo)가 5월 5일이라는 뜻으로,

1861년에 랑스 군 와 맞서서 멕시코 군이 승을 거둔 BattleofPuebla가 치러진

날을 기념하는 멕시코의 기념일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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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이 방법은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 없이 책,단원, 는 하나의 과

정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Banks,2008:69).한 로,선을 상징하는

동양의 용과 악을 상징하는 서양의 용을 비교하면서 이미지의 상징과 은

유를 조사하게 한다(박수민,2011:29).

변 근법은 교육과정의 규 ,패러다임,기본 인 가정을 변화시

키고 학생들이 다른 에서 개념,이슈,주제와 문제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한다.이 근법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에서 개념과 사건 그리고 인물을 이해하고 지식이 사회 구성물임

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이 근법에서 학생들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모두의 목소리를 읽고 들을 수 있다. 한 사건과 상황에 한 교사의

을 분석하며 사건과 상황에 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보고 정당

화 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변 근법의 요한 목 은 비 으로

사고하고 결론과 일반화를 도출하여 이를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있다(Banks,2008:69). 를 들면,일본 도자기를 배우면

서 이미 알고 있는 미학,기법,형태 감각 등을 통해 비서구 인 기법,

형태,미 가치 등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다(박수민,2011:29).

사회 근법은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학습한 개념,문제,주

제들과 련된 개인 ,사회 ,시민 행동을 할 수 있는 로젝트와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 교육과정을 확장한다(Banks,

2008:72).이 근에서는 사회 인 논쟁거리에 응하고 사회를 변화시

키는 존재로서의 미술을 탐구한다.다양한 의 술을 통해 비 으

로 사고하는 능력을 스며들게 하는 것,차이에 한 이해와 수용이 이

수 에서 달성되어야 하는 가장 요한 목표이다(고숙자 외,2009:61).

다문화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되어 온 다문화 미술교육은 맥피

(McFee),찰머스(Chalmers),골닉과 친(Gollnick& Chin),짐머만과 클락

(Zimmerman& Clark,1992)등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개념이 정립

되고 구체화되었다.미술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근을 처음 시도한

표 인 학자는 맥피로,미술을 사회 의사소통의 체계 문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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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바라보고 다원주의의 에서 미술교육에 근하 다.그는 자민

족 심주의의 한계를 지 하면서 다문화미술교육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미술에 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이러한 미술

에 한 문화의 향을 지각하지 못한다.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미술을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인다.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가진 복잡한 사회에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 외에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제한된 문화

권 속에서, 으로 한 문화 체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 향과 그들의 미술을 이해하기 어렵다.그들에게 미술과

문화가 하게 이해되도록 하기 해,미술과 문화에 한 포 인 이해의

기 가 필요하다(최순주,2009:11,재인용).

이처럼 다문화미술교육은 미국의 동화주의에 한 반성과 문화 다원

주의에 한 믿음에서 개념이 형성되었다. 기 다문화 미술교육은 유럽

백인 남성 심의 미술 에 의문을 제기하며,미술에 내재된 편견과 차

별을 드러내어 각각의 독특한 문화가 지닌 우수성을 존 하고,다양한

인종,성,연령,사회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심을 두었다.후에 다문화교육이 성과 계층,그리고

장애인 등의 문제로 심사를 확 하고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다문화주

의를 바라 으로써 다문화미술교육 역시 기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게

되었다.짐머만과 클락(Zimmerman& Clark,1992)은 다문화주의가 인종

뿐 아니라 성,종교,사회계층,경제 지 ,나이,언어 등을 요 요소

로 인식해야 한다는 뱅크스(Banks,1989)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문화미

술교육은 정치 인 것이라고 하 다(최순주,2009:12,재인용).

이와 같이 다문화미술교육의 개념은 자문화 심주의에서 벗어나 성과

계층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 재건 주의 근 혹은 포스트모던

다문화미술교육의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즉 다문화미술교육은

개인 인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선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미술의

역할,문화를 유지하고 하는 미술의 역할,그리고 삶에서의 미술의 기

능 등 확 된 에서 상호 이해와 포용력을 기르기 해 미술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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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교육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미술교육의 가장 주된 심은 무엇보다도 차별과 편견에 한

비 인 반성과 문화 다원주의에 있다.이러한 문화 다원주의에

한 심은 유럽 백인 남성 심의 미술 에 의문을 제기하고,미술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타 문화에 한 이해와 존 과 더불어,자기 정체성에

한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스터(Sthur)등은 다문화미술교육에 한 여섯 가지의 ‘다문화 입장

성명’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 다.

첫째,우리는 미 인 제작과 문화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회-인

류학 인 을 지지한다.그것은 미술작품이 생산된 사회 문화

맥락과 함께 미술 제작자에 한 지식에 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우리는 교수를 사회 문화 인 개입(intervention)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 인 노력에서 교사가 그들 자신의 문화 ,사회

편견에 면할 뿐만 아니라,그것에 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셋째,우리는 학생과 지역 심의 교육과정을 지지한다.교사는 미술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학생들의 사회 문화 가치와 신념들,지역사회

문화의 가치와 신념들을 알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우리는 사회 문화 그룹과 미 인 제작에 향을 주는 그 사회-

문화 그룹의 가치와 습 들을 확인하기 해 인류학에 기 한 방법들

을 지지한다.

다섯째,우리는 학 ,지역 공동체,국가에 존재하는 사회 문화 ,인종

다양성을 더 민주 으로 고려하는 문화 으로 부응하는 교육학을 인

정하고 그것을 차별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섯째,우리는 육체 정신 능력,계 ,성,나이,정치 성향,종교,

인종 등의 모든 인간 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요소들의 역동 인 복합

성에 을 두기를 원한다.우리는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thedisenfr

anchised)도 미술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더 민

주 인 근 방식을 추구한다.권리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권리

를 빼앗긴 사람들도 지배 인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인정된 가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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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해져야 한다(문선진,2010:23,재인용).

이와 같이 다문화미술교육의 은 미술 작품이 생산된 사회 문화

맥락에 심을 갖는 등 사회-인류학 인 을 견지하고 있으며,학생

과 지역 사회 심의 교육과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미

술 작품이 생산된 사회 문화 맥락과 함께 미술 제작자에 한 지식에

을 둔다는 것은 미술교육에 있어 미술 작품이 생산된 배경 정보와

지식을 요시한다는 의미이다.이는 미술 작품이 정치 ․사회 ․경제

계와 제도,그리고 습 안에서 제작되고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지

하고 미술 작품의 후 맥락을 악한다는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까지 다문화미술교육의 개념과 에 해 언 했다면,여기에서

는 다문화미술교육의 의의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다문화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한 문화 정체성을 함양시킨다.다문

화 미술교육은 미술이라는 틀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하고 이해하는 교

육에서 그치지 않고,우리 미술 문화에 한 폭을 넓히며 문화 정체성

을 함양한다(이선화,2011:8).학생들이 다양한 시 와 문화,역사를 배

경으로 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우리 문화와의 공통 과 차이 을 비

교하는 과정에서,우리 문화에 한 감수성과 정 태도를 갖게 하고,

세계 문화와의 조화로운 발 방안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문화에 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인다.다른 여러 나라의 통 문

화와 각 사회 계층의 문화 특성을 다루는 미술 교육을 통하여 경제

약소국 는 소수 민족 문화에 한 편견을 이고,다양한 문화의 의미

와 가치를 인식하고 존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최순주,2009:14).

한 다양한 문화권의 미술 작품을 하면서,작품에 담겨 있는 국가와

민족의 고민과 문제 등도 이해할 수 있다.이와 함께 미술과 사회 문화

의 계를 이해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다문화 미술교육은 사회 억압과 불평등,도덕 문제에 민감하

게 근하도록 한다.학생들은 소수의 소외 계층의 문화를 함으로써

편 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고,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44-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손지 ,2006:17).

2)미술과 교육과정

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다문화 으로 논의하기 해서,다

문화미술교육에 한 이해와 더불어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이는 2009개정 미술교과서 내용을 다문화 교육과정을

한 4가지 근법으로 분석하고,여성이미지를 문화 이해의 과 다

문화교육의 내용,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 분석하기

한 기 가 된다.여기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미술을

알아보기 하여 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총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교육의 궁극 인

지향 과 방향을 기술한 것으로,이를 살펴 으로써 미술 교과가 나아가

야 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학

교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역량을 도출하고,총론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교과 특수 요소로 구체화하여 반 하도록 하고 있다(박순경,2010:23)

.이에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으로부터

미술과를 통하여 함양하고자 하는 구체 인 역량을 추출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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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 능력의 바탕

에 새로운 발상과

도 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 에

참여하는 사람

자주인(self-directed

person)

창의인(creative

person)

문화인(cultivated

person)

세계인(global-mind

edperson)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진로

개척,자기 주도성

기 능력 구비,

확산 사고,

문제해결능력,독창성,

새로운 가치창출능력

다양한 문화 소양,

다원 가치에 한

이해,삶의 질 추구

등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공 ,배려와

나눔

<미술과의 주요 역량>

1.자기 주도성

1-1.독창성

1-2.진로 개척능력

2.창의성

2-1.기 능력

2-2.도 정신

3.문화 소양

3-1.다양성 존

3-2.질 가치 추구

4.의사소통능력

4-1.세계 시민의식

4-2.배려와 나눔의

인성

<표 4>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

 

<출처>이경언.(2010).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실기(기술·가

정),체육,음악,미술 교과를 심으로.서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2009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

상을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으로 제시하 다.

한 각 인간상과 그 특성을 미술과의 주요 역량으로 도출시켰다.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 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 으

로 인간상을 제시해 왔는데,앞서 살펴보았듯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교육과

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새롭게 제시하 다.그 구체 인 내용을 교육과

학기술부에서 발행된 [별책 13]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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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기 능력의 바탕 에 새로운 발상과 도 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하는 사람

라.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

에 참여하는 사람

미래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 풍요를 리

는 것뿐만 아니라,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한 이해는 그 바탕에 다양한 가치에 한 용 태

도를 포함한다.우리 사회가 다문화 되어 가면서 미래의 교육에서는 우

리 문화에 한 정체성 교육은 물론이고,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타문

화에 해서도 열린 자세와 편견의 극복을 요구한다.따라서 교육과정

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1).

이와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 공동체의 발 에 기

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2009개정 교

육과정에서 추구하는 4가지 인간상 하나인 문화인에 주목하 다.문

화인의 특성이 문화 다양성에 정 인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 소양

과 용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문화미술교육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문화인은 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하는 사람으로,다양한 문화 소양을 갖

추고 다원 가치에 한 이해와 삶의 질을 추구한다.미술에서의 문화

역량은 개인 는 사회와의 계성에 을 두고 미술을 하는 태

도의 비 이 높다.일반 으로 역량의 구성 요소를 지식,태도,기술 등

으로 구분하고,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사람들의 행 에

향을 미치고 그 행 들이 우수한 성과로 나타났을 때 역량이 발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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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특히 문화 다원성과 삶의 과정성,정체성,의미 구조의 총

체성의 측면에서 문화 공감,체험,소통,이해,수용,활용 기술 능력

등이 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로 제시된다(이경언,2010:202).이와 같

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화 소양과 질 가치 추구 등을 요구하

고 있고 그것이 미술과의 주요 역량과 연결된다고 볼 때,2009개정 미

술 교육과정에서 다문화미술교육의 시각을 필요로 한다고 보인다.따라

서 다음에서는 2009개정 미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 내용

역을 살펴보도록 한다.먼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 과목 목

표는 다음과 같다.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 감수성과 직 으로 상을 이해하고 삶

을 창의 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발 시킬 수 있는 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이를 달성하기 한 하 목표는 다음과 같

다.

가.자신과 주변 세계에 한 미 감수성을 기른다.

나.느낌과 생각을 창의 으로 표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 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연구자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 과목 목표 ‘미술 문화를 애호하

고 존 하는 태도’가 다문화 미술교육에서 추구하는 태도와 일치한다고

단하 다.다문화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 해야 한다는

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 다원주의를 철학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 아래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목표를 통해,본 연

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의 에서의 학교 미술교과서의

도 분석이 2009개정 미술과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 목표과도 일

치함을 알 수 있다.미술교과서에 실린 여성이미지를 심으로 한 다양

한 미술 작품들은 각기 다른 시 ,문화 ,역사 배경을 갖으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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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계화 시

의 시민교육을 한 개념 하나가 편견과 차별이고(권순희 외,2010:

50,재인용)성,인종,민족,능력,장애 유무 등에 상 없이 모든 사람을

편견을 갖지 않고 존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반 편견 교육이라 할 때,

여성을 다룬 미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편견과 고정 념을 드러내고자 하

는 시도 자체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계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학교 교육목표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 소양(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한 이해,타인과 공감하고 소

통하는 능력,배려하는 마음,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이 실제 교

과서에서 다양한 미술 문화를 다룸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이를 하여 후에 미술교과서 도 을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국

가별로 분석하고,작품이 국가별로 편 되었는지 혹은 고르게 분포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의 교육은 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학생의 학습과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을 둔다.

(1)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 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다

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 극 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

사고력을 기른다.

(3)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한 경험을 토 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한 이해를 넓힌다.

(4)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배려하는 마음,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교육과학기술부,2011).

앞에서 2009개정 미술교육과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를 보았

다면,아래에서는 미술 교육과정 내용의 역을 살피고자 한다.2009개

정 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내용의 역은 <표 5>와 같이 체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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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상 역으로 분류된다. 한 각각의 역은 ‘자신과 주변 환경

과의 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에 참여한다(체험)’,‘표 활동의 탐색과

확장을 통하여 창의 으로 표 한다(표 )’,‘미술의 의미를 문화 맥락

에서 이해하고 미술 작품의 가치를 단한다(감상)’과 같은 학교 별(

학교)성취 기 으로 나 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2011).이러한 성취 기

은 역별 성취 기 이라 하여 체험 역에서는 ‘지각’과 ‘소통’,표

역에서는 ‘주제 표 ’과 ‘표 방법’,‘조형 요소와 원리’,그리고 감상

역에서는 ‘미술사’,‘미술 비평’으로 세분화된다.

먼 체험 역의 ‘소통’은 학생들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

화 의미를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각종 사회 문화 이슈를 나타

내는 시각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 문화

상황에 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나타내는 등의 활동은

미술 작품 속 여성이미지를 활용하여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한 감상 역의 ‘미술사’는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학생들이 여성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들이 시 배경,상황 특성 등과 련하여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 학습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뿐만 아니라 ‘미술

비평’에서는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여성을 다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

고 가치를 단하며,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다.역사,경제,사회,문화 맥락에서 미술 작품의 의미

를 이해하고,그에 한 자신의 생각을 객 이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토론하며 비 사고 역시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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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교

1~3학년

체험

• 지각

주변 환경과의 계 속에서 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 소통

시각문화의 사회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표

• 주제 표

창의 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 을 표 하기

• 표 방법

표 방법과 매체를 창의 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 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 으로 표 하기

감상

• 미술사

미술의 변천과정과 가치를 문화 맥락에서 이해하기

• 미술비평

미술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단하기

<표 5> 학교 미술 교육과정 내용의 역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11).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3]미술과 교육과정.

연구자는 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세 역 특별히 ‘감상’에 주목하

고 역별 성취 기 을 살펴 으로써 감상 역의 성취 기 이 다문화와

한 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감상 역에서 다루는 미술 작품은

시 와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개인의 창작 행 의 결과물이다.이는 개

별 미술 작품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해당 사회의 역사 ,문화 ,정치 ,

경제 맥락이 포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감상

역은 미술 작품과 미술 상이 지닌 복합 인 측면에 근할 수 있는

올바른 분석 방법에 한 교육을 통해서 비평 사고력을 키우고,이를

설득력 있게 체계 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권정 ,2010).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험․표 ․감상

역의 단원과 구체 인 학습 목표,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심으로

살펴 으로써 학교 미술교과서의 다문화에 한 이해 정도를 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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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문화교육의 으로 본 2009개정

미술교과서 내용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기 하여 자유롭게 자

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각 으로 표 할 수 있고,타 문화권의 미술 작품

에 한 균형 잡힌 이해력과 심미안을 가짐으로써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박철희,2008).그 다면

행 미술교과서가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합하게 편찬되어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행 미술교과서는 미술교육의 다

양한 흐름을 반 하여 내용과 구성을 변화시켜 왔다. 한 미술교과서의

작품은 교과서가 지향하는 요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기 해 선정된

것이므로,학생들이 단원의 목표를 이해하도록 하며 아울러 작품 자체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감상 자료가 될 수 있다.그러므로 미술교과

서의 작품은 학생들이 작품이 가진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정유진,2008).

Ⅰ장의 연구 내용 방법에서 살펴보았던 뱅크스의 네 가지 근 단

계를 이용해서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미진사,교학연구사,천재교육,

성출 사,지학사)의 체험ㆍ표 ㆍ감상 역의 단원,소단원,학습 목

표 학습 내용을 분석한다.

기여 근법과 부가 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나 규 에 순

응 이다. 존하는 교육과정의 체제와 그 가정의 범 내에서 문화

기념일 문화 활동과 내용이 교육과정에 삽입된다.이상의 두 근

법을 용하면 민족 집단과 련된 인물,여성,사건,설명은 각 집단보

다 지배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반 하게 된다(Banks,2008:69).변

근법은 학생들로 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의 과 다른 방식으로 개

념과 주제,문제를 바라보게 한다.이 근법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이 다

양한 민족과 문화의 에서 지식을 이해하고,사회 구성물임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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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학습내용 근방법

두

산

동

아

미술과

친해지기

생활 속 미술

생활환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

환경을 고려한 공간을 찾아본다.

기여 근

생활 속 시각

문화

생활 속 시각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신과 주변의 사회 계를 탐구하여

시각 이미지로 나타내 본다.

사회 근

미

진

사

자연환경과

미술

자연의

소재를

다양한

주제로

하나의 소재가 다양한 주제로 표 된

미술 작품을 찾아본다.
부가 근

교

학

연

구

사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인체가 표 한 미술 작품을 통해 미술과

인간의 계를 이해한다.
기여 근

재로

이어진

통

통 문화와

미술

통문화와 미술의 기능과 의미에

하여 알아보고,시각 문화 환경에서

통의 맥과 흐름을 이해한다.

해당사항

없음

천

재

체험하는

미술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자연물과 자연 상의 아름다움과

구조를 탐색하고,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한

기여 근

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 주어진 지식에 해 주체 으로 해석하고 정

당화 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비 사고 능력과 자신의 주장을 증명

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기르는 데 그 요성이 있다.

1.체험 역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체험 역에서는 ‘지각’과 ‘소통’을 심

으로 내용을 구성하 다.‘지각’은 자신과 주변의 사회 계를 탐구하

여 시각 이미지로 나타내며 ‘소통’은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 시각

이미지의 정보 달 방식을 이해,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양윤정

외,2011).

<표 6>다문화교육의 으로 본 미술교과서의 체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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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후,자연을 술 안으로 끌어들인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계를

이해하고,자연환경을 고려한 인공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며,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발견한다.

기여 근

나를

소개합니다

나를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나에 한 이야기를 시각 이미지로 개성

있게 표 하며,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찾아본다.

사회 근

성

출

사

조화로운

삶

사회 속 나,

그리고 우리

시각 이미지를 통해 사회의 나,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계를 인식한다.
사회 근

거리에서

만나는 미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벽화나 공공시설물,거리 축제 등을

찾아보고 그 소통 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

사회 근

지

학

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연에서

싹튼 문화

자연환경이 지역 문화와 조형 술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기여 근

자연환경과

시각 환경의

조화

자연환경과 시각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기여 근

생활 속에

스며든

미술

생활 속에서 미술의 역할을 찾아보고

지역 특성과 차이를 이해한다.
부가 근

<표 6>에서 살펴보았듯,다문화교육의 으로 본 미술교과서의 체

험 역은 총 13단원 기여 근 2개,부가 근 2개,변 근

0개,사회 근 4개로 나 어진다.이 변 근이 없는 것은 체

험 역의 특성과 연 이 있다고 보인다.체험 역은 복잡한 세계 개념

과 문화에 한 이해보다,다양한 체험에서 얻은 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형물의 상 계와 다양한 시각 문화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

하기 한 방법을 찾는(장선화 외,2010:7)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 근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근법으로 바라본 미술교과서

의 체험 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체험 역인 ‘미술과 인간’에서 인체를 표 한 미술 작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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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간과 미술의 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교학연구사의 단원 ‘인

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서’에서는 망치질하는 사람,달리는 사람,사람의

얼굴,그리고 입술 등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표 한 작품을 통해서 인간

을 보는 새로운 을 뜨게 하 다. 한 인간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통해

서 미술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인간에 한 이해를 넓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 하게 한다는 에

서,소득,계층,장애 유무,성 지향(sexualorientation)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에 해 아직 충분히 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김선

미,김 순,2008:44-45)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인다.

둘째로,미진사의 단원인 ‘자연환경과 미술’은 하나의 소재를 다양한

주제로 표 한 여러 시 와 국가의 작품들을 함께 제시했다는 에서 부

가 근으로 볼 수 있다.여기에서는 소단원인 ‘자연의 소재를 다양한

주제로’아래 ‘하나의 소재가 다양한 주제로 표 된 미술 작품을 찾아본

다.’를 학습 목표 학습 내용으로 두었다.이는 사과라는 하나의 소재

가 시 와 지역,그리고 작가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다르게 표 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다문화 인식을 통해 다른 미술 문화에 한 심층

인 이해를 하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두 페이지에 걸쳐 15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시 의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시 와 작가에 따른 사과의 형태와 의미,그리고 느낌

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하 다.결과 으로 이 단원은 사과라는 소재가

학생에게 어떠한 의미인 가에 하여 이야기해 보는 과제를 제시함으로

써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 듯

미술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에서 다문화교육의 이 용된 체험 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정의 구조 변화 없이 사과를 표 한 미술작품의 내용,

개념,주제, 등을 제시하 다는 에서 뱅크스(Banks)의 부가

근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로, 성교과서는 소단원 ‘거리에서 만나는 미술’에서 ‘우리 주변에

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벽화나 공공 시설물,거리 축제 등을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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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통 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 하에 ‘마음을 나 는 마

음의 벽’,‘삶을 풍족하게 하는 거리 미술’,‘소통의 장,축제’,‘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건축’으로 하 단원을 나 었다. 한 이러한 하 단원에서

각각 벽화,스트리트 퍼니처 StreetFurniture,축제,건축의 개념을 소개

하고,미술이 이것들을 통해 사회와 소통함을 강조하 다.

2.표 역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표 역은 ‘주제 표 ’,‘표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의 세 가지 필수 학습 요소로 표 역의 내용을 구

성하 다.‘표 방법’에서는 통 인 표 방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

체나 표 방법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한 ‘조형 요소와 원

리’에서는 실물이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의 사

례를 탐색해 보도록 한다(박수민,2011).

필자는 그 에서 다문화와 련한 단원을 분석하기 하여 특히 ‘주

제 표 ’에 심을 두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표 ’을 ‘새

롭고 다양한 에서 주제를 설정하기’와 ‘주제의 특징,의도,목 을 창

의 으로 표 하기’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새롭고 다양한 에

서 주제를 설정하기’는 새로운 으로 상을 바라보거나 개인 ․사

회 심을 주제로 발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제의 특징,의도,

목 을 창의 으로 표 하기’는 주어진 주제를 다양한 으로 근해

갈 수 있는 확산 사고와 표 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주제 표 ’

을 포함한 표 역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성취 기 들을

발견할 수 있다.



-56-

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학습내용 근방법

두

산

동

아

아름다움의

원리

빛과 색의

아름다움

자연이나 우리의 주변에서 색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더불어 색의

조화와 기능에 해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생활에 활용해 본다.

기여 근

무엇을

표 할까

나와 우리

나를 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재료를 알아보고,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인물을 개성 있게 표 함으로써

소통의 기쁨을 느낀다.

부가 근

주변 사물

엿보기

주변의 사물을 찰하고 다양한 표

방법을 이해하고,사물의 특징을

이해하며 재료를 효과 으로 사용하여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일상을

담아서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 하고,일상을 주제로 표 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평가한다.

해당 사항

없음

생각의 틀을

깨다

발상의 환을 통해 만들어진 조형

작품과 일상 용품을 찾아보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며,창의 인 발상으로 꿈과

환상의 세계를 독창 으로 표 한다.

부가 근

어떻게

표 할까

단색으로

표 하다

소묘의 재료와 기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소묘 작품을 감상하며 재료에 따른 표

효과를 이야기한다.

해당 사항

없음

다양한 채색

재료로

표 하다

채색 재료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채색화 작품을 감상하며

재료에 따른 표 효과를 이야기한다.
해당사항

없음

어서

표 하다

화의 원리를 이해하고,종류와 특성을

알아본다. 화가 실생활에 응용된

를 찾아보고,용도에 맞게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여러 가지

재료로

표 하다

다양한 표 재료의 특징과 기법에 해

이해하고,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창의 인 방법으로

표 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다양한

문화를 담은

공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공 의 특성을

이해하고 쓸모와 아름다움을 살려

다양한 재료로 표 한다.

부가 근

아름다운

씨,서

서 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서 의 기본 서체를 익 일상생활에

응용한다.

해당 사항

없음

<표 7>다문화교육의 으로 본 미술교과서의 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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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진

사

나와 우리

친구,가족,

사회

나와 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 해

생각해 보고 우리를 다양하게 표 한다.
부가 근

다양함이

공존하는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성,인종 등의 편견을

넘어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한다.
변환 근

1.색의

탐험

오방색

찾아보기

통 오방색의 특징을 알아보고 표 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디자인

알기

쓸모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찾아보고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한다.
부가 근

공 알기

나무를 깎고

다듬어,

목공

해당 사항

없음

통 회화

알기

통 회화의

도구와

사용법

통 회화의 도구와 사용법을 알고

표 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통 회화의

세계

통 회화의 소재에 따른 종류를 알고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통 회화의

계승과 활용

통 회화를 이용해 새로운 주제와

기법으로 표 해 보고 작품을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교

학

연

구

사

미술과

인간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 한다.
기여 근

자연과의

만남

천연 재료로

물들이기

천연 재료와 매염제를 알고 물들이는

방법을 익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제작

활용한다.

기여 근

생활 속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생활의 불편함을 여 주기 하여

배려하는 디자인을 표 한다.
사회 근

함께 하는

미술

미술에 담은

세상

생활과 련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고,

일상의 모습을 표 한다.
변환 근

미술로 의미

나 기

작가의 표 의도를 알아보고,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 한다.
사회 근

시 의 유행
시 와 문화의 계를 알아보고,미래의

유행을 창의 으로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다른 문화,

다양한 축제

여러 나라의 축제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학교 축제를 개성

있게 만들고 참여한다.

부가 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

미술

공공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참여하여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재로

이어진
먹의 향기

통 회화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재료,용구의 사용법을 익 수묵과
기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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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묵 담채 기법으로 표 한다.

채색의 멋

생활 주변에서 에 띄는 곤충과 꽃,

인물의 인상 인 모습을 찰하여

채색화 기법으로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통의

재발견

통 회화의 주제와 기법을 활용하여

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맞게

다양하게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소망을 담은

그림,민화

생활 속에 나타난 민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변형하여 다양하게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자에 깃든

아름다움

서 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 다양한 서체로

나타낸다.

해당 사항

없음

통 공 의

숨결

다양한 통 공 품을 살펴보고,생활에

필요한 공 품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기여 근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도자기를 제작

활용한다.

해당 사항

없음

천

재

교

육

소통하는

미술

1.의미를

담은 시각

문화

사회와 미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시각 문화가

의미를 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며,시각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해석한다.

사회 근

공공장소에

놓인 미술

생활 속에서 함께 리며 소통의 수단이

되는 공공 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 하여 공공

미술을 효과 으로 표 한다. 한

미술을 통하여 변화하는 생활 모습과

문화에 하여 이야기해 본다.

사회 근

함께 만드는

이야기

축제의 의미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축제의 유래를 이해하고,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더불어 필요한 시각물을

창의 으로 만들며,축제에서 미술의

다양한 역할에 해 토론한다.

사회 근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의

시작

시 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이해하고 미래의 디자인을 상상하며

표 해 본다. 다양한 양식의

디자인을 감상하고,디자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본다.

부가 근

공간을

아름답게

환경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간의

특징을 살려 환경 디자인을 계획하며,
사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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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

디자인

다양한 환경 디자인을 찾아 감상하고

우리에게 어떤 향을 주는지 토론한다.

통의

향기

수묵,수묵

담채의

아름다움

수묵화,수묵 담채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기법을 이해하고 표 하며,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기여 근

채색의

아름다움

채색화의 의미와 표 기법을 이해하고

채색화 기법을 활용하여 상을

감동 으로 표 하며.채색화 기법으로

그린 작품을 감상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

기여 근

과 획의

만남,서

서 의 조형성과 아름다움에 해서

이해한다.운필 방법을 이해하고 익힌

후 서체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

표 하며,한 서 와 한문 서 의

작품을 감상하고 서체의 느낌과 필법에

하여 이야기해 본다.

부가 근

옛 생활에

담긴

아름다움

공 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통 공

기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공 품을

제작하며, 통 공 의 가치를 알고

에 계승하는 방법을 토론한다.

해당 사항

없음

살아 있는

통

생활 주변에서 통 미술 문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고 통의 멋을 살린

창의 인 작품을 제작하며, 통문화를

계승한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성

출

사

표정이

있는 인물
풍속화

풍속화에 나타난 당 의 생활상과

시 분 기를 이야기해 보고,조선

시 의 풍속화와 재의 생활상을

비교해 본다.

부가 근

일품의 먹

향

통 회화의

요소

통 회화를 감상하고 작품에서 농담에

따른 표 과 여백의 미를 살펴보며,

육법화론의 6가지 품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해당 사항

없음

통 회화의

표 과 화제

통 회화의 다양한 표 기법에 해

알아보고 다양한 화제의 통 회화를

감상하며,주제에 따라 분류해 본다.

한 사군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통

회화의 기법을 활용해 사군자의 하나를

그려본다.

기여 근

채색의

향연

채색의

재료와 표

수묵화와 채색화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

통 회화의 기본 재료에 새로운 재료를

목해 창의 인 회화를 제작해 본다.

기여 근

서민들의 화제에 따른 민화를 찾아 감상하고,그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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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로애락,

민화
의미를 알아본다. 없음

통 회화의

새로운 시도

통 회화를 계승하고 으로

발 시킨 작품들을 찾아 감상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술혼이

담긴

쓰기

아름다운

우리 한 의

서체

본체와 궁서체에 해 알아본다.
해당 사항

없음

한자의 서체

의미 있는 문구를 생각해 정자체와

흘림체로 표 해 보고 서 서,해서,

행서, 서의 서체를 감상하며,각각의

특징을 말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장인의

숨결

생활에서

만나는 공

속 공 와 목공 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얇은 동 을 이용해서 간단한

생활 공 품을 제작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흙으로 빚는

도자 공

청자와 백자,분청사기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고,형태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 도자기를 만들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7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들을 찾아보며,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사회 근

디자인의

흐름

미술과 디자인의 계를 이해하고,

디자인의 흐름을 알아본다.
부가 근

지

학

사

우리는

날마다

색과

만나고

있다

색이 주는 느낌과 성질을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주변의

것을

살펴서

나의 미술

세계

미술 표 을 통해 나에 한 정보와

생각을 함께 나 다.
기여 근

통

회화의

멋을

이어서

먹으로 그린

그림

수묵화의 표 특징을 알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먹과 채색의

어울림
수묵 담채화와 채색화에 해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한 의

아름다움

한 서체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표 한다.

해당 사항

없음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종이의

아름다운

변신

종이를 이용한 표 방법을 이해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만든다.

해당 사항

없음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의 종류와 제작 방법을 알고

효과 으로 염색한다.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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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기

미술과

축제

학교와

마을의 축제

함께 참여하는 학교와 마을의 축제에

하여 생각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표 7>에 제시된 것처럼,미술교과서의 표 역에 한 다문화

은 총 64개 단원 기여 근 10개,부가 근 9개,변환

근 2개,사회 근 7개로 분류할 수 있다.즉 체험 역과 마찬가지로

변환 근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근 방법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

인다.

첫째로,기여 근에서는 음식,춤,음악 민족 집단의 유물과 같

이 각각의 문화 요소에 하여 공부하지만,민족 공동체 안에서 지니

는 그것의 의미와 요성에 해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JamesA.

Banks,andCherryA.McGeeBanks,2011:290-291).교학연구사에서

는 단원 ‘재로 이어진 통’의 소단원인 ‘통 공 의 숨결’에서 다양한

통 공 품을 살펴보고,생활에 필요한 공 품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 다.그러나 이 단원은 통 공 를 규방 공 , 속 공 ,목공 등

으로 나 어 설명했지만,그 의미와 가치를 달하지 않았다는 에서

기여 근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성교과서의 단원 ‘디자인의 흐름’에서는 미술 공 운동부터

미래 디자인의 경향까지 디자인의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미술과 디자인의

계를 이해하고,디자인의 흐름을 알도록 하 다.여기에서는 국,에

스 냐,네덜란드,헝가리,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작품들을 디자인사 별

로 고르게 나 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존

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로,변환 근이 교육과정의 기본 인 가정을 바꾸게 하며,학생

이 몇몇 소수민족 집단의 과 가치 에서 개념, 안,주제와 문제를

바라보도록 할 수 있다(JamesA.Banks,andCherryA.McGeeBanks,

2011:297)고 볼 때,미진사 미술교과서는 단원 ‘나와 우리’에서 변환

근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이 교과서에서는 소단원 ‘다양함이 공존하

는 미술’에서 작품 감상을 통해 성,인종 등의 편견을 넘어 문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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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했다.교과서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불편함을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미술’에서는 드가와 마티스

가 각각 시각 질환과 염을 앓았음에도 명작을 많이 남겼음을 언 하

며 신체 한계는 장애가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한 ‘차별이 아닌 차이’에서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 가정

을 은 사진 작품과 국가인권 원회의 포스터 등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인종,종교,문화 등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의 차별을 다루었

다.

넷째로,교학연구사는 소단원인 ‘미술로 의미 나 기’아래 ‘작가의 표

의도를 알아보고,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 한다.’를 학습목표

학습 내용으로 두었다. 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과

쟁,그리고 지구 온난화 상 등에 한 학생의 작품,에스 냐의 내

상황을 표 한 피카소의 작품,그리고 인터넷 게시 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악성 댓 에 한 한국 작가의 작품 등을 수록하여 학습

목표 학습 내용에 한 효과 인 이해를 도왔다.학습 목표 학습

내용은 학생이 신문 기사를 읽고,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

하는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이는 학생이 신문 기사에 드러난 환경문제,

평화 염원,경제 문제,기아 문제, 출산 문제,생명 경시 풍조,불치병

추방,지구 온난화,인터넷 등을 이해하고 시각물로 표 하도록 한

다는 에서 뱅크스의 다문화 미술교육의 과정에 한 사회 근으로

생각된다.앞서 논의되었듯 사회 근은 사회 문제들을 비 하고 시

각 으로 표 하는 근이기 때문이다. 한 학생이 사회문제에 하여

스스로의 (의사 결정)을 갖고 미술 활동(행 )을 하도록 제안한다는

에서도 사회 근으로 분류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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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소단원 학습목표 학습내용 근방법

두

산

동

아

재미있는

미술 여행

세계의 보물,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된 목 을

이해하고,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의

역사 가치에 해 안다.

해당사항

없음

우리 고장 축제

여행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해 알고,우리 고장 축제를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해 안다.

해당 사항

없음

우리나라 미술

축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축제에 해 알고,다양한 미술

축제를 경험하고 미 감각을

넓힌다.

해당 사항

없음

미술의 시작,

미술의 역사

우리나라와 동양,서양 미술의

역사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하며,

미술 작품의 시 ,문화 ,역사

배경을 알고 가치를 이해한다.
부가 근

작품 속 숨어

있는 이야기

작품 속에 담겨있는 시 정신을

알아보고,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본다.

변환 근

작품 속 시 별

의상 변천사
부가 근

행복한 미술

감상

미술 작품 감상,

이 게

작품의 주제 표 방법을

알아보고,작품 속에서 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변환 근

미술 작품 비평,

이 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 가치를 단하는

방법을 알며,미술 작품 비평 과정을

학습하여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

안목을 넓힌다.

변환 근

3.감상 역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미

술사’와 ‘미술비평’으로 선정하 다. 한 감상 역의 핵심 가치를 ‘역사,

문화 맥락에서 미술에 한 이해’로서의 미술사,‘종합 인 감상을 통

한 미 단’으로서의 미술비평으로 구성하여 감상의 학습 역을 분명

히 제시하 다(양윤정 외,2011).

<표 8>다문화교육의 으로 본 미술교과서의 감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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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진

사

감상의

즐거움

숨겨진 의미

찾기

작품 감상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비유와 상징을 이해한다.
부가 근

미술사 여행

동양 미술 탐험
동양 여러 나라의 미술에 해

알아본다.
부가 근

우리 미술 탐험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서양 미술 탐험
서양 미술사의 시 별,양식별

특징을 알아본다.
부가 근

감상과 문화

읽기

미술 속 종교

이야기

세계 종교와 련된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변환 근

미술 속 사회

이야기

이미지 속에 나타난 사회 의미를

이해한다.
변환 근

교

학

연

구

사

미술과 인간

어떻게 볼까?
미술 작품에 나타난 시 배경과

표 의도를 알고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인물로 본 서양

미술의 흐름

서양 미술에 나타난 인물 표 의

시 별,양식별 특징을 안다. 변환 근

자연과의

만남

자연을 화폭

속으로

서양의 풍경화 표 방법과 공간

구성 방식의 특징을 이해한다.
기여 근

자연을 담은

건축과 조경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감상을 통해 건축 양식의 특징과

조경을 이해한다.

기여 근

재료와 표
재료로 살펴본

미술의 역사

미술사에서 작품에 변화를 재료를

살펴보고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알아본다.

부가 근

생활 속

디자인
디자인의 흐름

시 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의

흐름과 문화 환경에 하여

이해한다.

부가 근

함께하는

미술

미술이 있는

공간

미술 의 기능을 이해하고,작품을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아시아의 미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아시아 미술의

시 별 흐름,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부가 근

재로

이어진 통

통 회화의

종류

통 회화의 종류에 해 알고

감상한다.

해당 사항

없음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 유산

우리나라 미술의 시 별,양식별

특징을 문화 배경과 연 하여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천

재

교

육

미술

비평하기

미술에 한

생각

미술에서 미(美)의 의미에 하여

이해하고,미술 작품에 한 자신의

생각을 말과 로 나타내며,다양한

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한다.

부가 근

미술 작품과 미술 비평의 의미를 이해하고,미술 변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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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는 화

작품에 한 자신의 생각을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한다.미술

작품에 한 서로의 생각을 나 고

비평한다.

살아 있는

미술

미술 의 의미와 시 기획 과정을

이해하고,미술 시를 기획하고

모의 미술 을 제작하며,미술

시의 목 , 시 내용, 시 방법

등에 하여 이야기해 본다.

해당 사항

없음

미술의

역사
미술사 이야기

미술사의 뜻을 알고,미술사의 여러

가지 을 이해하며,미술 양식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 작품으로

표 한다.미술 작품에 한 다양한

미술사 을 탐구하고 토론한다.

변환 근

성

출

사

보고 듣고

말하는 비평

미술 비평의

과정

미술 비평의 개념을 이해하고,비평

과정에 따라 작품을 비평해 본다.
변환 근

비평의 활용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다룬 두

작품을 골라 비교해 본다.작품을

감상하고 내용을 조사한 뒤,모둠을

이루어 작품에 한 비평을 해 본다.

변환 근

찾아 읽는

미술

깊이 있는 미술

감상

풍부하고 다양한 미술사 근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변환 근

옛 그림의

비평과 감상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비평 문화를

살펴보고 활용해 보며,옛 그림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알아본다.

변환 근

건축 문화 읽기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

건축물을 찾아 감상해 보고,서로

다른 문화권의 건축물을 비교 감상해

본다.

부가 근

1.우리나라

미술

우리나라 미술의 시 특징과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동양 미술
동양 각 나라의 시 별 미술의

특징과 표 인 작품들을 살펴본다.
부가 근

서양 미술
서양 미술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조별 특징을 이해한다.
부가 근

지

학

사

미술과 우리

문화

우리나라 미술의

멋

우리나라 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해당 사항

없음

우리 고장

미술의 향기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 이나

미술가의 유 을 찾아보고 미술의

향기를 느껴본다.

해당사항

없음

미술

작품과의

만남

미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어

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

양식을 이해한다.
변환 근

미술 작품 읽기, 미술 작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부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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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말하기 해석하고 감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발자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의

시 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부가 근

<표 8>과 같이,총 40개 단원의 감상 역은 기여 근 2개,부가

근 14개,변환 근 13개,사회 근 0개의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되었다.이를 통해 감상 역의 단원이 부가 근과 변환 근

에 상당히 편 되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사회 근이 없다는

것은 사회 인 논쟁거리에 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술에 해 탐

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구체 인 분석 내용을 아래에서 살

펴보기로 한다.

첫째로,기여 근 방법에서 미술교과서의 감상 역을 분석한 내용

이다.기여 근은 교육과정 내용이 통 인 바탕 에 다문화 인

이미지를 포함하지만 주로 선․공간․색의 표 인 계들을 탐구하기

해서 수업에 사용하거나 제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박수민,2011:

59)할 수 있다.따라서 교과서에서 서양의 풍경화 표 방법과 공간 구

성 방식의 특징을 다룬 부분을 기여 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교

학연구사 교과서는 단원 ‘자연과의 만남’의 소단원인 ‘자연을 화폭 속으

로’에서 풍경화의 역사와 표 방법 등에 해 논의하 다.그러나 참고

작품으로 뢰겔(Bruegal),컨스터블(Constable),게인즈버러(Gainsborou

gh),고흐(Gogh)와 같은 서구 화가들의 작품만을 선정하 으며,풍경화

의 역사 역시 서구를 심으로 서술하 다.이러한 서술은 기여 근

법의 요한 특징이 주류 교육과정이 변하지 않고 그것의 기본 구조,

목표와 특이성을 계속 유지(JamesA.Banks,andCherryA.McGeeBa

nks,2011:291)하는 것이라고 볼 때,서술을 기여 근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기존의 주류 미술이라 볼 수 있는 서구 미술 심의

을 그 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둘째로,교학연구사는 소단원인 ‘재료로 살펴본 미술의 역사’아래 ‘미

술사에서 작품에 변화를 재료를 살펴보고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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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다.’를 학습 목표 학습 내용으로 두었다.이 단원은 재료를 시

별로 작품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원시의 재료(숯, 물,식물 안료)부터

20세기 의 재료(폴리에스테르,비닐,네온 등)까지를 다루었다.이는

미술 재료에 한 역사,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고 미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이나 해석을 수 있다는 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그러나 다문화교육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 구

성 과정(knowledgeconstructionprocess)’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

고 보인다.지식 구성 과정이란 학자들이 지식을 창조하는 차를 의미

하는데,특정 학문 역의 암묵 인 문화 가정, 거 틀, ,편견 등

이 해당 학문 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한 내용을 의미한다(Banks,2008).

셋째로,변환 근 방법으로 미술교과서를 인식한 표 인 단원으

로는 지학사의 소단원인 ‘미술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어’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미술 작품에 담긴 주제와 표 양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해,내용을 ‘기원과 종교로서의 미술’,‘인간의 삶과 사회’,‘과학 탐구와

미술’,‘보이는 세계,마음의 세계’,‘다양한 감정의 표 ’이라는 다섯 가

지 카테고리로 나 어 제시하 다.즉 여러 주제로 ‘미술 작품에 담긴 주

제와 표 양식’을 나눔으로써 종교,사회,과학,외면과 내면,감정을 복

합 으로 탐구하도록 하 다.

이제까지 2009개정 6종(두산동아,미진사,교학연구사,천재교육, 성

출 사,지학사)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을 뱅크스(Banks)

의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4가지 근법으로 분석해 보았다.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체험․표 ․감상 역의 특징에 따라 각 역의 근법 사

용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체험과 표 역에서 변환 근이 나타나

지 않은 것은,두 역에서 각각 자연과 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체험’

하고 여러 표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을 둔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한편 이와 달리 감상 역은 부가 근과

변환 근에 상당히 편 된 특징을 보인다.특히 사회 근 방법으

로 본 단원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소통 방식과 문화,미술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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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사회 쟁 등에 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가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결과 으로 체험․표 ․감상 역에서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변환 근과 사회 근법이 좀 더 극 으

로 수용될 때,다문화 학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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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다문화교육의 에서 본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 분석

Ⅲ장에서는 미술교과서의 체험,표 ,감상 역의 단원,소단원과 학

습 목표 학습 내용을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 을 한 근법

에 따라 분석했다.Ⅳ장에서는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실제 이미지들을 다

문화교육의 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

들을 11개의 주제(일부종사,일하는 여성,어머니,뮤즈,팜므 탈,춤추

는 여성,여신,미인,창녀,여성 드,새로운 여성상)로 분류하고,각 주

제별로 표성을 강하게 띄는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와 같이 11

개의 주제로 작품을 나 근거는 이분법의 계보학이다.앞서 연구의 내

용 방법에서 논의했듯이 여성이미지는 서구 사상의 이항 립 구조에

의해서 선과 악,열녀와 요부,미녀와 추녀 등 이분법 으로 나 어질 수

있다.이와 같이 나 어진 여성이미지(<표 9>)를 기 으로,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술 작품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분류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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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성에 한

정의 계열

(나)여성에 한

부정의 계열

허난설헌/신사임당

양처

요조숙녀

덕녀/성녀(聖女)

천사

석녀(石女)

미녀

열녀

어머니/ 모/정실

일부종사/사종지도

정숙/정조/순결

선

충녀(忠女)

황진이

악처

화냥년/양갈보

성녀(性女)/창녀/

탕녀

마녀:기독교

색녀

추녀

요부

창부/첩,후처:

재취

바람/불륜

타락/바람

악

화녀(花女)

(가)여성에 한

정의 계열

(나)여성에 한

부정의 계열

일부종사

일하는 여성

어머니

뮤즈

여신

미인

여성 드

새로운 여성상

팜므 탈

춤추는 여성

창녀

<표 9>이분법의 계보학 <표 10>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

본 연구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술 작품 속 여성이미지가

와 같은 이항 인 구조와 무 하지 않다고 보았다.여성이미지를 다룬

부분의 미술 작품이 여성에 한 이분법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궁극 으로 다문화교육을 한 미술교과서의 효과 인 구성과 내용

등을 해서는,이러한 여성이미지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분석 상(이미지와 텍스트)을 해석하는 거(이론)는 다음과 같

다.먼 해당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한다.다시

말해 교과서의 자가 도 을 실은 이유를 ‘단원’,‘소단원’,‘학습 목

표’,‘탐구 학습’,‘학습 성취도 평가’등의 거를 통해서 짐작했다.그 다

음 해당 도 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4)에서 실렸는지를 악했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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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비교론 ,총체론 어떠한 으로 도 이

실렸고 텍스트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했다.둘째로 다문화교육의 내용5),

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와 텍스

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했다. 한 작품이 생산된 당시의 시 상․사

회상․종교상과 문화,여성에 한 통념과 분 기,그러한 념이 작품에

미친 향,작품이 생산된 이유,작품에서 여성이 묘사된 방식,여성에

한 작가의 시선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셋째로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6)을 거로 교과서

4)김선미 외(2008:128-135)는 문화 이해의 을 상 론 ,비교론 ,총체

론 으로 분류한다.그에 따르면 상 론 은 문화를 단할 때,그 사회의 역

사 ㆍ환경 ㆍ사회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다.이는 문화를 단하는 기

은 각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 기 에 의해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며

각 문화의 특징을 존 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비교론 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른 문화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으로,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찾고자 하

는 것이다.총체론 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정치,경제,종교,역사 등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연 하여 체 인 모습을 통하여 찰해야 한다는 이다.

5)채정란(1999)은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인 내용을 여섯 가지 범주-문화,

력,편견,정체성 형성,평등성,다양성으로 나 어 제시하 다.

(1)문화 범주: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징을 악하기,각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심 함양하기,문화 간 정 태도 발달 (2) 력 범주:다양한 사

람들과 상호작용 능력증진하기,다양한 사람들과 동능력 증진하기 (3)편견의

범주:선입견,편견,고정 념에 비 사고 형성하기,문제 상황에 처능력

함양하기 (4)정체성 형성 범주: 정 자아 개념 기르기,자아정체감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5)평등성 범주:국가,민족,성,능력,계층에 한 정 태

도 가지기,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6)다양성 범주: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다양성 존 하는 마음 갖기

6)교육인 자원부(2007)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은 다

음과 같다.

(1)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과의 성격에 부합되며,미술과의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2)내용 선정은 미술과 교육과정 ‘가,내

용 체계’, ‘나,학년 군별 내용’을 기 으로 한다.(3)미 체험,표 ,감상

역이 체계 으로 고루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각 역의 내용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4)단원 개에 있어 학습 과제와 련

된 주요 지식 개념,용어,표 주제,표 재료와 용구,표 방법,조형 요소

와 원리 등에 하여 한 안내를 한다.(5)내용의 오류나 편향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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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교과서의 ‘이미지(참고 작품 도 )’을 분석 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텍스트의 보조 수단으로 리 사용되는 이미지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학습의 기본 요소 즉 교과 내용을 해석․설명하기

한 자료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인 탐구 과정과 활동이나 그 방법에

따라 히 제시될 수 있을 때 교육 가치를 지니게 된다.교육 매체

로 활용되는 이미지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

다(김선미,김 순,2008:117).즉 동일한 단원과 주제,학습 목표와 내용

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이미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받는 느낌

과 학습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특히 미술 교과에 있어 이미지의

요성은 이다.미술 교과의 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이미지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생들에게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읽고 표 할 수 있는 “시각

문해력(visualliteracy)”이 요구되고 있다.시각 문해력이라는 용어는

시각 이미지를 “읽어서”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성되었다.이처럼

미술을 포함한 시각 이미지는 언어처럼 해석되어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박정애,2008:104).따라서 교과서에

실린 여성이미지의 의미를 읽어 으로써 이미지를 심으로 한 효과 인

교과서 구성에 해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이

용된 학교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미진사,교학연구사,천재교육,

담지 않도록 유의한다.(6)생활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7)시각 문화 환경에 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

공하여 미 안목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8)실기 련 학습 활동

을 창의 이고 발 인 체제로 다양하게 제시한다.(9)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 별,양식별,지역별, 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도록 한다.(10)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

로 선정한다.(11)학생 활동 지면은 실기 활동의 작업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거

나 련 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생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조직

한다.(12)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과 평가를 유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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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에이크

(동생)(VanEyck,J

an),<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1434

년,유채,83×60cm

성출 사,지학사)의 미술 작품 도 을 분석하고자 한다.미술 작품 도

을 에서 언 한 세 가지 거에 따라 분석하고 그것이 미술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을 히 반 하 는지,그 지 않다면 어떻게 제안

되어야 하는지에 해 논의한다.

1.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작품의 도 분석

1)일부종사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을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아르놀피니 부부의 결

혼>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등장하며,그것들은

각각 비유와 상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교과서에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도

이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고자 한다.미진사

교과서에서는 단원 ‘감상의 즐거움’ 소단원

‘숨겨진 의미 찾기’에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

혼>을 소개하 다.여기에서의 학습 목표는 ‘작품

감상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비유와 상징을 이

해한다.’로,작품을 감상하는데 배경 지식이 요구

되고 작품 속의 비유와 상징을 학습하기 합한 도

으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을 선정하 다고 보인다.같은 맥락에

서 “작품을 볼 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나 의미,숨어 있는 비유와 상징,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진 시 배경을 알아보면 그림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조 외,2010:188)라고 진술한 텍스트는,학생들이

그림 속의 사물이 담고 있는 상징이나 비유를 학습함으로써 비유와 상징

의 개념을 이해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실제로 미진사 교과서

에서는 “아래 그림은 오늘날 결혼사진을 듯이 당시 결혼 풍속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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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미진사 교과서 『 학교 미

술』(조 외,2010:188)

한 상징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

다.만일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작품이 결혼식 장면

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게 미술 작품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조

외,2010:188)라고 진술한

텍스트를 통해,<아르놀피니 부

부의 결혼>에 다양한 의미가 숨

겨져 있으며 그러한 비유와 상징

에 한 이해가 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둘째로,해당 도 이 어떠한 문

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한다.미진사 교과서는 소단

원 ‘숨겨진 의미 찾기’에서 <아르

놀피니 부부의 결혼>과 <호랑이>,<까치 호랑이>,<송하맹호도> 등

우리 옛 그림의 까치 호랑이가 갖는 비유와 상징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15세기 랑드르의 작품(<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과

조선시 혹은 20세기 한국의 작품(<호랑이>,<까치 호랑이>,<송하맹

호도>등)을 비유와 상징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놓고 비교하여 이해하도

록 했다는 에서 비교론 을 취한 것이라고 보인다.비교론

으로 인해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른 문화와의 상호 비교를 통

하여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에

한 텍스트 “벗어 놓은 슬리퍼는 성서에 “성스러운 땅이니 신발을 벗으

라”는 목에서 유래하 으며”(조 외,2010:188)는 미술 작품에 녹

아 있는 서구 문화의 기독교 신앙을,우리 옛 그림들에 한 텍스트 “그

림 속의 까치는 복된 소식을 해 주는 길조이며 호랑이는 액을 막아 주

는 수호신이다.배경에 그려진 소나무는 새해와 장수를 나타 낸다‥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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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은 새해가 되면 호랑이 그림을 문에 붙이거나 선물로 주고받았

다.”(조 외,2010:189)는 우리나라의 액을 막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을 드러낸다.교과서에서 ‘벗어 놓은 슬리퍼’라고 설명된 신발

은,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는 하느님

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었던 사건(박성은,2010:45)과 련되어,그림

속 장소가 결혼식이 행해지는 신성한 공간임을 나타내며 동시에 <아르

놀피니 부부의 결혼>이 기독교 신앙과 연 이 있음을 드러낸다.

셋째로,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아

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은 다문화교육의 내용 문화의 범주에서 해석

될 수 있다.학생들은 작품 속 사물들의 비유와 상징을 학습하면서,벗어

놓은 신발,샹들리에,메달리온 등의 사물들이 기독교와 련 있음을 이

해하고,결과 으로 서구 미술과 서구 종교의 계에 해서 심을 가

질 수 있다.작품에 등장한 샹들리에는 일곱 개의 촛불 에서 하나의

촛불만이 켜져 있는데,이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하느님의 이자 신성

한 빛을 의미한다(박성은,2010:50). 한 작품 속 배경에 걸려 있는 거

울 테두리를 장식한 메달리온들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주제로 한 도상을

열 개의 장면으로 나타내며,거울의 양쪽에 걸려 있는 빗자루와 묵주는

기독교의 두 가지 강령인 ‘기도와 노동’(Ora etlabora)을 의미한다

(Rynck,Patrick,2006:29).마찬가지로 창문 의 사과는 에덴동산에서

지른 인간의 원죄를 상징한다(강지연,2010:235).즉 15세기 랑드르

회화를 살펴 으로써 당시 사회의 종교와 미술의 계에 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한 사물의 의미를 부부간의 충성심과 결혼의 신성함에

련지어 살펴보면서 당시 15세기 랑드르 사회의 결혼 문화나 풍속에

해 흥미와 심을 가질 수 있다.이는 새로운 문화에 한 경험과 지

식을 탐색하고 다양한 문화에 한 흥미와 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문화

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는 사

물들 강아지,샹들리에,신발 등의 의미에 주목하고,이들이 상징하는

바를 부부간의 충성심과 결혼의 신성함에 련지어 살펴보도록 한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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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부부간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명백한 도상이라고 볼 수 있

다.이는 작품의 하단에 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비록 작품을 체 으로 보았을 때 크게 시선이 집 되는 크기와 색

감은 아니지만,주제인 부부 사이의 앙에 치할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음을 상 한다.즉,흡사 부부를 양분하는 것과 같은 치에 강아지

가 치함으로써 강아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부부에게 달된다고 생각된

다.강아지가 의미하는 것에는 충성,헌신,선망,기억 등이 있으며, 개

충성과 련된 정 인 이미지를 갖는다. 를 들어 세의 묘석에는

충성의 상징으로 개가 조각되어 있다.종교 도상에서 개는 천사 가

리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토비아를 따라간다.때때로 성탄 목자

들과 동방 박사의 경배 그림에서 개를 볼 수도 있다(Impelluso,Lucia,

2010:203). 한 에르빈 노 스키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강아지는

결혼 도상에 속하는 모티 로서,‘부부의 정 ’을 의미한다(박성은,2010:

45).이와 같은 강아지가 지니는 함의를 고려했을 때,강아지가 부부간의

충성심과 믿음을 명백히 암시함을 알 수 있다. 한 작품 속 사물의 의

미 해석에서 더 나아가,일부일처제,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등 다양한

결혼 풍속에 해 학습하면서,그러한 풍속이 지역 환경,종교,성 의

식 등의 요소와 어떤 련이 있는지도 학습할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과 련된 텍스트와 이미

지를 분석할 수 있다.<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 이미지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다.학습 목표인 ‘작품 감상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비유와

상징을 이해한다.’에 맞게,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물들(샹들리

에의 촛불,모피 코트,슬리퍼,강아지,볼록 거울,화가의 서명)의 비유

와 상징을 텍스트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한 학습목표 달성을 해,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뿐 아니라 까치 호랑이 작품 이미지들을 비

교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작품 속 상징물들(까치,호랑이,소나무)의 의

미에 해 텍스트로 학습하도록 했다.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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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과 까치 호랑이 그림들(<호랑이>,<까치 호

랑이>,<까치 호랑이>,<까치 호랑이>,<송하맹호도>,<까치와 호랑

이>,<호랑이>)은 각각 순서 로 15세기 랑드르,21세기 한국,조

선 시 ,조선 시 ,조선 시 ,조선 시 ,20세기 후반 한국,20세기 후

반 한국 작가의 작품이다.즉 지역과 시 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일하는 여성

박수근의 작품은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서 각각 작품 속 ‘질

감 표 ’,‘한국의 근 미술’,‘고장의 미술 과 미술가의 유 ’이라는 소

주제 아래 소개되었다.첫째로,해당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지학사 미술교과서에서 박수근의 <길>은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며 이루어 낸 훌륭한 술 작품의

로써 제시되었다.소주제 ‘우리 고장 미술의 향기’에서 박수근은 ‘한국

정서가 잘 드러나는 토속 인 그림을 많이 그린’작가로 정의되었다

(김용주 외,2010:194).강원도에 있는 박수근 미술 을 소개하고 박수

근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박수근 나무’와 나무가 묘사된 작

품 <길>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지역 문화와 작가를 연결시키려는 의도

는 학습 목표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 이나 미술가의 유 을 찾아보고

미술의 향기를 느껴 본다.’와 내용에 잘 부합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맥락에 한 텍스트 없이 이미지만을 제시함으로써,

<길>과 박수근 그림의 모태가 되었던 강원도 양구 지역 간의 연 성을

악하기 어렵다. 한 작품 <길>에서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 이미지와

교과서에서 서술된 ‘한국 정서’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

다.즉 가부장 사회의 통 여성상을 그 로 수용할 험이 있는 것

이다.박수근의 그림에서 한국의 통 여성은 막연히 ‘우리의 것’으로 인

식되는 과거를 상징하며,우리의 통과 뿌리인 ‘한국 인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인식된다.그러나 과거란 가부장 인 질서가 엄격히 살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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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교학연구사 교과서 『 학교 미술』(김용주 외

,2010:194)

는 시 이며, 통 인 여성은 과거 사회의 가부장 인 상징 질서를 재

하는 기표이다(김은실,1994:35-36).따라서 학습 목표에 맞게 고장(강

원도)과 작가(박수근)를 연결시키되,학교 진학,입선 경력 등에 한 텍

스트보다는 지역 문화와 작가의 작품 세계의 계를 이해할 수 있는 텍

스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 표 작품의 선정에 있어 좀 더 여성에

한 시각의 다양함이 요구된다.

둘째로,<길>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하면

다음과 같다.교학연구사 교과서는 술 작품과 문화에 해 “훌륭한

술 작품과 문화는 몇몇 사람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독

특한 술을 싹트게 한 지역 환경과 지역의 문화가 오랫동안 함께 어우

러지며 이루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용주 외,2010:194)와 같이

언 하 다.이러한 시각은 술 작품과 문화를 사회와 동떨어진 독립

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된 사회와 문화의 시각에서 이해한다는

, 술 작품을 악하고자 할 때 체와의 연 속에서 자연환경과 지

역의 상호 련성까지 주목하려는 데서 총체론 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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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지학사 교

과서에서는 박수근의 <길>과 함께 유 국의 <산>,이인성의 <아리랑

고개>,김환기의 <산과 달>등 우리나라 작품들을 각 작가의 고장과 연

결하여 소개하 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미술 작품에 한 지식과

함께 한국 문화에 한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다.이는 자 문화에 한

자부심과 정 태도를 함양한다는 에서 정체성 형성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보인다. 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박수근의 <앉아 있는 여

인>을 한국 근 미술(19세기 말~1945년)에 해당하는 표 작품으로 소

개하 는데,이는 다양한 문화의 특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돕는다는 에

서 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인다.박수근,오지호,장욱진 등의 개성

있는 작가들이 1930년 이후에 출 하여 근 서양 화풍을 정립하 고,

서구의 향으로 한국 화단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기술한 텍스트는 문

화 간의 만남으로 새로운 문화가 재창조되었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문

화 간 정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박수근의 작품과 련한 교과서의 텍스트와 이미지

를 분석할 수 있다.미진사 교과서에서는 소주제 ‘작품 속 다양한 질감

표 ’에서 재료에 따라 다르게 표 되는 질감의 특징들을 보여주기 해

박수근의 < 구질하는 여인>, 뢰진의 <몽상>,산마르티노의 <베일을

덮은 그리스도>,권 우의 <무제> 도 을 함께 실었다.이러한 구성은

단단한 화강암,무른 리석,두텁고 거친 유채 물감,울퉁불퉁한 한지의

질감 등 다양한 질감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악된다.즉 서로 다른 질감 표 의 미술 작품을 학습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작품을 다루었다.그러나 이 네 작품은 각각 20세기 의

한국 작가의 작품,20세기 의 한국 작가의 작품,18세기 후반의 이탈리

아 작가의 작품,20세기 의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하 다.즉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지 못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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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박수근

,<길>,1964년,

유채,31×18cm

<도 5>박수근,

< 구질하는 여인

>,1954년,캔버스

에 유채,130×97c

m

<도 4>박수근,

<앉아 있는 여인>

,1958년,캔버스에

유채,45.5×53cm

므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어머니

첫째로,해당 교과서에서 <뒤러의 어머니>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한다.천재교육 교과서는 단원 ‘미술 비평하기’,소단원 ‘미술

에 한 생각’의 소주제 ‘미술에서 아름다움이란?’에서 뒤러의 작품 <뒤

러의 어머니>를 도 으로 제시하 다.“루벤스의 작품과 뒤러의 작품 가

운데 어느 작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작가마다 상의 아름다움

을 발견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미술에서 아름다움은 ‘쁘다.’혹은 ‘진짜 같다.’는 의미

만을 뜻하지 않는다. 쟁,죽음,추함도 미술에서 아름다움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김선아 외,2013:113)라는 내용의 텍스트로 미루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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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Durer,Al

brecht,<뒤러의 어

머니>,1514년,종이

에 목탄,42×30.3cm

이 작품이 미술에서의 아름다움에 해 생각하게

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아이를 그린 루벤스의 <아이의 얼굴>과 나이든

어머니를 그린 <뒤러의 어머니>를 나란히 제시하

여,둘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가까운 작

품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뒤러의 어머니>가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한다.천재교육 교과서

에서는 “루벤스의 작품과 뒤러의 작품 가운데 어느

작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

지고 <아이의 얼굴>과 <뒤러의 어머니>를 함께

제시하여,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아름다움의 개념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텍스트 “작가마다 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미술 작품의 아름다움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선아 외,

2013:113)를 통해,아름다움을 단하는 기 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인 기 에 의해 아름다움을 가려서는 안 되며 그들의

생각을 존 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논의한다는 에서 상 론

으로 볼 수 있다.보편성(인물 상화)과 특수성(아이/노인, 음/나

이 듦)을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둘 아름다움의 개념에 가

까운 것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통해 아름다움에 한 편견을 불식시키도

록 했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뒤러의 어머니>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미술

에서 아름다움이 음,생명력,생기발랄함 등만을 의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정 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교과서에서 ‘미술에서 아름

다움이란?’이라는 의문을 던지고 나이든 여성,추함, 쟁,죽음 등도 아

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텍스트를 통해 주장한 것은,아름다움에

한 고정 념을 인식하고 아름다움에 한 개념을 확장시킨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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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천재교육 교과서 『 학교 미술』(김선

아 외,2013:113)

다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뒤러의 어머니> 련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뒤러의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과 함께 비교 제시

되었는데,각각 17세기 네덜란드와 16세기 독일 작가의 작품이다.

즉 두 작품 모두 유럽 문화권 에서도 북서 유럽권의 작품이며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시 와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도 을 선정하 다고 보

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소단원 ‘미술에 한 생각’에 제시된 여덟 의

도 (<ART>,<물>,<LovingCare>,<사진사>,<아이의 얼굴>,<뒤

러의 어머니>,<동양 양귀비꽃>,<무제>)의 국가가 미국 7 ,네덜란드

1 ,독일 1 으로 매우 편향되어 있다.따라서 좀 더 다양한 시 와 지

역의 작품 도 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4)뮤즈

여기에서는 지학사 교과서의 단원 ‘보고 느끼는 즐거움’,소단원 ‘미

술 작품과의 만남’에서 제시된 작품인 <공간 속의 갈라>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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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달리(Dali,S

alvador),<공간 속의

갈라>,1952년,유채,8

00×753cm

뮤즈로서의 여성이미지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논의 이 에 뮤즈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원래 뮤즈(muse)는 제우스가 기억

의 여신 므네모시네(mnemosyne)와 동침하여 낳은 아홉 자매로,올림포

스 신 에서 아폴론을 도와 음악을 연주하는 등

세상의 온갖 술을 담당하게 된 여신들을 일컫

는다.뮤즈는 에로스 사랑에 바탕이 되는 뮤

즈,어머니와 같은 아가페 사랑에 뿌리를 둔

뮤즈,동성애 뮤즈,동료애 뮤즈 등 다양하

고 포 인 양상으로 나타난다(유경희,2003:

5).여기에서는 술가의 창조 감에 근원

힘을 부여하고 고무시키는 존재를 뮤즈라고 부

르기로 한다.본 연구는 통 인 여성의 이미

지가 수동 이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불완 한

존재인데 반해,뮤즈는 남성에게 감과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여성에 한 남성의 우월성에 반

하는 개념이라고 악하 다.즉 여성은 충동

이고 비이성 인 존재이며 남성은 냉철한 단

력을 가진 이성 존재로 여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존재라는 고정 념

(김 순,2010:197)과 반 되는 것이다.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고정 념과 편견을 이해하고 문화 편견을 해소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미술교과서에서 뮤즈를 다룬 미술작품과 텍스트를 활용해 효과

인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교과서에서 <공간 속의 갈

라>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한다.지학사 교과서에서 <공간 속의 갈

라>는 단원 ‘보고 느끼는 즐거움’,소단원 ‘미술 작품과의 만남’ 소

주제 ‘다양한 감정의 표 ’에서 제시되었다.미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감정 표 을 보여주기 해,피카소 <우는 여인>,로댕 <칼 의 시민>,

유에민 <쿵후>,들라크루아 <묘지의 고아> 등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제시되었다.즉 <우는 여인>은 슬픔,<칼 의 시민>은 두려움,<쿵후>

는 즐거움,<묘지의 고아>는 망감과 막막함 등 작품 속 인물의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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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지학사 교과서『 학교 미

술』(김용주 외.2010:211)

다른 감정을 보여주기 한 목

에서,편안함 혹은 꿈을 꾸고 있

는 듯한 무의식을 나타내는 작품

으로 <공간 속의 갈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지학사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의

도에는 뮤즈와 련된 부분이 없

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공간 속의 갈라>가 어

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

는지를 악했다.지학사에서는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의

감정을 미술 작품에 표 해 왔음

을 보여주기 해서,서양 미술사

의 흐름에 따라 작가들이 어떻게

인물의 감정을 표 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 다.“19세기 반 낭만주의는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 하려 하 고,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의 반

고흐는 자신의 감정을 빠른 필치로 표 함으로써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

을 드러내었다.20세기에 들어 입체 주의의 피카소는…이지 이면서 분

석 인 방법으로 개성 인 감정을 표 하 다… 의 작가들은 과장하

거나 풍자 으로 감정을 표 하기도 한다.”(김용주 외,2010:211).즉 이

러한 텍스트는 시 와 미술 사조에 따라 감정 표 이 어떻게 다르게 표

되어 왔는지를 비교해서 학습할 수 있게 했다는 에서 비교론

을 취한 텍스트라고 악된다.이와 함께 각기 다른 사조의 작품 도 을

함께 제시함으로써,작가의 개성과 미술 사조에 따라 감정 표 이 어떻

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공간 속의 갈라>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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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학사 교과서에서는 피카소 <우는 여인>(에스 냐),로댕 <칼 의

시민>( 랑스),유에민 <쿵후>( 국),달리 <공간 속의 갈라>(미국),

고흐 <자화상>(네덜란드)등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의 도 을 실어,문화

인 다양성을 도모하 다.그러나 다양한 감정의 표 을 드러내기 한

목 으로 도 을 선정하 기 때문에,선입견,편견,고정 념에 한 비

사고를 형성하지는 못하 다.따라서 <공간 속의 갈라>를 뮤즈와

련된 텍스트를 통해 소개함으로써,교과서의 학습 목표인 다양한 감정

표 을 드러낸 미술작품 감상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통 인 여성이미지

에 한 고정 념과 편견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이를 해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갈라(1894~1989)는 달리(Dali,Salvador,

1904~1989)의 뮤즈이다.그녀는 다다이즘 운동에 참여한 시인 폴 엘뤼아

르와 실주의의 가 살바도르 달리,그리고 막스 에른스트의 뮤즈,

연인, 이이자 어머니이다.그녀는 술에 한 본능 인 탁월한 심미안

과 통찰력으로 세 술가들을 매혹한 뮤즈로서 한 재능의 산 역을

담당했으나,주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평 을 받았다(유경희,2003:

175).이러한 평 의 원인으로는 수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 음에도 정작

자신은 한 의 작품도 남기지 않았다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몸으로

부 한 계를 지속하는 등 화려한 남성 편력의 소유자 다는 등이

꼽힌다.그러나 이러한 평 에도 불구하고 갈라는 작품을 탄생시키게 하

는 감의 원천이었고,특히 달리의 작품에서 그녀는 마리아 혹은 신화

속의 여신처럼 우상화되기도 하 고,작품에 ‘갈라와 살바도르 달리’

라고 서명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작품에 지 한 향을 끼쳤다(머니 크,2013).이와 같이 뮤즈는 남성에

게 창조의 감을 주는 지 이고 독립 인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이미지

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통 인 여성의 이미지가 수동 이고 남성

에게 의존하는 불완 한 존재라고 볼 때,뮤즈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고

정 념과 성별에 한 편견에 반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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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워홀(Warhol,

Andy),<마릴린 먼로>,

1962년,실크 스크린,91

×91cm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에서의 <공간 속의 갈라> 련 텍스트와 이

미지를 분석했다.지학사 교과서에서 소주제 ‘다양한 감정의 표 ’과

련한 도 으로 제시한 작품은 피카소 <우는 여인>(20세기 ),로댕

<칼 의 시민>(20세기 후반),유에민 <쿵후>(21세기 ),들라크루아

<묘지의 고아>(19세기 ),달리 <공간 속의 갈라>(20세기 반),고흐

<자화상>(19세기 후반)이다.이는 각각 에스 냐, 랑스, 국, 랑스,

미국,네덜란드 작가의 작품으로,지역별 범주에서 보았을 때 유럽과 아

메리카 문화권에 치 되었다는 이 지 될 수 있다. 한 시 별 범주

에서 보았을 때,각각 3작품씩 19세기와 20세기의 작품으로 비교 다양

한 시 의 작품을 다루지 못하 다.따라서 좀 더 다양한 시 와 국가의

작품이 실릴 필요가 있다.

5)팜므 탈

첫째로,해당 교과서에서 <마릴린 먼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했다.천재교육 교과서는 단원 ‘미술 비평하기’,소단원 ‘미술

작품과 나 는 화’의 소주제 ‘같은 작품,다른 생각들’에서 <마릴린 먼

로> 이미지를 사용하 다.“작가,비평가,미술사가,수집가의 에서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한 을 작성해

보자”(김선아 외,2013:117)라는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작가,비평가,미술사가,수집가의

에서 각각 분명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

는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인다.

둘째로,<마릴린 먼로>가 어떠한 문화 이해

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했다.천재교육 교

과서에는 작품을 이해할 때 미술 작품이 제작

된 시 배경과 미술사 의의,미술계의 변

화와 사회 문화 등 체 인 맥락 속에서 타문

화 요소들과의 련성을 악했다는 에서,총체론 에서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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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천재교육 교과서 『 학교 미술』(김선아

외,2013:117)

논의했다고 보인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마릴린 먼로>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집단(작가,비평가,미술사가,수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을 작성하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타 집단

에 한 존 과 수용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 다.이는 다양한

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다양성과 련한 다

문화교육의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한 작가,비평가,미술사가,

수집가의 네 모둠으로 나뉘어 각 모둠의 입장에서 미술 작품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모둠원들과 토론한 후,각 모둠의 입장이 잘 나타나도록 비평

문을 작성하고 서로 나 어 읽어보아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토론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따라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집

단의식이 가치,태도,행동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이해하며,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에서 력과 련한 다문

화교육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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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마릴린 먼로> 련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했다.천재교육 교과서에는 소주제 ‘같은 작품,다른 생각들’에서

<마릴린 먼로>외 다른 자료를 다루지 않았다.본 소주제가 ‘창의 표

활동’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성상 많은 지면을 차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작가,비평가,미술사가,수집가의 해석은 제외하고 다른 작품을 도 과

함께 몇 개 제시만 하여 학생들이 추가 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

면 좋을 것이다.다른 작품을 제시할 때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 ,양식,지역, 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

다.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작가,비평가,미술사가,수집가의 에

따라 비교 분명한 특징을 가지며 해석이 되는 작품이다.교과서에서

이 작품이 미술사가의 으로는 “ 문화의 이미지를 미술에 극 끌

어들인 표 인 작품으로,미술의 화에 이바지하 다.”와 같이 해석

되고,수집가의 으로는 “ 사회의 모습을 반 하여 공감할 수 있

고,유명인을 그린 작가 자신이 유명해졌으므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 그 이다(김선아 외,2013:117).즉 다양한 에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며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며,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춤추는 여성

여기에서는 ‘춤추는 여성’을 다룬 미술 작품을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는 춤추는 여성을

다룬 작품이 지 않게 등장한다.특히 드가의 발 리나를 소재로 한 작

품은 세 으로,두 권 한 권이 채택할 만큼 인기 있는 작품이다.발

리나의 그림은 드가의 작품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의 반 이상을 발 리나를 그린 그림과 조각이 차지한다.여기에서

는 세 작품 <리허설>에 해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교과서에서 <리허설>이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해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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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드가(Degas,Hilai

re Germain Edgar),<리허

설>,1873~1874년,캔버스에

스텔,59×83.8cm

음과 같다.미진사 교과서에서는 단원 ‘나와 우리’,소단원 ‘다양함이

공존하는 미술’에서 <리허설>이 제시되었다.‘불편함을 넘어 새롭게 태

어나는 미술’이라는 소주제 아래 “드가는 30 이후 심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그림 앙을 빈 공간으로 남겨 놓곤 했

다”고 설명하 다(조 외,2010:44).즉 드가가 장애를 앓던 제작

한 작품으로 <리허설>을 제시함으로써,텍스트에서 언 한 “신체 한

계는 장애가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효과 으로 드러내려

한 목 이었다고 악된다.그러나 드가의 구도는 그의 장애가 아니라

일본 우끼요에의 향에서 비롯된 것이다.드가는 우끼요에의 향을 받

아 기존의 안정된 구도에서 벗어나,인물을 화면의 한쪽에 치우치도록

배치하는 등 참신한 구도를 모색했다(정

열,1991:49).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일

본 미술의 도입과 사진의 출 으로 인해

사선,원형,바닥 등 자유롭게 화면의

심축을 둘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드가 역시 그러한 인식에 향을 받아 화

면의 3분의 2정도에 심축을 두는 구도

를 즐겨 사용했다(정 희 외,2013:451).

즉 드가가 시력 장애 때문에 화면의 앙

을 비워 두고 가장자리에 인물들을 몰아

서 배치했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다소 무

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드가에게 시각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드가는 시력 하로 인한 육체 고통과 신경쇠약 한 있었다(Dani

elCatton,1991:26).그러나 그가 장애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설정했다

는 주장은,1850년 랑스 화가들이 일본 미술과 조우해 유럽 미술계

가 회화 표 의 다른 가능성을 열었고,드가 역시 경사진 구도와 같은

일본 화의 화면 배치를 사용(정 희 외,2013:429,재인용)했다는 근

거들을 고려할 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인다.화면의 한 쪽에 심인물

이 치우친 구도 외에도,드가의 발 그림에서 나타나는 한 형태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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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첩, 단된 인물,경사진 구도 등은 일본 화와 족자에서 발견

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이다(DanielCatton,1991:19).

둘째로,<리허설>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하고자 한다.미진사 교과서에서는 총체론 으로 <리허설>을 제시

했다고 악된다.작품을 이해할 때, 체 인 맥락 속에서 작품과 작가

와의 련성을 악하고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한편 <리허설>이 소개된 소단원 ‘다양함이 공존하는 미술’은 ‘불편함

을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미술’,‘이미지에 한 고정 념’,‘차별이 아닌

차이’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그 ‘차별이 아닌 차이’는 상 론

으로 서술되었다.인종,종교,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의 갈등들을 비 하고,각각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했다.소주제 ‘차별이 아닌 차이’에서는 “차이

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다름을 인정할 때 더욱 다양한 창의

성이 발 될 수 있다.”(조 외,2010:45)라고 하는 등,드가가 장애가

찾아온 시기에 명작을 많이 남겼다는 텍스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인

다. 한 차이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은 즉 인 기

에 의해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며 각 문화의 특징을 존 하고 다양성

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 론 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리허설>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미진

사 교과서에서는 드가와 마티스가 각각 시각 질환과 염으로 붓을 잡

을 수 없어 그림 앙을 빈 공간으로 남겨 놓거나 종이를 가 로 오려

붙여 만드는 작업을 하 다고 하 다. 한 “이외에도 많은 술가들이

크고 작은 장애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들 부분은 장애가 찾아온 바로

그 시기에 명작을 많이 남겼다”는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하 다(조

외,2010:45).이러한 내용은 신체 한계와 장애에 한 선입견과 편견

을 깨도록 유도한다는 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 편견의 범주에 해당

된다.그러나 술가의 부분이 장애가 찾아온 시기에 명작을 많이 남

겼다는 내용은,학생들로 하여 장애로 인해 명작을 많이 남겼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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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미진사 교과서 『 학교 미술』(조

외,2010:44)

미로 잘못 해석할 험이 있다.드가의 경우,시각 질환이 작품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앞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받게 했다

(Loyrette,Henri,1998:76).한편 장애에 한 선입견에 해 언 한 후,

소주제 ‘차별이 아닌 차이’에서 인종,종교,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사

회에서의 차별에 해 이야기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논

의를 확 한 것은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평등성에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다문화교육에서는 차별을 없애기 한 방법을 이해시키려고 하

며 불평등,불의,인종주의,편견을 인지하는 능력을 계발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미술 작품 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고에 등장하

는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는 사회에서 기 하는 역할과 모습을 반 한

다.”(조 외,2010:45)는 텍스트는 고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는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는 에서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리허설>에 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

했을 때,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

었다고 보인다.소주제 ‘불편함을 넘어 새롭게 태어나는 미술’에서 <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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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학습 목표 ‘작품 감상을 통해 성,인종 등의 편견을 넘어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한다.’를 달성하기 해,신체 불편은 술 활동

에 방해가 된다는 편견을 깬 술가의 작품과 텍스트를 선정하 다.그

러나 신체 불편에 한 편견을 넘어,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차이’임을

일깨워 수 있는 텍스트가 제시되지 못하 다고 보인다.이는 다른 소

주제 ‘차별이 아닌 차이’에서,인종에 한 편견을 깨고 인종의 차이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제시한 것과 조 이

다.여기에서는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당신도 나와 다르게 생겼어

요.’라고 힌 국가인권 원회의 포스터를 제시하여,포스터 속의 다양한

인종과 생김새의 사람들이 하는 말풍선들을 통해 인종과 외모에 한 차

이를 차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달했다. 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

된 가족을 은 사진 작품과 그와 련된 텍스트를 실어,문화 다양성

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개념에 한 편견을 버리도

록 도왔다.뿐만 아니라 소단원에 한 평가,활동,토의 내용인 “차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차별과 련된 작품을 찾아 그 의

미에 해 이야기해 보자.”,“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 이미지 속

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과 남성의 모습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

자.”(조 외,2010:45)를 제시한 것은,학생들에게 친숙한 고 이미

지를 매개체로 하여 학습 의욕과 흥미를 유발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

고에 등장하는 여성과 남성이미지는 사회에서 기 하는 역할과 모습을

반 함을 이해하고 성 편견에 해 학습하게 했다고 보인다.

7)여신

먼 교학연구사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작품 < 로의 비 스>와 <빌 도르 의 비 스>는 ‘미술

작품에 나타난 시 배경과 표 의도를 알고 감상 한다’는 학습 목표

와 ‘작품의 표 특징을 사회․문화 으로 감상해 보자’라는 소목표

아래 함께 제시되었다.이는 미술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 배경이 작



-93-

<도 15>교학연구사 교과서 『

학교 미술』(이성도 외,2010:33)

품을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

도록 하므로,두 비 스 작품을 당

시의 제도와 취향,종교 등의

에서 해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

에서 감상하게끔 하는 의도라고 해

석할 수 있다. 한 교학연구사 교

과서에는 “작품의 주제나 내용은 비

슷한데 조형 으로 다르게 표 된

이유는 무엇일까?미의 기 은 정

해질 수 있을까?’,‘역사 으로 동양

인과 서양인의 미의 기 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고, 의 미 기 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배경에 해 토론해 보자.”와 같이

설명되었다.

둘째로,< 로의 비 스>와 <빌 도르 의 비 스>가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하면 다음과 같다.두 작품은 각기 다

른 시 와 지역에서 만들어진 미술품으로,비교론 과 총체론

에 의해 제시되었다.두 작품을 나란히 제시한 구성은 ‘비 스’라는 동

일한 이름 아래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작품을 함께 제시하여

흥미를 갖고 비교할 수 있다는 에서 효과 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비 스는 수천 년 동안 조형 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

다.특히 < 로의 비 스>는 고 그리스에서 제작된 최고의 비 스 상

이라는 극찬을 받는데 이는 여체의 이상 인 아름다움과 능성이 완벽

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비 스는 많은 민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만 로마인들은 유독 비 스에 열 했으며,미의 여신을 기리는 사원을

세우고 축제를 여는 등 국가 여신으로 숭배했다. 술가들도 이상화된

드를 그릴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비 스를 흠모하 다.세월

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술가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여자의 드를

‘비 스’로 부르자는 공감 가 형성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미술의 행

으로 충실히 지켜졌다(이명옥,2008:362).그러나 < 로의 비 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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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빌렌도르프  

비너스>, 기원

전 25000~20

00년경, 석회

암, 높  11c

m

<도 16>< 로의

비 스>,기원 130~1

00년경, 리석,높이 2

08.5cm

이 흔히 알려져 있는 비 스가 아닌 ‘뚱뚱하고 못생긴’<빌 도르 의

비 스>를 함께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미의 기 ’에 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고 보인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두 작품 모두 미

의 여신 비 스지만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각 시 의

미의 기 에 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배경에 해서 학습할 수 있

도록 유도하 다.즉 “작품의 표 특징을 사회

문화 으로 감상해 보

자”(이성도 외,2010:33)는 학

습 목표를 제시하면서,기술,

취향,유행,제도 등 다양한 문

화 요소들과 연 하여 체

인 모습을 통하여 작품을 보므

로 총체론 으로 볼 수

있다.교학연구사에서는 텍스트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 배경

은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읽고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게 해

다.… 작품을 사회문화

에서 보면 우리는 당시의 제도

를 알 수 있고,작가의 주제 의

식을 조형 과 련하여

감상할 수 있다.”(이성도 외,

2010:33)를 통해 문화를 정치,경제,종교,역사 등 문화

요소로써 감상할 수 있다는 총체론 을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에 비추어서 두 작품이 제시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의 비 스>와 <빌 도르 의 비 스>는 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징을 악한다는 에서 ‘문화’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미술

작품에는 그 시 의 가치와 규범,미의 기 이 담겨 있다.따라서 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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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함으로써 그 작품의 문화와 미 념을 엿볼

수 있고,유사 과 차이 을 악할 수 있다.이는 ‘미술 작품에 나타난

시 배경과 표 의도를 알고 감상한다.’는 학습 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의 미 기 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

회․문화 배경에 해 토론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는 에서(‘력’)

다문화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에 미의 기 이 서구 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미에 한 심이 높다는 에서 ‘토론’이라는 학습 형

태 한 하다고 생각된다. 한 서구의 미의 기 에 한 선입견과

고정 념에 해 비 으로 생각해본다는 에서 ‘편견’의 범주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다만 아름다움을 단하는 기 이 반드시 옳고 그름

의 객 인 사실에 토 를 둔 것인지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활동이 더해

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 아름다움에 한 집착이 도를 넘어 과도

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에 해

서 비 하고,우리나라 사회에서 추구하는 미의 기 은 무엇인지 평가하

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더불어 우리의 미의 기 은 과

거 고 그리스나 로마에서 추구했던 미의 기 과 같은지,만약 다르다

면 어떻게 다른지에 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 로의 비 스>와 <빌 도르 의 비 스>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련 자료인 두 비 스 작품은 소 목표인 ‘작품의 표

특징을 사회문화 으로 감상해 보자’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한 사진이라고 보인다.< 로

의 비 스>는 기원 130~100년경,<빌 도르 의 비 스>는 기원

25000~20000년경의 작품으로,각각 다른 시 배경을 갖고 있다. 한

<빌 도르 의 비 스>는 풍요 다산의 상징으로,성 인 특징(가슴,배

등)을 과장하여 성 기능을 강조하 는데 비해 < 로의 비 스>는 8등

신 비례의 모습이다.즉 시 별로 다른 모습의 비 스를 통해 당시의 미

기 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학생들이 두 작품에 한 기

지식을 얻기 한 텍스트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따라서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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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다문화교육과 련하여 제시

할 수 있는 < 로의 비 스>와 <빌 도르 의 비 스>의 배경 특징

은 다음과 같다.

로의 비 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례가 0.382 0.618의 황 비율

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구에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 하는 객

이고 보편 인 기 이 되었다.반면에 빌 도르 의 비 스는 인체의

황 비율을 완 히 거스르고 있음에도 비 스라고 불린다.2만년~1만

5천년 구석기시 에 제작된 이 여성 조각상을 비 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랑스의 고고학자 마르키스 드 비 (Marqu

isdeVibraye)가 이 고 의 조각상에 ‘정숙하지 않은 비 스’라는 이름

을 붙인 것에서 유래하 다.당시 미의 기 으로 보편화되었던 비 스

와 같은 신체비례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숙하지 않은’이라는 수

식어를 달게 된 것이다(차윤경 외,2011).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이미지에 더하여 미에 한 고정 념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첨가 될 수 있다.혹은 서구와 동양의 미 기

을 비교하거나,사회․문화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여신의 조

형 특징 등에 해 토의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제시된다면 학생이 작품

의 표 특징을 사회․문화 으로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미인

외모는 그 시 와 사회의 이상 인 아름다움의 기 에 의해서 단되

며 이상 인 미는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형성되어 사회 상호 과정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서란숙,2007:82).이러한 에서 미인도

는 그 시 와 사회가 요구하는 미 가치를 투 한다고 볼 수 있다.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서 신윤복의 <미인도>는 교학연구사,

미진사, 성출 사에서 소개되었다.교학연구사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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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교학연구사 교과서 『 학교 미술

』(이성도 외,2010:157)

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교학연구사에서는 단원 ‘함

께하는 미술’ 소단원 ‘시 의 유행’에서 ‘시 와 문화의 계를

알아보고,미래의 유행을 창의 으로 표 한다’는 학습 목표 하에 <미

인도>를 소개하 다.<미인도>를 도 으로 제시한 이유는 교과서에서의

서술로 미루어 보았을 때,“시 의 유행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시 의 유행과 미술의 련성”(이성도 외,2010:

157)을 효과 으로 보여주기 해서라고 생각된다.교학연구사 교과서에

서는 “조선시 에도 유행은 있었다.”라는 소제목과 “조선 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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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가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었다.그러나 말기로 가면서 가슴을 가

리기조차 힘들 만큼 길이가 짧아지고,폭도 팔을 구부리면‥ 반면에 치

마는 폭이 풍성해졌다.”(이성도 외,2010:157)라는 텍스트를 통해 <미

인도>와 조선시 의 유행인 하후상박 간의 련성을 드러내었다.<미인

도>는 조선 기 작품으로,실제 조선 기의 유행인 하후상박(下厚上

薄)을 증명한다.즉 <미인도>를 도 으로 제시하여 미술 작품이 시 의

유행을 반 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조선시 하후

상박의 유행을 통하여 조선시 의 어떠한 문화를 알 수 있는지에 한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유행과 문화 간의 련성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추가하여 조선시 의 유행인 하

후상박과 가체,그리고 조선시 의 문화의 계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하후상박은 <미인도> 속 여성의 의상이자 조선시 당시 최고의

에로틱한 복식으로,짧은 고리로 표 된 가냘 상체,이런 상체와

조 으로 속옷에 의해 겹겹이 싸여 부풀려진 하반신,속옷의 노출 등으

로 선정성을 강조한다.이는 당 여성들의 성 표출과 미의식을 변

해 주는 복식의 양상을 나타낸다.더불어 작품 속 여성의 머리 모양 역

시 조선시 의 표 인 부녀 수식이었던 가체 양식으로,부녀자들의 가

체 지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당시 크게 유행했던 미의식을 반 한다고

보인다.마찬가지로 이 시 에 비해 가체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높은

것은 가체로 인한 고계의 사치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극심해졌던 것(고

정,2000:67)을 투 한다. 한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한 이분법 인 여성 을 여성에 한 왜곡된 념이라는

측면에서 비 으로 생각해보는 텍스트가 추가될 수도 있다.7)

둘째로,교학연구사 교과서는 패션과 유행이라는 사회의 문화 요소와

연 하여 체 인 모습을 통하여 <미인도>를 찰했고,‘아이템별 유행

따라잡기’활동을 제시하여 시 별 사회․문화 특징을 조사하도록 했

7)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한 여성 은 여성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조선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배는 정 이데올로기를 심으로 양반 여성에게는 인 도덕

률로서 이들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철 하게 주입(우경민,2010:13-14)되었으나,기녀들

에게는 그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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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신

윤복,<미인도>

,18세기,비단

에 수묵 채색

,114×45.2cm

다는 에서 총체론 에 의해 작품과 활동을 제

시했다고 볼 수 있다.‘아이템별 유행 따라잡기’활동은

한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 별 사회․문화 특징을 정리하여 사진

과 함께 시 별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이성도

외,2010:157).<미인도>를 통해 시 의 유행을 학습

하 기 때문에,학습 활동을 통해 시 별 유행과 특징

에 해 심화하여 살펴보고,그것이 그 시 의 문

화나 사회․문화 특징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학

습하도록 했다.패션과 문화 외에도 정치,경제,종

교,역사 등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연 하여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텍스트가 필요하

다고 보인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

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에

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교과서에서는 유행은 모든

시 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 의 유행을 통하여 그 당시의 문화

를 알 수 있다고 하 다(이성도 외,2010:157). 한 조선 시 에도 유

행이 있었다는 을 강조하며 시 에 따른 유행에 해 심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시 의 유행 탐구 보고서 활동에서 시 별 사회․

문화 특징을 정리하며 다양한 시 에 한 흥미와 심 역시 생길 수

있도록 했다.즉 시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징을 악하고,각기 다

른 사회․문화 특징에 따라 유행이 다르게 선도된다는 을 이해하며

각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심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 미래의

유행을 추측해서 디자인한 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

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한다.교학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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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생 작품 외에 시 와 문화의 계를 학습할 수 있는 도 이

<미인도>로 제한되어,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 별,양식별,지역별, 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지 못했다고

악된다.반면 미진사는 소단원 ‘인물 표 의 세계’에서 <미인도>를 포

함하여 인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도 을 제시하 다.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상에 따른 분류(자화상, 상, 드,코스튬 등),표 부 에

따른 분류(두상,흉상,반신상 등),자세에 따른 분류(입상,좌상,와상

등)로 나 어진다는 을 학습시키기 해 다양한 상과 표 부 ,자

세를 표 한 인물 작품들을 도 으로 제시하 다. 상, 신상,입상으

로 분류되는 <미인도> 외에도 드, 신상,와상으로 분류되는 <그랑

오달리스크>와 군상, 신상,좌상으로 분류되는 < 원의 성모>, 상,

흉상으로 분류되는 <지원의 얼굴> 등 시 별,양식별로 다양한 작품들

이 제시되었다.

9)창녀

첫째로,해당 교과서에서 <단오 풍정>이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

다.<단오 풍정>은 두산동아 교과서의 단원 ‘어떻게 표 할까’,소단

원 ‘다양한 채색 재료로 표 하다’,소주제 ‘여러 가지 채색 재료와 기법

에 해 알아볼까?’에서 제시된 작품이다.학습 목표 ‘채색 재료의 특성

과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채색화 작품을 감상하고 재료에 따른 표

효과를 이야기한다.’를 해, 통 채색 재료가 사용된 작품으로써 소개

되었다.즉 그림 속 여인의 붉은 치마,노란 고리,푸른 치마가 통

채색 재료인 주사 석과 등황,그리고 쪽을 사용하여 각각 채색되었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해당 재료에 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를 들어,

붉은 치마와 노란 고리를 입은 여성이미지는 “주사 석은 주로 국

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가루를 내어 아교를 섞어 사용했다”,“타이,베트

남 등에서 산출되는 물 나물과 식물에서 채취한 등황이라는 수지를 황

색의 안료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텍스트(장선화 외,2013:91)와 함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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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두산동아 교과서 『 학교 미술』(장선

화 외,2010:91)

렸다.이를 통해 해당 재료가 어떤 색의 안료이며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재료의 생산지와 사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했다.

둘째로,<단오 풍정>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하면 다음과 같다.교과서에서는 서구의 채색 재료인 구아슈,템페라,

스코와 통 채색 재료인 주사 석,등황,쪽이 비교론 에서

설명되었다.즉 서양의 작품(뒤러 <풀밭>,보티첼리 <그리스도의 죽음

을 애도함>,리베라 <알라메라 공원에서의 일요일 오후의 꿈>)과 동양

의 작품(<신윤복 <단오 풍정>)이미지를 비교하여 싣고,각 작품에 사용

된 채색 재료와 기법의 사용처,표 상 특징,장단 등을 텍스트로 비교

하 다는 에서 동․서양 문화 간의 특징을 비교하여 악하 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단오 풍정>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두

산동아 교과서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채색 재료와 기법을 비교 학습하게

하여,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을 악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채색 재

료와 기법에 한 흥미와 심을 유도했다는 에서 문화의 범주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반면 미진사 교과서에서는 소주제 ‘통 회화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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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신윤복,<단

오 풍정>,18세기 말~19

세기 ,종이에 수묵 담

채,28.2×35.3cm

계’에서 풍속화를 표하는 작품으로 조 석

<말징 박기>,김홍도 <기와 얹기>와 함께

<단오 풍정>을 선택하 다.이미지와 함께 텍

스트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달하고 실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

한 삶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가 많이 그려졌

다.‥ 그림 속 사람들의 몸짓,의상,표정 등을

감상하며 우리의 생활과 비교해 보자.”(조

외,2010:152)를 실어,한국 문화에 한 감수

성을 키우고 자 문화에 한 자부심과 정

태도를 함양시키고자 했으므로 정체성 형성 범주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

에 해당된다고 보인다.한편 <단오 풍정>이 당시 사 부들의 향락 인

성문화와 부도덕 인 사회 분 기를 비 시각에서 바라본 것임을 텍

스트로 밝힘으로써 여성에 한 차별 시선을 알고 이에 한 비

사고를 형성하게끔 할 수 있다.작품 속에 기녀들이 등장하는 <단오 풍

정>은 당시 조선 후기의 기방 풍속을 반 한 것으로,유교 사회를 표방

하여 여성에게 성에 한 엄격성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은 유흥을 즐겼

던 사 부들의 이 태도를 반 한다.따라서 이러한 조선시 의 사회

배경을 텍스트로 제시하고 토론 활동을 제안하여,학생들에게 성 불

평등에 한 비 사고를 형성시킬 수 있다.이는 정 과 련한 여성

에 한 왜곡된 념과 남성의 이 성 념에 한 비 사고를 형

성하므로 편견과 련한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다.이 때 제시될 수 있

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단오 풍정>에서 기녀들이 등장한 것은 당

시 조선 후기의 기방 풍속을 반 한 것이다.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

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기방 한 발달하게 되었다(강명 ,2009:18).이

와 같은 유흥 풍속은 한양이 도시화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동시

에 세도정치 하에서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 되는 사회 분 기 속에

서 발달한 것이다(김 미,2009:25).한편 기방 풍속은 부와 권력을 바

탕으로 유흥을 즐겼던 사 부들의 모습을 반 한다.조선은 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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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 유교 문화에 입각하여 여성에게만 정 을 강조하는 등의 보수

인 성 념을 강요하 다.그러나 사 부들은 유교 사회를 표방하여

여성에 해 성에 한 엄격성을 내세우면서도,자신들은 사 부들 사이

에서 권력을 토 로 하여 계층 구분 없이 미색의 여성을 차지하려는 부

도덕성을 보이기도 했다(이태호,1998:112).결과 으로 <단오 풍정>은

사 부들의 향락 인 성문화와 부도덕성이 만연하던 사회 분 기와 여성

에 한 선 성 념을 기녀를 훔쳐보는 남성의 시각을 통해 비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교과서의 <단오 풍정>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두산동아 교과서는 16세기 독일 작가의 작품 <풀밭>,15세

기 후반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함>,20세기

반 멕시코 작가의 작품 <알라메라 공원에서의 일요일 오후의 꿈>,그리

고 18세기 말 조선 시 의 작품 <단오 풍정>과 같이 다양한 시 와 지

역의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인다.

10)여성 드

미술가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텍스트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때,미술교육에서는 텍스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능

력을 계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하다(박정애,2008:114).이러한 시각

에서 볼 때,미술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미술 작품 속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도록 미술 작품에 한 비평 능력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두

산동아 미술교과서에서는 감상 역의 단원 ‘행복한 미술 감상’을 두

고,소단원 ‘미술 작품 비평,이 게’를 통해 학생들이 미술 작품 비평 과

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특히 ‘작품 비평 활동지’와 ‘작품 비교 분

석 활동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 흥미로운 작품을 골라 비평을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 이 정 으로 평가된다.

먼 두산동아 교과서에서 마네의 <풀밭 의 심>과 모네의 <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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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두산동아 교과서 『 학교 미술』(장선

화 외,2010:209)

의 심>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은 무엇일까.두 작품은 <풀밭

의 심>이라는 제목은 같지만 작품 소재,조형 특징,미술사 의

미,내용 등이 상당히 다른 작품들이다.그 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품

비교 분석’을 하기에 합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교과서에서는 감

상,비평,미술 비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소개하 으며,미술 비평의 단

계에 해서도 학습하게 함으로써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직 비평을

해보도록 하 다.‘작품 비평 활동지’에서는 고흐의 <의사 가셰의

상>과 보테로의 <벨라스 스를 따라서>라는 작품들을 각각 2개의 활동

지로 나 어 비평하게끔 하 다.그러나 ‘작품 비교 분석 활동지’에서

는 두 작품을 함께 소개하여야 하고,학생들이 미술 비평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이러한 에서 볼 때,마네의

<풀밭 의 심>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작품이고,모네가 마네

의 작품에서 향을 받아 <풀밭 의 심>을 그렸다는 에서 두 작품

의 연 성도 뚜렷하면서 동시에 조형 특징과 미술사 의미 등은 다르

므로 두 작품을 교과서에서 채택했다고 보인다.

둘째로,해당 도 이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살펴보

도록 한다.‘작품 비교 분석 활동지’에서는 ‘두 화가가 그린 풀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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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모네(Monet,

Claude),<풀밭 의

심>,1865~1866년,캔버

스에 유채,248×218cm

심’이라는 소주제 아래 마네의 작품 <풀밭

의 심>과 모네의 작품 <풀밭 의 심>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즉 비교론 에서 두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다른 작품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를 들어 두 작품은

모두 인상주의의 작품이지만,색채의 조형 특

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교과서에서 마네는

‘간 색조를 과감히 생략했고, 체 으로

록색과 갈색을 주로 채색하 다’와 같이 서술

된 반면,모네는 ‘햇살이 비치는 곳과 그늘진 곳을 에 비치는 그 로의

색감으로 재 하고자 했으며 풍경에서 느껴지는 순간 인 인상이나 시간

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를 표 하 다.’로 서술되었다.

셋째로,이 작품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 ‘문화’,‘편견’,‘평등성’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인

다.먼 마네의 <풀밭 의 심>을 교과서에서 제시한 작품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 드에 한 편견’에 한 을 심으로 해석해

보도록 한다.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풀밭 의 심>에 해 “1963년

살롱 에 낙선한 화가들의 그림을 모아 시한 낙선 에 출품하여 당시

랑스 사회에 충격을 작품으로 신화 속 인물이 아닌 실 속의 인간

을 그린 드와 객을 쳐다보는 여인의 시선으로 논란이 되었다.”고 설

명하 다(장선화 외,2010:209).즉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이

기존의 미술에서 보여 왔던 여성 드에 한 선입견을 깨뜨림으로써 당

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을 강조하 다.그러나 드에 있어 신화 속 인

물이 보편 이었다는 외에 드에 한 기존의 념이 어떠했는가에

한 설명이 부족한 (미술 속 드는 일상에서의 드와 어떠한 에

서 다른지 등),여성 드를 통해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의 향락 등 사회

문제를 비 한 등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이 지 될 수 있다. 한

여성 드에 한 고정 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깼는가에 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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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속의 인간을 그린 것과 객을 쳐다보는 여인의 시선을 그린 것 정도

로,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즉 학생들로 하여 비 사고 형성이 부

족할 수 있다.이러한 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서 보충될 수 있는 설명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마네는 여성 드에 한 신비화를 깨고

실 인 여성 드라는 개념을 드러내었다.작품이 제작된 19세기에는

드화가 술을 평가하는 고상한 코드로 격상되어 들 앞에 등장하

으며,이로 인해 드화는 단순한 드가 아닌 술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덕 으로 권장할 만한 작품이 되었다(Borzello,Frances,

2008:18).그러나 마네는 이러한 고상한 술의 역에 람자를 정면으

로 당당히 쳐다보는 나체의 매춘 여성과 옷을 입은 남성들을 등장시킴으

로써 당시에 혼란을 야기하 다.이러한 옷을 걸친 남자들 곁의 벗은 여

인이라는 테마는 조르조네의 < 원 음악회>로부터,인물들의 구도는 라

엘로의 < 리스의 심 >을 기 로 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Marcan

tonioRaimondi)의 동 화로부터 빌려온 것으로,기존에 존재했던 테마

이다.그러나 조르조네의 작품이 아무런 스캔들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은 신화 세계를 표면에 내세우기 때문(송진석,2011:349)이다.즉 마

네는 신화 세계가 아닌 실의 세계에 여성 드를 등장시킴으로써

습 인 드 개념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드에 한 편견’에 한 과 함께,‘평등성’과 련하여서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앞서 지 하 듯이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한 언 이 부족하다.다음과 같은 설명이 ‘작품 설명’에 포함된

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마네의 <풀밭 의 심>의 주제는 여성(매

춘 여성)의 드와 남성의 잖은 옷차림을 통해 당시 부르주아들의 비

도덕성을 비 한 것으로 보인다.옷을 입은 남성들 앞에서 벗은 몸을 부

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여성의 표정과 자세,남성들의 의상과 헤어스타

일,그리고 수염 등을 통해서 그들이 각각 매춘 여성과 부르주아임을 짐

작할 수 있다.당시 리는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한 외 과

시설을 갖추었고,부유한 산층 부르주아들과 고 매춘부들을 비롯한

사교계 여인들은 “제국의 축제”라고 불리는 화려한 시기를 즐겼다(Ri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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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niel,1995:321-322).즉 남들 앞에서는 근엄한 척,있는 척,있어

보이는 척하며 옷을 입은 부르주아들이 인 없는 섬에서 나부와 함께

어울려 웃고 즐기는 모습을 통해 이 시기 부르주아들의 잘못된 행실을

비 하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박정애,2008:296).이 작품에는 근

사회의 출 과 함께 부르주아와 같은 계층이 출 하 고 근 인 인

식이 성장하 으나 여성에 한 지 는 여 히 높아지지 않았다는 작가

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단순히 당시 사회의 작품 속 여성의

시선으로 인한 논란을 언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작품과 련된 배경

과 성에 따른 사회 역할이나 인식과 같은 사회 문제에 해서도 언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볼 때,미술 작품 비평에 한 단원 개에 있어 학

습 과제인 작품 비평과 련된 주요 지식 개념(감상,비평,미술 비평

등),용어,표 주제,표 재료와 용구,표 방법,조형 요소와 원리

등에 하여 한 안내를 하 다. 한 실기 활동(미술 작품 비평)의

작업 과정을 활동지에 힌 내용을 통해 상세히 제시하거나 련 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생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조직함으로써

기 에 부합한다.그러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시 별,양식별,지역별, 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마네와 모네의 작품 모두 19세기 인상주의 작품이기 때

문이다.오히려 마네의 작품과 함께 모네가 아닌,조르조네의 < 원 음

악회>나 라이몬디의 < 리스의 심 >을 싣는다면 19세기 반 인상주

의와 16세기 르네상스의 작품이 비교되어,시 별,양식별 비교를 통

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11)새로운 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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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를 압축 으로 담아내야 하는 미술교과서의 특성상,한 작품에

한 상세한 설명을 기 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마찬가지로 성출

사 교과서도 단원 ‘미술사의 이해’를 소단원 ‘우리나라 미술’,‘동양

미술’,‘서양 미술’로 나 어,미술사의 흐름과 사조별 특징을 심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 다.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미술과 역사의 만

남’이라는 작은 코 를 덧붙여 앵그르의 <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

르크>를 소개한 것이 에 띈다.

여기에서는 먼 성출 사 교과서에서 <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고자 한다.이 작품은 소주

제 ‘미술과 역사의 만남’에서 역사 사건(백년 쟁)과 그것이 소재로

반 된 미술의 계를 보여주기 한 의도를 갖는다고 악된다.즉 미

술작품이 역사 사건과 어떠한 계가 있으며,작품에서 그 역사 사

건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효과 으로 보여주기 한 목 에서 백년

쟁의 웅인 잔 다르크를 그린 이미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 가 어떠한 문화 이해의

에서 실렸는지를 악 한다.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성교과서는 사

회의 다양한 문화 요소 하나인 역사와 연 하여 보았으므로 총체론

에서 작품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총체론 에서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분 인 으로 근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마찬가지로 <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는 역

사 배경 지식을 빼고 설명하면 작품을 제 로 이해하기 힘들며 정치,

종교 등 많은 부분과 연 이 있는 작품이다.

셋째로,다문화교육의 내용,즉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이 해당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다.교과서에서

는 “잔 다르크는 이 쟁에서 16세의 어린 나이로 랑스를 구한 소녀이

다…이 투에서 잔 다르크는 신의 계시를 받고 싸움터로 나가 랑스를

승리로 이끌고 샤를 7세의 식을 거행하는데 공을 세웠다.그러나

1430년 국군에게 잡힌 잔 다르크는 종교 재 을 받고 마녀라는 명을

쓰고 화형을 당했다. 쟁에서 승리한 랑스는 잔 다르크의 명 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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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 성출 사 교과서 『 학교 미술』

(이주연 외,2013:247p)

살리기 한 재 을 열었고,1456년 마침내 잔 다르크는 명 를 회복하

고 랑스의 수호신이자 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이주연 외,2013:

247)는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하 다.즉 어린 여성이 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마녀라는 명을 썼고,다시 재 을 통해 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남성 웅에 익숙한 선입견과 달리 여성

도 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그러나 여성 웅이라는

사실을 다루어 독자가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 지만,

남성 웅이라는 선입견에 한 ‘비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

인 텍스트나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단지 백년 쟁에 한 객 인

설명과 잔 다르크의 업 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네 가지 질문

“1.백년 쟁의 원인은 무엇인가?2.백년 쟁에서 랑스를 승리로 이

끈 결정 인 투는 무엇인가?3.이 역사 사건에서 배울 은 무엇인

가?4.앵그르의 ‘잔 다르크’에서 역사 인물 잔 다르크는 어떻게 묘사

되고 있는가?”을 던짐으로써,학생이 주어진 텍스트에 해 충분히 이해

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 을 뿐이다.따라서 미술 작품에서

남성 웅이 주로 나타났음을 지 하고 여성 웅이 묘사된 작품이 갖는

의의에 해 설명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제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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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잔 다르크는 여성 웅의 모습으로 미술 작품에서 묘사되었다는 에

서 그 의미가 있다.서양 미술에서 여성은 은유 인 인물이나 추상 인

개념의 구 일 뿐,강한 개성을 가진 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기 때문이다.여성을 수동 인 존재로 규정짓는 것은 서양 문화 반

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며,여성을 웅으로 표 한 그림이 있는 경우는

왕가의 여성이 부분이다(Chicago,Judy,and Lucie-Smith,Edward,

2006:32).이러한 에서 볼 때,부농의 딸로 태어난 잔 다르크가 형

인 웅의 모습으로 작품에 묘사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한 교과서의 설명에서도 제시되었듯,잔 다르크는 후에 종

교재 을 받고 마녀라는 명을 쓰고 화형 당해 비극 인 결말을 맞았

다.따라서 여성을 마녀로 낙인 어 처형하 던 당시 유럽 사회의 여성

에 한 시각과 사회상(남성 심 이고 가부장 인 사회)등에 한 내

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교과서에서 ‘이 작품에서 잔 다르크

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에 한 질문을 던졌으므로 이에 한 학습

이 이루어질 때,여성 웅으로서 잔 다르크가 갖는 의의 뿐 아니라 한

계에 한 내용도 다룰 수 있다.이 때 제시될 수 있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에서 잔 다르크는 남성 못지않

게 풍당당하고 용 있는 풍채로 그려졌다.강건하며 결연한 자세,굳

은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비스듬히 올려 보는 시선과 후 ,화면의 부

분을 차지하는 크기와 구도 등은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그 지만 인

간 고뇌와 분노 등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지 못한 과,여성

웅으로서의 상징 인 역할에 그쳤을 뿐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 던

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그녀에 한 논의들은 개 웅담이나 찬가

수 을 벗어나지 못했으며,재 기록에 담긴 진실을 진지하게 탐구한

학자는 거의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조국에 헌신한 여성 용사로서의

웅성과 구원자로서의 여성 웅 이미지를 나타낸 데서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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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앵그르(In

gres,Jean-Auguste-

Dominique),<샤를 7

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1851~1854년

,캔버스에 유채,240

×178cm

넷째로,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

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을 거로 <샤

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에 한 텍스트

와 이미지를 분석한다. 성교과서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미술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소주제에서,

학생들에게 생소한 여성 웅을 그린 작품을 실음

으로써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학습 의욕을 유발

할 수 있도록 하 다.그러나 참고 도 이 하나뿐

이라 시 별,양식별,지역별, 역별로 다양한 자

료를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역사의

한 장면을 다루었거나,역사 속 인물을 소재로 하

거나,작품의 주제가 역사와 련이 있는 다른

미술 작품들도 함께 도 으로 싣는다면 미술과 역

사를 주제로 한 보다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술작품 속 여성이미지들이

해당 교과서에서 어떤 의도와 목 에서 쓰 는지 확인하고,세 가지 분

석 거-문화 이해의 ,다문화교육의 내용,교육인 자원부에서 제

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를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이미지에 드러난 다문화교육에

의 시사 을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여성이미지에 드러난 다문화교육에의 시사

1)미술 작품의 다문화 이해

본 연구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체험․표 ․감상

역의 단원과 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뱅크스(Banks)의 다문

화 교육과정을 한 4가지 근법(기여 근법,부가 근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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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사회 근법)으로 분석하고,특히 여성이미지를 미술 작품 도

과 텍스트를 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이

에 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주요 특성을 살펴

으로써,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하나인 문화인의

특성이 문화 다양성에 정 인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 소양과 용

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교육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하 다.

한 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

하는 태도’가,다문화교육이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 해야 한다는

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추구하는 태도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아울러 본 연구에서 탐

구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의 에서의 학교 미술교과서의 도 분석

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

질과 태도를 계발한다는 측면에서 2009개정 미술과 교육의 2009개정

학교 교육목표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천재교육,

성출 사,미진사,지학사,교학연구사)의 교과과정 역별(체험,표 ,감

상)단원명을 분석하 다.그리고 이 다문화와 련 있는 단원을 선

별하여 단원,소단원,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심으로 내용을 뱅크스

(Banks)의 ‘다문화 교육과정에 한 4가지 근법’을 근거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체험·표 ·감상 역의 특징에 따라 각 역의

근법 사용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체험 역과 표 역에서는 변환

근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근 방법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변환

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두 역에서 각각 자연과 술 작품의 아름

다움을 ‘체험’하고 여러 표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데 을 둔 데서 기인한 것이라 단되었다.반면 감상 역은 부가

근과 변환 근에 상당히 편 된 특징을 보이고,사회 근 방법

으로 본 단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교과서의 내용뿐 아니라,여성이미지를 미술 작품 도

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에 따라 분석하 다.이를 해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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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11개의 주제(일부종사,일하는 여성,어머니,뮤즈,팜므 탈,춤

추는 여성,여신,미인,창녀,여성 드,새로운 여성상)로 나 고,각 주

제별로 표 인 작품을 선정하여 해석하 다. 와 같이 작품을 분류한

이유는 각 주제가 여성을 보는 제한 인 시각과 이분법 인 여성이미지

를 잘 드러내는 기 들이기 때문이다.여성이미지는 이분법의 계보학에

따라 미녀/추녀,선/악,정조/타락,열녀/요부 등 이항 립 인 도식으로

나 어질 수 있다.이와 같이 나 어진 여성이미지를 기 으로,2009개

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미술 작품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를 분류하 다.

기 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한 후에는,해당 교과서에서 이미지가 쓰인

의도와 목 을 확인하고 문화 이해의 ,다문화교육의 내용,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에 따라

분석하 다.분석 결과,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문화 이해의 에

서 분석한 결과, 부분 비교론 에서 작품을 제시하고 설명하 음

을 알 수 있다.그러나 타문화에 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타문화에

한 존 과 수용, 용 등의 태도를 기르려면 비교론 보다는 상

론 이 더 요구된다.둘째,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기 으로 이미지

와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문화,편견,평등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따라서 다문화교육이 고르게 이루어지려면 력,정체성 형성,다

양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인다.셋째,교육인 자원부에서 제

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를 분석한 결과,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양식별․ 역별에 비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

해할 수 있도록 도 선정에 있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택

할 필요가 있다.이제까지 설명하 던 작품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다문화 에서 여성이미지 작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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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이해의
다문화교

육의 내용

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일부종

사

비교론
문화

지역의 다양성은 조 부족하지만 시 와 양식에 있어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었음

일하는

여성

총체론
문화,

정체성

형성

서로 다른 질감 표 의 미술 작품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다루었으나,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함

어머니
상 론

편견

시 와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도 을 선정하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좀 더 다양한 시 와 지역의 작품 도 이

제출될 필요

뮤즈
비교론

문화,편견 좀 더 다양한 시 와 국가의 작품이 실릴 필요

팜므

탈

총체론 력,

다양성

다양한 에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며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며,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음

춤추는

여성

총체론 편견,

평등성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음.

여신

비교론

,

총체론

문화, 력,

편견

학습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한 사진이 게재되었으나,작품에 한

기 지식을 얻기 한 텍스트가 다소 부족함

미인
총체론

문화, 력
교학연구사-도 의 수 부족,미진사-시 별,양식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제시됨

창녀
비교론

문화,

정체성

형성

다양한 시 와 지역의 자료가 제시됨

여성

드

비교론 문화,편견,

평등성

학습 과제와 련된 주요 지식 개념,용어,표 주제,

표 재료와 용구,표 방법,조형 요소와 원리 등에

하여 한 안내를 함.실기 활동의 작업 과정을

활동지에 힌 내용을 통해 상세히 제시하거나 련

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생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조직하 으나,시 별,양식별,지역별, 역별로 다양한

자료를 고루 다루지 못함.

새로운

여성상

총체론 편견,

평등성

학생들에게 생소한 주제의 작품을 실음으로써 호기심을

갖고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 으나,참고

도 이 매우 부족함.

<표 11>을 바탕으로,Ⅳ장의 분석 결과로써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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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를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문화 이해의

에서 분석한 결과, 부분 비교론 에서 작품을 제시하고 설명하

음을 알 수 있다.물론 비교론 으로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작

품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다.그러나 타문화에 한 단

순한 이해를 넘어서 타문화에 한 존 과 수용, 용 등의 태도를 기르

려면 비교론 보다는 상 론 이 더 요구된다고 보인다.2009

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에서는 미술 작품에 있어서 부분의 이미지들이

비교론 에서 실리고 텍스트로 설명되고 있다.특히 감상 역에서

미술사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단원이 비교론 으로 많이 서술

된다. 를 들면,동양 미술의 역사에서 인도의 미술과 국의 미술을 비

교해서 학습하게끔 한다든지(장선화 외,2013:181-182),서양 미술사의

시 ,양식별 특징을 신고 주의,낭만주의와 같이 시 흐름에 따라

비교해서 학습하게 하는 단원(조 외,2010:199)등이 있다. 한 마

네의 <풀밭 의 심>과 모네의 <풀밭 의 심>을 비교분석하는 활

동지를 싣는다든지(장선화 외,2013:209),얀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상>과 <호랑이>와 <까치 호랑이>등 우리 옛 그림을 비교해

서 살펴보는 단원(조 외,2010:188)을 로 들 수 있다.물론 비교

론 으로 작품을 으로써 각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알 수

있다. 를 들어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 삼국 시 의 미술에 해 학

습할 때,삼국의 시 ,문화 ,역사 배경을 비교하면서 각 국가의

문화의 특성을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소주제 ‘고구려,백제,신라 문화

가 각기 달랐던 이유는?’에서 “고구려인들은 수렵을 즐겼기 때문에 문화

에서도 씩씩한 기상과 북방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보이고,백제인들은

국 남조 문화와 하면서 온화하면서 부드럽고 소박하며 친근함이 돋

보이는 문화를 발 시켰다.다른 나라에 비해 외래문화와의 교류가 늦었

던 신라는 독창 인 문화를 발 시켰는데,‥우리 고유의 독창성을 느낄

수 있다.”와 같이 삼국의 문화 배경과 문화의 특성을 비교하는 텍스트

를 제시함으로써,보다 삼국 문화의 특수성이 잘 드러난다(장선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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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7).그러나 미술교과서에서 비교론 은,감상 역의 미술

사 학습과 련하여 주로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비교로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두산동아 교과서는 미술사 학습과 련한 소단원 ‘미술의 시

작,미술의 역사’를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동양 미술의 역사’,‘서양 미

술의 역사’로 나 었고,미진사 교과서는 소단원 ‘미술사 여행’을 ‘동양

미술 탐험’,‘서양 미술 탐험’,‘우리 미술 탐험’으로 나 었으며,지학사

교과서 역시 소단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발자취’를 ‘우리나라

미술’,‘동양의 미술’,‘서양의 미술’로 나 었다.이러한 분류는 학생들로

하여 미술에 해서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이라는 이분법 인 고정

념을 심어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상 론 에 의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학습할 경우,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타문화에 한 편견을 여 나갈 수

있다. 를 들어,볼에 홍조를 띈 귀엽고 생기발랄한 어린 아이를 그린

루벤스의 <아이의 얼굴>과 늙고 병들어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뒤러의 <뒤러의 어머니> 도 을 제시하고 미술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한 질문을 던져 비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단원을 들 수

있다(김선아 외,2013:113).

둘째,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

문화,편견,평등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교학연구사 교과서

는 모든 시 마다 유행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음

을 텍스트에서 논의하 다.조선 기에는 긴 고리가 유행했으나,조선

후기로 가면서 짧고 좁은 길이와 폭의 고리와 풍성한 치마가 유행했음

을 드러내는 텍스트의 내용으로 보아,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

징을 악하게 한다는 에서 문화에 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인다(이성

도 외,2010:157).뿐만 아니라 미진사 교과서는 소단원 ‘다양함이 공존

하는 미술’에서 신체 한계가 장애가 아님을,드가와 마티스의 작품과

련하여 주장하 다.드가가 심이 보이지 않는 시각 질환을 앓았을

당시 그림 앙을 빈 공간으로 남겨 놓곤 했으나,오히려 <리허설>과

같은 명작을 만들어 냈음을 도 과 텍스트로 제시하 다. 한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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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심한 염으로 붓을 잡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가 로 종이를 오

려 붙여 만든 작품 < 란 드>를 제작했음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도

을 제시함으로써,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다(조 외,2010:44).이

러한 내용은 신체 한계는 성취에 방해가 된다는 편견을 없애고, 술

창작에 있어 오히려 장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냈다는 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 편견의 범주에 해당된다. 한 인종,종교,문화

등의 차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미술 작품을 통해

차이와 차별의 다른 을 이해하도록 권유한 부분(조 외,2010:45)

은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평등성에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다문

화교육은 국가,민족,성,능력,계층에 한 정 태도를 갖도록 하고,

인종차별․성차별․계 차별 등 차별에 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그와

련된 한 사회 행동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차별을 극복하고 문

제 해결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김경식 외,2012:

69,재인용).이와 같이 교과서에서 문화,편견,평등성에 한 내용을 다

룸으로써,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입견,편견,

고정 념에 한 비 사고를 형성하며,인종,종교,문화,능력 등에

한 정 태도를 갖게 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

다.여기에 다문화교육의 나머지 세 범주( 력,정체성 형성,다양성)가

강조되면,민주주의 기능과 민주 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우

리 문화에 한 정체성을 형성하며,다양성을 인식하기 한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다.결과 으로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문

화, 력,편견,정체성 형성,평등성,다양성의 범주)을 미술교과서에서

미술 작품 도 과 텍스트를 통해 고르게 다루어,학생들의 다문화 사회

에서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 고르게 발달하게 된다.따라서 다문

화교육이 고르게 이루어지려면 미술교과서에서 력,정체성 형성,다양

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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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양식별․ 역별에 비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한 로

미진사 교과서는 소단원 ‘나와 우리’의 소주제 ‘다양함이 공존하는 미술’

에서 미술 작품 6 과 사진 이미지(포스터)1 을 도 으로 실었는데,이

3 이 19세기 랑스 작가의 작품(드가 <리허설>,마네 <올랭피아>,

카바넬 <비 스의 탄생>),1 이 20세기 랑스 작가의 작품(마티스,

< 란 드>)으로 시 와 지역에 있어 매우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 다른 한 작품은 20세기 국 작가의 작품(해 턴 <오늘날의 가

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두 작품은 20세

기 한국 작가의 작품(변순철 <커 >,고강철 <국가인권 원회 포스터>)

으로,한 소주제에서 소개된 작품들이 19세기,20세기 그리고 서유럽,한

국의 작품으로 나 어진다는 에서 시 와 지역에 있어 상당히 다양하

지 못하다(조 외,2010:44-45).이 게 시 와 지역에 있어 편향된

도 구성은,학생들이 서유럽 문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미술의 표

으로 인식할 험이 있고,비슷한 시 의 작품들로 인해 양식 특성을

다양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반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

품을 선정할 경우,미술 작품의 다양한 시 와 문화,역사 배경을 학습

할 수 있다. 한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화의 을

통해 미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다문화와 다인종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성을 존 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시각을 기를 수 있다.따라

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선정에 있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와 같이 Ⅳ장의 분석 결과에서 언 하 던,미술교과서에서 요구되

는 력,정체성 형성,다양성이 다문화교육을 한 교과․교수 학습에서

어떠한 지식․기능․태도를 목표로 하는지를 <표 12>로 정리하 다.

한 <표 12>를 기 으로,다문화교육을 한 교과․교수 학습에서 목표

하는 지식․기능․태도가 미술과에 어떻게 용될 수 있을지 <표 13>에

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 12>다문화교육을 한 교과․교수 학습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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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능 태도

력

․민주주의 원리 터득

․보편 가치와 원칙 이해

․시민성

․사회 정의를 해 일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민주 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집단의식이 가치,태도,

행동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 이해하기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한 존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태도

․함께 살기 한 새로운

능력과 상 주의 태도

․평화 으로 력하는

태도

․공동체의식 연 감

정

체

성

형

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한 지식

․문화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한국 문화와 타문화에

한 감수성

․우리 통문화와 세계

문화의 조화로운 발 방안

인식

․자 문화에 한 자부심과

정 태도 함양

다

양

성

․타문화에 한 이해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 사회 실을

이해하기 한 지식 제공

․국가와 세계의 다양성

인식

․문화 인 다양성

․문화 상 성과 다양성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해

․인종,민족,성,문화,

능력집단 간의 효과 인

사회 행 와 상호작용

기술 인식

․비 사고력 함양

․타문화에 한 존 과

수용 태도

․타문화에 한 용

․타문화에 한 호기심,

흥미, 심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식

수용

․타문화 존 과 용의

정신함양

․타문화에 한 편견 불식

․타문화 교육 인

을 한 바람직한 태도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다문화교육을 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

<표 13>다문화교육을 한 교과․교수 학습의 목표의 미술교과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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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능 태도

력

․생활 속에서 함께 리며

소통의 수단이 되는 공공

미술의 개념을 이해한다.

․시각문화와 련된 직업

등 미술을 통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을

이해한다.

․시각 이미지를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해 본다.

․사회에 한 미술의

사회 역할에 해

모색한다.

․미술 작품에 한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존 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정체

성

형성

․ 통 미술 문화에 반 된

가치 과 생활 방식의

한 사례를 들어 그

특징을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작품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주변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여

다양하고 구체 인 시각

이미지로 표 할 수 있다.

․시 인 배경과 표

양식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작품을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문화

통이 에 계승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의미와

가치에 해 토론한다.

다양

성

․다양한 문

화권 미술의 양식 ,

내용 특징의 변천

과정을 시 ,사회

배경 요인과 연 지어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집단이나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반 된 시각 문화의 를

찾아 시 ,지역

특징을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으로 상을

바라보거나 아이디어를

발 시켜 창의 이고

목 에 합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시 와

지역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표 13>에서는 2009개정에 따른 학교 미술의 성취 기 ․성취 수

(교육과학기술부,2012)을 바탕으로,미술교과서에서 요구되는 력․

정체성 형성․다양성을 성취하기 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능

력과 특성을 논의하 다.<표 13>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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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미술교과서에서 력과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사회에

한 미술의 사회 역할에 해 모색하면서 제시될 수 있다. 를 들어,

두산동아 교과서에서 ‘동물 보호에 한 우리의 생각 표 하기’를 주제

로,퍼포먼스,역할극, 고 등 여러 가지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 한 후,동 상으로 촬 하여 학 게시 에 올려 보는 미술 활동을

들 수 있다(장선화 외,2013:23). 는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문

화 심에 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달할 수 있음을 알고,퍼포

먼스나 설치 미술에 한 개념 이해와 함께 시각 이미지를 통하여 타인

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내용도 가능하다(장선화 외,

2013:20-21).이와 함께 시각 문화와 련된 직업(화가,미술 교사,학

사,건축가,웹 디자이 등)등 미술을 통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을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장선화 외,2013:24-25).

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건축,환경,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임을 학습하여,인간을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에 기

여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시키는 내용도 제시될 수 있

다(이주연 외,2013:196-197).

둘째로,정체성 형성과 련한 학습은 미술교과서에서 우리나라와 다

른 나라의 미술 작품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이

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 성교과서에서 단원 ‘미술사의 이해’에서

‘문화 맥락에서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 아

래 우리나라 미술과 동양 미술,서양 미술로 나 어 각 나라의 시 별

미술의 특징과 표 인 작품들을 살펴보는 내용을 들 수 있다(이주연

외,2013:226-243).그러나 이 때 단순히 시 별 양식과 흐름에 따라 사

조를 나열하고 그 특징과 표 작품들을 살펴보는 학습보다,다른 나라

와의 계 속에서 우리나라 미술의 정체성을 탐구하여 생각해보고 구체

인 시각 이미지로 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표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한 정체성 형성과 련한 학습은 우리나라

의 문화 통이 에 계승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의미와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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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론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교학연구사 교과서는 소단원 ‘통문

화와 미술’에서 “ 통문화와 미술은 박물 에 있는 유물만이 아니라

재의 우리 삶에 녹아들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 미술은 일상생

활 공간과 각종 고와 드라마,생활 용품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소재로

활용되어 리 이용되고 있다.‥ 생활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미술품

을 찾아 통 미술의 가치와 의미에 하여 토론해 보자.”(이성도 외,

2010:174)와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제시해, 통문화와 미술의 기능과

의미에 해 생각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 다. 한 ‘통 회화가 그

려진 손목시계’,‘수묵화가 그려진 부채(김상철/한국)’,‘민화가 그려진 가

방’,‘한 을 응용한 의상과 운동화,모자(이상 /한국)’,‘진주 남강 유등

축제’등의 이미지들을 실어,오늘날의 시각 문화 환경에서 통의 맥과

흐름을 이해하도록 했다.즉 우리나라의 문화 통이 과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 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고,어떠한 분야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계승이 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학습하며,궁극 으로 그러한

계승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한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

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 통 미술과 문화에 한 자부심과 정 태도

와 함께,한국 인 통과 감수성을 내재시킬 수 있다.

셋째로,다양성에 한 학습은 미술교과서에서,다양한 집단이나 사회

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반 된 시각 문화의 를 찾아 시 ,지역

특징에 한 구체 인 설명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두

산동아 교과서에서 포르투갈,에콰도르,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공 품에서 형태와 여러 가지 재료 특성,지역과 풍습에 따른 표 양

식의 차이 등을 학습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공 품에 깃들어진 제작자의

생각과 미 감각 뿐만 아니라 공 품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상,유행,민

족성,지역 특징 등을 살펴보며 시 와 지역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

성을 이해할 수 있다(장선화 외,2013:150-151). 한 천재교육 교과서

의 단원 ‘미술의 역사’,읽을거리 ‘다문화 시 의 미술’에서,첸의 <사

테 는 소년>과 네그 테 리라의 < 심 식사>도 과 텍스트를 통해,

작품에 반 된 다양한 국가의 생활양식을 학습하도록 한 것 역시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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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교과서에서는 ‘작품 속 사람들의 머리,의상,신발,소품

등을 통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김선아,2013:

233)을 던지고,작품 속 소년의 의상과 모자에 련된 텍스트와 사람들

의 의복과 음식,실내장식과 련된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사테 는

소년>과 < 심 식사>가 각각 싱가포르 작가와 멕시코 작가의 작품임을

알게 하 다.텍스트 “소년은 말 이시아의 통 의상인 사롱을 두르고

있으며 이슬람교의 검정 통 모자를 쓰고 있다.싱가포르는 말 이시아

의 바로 도시 국가로 여러 나라의 문화 상업 교류가 활발한 곳

이다.‥ 아래 작품은 멕시코의 통 모자인 솜 로를 쓴 인물들이 노

상의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표 하 다.식당의 벽면 왼

쪽에는 성모 마리아와 수 련 액자가 세 개 걸려 있으며,가운데에

는‥멕시코의 한 상 과 식당의 모습을 따뜻한 시각으로 표 하 다.”를

통해 작품에 반 된 국가별 생활양식(싱가포르의 거리 행상 모습,멕시

코 상 에서 물건을 사고 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하 다.즉 다양

한 집단이나 사회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반 된 시각 문화의 를 찾

아 시 ,지역 특징을 구체 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미술가의 국가별 특성

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미지가 국가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

으로써,미술교과서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같은 집단에 한 포용

이고 평등한 시각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

에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 6종(두산동아,천재교육, 성출 사,

미진사,지학사,교학연구사)의 감상 역에서 여성이미지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의 국가를 분석하 다.감상 역만을 분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서 <표 5>에서 밝혔듯이,2009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역을 크게 체험․표 ․감상 역으로 나 었다.이러한 역별 성취 기

에 있어서,감상 역은 미술사와 미술비평의 범주로 나뉘고,미술사에

서는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우리나라와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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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기’와 같은 성취 기 을 갖는다.

<감상 >

(1)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 맥락에서 이해한다.

①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ㆍ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시 별 표 양식,미술 사조,배경 요인

등을 조사하고 미술의 변천 과정을 통해 미술과 사회의 계를

이해한다.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시 별 표 양식,미술 사조,배경 요인

등을 조사하고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 사회의 미술이 변화하고 발 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②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기(교육과학기

술부,2011)

와 같이 감상 역은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성취 기 을 해,시 별 표 양식,미술 사조,배경 요인

에 따른 다양한 문화권 미술을 다룬다는 하 성취 기 을 가짐을 알 수

있다.즉 감상 역이 다양한 문화권 미술을 다루는데 있어서 민감하므

로,미술가의 국가별 특성을 악할 때 체험ㆍ표 역보다 더욱 합

하다고 보인다.

<표 14>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 작품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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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

국가 두산동아 미진사
교학연구

사
천재교육

성출

사
지학사 합계

한국 13 12 22 4 38 41 130

독일 3 1 1 1 6

국 1 1 3 2 3 10

미국 5 6 7 5 11 9 43

국 3 2 2 7

일본 1 5 1 7

인도 1 1 2 4

로마 0

태국 1 1

체코 1 1

그리스 1 1 1 1 1 5

스페인 1 1

이집트 1 1 3 1 6

벨기에 1 1 2

랑스 20 17 14 9 18 15 93

모로코 1 1

스 스 1 1

멕시코 1 2 2 1 1 7

라질 1 1

캐나다 2 1 3

스웨덴 1 1

에스 냐 7 3 3 2 2 5 22

이탈리아 5 6 3 4 6 5 29

랑드르 4 2 1 7

노르웨이 1 2 3

콜롬비아 1 1 2

네덜란드 3 2 4 3 1 13

루살렘 0

헬 니즘 1 1

오스트리

아
1 1 1 1 1 2 7

인도네시

아
0

오스트

일리아
1 1

아 리카 1 1

싱가폴 1 1

알 수

없음
3 3 2 2 3 13

미술가의 국가별 분석

<표 14>에서 볼 수 있듯 미술교과서 6종의 감상 역에 한 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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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는 한국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랑스 93,

미국 43,이탈리아 29,에스 냐 22,네덜란드와 알 수 없음이 13, 국

10, 국,일본,멕시코, 랑드르,오스트리아가 7,독일 6,그리스와 이

집트 5,인도 4,캐나다와 노르웨이 3,벨기에 2,태국,체코,스페인,모

로코,스 스, 라질,스웨덴,헬 니즘,오스트 일리아,아 리카,그리

고 싱가폴 1, 루살렘,인도네시아,그리고 로마 0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서양의 유럽과 미국,동양의 한국, 국,일본의 감상 역 도 이

많은 것에 비하여,아 리카와 ․남미,오세아니아,아 리카,아랍권의

미술작품의 도 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서양 미술은 랑스 93,

미국 43,이탈리아 29,에스 냐 22, 국 10과 같이,미술가의 국가가 미

국과 서유럽 문화지역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다.

교과서 내용에 있어 동양 미술은 국,일본,인도,동남아시아, 앙아

시아(김선아 외,2013:219-223)혹은 국,일본,인도,동남아시아(김용

주 외,2010:220-221;조 외,2010:190-193)혹은 국,일본,인도

(장선화 외,2010:181-184)로 분류하여 비교 동양 문화권( 국 문화

지역,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인도 문화 지역)을 고루 다루었다고 단되

나,서양 미술은 그 지 못하다.여성이미지 작품을 제작한 서양 미술가

의 국가는 미국과 랑스,이탈리아,에스 냐 등 서유럽으로 집 되어

있다.한 로, 성출 사 교과서가 감상 역의 단원 ‘미술사의 이

해’,소단원 ‘서양 미술’에서 소주제 ‘19세기 미술’과 ‘20세기 미술’을 설명

하기 해 제시한 도 들을 살펴보면,서유럽 문화지역에서도 특히 랑

스에 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세기 미술 에서 여성이미지를

다룬 작품들로는 들라크루아 <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르 아르

<물랭 드 라 갈 트의 무도회>,다비드 <호라티우스의 맹세>,앵그르

<드 로그리 왕자비의 상>, <이삭 는 여인들>,고갱 <이아

오라나 마리아>가 있고,20세기 미술 작품으로는 마티스 <붉은 방>,피

카소 <아비뇽의 처녀들>,데쿠닝 <여인 1>이 있다(이주연 외,2013:

238-241).총 9작품 7작품이 랑스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다문화

교육에 문화 다양성,반차별과 반 편견,상 에 한 인정 등이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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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권순희 외,2010:20)을 생각할 때 바람직

하지 못하다. 한 교과서에서 이집트를 제외한 아 리카(리비아,알제

리,수단,모로코,에티오피아 등)와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 라질,

아르헨티나,칠 ,멕시코,쿠바,자메이카 등)국가의 도 이 매우 부족하

다.한 로 아 리카 미술은 아 리카 미술 자체에 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서양 미술을 설명하기 한 보조 자료로 제시되었다.

앙아 리카의 <근심 있는 얼굴의 가면>은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을

설명하기 한 참고 도 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작게 제시되었다(김

선아 외,2013:212). 다른 로,멕시코 미술은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

본 단원이 아니라 특화 페이지인 읽을거리 ‘다문화 시 의 미술’에서 제

3세계 미술 의 하나로 소개되었다.즉 ㆍ남미 미술을 교육과정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특화 페이지에서 콩고,인도,싱가포르 미술가들의 작

품과 함께 제 3세계 미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조하는 자료

로 제시되었다.감상 역에서 그리스ㆍ로마 미술이나 르네상스 미술 등

유럽 미술이 시 별ㆍ양식별 특징 등에 해 자세히 논의된 것과 조

으로,멕시코 미술은 낱개의 작품으로 소개되었다고 보인다. 한 ‘작품

속 사람들의 머리,의상,신발,소품 등을 통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

을까?’,‘ 작품 속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김선아

외,2013:232-233)을 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제 3세계 국

가에 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 3세계 미술에 한 진지한 심이나 논의

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물론 아 리카(콩고),인도(남아시

아),싱가포르(동남아시아)등 다양한 미술 문화를 소개 한 데에는 의의

가 있으나,아 리카나 ㆍ남미 미술이 유럽 미술에 비해 충분히 소개

되지 못하 다고 보인다.뿐만 아니라 북유럽 지역(노르웨이,덴마크,아

이슬란드,스웨덴,핀란드 등)과 오세아니아 지역(호주,뉴질랜드 등)의

미술가들의 작품 역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 다.이와 같이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 도 을 국가별로 분석함으로써 도 의 민족 ·

인종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들을 논의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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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뱅크스(Banks)의 네 가지 근 단계를 이용하여 2009개정 미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다문화교육에 한 근이 교과서의 역에 따라

상당히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체험 역과 표 역에서는 변

환 근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감상 역에서는 부가 근

과 변환 근이 편 되어 있고 사회 근은 없었다.따라서 앞으로

다문화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변환 근과 사회 근 방

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 뱅크스(Banks)외에도 다른 학자들의

근 방법을 이용하여 다문화의 방향을 다각 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둘째,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근보다

는 동화 근에 가깝다는 을 알 수 있었다.다문화와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 다문화 요소를 간단히 언 하는 방식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도 의 경우에도 비주류 문화권의 작품의 크기가 작게 제

시되거나 순수 술 작품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내용과 삽화 모

두에서 동화 근에서 벗어나 다문화 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2009개정 미술교과서의 감상 역 도 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

과 미술 작품 도 에서의 국가 편 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과 으로 우리나라의 미술 작품 삽화가 가장 많으나,이는

분석 상이 우리나라의 교과서라는 에 따른 통문화의 우수성과 정

체성 함양의 강조 등을 감안하면 당연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미

국과 유럽의 삽화는 다양하게 제시된 반면 아 리카와 남미의 삽화는

양 인 면에서 매우 게 소개되었다.이는 문화 으로 다양성을 제시하

는 다문화교육의 에서 소극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아 리

카와 남미는 물론 오세아니아,남미,아 리카,아랍권의 미술 작품 등

다양한 국가의 삽화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2009개정 미술교과서에서 주로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이

‘여성’에 을 두기보다는 ‘미술 작품’의 하나로서 소개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를 들어 박수근의 작품 <길>은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에

을 맞추기보다,한국 정서가 잘 드러나는 토속 인 박수근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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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제시되었다.따라서 미술 작품 속 여성의 모습에 좀 더 심

을 갖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미술교과서에 있어 여성 문제 자체가 하나의 주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여성 문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여성과 미술의 계에 한 심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인다.따라서 여성과 련한 사회,문화 심에

한 작가의 의견이나 주장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달된 사례,여성 문제

에 한 학생의 생각을 시각 으로 달할 방법을 표 하는 활동,여성

을 담은 고 이미지 읽기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여섯째,2009개정 미술교과서 속 미술 작품의 도 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매우 게 실려 있다고 악된다.미술가는 단순히 지배 이데올

로기를 수동 으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의 일

부분이다(Parker,Rozsika,andPollock,Griselda,1995:129).따라서 교

과서에 남성 미술가의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남성 심 이

데올로기를 반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고착화할 험성을 내포한다.실

제로 교과서에서는 리다 칼로(FridaKahlo),니키 드 생팔(Nikide

Saint-Phalle),천경자 등 여성 작가들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여성 작

가들의 작품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기존에 소개된 작가들

외에도,바버라 크루거(BarbaraKruger),주디 시카고(JudyChicago),신

디 셔먼(CindySherman),키키 스미스(KikiSmith),나혜석,천경자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보다 많이 실려야 할 것이다.

일곱째,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문화 이해의

에서 분석한 결과, 부분 비교론 에서 작품을 제시하고 설명하

음을 알 수 있다.물론 비교론 으로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작품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으나,타문화에 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타문화에 한 존 과 수용, 용 등의 태도를 기르기

해서 비교론 보다는 상 론 이 더욱 요구된다.

여덟째,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문화,편견,평등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따라서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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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고르게 이루어지려면 력,정체성 형성,다양성의 측면이 강조되어

야 한다.

아홉째,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양식별․ 역별에 비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지 못하 다.따라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선정에 있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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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

술 작품을 다문화교육의 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요한 시

사 들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교과서를 활용한 다문화미술교육이 체험․표 역과 감상

역에서 각각 변환 근과 사회 근 방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변환 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체험 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집단과 민족 집단의 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주변 환경,그리

고 자신 등을 체험할 수 있고,표 역에서는 다양한 에서 미술

표 방법과 매체를 바라보고 비 으로 사고할 수 있다.두 역에서

변환 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연과 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체

험’하고 여러 표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을

둔 데서 기인한다.변환 근을 할 경우,자연 조형 환경과 인간의

계를 알아보고 단순히 미술 재료와 기법을 학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을 종교,과학,사회 등 복잡한 개념과 문화와 연 하여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두산동아 교과서의 체험 역 소단원 ‘생활 속 미술’은

“사람들은 지형과 기후에 맞추어 그에 알맞은 독특한 생활 문화를 만들

며 살아왔다.이러한 생활 문화는 건축물과 조형물의 형과 색,문양 등에

서 다양하게 나타난다.”,“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

움을 비교해 보고‥표 력을 길러 보자.”와 같은 텍스트(장선화 외,

2013:12)에서 보듯,건축물과 조형물의 형과 색,문양과 같은 표 인

계들을 탐구하기 해 기여 근 방법이 사용되었다.그러나 변환

근 방법을 통해 미술과 생태 환경,고유의 미의식,주변 환경 등을 복

합 으로 탐구할 수 있다.핀란드 통 신발과 우리나라 통 꽃신을 통

해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의 기후와 생활 문화의 차이를 알 수 있고,고

구려 연꽃무늬 막새기와와 신라 연꽃무늬 막새기와를 통해 종교와 미의

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어진 것임을 학습할 수 있다(장선화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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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마지막으로 감상 역에서는 사회 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해 요한 사회 이슈를 이끌어 내고 그것과 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사회 근 방

법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소통 방식과 문화,미술의 사회

기능과 역할,사회 쟁 등에 해 이해하고 행동할 기회가 부족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회 근을 할 경우,학생들이 미술로부터 사회

메시지를 읽고 생각하며 학습한 내용과 련된 로젝트와 활동을 수

행할 기회가 확 될 수 있다. 를 들어,미진사 교과서는 감상 역의

소단원 ‘미술 속 사회 이야기’에서 변환 근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

의 ‘미화’,사회에 한 ‘비 ’,‘상징’과 같은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 다. 한 소주제 ‘사회에 한 비 ’과 텍스트 “많은 술가들이 인

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쟁의 폭력성과 사회 부조리를 작

품으로 고발하 다.19세기 고야는 무장한 랑스 군 가 에스 냐의 민

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극 으로 그렸고,20세기 피카소는‥사회

심을 불러 일으켰다.”(조 외,2010:210)를 통해 미술을 통해 에스

냐의 민간인 학살과 내 과 같은 당시의 역사 사건이나 시 상황을

이해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단원을 사회 근 방법으로 으로써,작

품의 사회 의미에 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학생들이 사회문제와

련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과 실천을 하여 사회 변화를 모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쟁,폭력,차별 등 사회 이슈를 반 한

디자인을 찾아보고,이를 참고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주제

로 한 계몽의 목 을 띈 포스터 디자인 작업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등에서 동화 근보다 다문화 근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이는 다수자 심에서 소수자 심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며 주류에 통합할 것을 거부한다는 에서 여성 주의 시각과 맥

락을 같이 한다고 보인다.교과서에서의 다문화 근을 통해서 학교

다문화교육의 목표인 문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체성

을 재인식하게 하는 것,나아가 학교 개 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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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최충옥 외,2010:73)에 효과 으로 다

가갈 수 있다.

셋째,미술 작품 도 에 있어 국가 편 상을 지양하여,유럽과 미국

등 유럽․게르만 문화권 외에도 동남아시아․슬라 ․아 리카․이슬람

문화권 등의 작품이 더욱 많이 수록되어야 한다.즉 아 리카와 남미

는 물론 오세아니아,남미,아 리카,아랍권의 미술 작품 등 다양한 국

가의 삽화가 다루어져야 한다.미술 작품은 그것이 제작된 각 국가의 정

치․사회 문맥과 통 등 정체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과서의 작품이 서구 문화권에 편 된다면 학생들이 작품이 내포하는

서구 인 틀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험이 있다.

넷째,미술교과서에서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이 ‘미술 작품’의

하나로서보다 ‘여성’에 을 두어 소개될 필요가 있다.미술 작품 속

여성의 모습에 좀 더 심을 갖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여

성이미지가 미술사에서 어떻게 재 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재 2009개정 미술교과서에서는 작품 속 여성의 모습에 주목하

기보다는,사조별 특징을 이해하기 한 표 작품,각종 재료 용구의

특성에 한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다양한 표 방법 기법이 활용

된 사례 등으로 여성 이미지를 사용하 다.많은 내용을 한정된 범 와

시간 내에 달해야 하는 학교 미술 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모든

역에서 여성 이미지에 한 학습을 하기 어려우므로 감상 역에서 심화

학습 등을 통해 작품 속 여성의 모습에 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미술교과서에 있어 여성 문제가 주제로써 보다 충분히 논의되

어야 한다.여성 문제는 여성과 련한 사회,문화 심에 한 작가의

의견이나 주장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달된 사례,여성 문제에 한 학

생의 생각을 시각 으로 달할 방법을 표 하는 활동,여성을 담은

고 이미지 읽기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제시

했듯이,여성 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사회 ․문화 ․종교 맥락

등에서 들여다보면 여성의 순결과 지조에 한 념,순응 이고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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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성,남성의 특권과 부계를 따르는 가부장 문화 등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이러한 미술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여성

문제를 보다 쉽게 하고 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여섯째,미술교과서 속 미술 작품의 도 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더

욱 많이 실려야 할 필요가 있다.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소개될 경

우,여성 문제에 한 인식이나 여성에 한 의식,그리고 여성에 한

형상화 등이 더욱 다양하고 극 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인다.여성

작가들은 남성 작가들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주의 시각을 갖

고,그러한 시각을 작품으로 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결과 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여성에 한 다양한

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성 심 인 편견에서 벗어나 성별의 문

제에 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페미니즘 미술에 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학생들이 다소 생소한 개념

을 함으로써 미술을 새로운 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성별 계에 한

비 시각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곱째,2009개정 학교 미술교과서의 여성이미지를 문화 이해의

에서 분석한 결과, 부분 비교론 에서 작품을 제시하고 설명하

음을 알 수 있다.물론 비교론 으로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작품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으나,타문화에 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타문화에 한 존 과 수용, 용 등의 태도를 기르기

해서 비교론 보다는 상 론 이 더욱 요구된다.

여덟째,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문화,편견,평등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따라서 다문화교

육이 고르게 이루어지려면 력,정체성 형성,다양성의 측면이 강조되어

야 한다.

아홉째,교육인 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 미술교과서 내용의 선정과

조직 기 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련 자료(작품,참고 도

,삽화,사진 등)는 학습 목표 달성에 직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양식별․ 역별에 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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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지 못하 다.따라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선정에 있어 시 별․지역별로

다양한 작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여성이미지를 통해 여성에 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학생들은 교과서 속 여성이미지들을 통하여 무의식 으로

여성에 한 념을 형성할 수 있고,그에 한 별도의 비 인 설명이

없으면 자신이 내린 왜곡된 여성상을 그 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따

라서 교과서에서 미술 작품의 여성이미지를 의도 으로 활용해서 여성에

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 등을 인식하게 하거나,미술사 속의 여성 차별

인 메커니즘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 하게 하는 활동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여성이

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활용한 다문화미술 수업 방안 연구,뱅크스

(Banks)외 다른 학자들의 다문화 근 방법을 이용한 미술교과서 내용

분석,변환 근과 사회 근 방법으로 바라본 다문화미술교육 로

그램 연구 등의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활용한 다문화미술 수업이 이루어질 경

우,수업이 학생의 여성에 한 시각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

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여성이미지 혹은 여성이미지를 다룬 미술

작품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 된다면,미술교육 분

야가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문화교육에 련된 이슈를 발 시키는

데 본 연구 결과가 기 연구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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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셰(Boucher,Francois/ 랑스/1703~1770), 두르 부인의 상,캔버

스에 유채/212×164cm, 성출 사,1758년,237p.

샤갈(Chagall,Marc/러시아→ 랑스/1887~1985),도시 에서,캔버스에

유채/139×197cm, 성출 사,1914~1918년,79p.

새 사냥,회벽에 채색/83×97cm,교학연구사,기원 1500년경 이집트,

36p.

스코 런드(Skoglund,Sandy/미국/1946~),방사능 고양이,C 린트

/164×213cm, 성출 사,1980년,245p.

앵그르(Ingres,Jean-Auguste-Dominique/ 랑스/1780~1867),드 로그

리 왕자비의 상,캔버스에 유채, 성출 사,1855년,_238p.

이 호(한국),라이 러리 아이패드 앱,미디어, 성출 사,2010년,

184p.

오지호(1905~1982년/한국),아내의 상,유채/72×52.7cm,교학연구사,1936

년,209p.

작가 미상,두루마기와 장옷,사진/20×13cm,두산동아,1904년,124p.

작가 미상,새 사냥,회반죽에 채색/높이 81cm, 성출 사,BC1390년-

이집트,236p.

작가 미상, 아부심벨 신 ,라메세스 2세의 좌상/높이 20m,지학사,

B.C.1304~1237년/이집트,222p.

작가 미상,죽음의 서, 피루스에 채색/45.7×83.4cm, 성출 사,BC

1290년,176p.

작가 미상,태양신을 숭배하는 이크나톤 왕과 그의 아내 네페르티티,석

회석/102×50.8cm,두산동아,B.C.1365~1349/이집트,106p.

작가 미상,투탕카멘 왕과 그의 아내,나무에 박/채색,두산동아,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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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경,198p.

작가 미상, 라오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나무에 박과 채색,미진사

기원 1350년경,209p.

정종미(1957~/한국),보자기 부인,한지/천/염료/90×72cm,지학사,2007

년,69p.

카유보트(Caillebotte,Gustave/1848~1894/ 랑스), 유럽의 다리, 유채

/125×180cm,교학연구사,1876년,33p.

카유보트(Caillebotte,Gustave/ 랑스/1848~1894), 리,비오는 날,캔버

스에 유채/212.1×276cm, 성출 사,1877년,74p.

카유보트(Caillebotte,Gustave/1848~1894/ 랑스), 리,비 오는 날(캔버

스에 유채/212×276cm,미진사,1877년,56p.

에이크(VanEyck,Jan/1395?~1441/ 랑드르),아르놀피니 부부 상,

패 에 유채/82×60cm,미진사,1434년,188p.

에이크(Eyck,Janvan/1395?~1441/ 랑드르),아르놀피니의 결혼,나무

에 유채/82×59.5cm,교학연구사,1434년 작,153p.

에이크(동생)(VanEyck,Jan/1380~1441/ 랑드르),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유채/83×60cm,지학사,1434년,222p.

2.일하는 여성

김홍도(1745~1818이 /조선 시 ),빨래터,수묵 담채/27×22.7cm,지학

사,219p.

구 (仇英/16세기 엽/ 국), 나무 정원에서 골동품 감상,수묵 채색

/41.1×33.8cm,교학연구사,16세기 엽,169p.

네그 테 리라(NegreteLira,Ezequiel/멕시코/1902~1961), 심 식사,캔

버스에 유채/60×70cm,천재교육,1930년,233p.

미트라(Mitra,Anirban/인도/1981~),도라에몽의 선물,캔버스에 아크릴

/121.25×90cm, 성출 사,2010년,244p.

(Millet, Jean Francois/1814~1875/ 랑스), 이삭 기,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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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11cm,지학사,1857년,223p.

(Millet,Jean-Francois/1814~1875/ 랑스),이삭 는 사람들,캔버스

에 유채/83.5×110cm,미진사,1857년,199p.

(Millet,Jean-Francois/ 랑스/1814~1875),이삭 는 사람들,캔버스

에 유채/83.5×110cm,천재교육,1857년,226p.

(Millet,FrancoisMillet/ 랑스/1814~1875),이삭 는 여인들,캔버

스에 유채/83.5×110cm, 성출 사,1857년,238p.

박수근(1914~1965년/한국), 구질하는 여인,캔버스에 유채/130×97cm,

미진사,1954년,83p.

반에이크(동생)(Van Eyck,Jan/네덜란드/1395~1441),마르가리타 부인,

나무 에 유채/32.5×26cm,천재교육,1439년,107p.

맞이 사 활동(부산 곡동/2009년), 성출 사,14p.

스테인(Steen,Jan/네덜란드/1626?~1679),방탕한 가정,캔버스에 유채

/88×89cm,천재교육,1661~1664년,206p.

시냐크(Signac, Paul/1863~1935/ 랑스), 우물가의 여인들, 유채

/195×131cm,지학사 1892년,50p.

이윤하(1974~/한국), 인 을 한 일러스트 이션,아크릴/30.5×54.5cm,

지학사 2003년,134p.

오 지 모양을 한 오 지 가게(캐나다),지학사,26p.

오윤(한국/1946~1986),김장,다색 고무 화/28×35cm, 성출 사,1984

년,102p.

윤효 (1917~1967/한국),물동이를 인 여인,나무/125×48×48cm,두산동

아,1940년,180p.

윤효 (한국/1917~1967),물동이를 인 여인,나무/높이 128cm,천재교육,

1940년,218p.

작자 미상,만경 내진찬 5,6폭,비단에 채색/146.7×504.2cm,교학연구

사,1887년,176p.

쿠르베(Courbet, Gustave/1819~1877/ 랑스), 키질하는 여인, 유채

/131×167cm,지학사,1853년,2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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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메이르(Vemeer,DelftJan/1632~1675/네덜란드), 울질하는 여인,유

채/42×35.5cm,지학사,1665년,209p.

피사로(Pissarro,Camille/1830~1903/덴마크→ 랑스),빨래 는 여인,캔

버스에 유채/41×32.5cm,두산동아,1887년,64p.

피셔(Fisher,Valori/미국/1957~),지 토 일러스트 이션, 성출 사,

186p.

한애규(1953~ /한국), 즐거운 우리 집-신바람, 테라코타에 채색

/42×39×33cm,교학연구사,1993년,21p.

핸슨(Hanson, Duane/1925~1996/미국), 객, 폴리에스테르

/64×64×47cm,교학연구사,1970년,107p.

핸슨(Hanson, Duane/미국/1925~1996), 객들, 폴리에스터

/119.4×165.1×162.6cm,천재교육,1970년,61p.

핸슨(Hanson,Duane/1925~1996/미국),쇼핑용 손수 를 미는 여인,폴리

에스테르,기타/높이 161cm,지학사,1969년,205p.

핸슨(Hanson,Duane/미국/1925~1996),쇼핑 카트를 미는 여인,폴리에스

테르 수지,유리 섬유,액세서리/실물 크기, 성출 사,1970년,117p.

후쿠다 미란(福田美蘭/일본/1969~), 록색 거인, 패 에 아크릴

/227×18cm, 성출 사,1989년,220p.

3.어머니

김기창(1913~2001년/한국),가을,비단에 채색/117.5×110cm,교학연구사,

1934년,209p.

김홍도(1745~1818이 /조선 시 ),새참,종이에 수묵 담채/28×24cm/보

물 제 527호,두산동아,18세기 경,179p.

뒤러(Durer,Albrecht/독일/1471~1528),뒤러의 어머니,종이에 목탄

/42.1×30.3cm,천재교육,1514년,113p.

라 엘로(Raffaello,SanziodiUrbino/1483~1520/이탈리아), 원의 성모,

나무 패 에 유채/113×88cm,미진사,1506년,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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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daVinci/이탈리아/1452~1519),암굴의 성

모,패 에 유채/120×189.5cm,천재교육,1491~1508년,33p.부분

마리솔(Marisol,Escobar/1930~/ 랑스),가족,나무/철/페인트/천/액세서

리 등/202×160×185.4cm,두산동아,1963년,53p.

미 란젤로(Michelangelo,Buonarroti/1475~1564/이탈리아),론다니니 피

에타, 리석/높이 195cm,미진사,1564년,167p.

미 란젤로(Michelangelo,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피에타, 리

석/높이 174cm, 성출 사,1499년,237p.

(Millet,JeanFrancois/1814~1875/ 랑스),아이들에게 수 를 떠먹

이는 어머니,유채/74×60cm,교학연구사,1860년,38p.

박래 (1920~1976/한국),이른 아침,종이에 담채/181×240cm,미진사,

1956년,156p.

박수근(1914~1965/한국),길,유채/31×18cm,지학사,1964년,194p.

박수근(한국/1914~1965),앉아 있는 여인,캔버스에 유채/45.5×53cm,천재

교육,1958년,218p.

쇠라(Seurat,GeorgesPierre/1859~1891/ 랑스,수를 놓은 어머니,콩테

/32.5×24cm,교학연구사,1883년,28p.

스코 런드(Skoglund,Sandy/미국/1946~), 붕어의 복수,시바크롬

컬러 린트/70×89cm, 성출 사,1981년,78p.

이달주(1920~1962/한국),귀로,캔버스에 유채/110.5×149.5cm,두산동아,

1954년,40p.

이 섭(1916~1956/한국),길 떠나는 가족,종이에 연필/유채/20×27.7cm,

두산동아,1954년,197p.

윤석남(한국/1939~), 어머니Ⅱ-딸과 아들, 나무에 혼합 재료

/230×220×500cm, 성출 사,1993년,63p.

조토(GiottodiBondone/이탈리아/1266(7)~1337), 의 성모,나무 에

템페라/325×204cm,천재교육,1310~1311년경,107p.

첸(?/싱가포르/1906~),사테 는 소년,캔버스에 유채/135×161cm,천재

교육,1964년,2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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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트(Cassatt,Mary Stevenson/1844~1926/미국),Under the Horse

ChestnutTree,드라이포인트/애쿼틴트/40.3×28.7cm,두산동아,1898년 ,

96p.

피카소(Picasso, Pablo/1881~1973/에스 냐), 비극, 나무 에 유채

/105.3×69cm,교학연구사,1903년,26p.

호크니(Hockney,David/1937~/ 국),어머니,사진,교학연구사,1992년

,101p.

4.뮤즈

로트 크(Lautrec,HenrideToulouse/1864~1901/ 랑스),디방 자포내,

석 화/80.8×60.8cm,지학사,1892~1893년,89p.

란쿠시(Brancusi,Constantin/1876~1957/루마니아→ 랑스),잠든 뮤즈,

리석/17.2×27.6×21.2cm,미진사,1909~1910년,46p.

5.팜므 탈

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daVinci/1452~1519/이탈리아),모나리자,

나무 패 에 유화/77×53cm,두산동아,1503~1506년,188p.

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daVinci/1452~1519/이탈리아), 모나리자,

목 에 유채/77×53cm,미진사,1503~1506년,68p.

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1452~1519/이탈리아),모나리자,

유채/75×53cm,지학사,1503~1505년경,122p.

바비에(Barbier,Georges/ 랑스),이 닝 드 스,교학연구사,1927년,

141p.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마릴린 먼로, 실크 스크린/각

91×91cm,천재교육,1962년 작,117p.

워홀(Warhol,Andy/1928~1987/미국),마릴린 먼로,부분/실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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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1.5cm,미진사,1967년,173p.

워홀(Warhol,Andy/1928~1987/미국),마를린 먼로,실크 스크린/10 가

운데 6 /각 91.5×91.5cm,교학연구사,1967년,27p.

워홀(Warhol,Andy/1928~1987/미국),청록색 마릴린,실크 스크린에 먹/

아크릴/101.5×101.5cm,두산동아,1964년,192p.

6.춤추는 여성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1753~1806/일본 에도 시 ),춤추는 여

자,수묵 채색/35.8×24.3cm,지학사,1793~1794년경,221p.

드가(Degas,HilaireGermainEdgar/1834~1971/ 랑스),리허설,캔버스

에 스텔/59×83.8cm,미진사,1873~1874년,44p.

드가(Degas,Hilaire/1834~1917/ 랑스),분장한 무희들의 등장,캔버스에

스텔/49×64.7cm,두산동아,1879년,86p.

드가(Degas,HilaireGermainEdgar/1834~1917/ 랑스),출연 기, 스

텔/99.8×119.9cm,교학연구사,1879년,29p.

로트 크(Lautrec,HenrideToulouse/1864~1901/ 랑스),마드모아젤 에

랑틴 무용단,석 화/61.5×80cm,미진사,1896년,172p.

르 아르(Renoir,PierreAuguste/ 랑스/1841~1919),물랭 드 라갈 트의

무도회,캔버스에 유채/131×175cm, 성출 사,1876년,238p.

샤갈(Chagall,Marc/1887~1985/러시아→ 랑스),아라비안 나이트,석

화/36.8×27.9cm,미진사,1948년,169p.

샤갈(Chagall, Marc/1887~1985/러시아→ 랑스), 음유 시인, 유채

/132×100cm,교학연구사,1943년,17p.

작자미상,무용도,회벽에 채색/무용총/부분,지학사,4세기 말~5세기 /

삼국 시 고구려,203p.

7.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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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스(Rubens,PeterPaul/1577~1640/ 랑드르), 리스의 심 ,패 에

유채/145×194cm,미진사,1634~1638년,18p.

베르니니 조반니(Bernini,Gian Lorenzo/이탈리아/1598~1680)아폴로와

다 네( 리석/높이 243cm,천재교육,1622~1623년,75p.

보티첼리(Botticelli,Sandro/1445~1510/이탈리아),비 스의 탄생,캔버스

에 템페라/172.5×278.5cm,미진사,1485년경,162p.

보티첼리(Botticelli,Sandro/이탈리아/1445?~1510),비 스의 탄생,캔버스

에 템페라/180×280cm, 성출 사,1485년경,237p.

보티첼리(Botticelli,Sandro/이탈리아/1445~1510),비 스의 탄생,캔버스

에 템페라/180×280cm/부분,천재교육,1485년,33p.

보티첼리(Botticelli,Sandro/1445~1510/이탈리아),비 스의 탄생,캔버스

에 템페라/172.5×278.5cm,교학연구사,1485년 작,37p.

보티첼리(Botticelli,Sandro/1444~1510/이탈리아),비 스 탄생,템페라

/172.5×278.5cm,지학사,1485년경,222p.

작자미상, 로의 비 스, 리석/높이 202cm,천재교육,기원 100년경,

42p.

작자미상, 로의 비 스, 리석/높이 204cm,두산동아,B.C.2세기 후

반/그리스,28p.

작자미상, 로의 비 스, 리석/높이 202cm,미진사,기원 2세기 그

리스,46p.

작자미상, 로의 비 스, 리석/높이 202cm, 성출 사,기원 100년

경,45p.

작자미상, 로의 비 스, 리석/높이 208.5cm,교학연구사,기원

130~100년경,33p.

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오스트리아/석회암/높이 10.3cm,천재교

육,구석기 시 ,224p.

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오스트리아/석회암/높이 10.3cm,두산동

아,구석기 시 ,1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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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석회암/높이 11.1cm, 성출 사,BC

25000년경-오스트리아,236p

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석회암/높이 11cm,미진사,기원

22000~21000년경,46p.

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석회암/높이 11cm,교학연구사,기원

25000~20000년경/오스트리아,33p.

작자미상,빌 도르 의 비 스,석회암/높이 11cm,지학사,구석기 시

/오스트리아,200p.

작자미상,사모트라 의 니 ( 리석/높이 3.2m,두산동아,B.C.190년경,

186p.

작자미상,요기니,사암/86.4×43.8cm,지학사,1025년,220p.

카바넬(Cabanel,Alexandre/1823~1899/ 랑스),비 스의 탄생,캔버스에

유채/130×225cm,미진사,1863년,44p.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1929~/일본),로미오와 리엣, 론즈에 채색/높

이 204cm,두산동아,1998년,28p.

8.미인

길버트(Gilbert,AnneYvonne/ 국),야생 백조 일러스트 이션, 성출

사,186p.

김재원,정유미(한국),가드닝에 한 동경, 성출 사,195p.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미진사,1937년/미국,19p.

르 아르(Renoir,PierreAuguste/1841~1919/ 랑스),보트 티에서의 오

찬,캔버스에 유채/129.5×172.7cm,두산동아,1881년,53p.

백 희(한국/1966~),국내 패션 고,컬러 사진, 성출 사,2005년,

17p.

신윤복(1758?~1820?/조선 시 ),미인도,종이에 수묵 담채/114.2×45.2cm,

두산동아,18세기말~19세기 ,88p.

신윤복(조선/1758?~1820?),미인도,비단에 수묵 채색/114×45.2cm,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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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18세기,62p.

신윤복(1759년경/조선 시 ),미인도,수묵 채색/114×45.2cm,미진사,18

세기 말,47p.

신윤복(1759년경/조선 시 ),미인도,부분/비단에 채색/114.2×45.7cm,교

학연구사,18~19세기 기,157p.

작자 미상(조선 시 ),미인도,수묵 담채/114.2×56.5cm,지학사,18세기,

184p.

연문희(한국),패션 일러스트, 성출 사,2010년,194p.

이상 (한국),한 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성출 사,2007년,194p.

클림트(Klimt,Gustav/1862~1918/스트리아), 키스(유채/180×180cm,지학

사,1907년,184p.

티소(Tissot,JamesJacques/1836~1902/ 랑스),L.L양의 상,캔버스에

유채/124×100cm,두산동아,1864년,199p.

라고나르(Fragonard,JeanHonore/1732~1806/ 랑스),그네,캔버스에

유채/81×65cm,두산동아,1767년 작,198p.

헌 홍보 포스터, 성출 사,19p.

9.창녀

베크만(Beckmann,Max/1884~1950/독일→미국),그룹 상화,목 화

/49.4×49.8cm,교학연구사,1923년,80p.

신윤복(1758?~1820?/조선 시 ), 단오 풍정, 종이에 수묵 담채

/28.2×35.3cm,두산동아,18세기말~19세기 ,91p.

신윤복(1759년경/조선 시 ,),단오풍정,종이에 채색/28.2×35cm,미진사,

18세기 말,152p.

신윤복(조선/1758?~1820?),단오도(부분),종이에 채색/28.3×35.2cm, 성

출 사,18세기,101p.

신윤복(조선/1758?~1820?),연소답청,종이에 채색/28.2×35.3cm, 성출

사,18세기,2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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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1749년경/조선 시 ),연소답청,채색/28.2×35.3cm,교학연구사,

204p.

신윤복(조선/1758?~1820?),월하정인,종이에 채색/28.2×35.2cm, 성출

사,18세기 후반,66p.

신윤복(조선/1758?~1820?),주유청강,종이에 수묵 담채/28.2×35.2cm,

성출 사,1805년,144p.

키르히 (Kirchner,ErnstLudwig/독일/1880~1938),베를린의 거리 풍경,

캔버스에 유채/121×95cm, 성출 사,1913년,130p.

10.여성 드

달리(Dali,Salvador/1904~1989/에스 냐→미국),회상의 여자 흉상,도자

기에 혼합 재료/54×45×35cm,교학연구사,1933년,16p.

데쿠닝(deKooning,Willem/1904~1997/네덜란드→미국),여인,캔버스에

유채/192.7×147.3cm,미진사,1950~1952년,201p.

데쿠닝(DeKooning,Willem/네덜란드→미국/1904~1997),여인 1,캔버스

에 유채/193×147cm, 성출 사,1952년,241p.

도 고(Domingues,Diana/ 라질/1947~),아르테노 그룹(ArtenoGroup),

심장 풍경,멀티센서/컴퓨터/가변 설치, 성출 사,2007년,124p.

뒤러(Durer, Albrecht/1471~1528/독일), 아담과 이 , 패 에 유채

/209×82cm,미진사,1507년,19p.

이(Ray,Man(미국/1890~1976),앵그르의 바이올린,종이에 실버 린

트/27.8×22.7cm,천재교육 ,1924년,134p.

제(Leger, Fernand/ 랑스/1881~1955), 세 여인, 캔버스에 유채

/183.5×251.5cm,천재교육,1921년,32p.

로댕(Rodin,FrancoisAugusteRene/ 랑스/1840~1917),지옥의 문,청동

/396×100×775cm, 성출 사,1880~1888년,210p.

루소(Rousseau,Henri/ 랑스/1844~1910),꿈,캔버스에 유채

/204.5×298.5cm,천재교육,1910년,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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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Rousseau, Henri/1844~1910/ 랑스), 꿈, 캔버스에 유채

/204.5×298.5cm,미진사,1910년,200p.

마네(Manet, Edouard/1832~1833/ 랑스), 올랭피아, 캔버스에 유채

/130.5×190cm,미진사,1863년,44p.

마네(Manet,Edouard/1832~1883/ 랑스),풀밭 의 심,캔버스에 유채

/208×264.5cm,두산동아,1863년,209p.

마네(manet, Edouard/1832~1883/ 랑스), 풀밭 의 심, 유채

/214×279cm,교학연구사,1863년,38p.

마티스(Matisse,Henri/1869~1954/ 랑스),춤,유채/259.7×390.1cm,교학

연구사,1909년,31p.

마티스(Matisse,Henri/1869~1954/ 랑스),춤,유채/260×391cm,지학

사,1909~1910년,212p.

매쳉제(Metzinger,Jean/1883~1956/ 랑스),차 마시는 시간,마분지에 유

채/75.9×70.2cm,교학연구사,1911년,25p.

모네(Monet,Claude/1840~1926/ 랑스), 풀밭 의 심,부분/캔버스에

유채/248×218cm,두산동아,1865~1866년,209p

쇠라(Seurat,GeorgesPierre/ 랑스/1859~1891),등을 보인 자세,패 에

유채/24.5×15.5cm,천재교육,1886년,31p.

앵그르(Ingres,JeanAugusteDominique/1780~1867/ 랑스),그랑 오달

리스크,캔버스에 유채/91×162cm,미진사,1814년,46p.

앵그르(Ingres,JeanAugusteDominique/1780~1867/ 랑스),그랑 오달

리스크,부분/캔버스에 유채/91×162cm,미진사,1814년,99p.

앵그르(Ingres,Jean Auguste Dominique/1780~1867/ 랑스),목욕하는

여인,유채/146×97.5cm,지학사,1808년,223p.

앵그르(Ingres,Jean-Anguste-Dominique/ 랑스/1780~1867),오달리스크,

캔버스에 유채/91×163cm,천재교육,1814년,226p.

앵그르(Ingres,Jean-Anguste-Dominique/1780~1867/ 랑스), 오달리스

크,캔버스에 유채/91×162cm,두산동아,1814년,189p.

이갑열(한국/1949~),호모사피엔스-찬란한 진화 B.C.20110301,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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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섬유/LED/가변 설치, 성출 사,2011년,123p.

이 섭(1916~1956/한국), 춤추는 가족, 유채/22.7×30.4cm, 미진사,

1953~1954년,42p.

작자 미상(아 리카 말리),여인 형상,나무/높이 59.5cm,천재교육,연

미상,91p.

무용가 (Fleming, aureen/1955~/미국)과 사진가 배병우

(1950~/한국), 원의 물,퍼포먼스,미진사,2008년,39p.

피카소(Picasso,Pablo/1881~1973/에스 냐),아비뇽의 아가씨들,캔버스

에 유채/183.5×251.5cm,미진사,1921년,58p.

피카소(Picasso, Pablo/1881~1973/에스 냐), 아비뇽의 처녀들, 유채

/245×235cm,지학사,1907년,223p.

피카소(Picasso, Pablo/1881~1973/에스 냐), 아비뇽의 처녀들, 유채

/244×234cm,교학연구사,1907년,32p.

피카소(Picasso,Pablo/에스 냐/1881~1973),아비뇽의 처녀들,캔버스에

유채/244×235cm, 성출 사,1907년,240p.

해 턴(Hamilton,Richard/1922~/ 국),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

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사진콜라주/26×24.8cm,미진사,1956

년,45p.

11.새로운 여성상

고갱(Gauguin,EugeneHenriPaul/ 랑스/1848~1903),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캔버스에 유채

/139.1×374.6cm,천재교육,1897년,124p.

뒤샹(Duchamp,Marcel/1887~1968/ 랑스→미국),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유채/147×89cm,지학사,1912년,207p.

들라크루아(Delacroix,FerdinandVictorEugene/ 랑스/1798~1863),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325cm,천재교육,1831년 ,

2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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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라크루아(Delacroix,FerdinandVictorEugene/1798~1863/ 랑스),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325cm,두산동아,1831년,

189p.

들라크루아(Delacroix,Eugene/1798~1863/ 랑스),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유채/260×325cm,미진사,1830년,199p.

들라크루아(Delacroix,FerdinandVictorEugene/ 랑스/1798~1863),민

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325cm, 성출 사,1830

년,238p.

생팔(Saint-Phalle,Nikide/ 랑스/1930~2002),나의 사랑 로지,천과 양

모/페인트와 철망/225×150×85cm,천재교육,1965년,208p.

앵그르(Ingres,Jean-Auguste-Dominique/ 랑스/1780~1867),샤를 7세

식에서의 잔 다르크, 캔버스에 유채/240×178cm, 성출 사,

1851~1854년,247p.

이이남(1969~/한국),신모나리자 Digitalized-Monariga,비디오 설치/2분,

지학사,2006년,122p.

칼로(Kahlo,Frida/멕시코/1907~1954),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

상,캔버스에 유채/62.3×47.6cm,천재교육,1940년,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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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contentofthe

arttextbookofsecondary

schoolseenfrom a

multi-culturalarteducation

perspective

Kwak,Se-ha

MajoredinInterdisciplinaryProgram

ofArt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istheresearchofthecontentsofanarttextbook

forSecondaryschool Schoolsrevisedin2009inviewpointof

multi-culturaleducation.Concretely,thepurposesofresearch

are to review the contents ofthe revised arttext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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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schoolsin2009withanapproachmethodformulti

culturaleducationandanalyzewomenimagesinviewpointof

multiculturaleducation.Todoso,firstlytheexistingresearch

andthecontentsformulticulturalarteducationwerereviewed

toconsidertheoreticalbackground.And,itwasaddressedhow

co-relationship was like between human character in the

revisedarteducationcourseof2009,goalsofartsectionand

education goals of secondary schools and multi cultural

education.Secondly,current contents of art textbooks of

secondaryschoolssuchaslessonsofexperience,expressionand

appreciation,sub lessons,goals oflessons and contents of

lessons)were analyzed with 4 approach methods formulti

culturaleducationcourses.Thirdly,theplatescoveringwomen

imageswereanalyzedinviewpointofmulticulturaleducation.

Thesignificanceofresearch isplaced on having analyzed

women images described in thearttextbooks ofsecondary

schoolsatthestanceofmulticulture.Analysisoftextbooksin

viewpointofmulticulturaleducation is meaningfulto help

peoplerespectothergroupswithdifferentrace,gender,religion,

peopleandtheircultureandalsodeepen theirunderstanding

aboutthem.

Thecontentsofthisthesisareasfollows:First,inChapterⅠ

thepurpose,contentsandimportanceofresearchareaddressed.

Next,inChapterⅡ theexistingresearchisreviewedintoa

variety ofresearchessuch asmulticulturalviewpoint,multi

cultural educ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alysis of the

contentsofeachpartofarttextbookofsecondaryschool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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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ofwomenimages.Also,thetheoriesrelatedwithmulti

cultural art education was investigat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ofmulticulturalarteducation.Also,bylooking

foremphasizedpartsofmulticulturaleducationintherevised

arteducationcoursein2009andfiguringouthow theywere

connected,theco-relationbetweenthe2009revisedarttextbook

ofsecondaryschoolsandmulticulturaleducationisdrown.In

ChapterⅢ,lessonsofexperience,expressionandappreciation

areas, sublessons,goalsoflessonsandcontentsoflessons

werereviewedthrough4approachmethodsforBanks’multi

culturaleducationcourseandinChapterⅣ analysisofwomen

images and texts centered on the plates ofartworks was

conducted by 3 methods such as viewpoint of analysis

cirteria-culture understanding, contents of multi cultural

educationandselectionandorganizationofthecontentsofart

textbooks ofsecondary schools giv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Main contents

dealtineachChapterareasfollows;

First,theexistingresearchwasreviewedintomulticultural

art education viewpoint,development directions for multi

culturaleducation,arealanalysis in the art textbooks of

secondaryschoolandanalysisofwomenimages.

Also,itisidentifiedthatanalysisofexperience.expression

and appreciation realm in art textbooks with 4 approach

methodson multiculturaleducation ofBanksshowed each

approachmethodwasdifferentaccordingtothecharacteristicof

eachre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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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theplatesofartworkscovering womenimagesin

the revised arttextbook in 2009 ofsecondary schools are

analyzedinto11topics.

This research seeks directions foreff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in arttextbooksby analyzing thecontentsofthe

revised art textbook in 2009 and the plates of artworks

describingwomenimagesinmulticulturalviewpoint.

keywords:Multi-culturaleducation,textbook,women'simage,

educationprocess,Artwork,analysisofsecondary

schoolarttextbook

StudentNumber:2011-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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