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미술경영학 박사학위논문

사회적 행위로서의

미술관교육에 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Museum Education asSocial Action
-Focusing on Case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조 장 은



사회적 행위로서의 

미술관교육에 대한 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영 목

이 논문을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조 장 은

조장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금 현 섭      (인)

      부위원장       이 보 아      (인)

      위    원       양 지 연      (인)

      위    원       윤 동 천      (인)

      위    원       정 영 목      (인)



i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가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에 

미치는 순기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개념이 포함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 그리고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관1) 

으로서 미술관의 성격을 규명하고, 공공성 실천을 촉매하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통과 참여, 예술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지향하는 현대의 미술관과 미술관교육은 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인식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시 공간으로 출발한 국내 미술관의 특수성은 그간 미술관교육을 선

택적 영역으로 인식하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술관 

관련 정책과 제도, 조직 문화 역시 전시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기관의 

문화와 정서에 영향을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뮤지엄 3.0시대2)

를 맞아 그간 미술관이 사회에 기여한 성과와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미술관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들은 사회적 의제에 반응하고 관람객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최근 국내외 미술관들로부터 목격

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미술관교육을 미술관과 사회의 매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1) 김세훈,『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미메시스, 2008), p. 26.
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변화하는 미술관: 새로운
  관계들’에서 영국 미들즈브러 현대미술관(Middlesbrough Institute Of Modern 
  Art, MIMA) 알리스테어 허드슨(Alistair Hudson) 관장이 발표한 내용.“훌륭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뮤지엄 1.0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예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2.0시대이다. 그리고 3.0시대는 이미 마련된 구조에  
  참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 기반(usership)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뮤지엄 3.0 시대의 미술관은 모든 사용자의 행동의 총합으로 그 최종  
  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창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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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행하는 사회적 행위와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

고자 하였다. 오브제 중심에서 관람객과의 소통으로 지향점이 이동하는 

오늘날의 미술관은 예술의 이해와 해석, 경험을 매개하는 교육 활동에 대

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관람객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미술관교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관 현장의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변환시키고 공공재원을 대중에게 공익적으로 재분배하는‘사회적 행위’

로서 미술관교육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미술관의 대표성을 띤다는 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연

구의 사례로 설정하고, 미술관교육 30여 년의 역사를 정책·제도 등의 변

화에 근거하여 시기별로 분석, 외부 환경에 대응하며 확장해 온 과정을 

통해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1986년)과 함께 

시작한 미술관교육이 평생교육의 실천,「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에 따

른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확산,「문화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역사의 흐름 안에서‘사회적 행위’를 보여

주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동참해온 미술관교육의 구

체적인‘사회적 행위’는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평생교육의 실천 등 영역

별 사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한편, 미술관교육이 실천하는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국립현

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PCSI) 항목을 부분적으로 활

용, 미술관의 공공재원이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는 성과(‘소통’, 문

화자본,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미술관의 사회적 책무성 실천(‘참여’, 사

회적 책무성, 예술의 도구적 가치)의 두 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교육 

참여자가 전시 관람자에 비해 문화자본과 미술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미술관교육은 문화자본과 미술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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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는 외부 정책과 제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참여자의 요구에 대응하며‘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

적 책무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의 정체성 구축은 사회와 소통하는 공론의 

장, 예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참여의 장으로서 미술관이 공공성

을 실천하기 위한 조건일 것이다.  

주요어: 미술관교육, 사회적 행위(자), 공공성, 문화자본, 사회적 책무성

학  번: 2012-31017



iv

목    차 

제 Ⅰ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점······························· 3

제 Ⅱ 장 미술관 및 미술관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8

제 1 절 사회적 맥락에서의 연구 대상의 개념················· 8

    1. 현대미술의 사회적 속성과 소통의 양상························· 9

    2. 미술관과 공공성··································································· 12

제 2 절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 16

    1. 미술관교육의 정의 ······························································· 16

    2. 21세기 미술관교육의 이슈 ················································· 18

제 Ⅲ 장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 22

제 1 절 ‘사회적 행위’와 미술관교육에 대한 논의····· 22

    1.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 23

    2. 미술관의 재정의와 사회적 인식 제고····························· 24

 제 2 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례 연구············· 26

    1.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변화 · 27

    2. 사회적 행위로서의 미술관교육 사례 연구 ····················· 49



v

제 Ⅳ 장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성········ 64

제 1 절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 64

    1. 미술관의 사회적 영향과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65

    2. 미술관교육의 효과성 측정 지표 개발과 분석··············· 72

    3. 자체사업평가 분석 ····························································· 85

 제 2 절‘사회적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의 역할 재정립·· 88

    1.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하는 미술관교육 ··························· 89

    2.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미술관교육 ······························· 94

    3. 미술관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97

 

제 Ⅴ 장 결론·······························································101

참고문헌·········································································106

Abstract ··········································································110



vi

표   목   차

[표 1]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4 

[표 2]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시기 구분 ················································································ 28

[표 3] 제1기 미술관교육 추진 사업 및 참여자 통계표 ············· 33

[표 4] 제2기 미술관교육 추진 사업 및 참여자 통계표 ············· 38

[표 5] <문화나눔(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사업 변화 추이 ········· 43

[표 6] 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략··············································· 46

[표 7] 과천관 연도별 관람객 대비 어린이미술관 

      관람·교육 인원 현황······························································ 47

[표 8]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57

[표 9]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 58

[표 10] 3관 성인 교육 추진 전략····················································· 60

[표 11] 연도별 도슨트 지원자 수 ··················································· 62

[표 12] Matarasso 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1997 ······································································· 68

[표 13] 박물관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 69

[표 14]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측정을 위한 변수 구성··············· 77

[표 15] 연도별 PCSI 인구학적 변수 ················································· 78

[표 16] 사회적 책무성, 문화자본 간 상관관계 (2016년)························· 81

[표 17] 사회적 책무성, 문화자본 간 상관관계 (2017년)························· 82

[표 18] 참여 유형에 따른 개인 문화자본 평균 검정 ··················· 82

[표 19] 참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평균 검정 ··················· 83



vii

[표 20] 회귀분석 결과········································································· 83

[표 21] 최근 3년간 자체사업성과 조사 결과································· 86

[표 22]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동기··················································· 91 

[표 23] 학예연구실 인력 현황 ··························································· 98

[표 24] 2008∼2017년도 교육 및 전시 예산 현황 ························· 98



viii

그 림  목 차

[그림 1] 1996년∼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추이·············································································· 30

[그림 2] 미술관 교육 워크·샾 브로슈어 ······································· 34

[그림 3] 미술교사특별강좌 브로슈어 ··············································· 34

[그림 4] 2000년 퐁피두센터 세미나 ··············································· 37

[그림 5] 1996년 <토요미술강좌> 브로슈어 ····································· 37

[그림 6]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담당 인력 규모 변화 추이 ········· 49

[그림 7] 파빌리온 프로젝트······························································· 52

[그림 8]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전략도 ············· 54

[그림 9]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 전략도········· 56

[그림 10] 국립현대미술관 성인 교육 전략도 ································· 60

[그림 11]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측정 모형 ··························· 75

[그림 12]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분포  79

[그림 13] 참여 유형별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 분포········· 80

[그림 14] 성별에 따른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 분포······· 80

[그림 15] 연령대에 따른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 분포····· 81

[그림 16] 방문횟수에 따른 미술관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정도····· 90

[그림 17] <MMCA 컬렉션 강좌> ························································ 95

[그림 18] 시간대별 비콘 이용 현황 ················································· 96



1

제 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정체성 구축과 공공성 실천에

서 미술관교육이 수행하는 순기능을 탐색하고,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미술관은 공공재이며 미술

관이 다루는 예술 역시 가치재인 동시에 미술관의 활동은 사회적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사회적 맥락에서 미술관을 연구한 성

과는 미비하다. 20세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변동이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의 이행은 미술관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기존 문화 권력을 생산하고 미학적 학문 세계를 공간화·시각화하

며 견고히 자리 잡아 온 미술관의 권위는 사회 내 타 영역들과 경쟁하

게 되었다. 또한 큐레이터의 권력 역시 대중으로부터 도전 받기 시작

했고, 미술관 경영에 있어서도 생존의 방안으로서 관람객에 대한 관심

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3) 현대 사회에서 미술관은 기관의 내적 

논리로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정립

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미술관의 존재론은 관람객과 그들을 둘러싼 사

회적 환경 및 의제들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노력에 의해 성립될 수 있

다. 후퍼 그린힐(E. Hooper-Greenhill)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미술관 현

장의 변화 요인을 보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미술관에 대한 요구와 

3) Eilean Hooper-Greenhill,“Changing values in the art museum: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00, pp.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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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미술관의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중, 미술관에 대

한 심도 깊은 이해와 지식의 요구, 교육적 활동을 강조하는 정책의 확

대 등으로 보았다.4) 이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를 가능케 하는 미술관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미술관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다. 최근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5)에 의하면, 관람객은‘충분한 전시 설명’(81.8%)과 ‘충실

한 소장품 자료 제공’(80.4%) 등의 중요성 못지않게,‘평생교육의 필

요성’(81.4%)과,‘교육프로그램의 횟수와 양’(80.6%)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람객 대상으로 실

시한 <고객의 소리–MMCA 온> (조사기간: 2017.7.31.∼8.31.)에서는 과천

관 및 서울관 관람객 총 390명 중 212명(54.4%)이 미술관의 사회적 기

여도를‘매우 높다’및‘높다’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관이 사

회화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

으며,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기관으로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해

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현대의 미술관은 사회와 대중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미술

관은 존립의 당위성, 역동성을 입증하고 기존에 공인 받았던 가치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맥락에서의 가치를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6) 국내 미술관 현장은 관람객과의 관계, 현대미술

4) Eilean Hooper-Greenhill,“Education in the Museum: Frameworks for Practice”, 
   School of Museum Studies Syllabus, p. 5. 
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진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 
  재방문율 및 계층 분석을 위한 시범조사>. 2016.12.부터 2017.1.까지 관람객 50만 명
  이상인 13개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에서 실시함. 
6) Eilean Hooper-Greenhill(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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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 싼 첨예한 관계망들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미술관교육 역시 사

회적 역할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되어

야 할 것이다. 그간 관람객 증대, 전시 홍보 등 기능론적 접근에 의해 

이해되었던 국내 미술관교육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하고 공적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사회적 행위’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행위로 출발한 미술관교육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고찰하고, 

향후 미술관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미술관

교육의 순기능을 통해 공공성을 획득해 나가는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점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경우, 사회적 공간인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미술관교육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온 현상과 효과성을 밝히고 미술관교

육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통용되는 연구 주제어-미술관교육, 사회적 행위, 문화

자본, 사회적 책무성-의 개념을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다

루고, 공공성에 기반하여 전개되어 온 공공 미술관의 역사와 미술관이 

담아내는 현대미술의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오늘날 미술

관교육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술관교육의 시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개 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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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사화와의 관계성을 통해 개념화하여 미술관교육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이다. 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

대미술관의 미술관교육을 연구의 사례로 설정, 정책과 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여‘사회적 행위’로서의 

행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술관교육이 지

향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 미술관과 사회와의 관

계 지향적 특성을 규명하되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영역별 교육프로그

램 사례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성은 

기존 국외에서 시도했던 유사 사례를 참고하되, 국립현대미술관의 <책

임운영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PCSI) 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개발

한 지표를 통해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후, 오늘날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문화자본 성장과 사회적 책무 실천의 관점에서 제시

할 것이다.

<표 1 >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 

 ⇠ 문헌 연구

공공성의 개념과 

미술관교육과의 관계

  

미술관교육의 외부 환경

(정책·제도)에 대한 대응과 

발전 양상 : 사회적 행위

 ⇠ 국립현대미술관 사례 

(질적 연구)





5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사회학, 박물

관학, 문화사회학, 정책자료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또한 국

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교육 30여 년의 역사에 대해 정책·제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 온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미술관 외부 환경에 반응하고 대응하며 진화한 과정을 정리한다. 7)사

회적 행위로 시작된 미술관교육의 역사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이어 사회공공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실행하는 

미술관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

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8) (2015년∼2017년) 결과 자

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문화자본’과‘사회적 책무성’인식의 지

표로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모색해 보

고자 한다.  

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역사는 연구자가 작성한「미술관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창의적 도약을 위한 제안」,『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2009, pp.
151∼67.의 내용을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켰음.

8) 2015년∼2017년,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행. 

미술관교육 효과성

측정 지표 설계 
문헌 연구

미술관교육의 효과성 분석 ⇠  측정지표 설계 ․ 분석 


미술관교육 개념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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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등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효과

를 연구한 국내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9) 본 연구는 사회 변화

에 반응하는 미술관교육을‘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그 순기능과 효

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술관 현장이 담아내는 현대미술 자체가 갖는 주

관적 특성과 문화의 광범위한 개념 및 정의로 인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는 점이다. 둘째, 문화예술의 경험은 단시간에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하

거나 결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단기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

로 그 효과성을 읽어내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술관 관람 또는 

미술관교육으로 인한 순기능 내지는 사회적 효과의 측정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와 심층 연구를 통해 변화 과정과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모

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가 활용

한 PCSI 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항

목들로 구성되어, 본 연구에 적용·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미술관

교육이 미치는 사회적 성과의 진단과 평가는 그 목적에 맞는 조사의 

목표와 구성, 지표 등의 새로운 틀로 설계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관 내부 인력, 사회학, 교육학, 예술경영학 등 다양한 영역의 

9) 미술, 미술관과 공공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1) 김세훈, 정기은,「예술정책
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공공사회연구』, 제7권 1호(2017), pp. 
282∼307. 2)임성훈, 「미술과 공공성: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현대
미술학 논문집』, 제12권, (2008). 3)주명진,「‘확장된 공론의 장‘으로서 미술관 
공공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등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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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정교한 평가 체계가 구축·적용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설정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미술관교육의 운영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분석

하는 계기와 시발점이라는 것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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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미술관 및 미술관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2000년대 들어 박물관 미술관 건립이 정부 정책에 의해 활성화 된지 20여 

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최근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

는 대부분 기관의 경영 전략, 전시기획, 작가연구 또는 박물관교육의 교

육방법론 및 내용적 분석 관련 주제의 학위논문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술관교육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사회학 내에서의 미술관에 대

한 연구 역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대미술의 특성, 미술관과 사

회와의 관계 변화, 미술관교육이 매개하는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미술관의 정체성과 역할 설정에 한계점을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현대미

술과 오늘 날 미술관의 사회적 속성을 살펴보고 미술관교육의 사회와의 

관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적 맥락에서의 연구대상의 개념

 과거 소수 집단의 소유물이자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은 근대에 접

어들어 대중의 계몽과 문화예술의 공유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태생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한다. 현재 우리가 인지하는 근대 박물관 

미술관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하며 그 정체성을 정립해 왔다는 점

에서 현대미술, 미술관, 공공성의 개념을 사회적 맥락에서 탐색하며 미술

관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0) 학술정보검색 RISS(www.riss.kr)검색 시,‘미술관교육’주제의 학위논문은 총  
 1,494건이 검색되었다. 대부분 교육방법론,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운영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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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미술의 사회적 속성과 소통의 양상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은 공공재로 운영되는 제도기관이라는 점과, 미술관

이 담아내는 콘텐츠, 즉 예술 작품의 가치재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영역의

정체성을 갖는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가치를 실천하는 미술관이 조

직화, 확산하는 현대미술은 지극히 공적이다. 그 이유는 작품의 주제, 메

시지가 사회적이며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생산·수정·유통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담아내는 예술의 속성이 매우 사회적이라는 

점은 미술관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예술의 사회성은 우선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

하지만, 이는 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예술

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예전에 비해 예술은 보다 공적이며-사회적 의

제의 반영, 사회와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예술의 역할 모색, 관람객의 참

여를 통해 완성되는 작품의 형태 등-작업의 결과물이‘작품’또는‘예

술’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비평가, 제도 기

관 등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비로소 

예술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점 역시 예술의 사회적 속성을 보여준다. 

최근 현대미술의 양상과 이를 담론의 생산자인 미술관 전시의 사례를 통

해 현대미술이 제시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관람객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미술관교육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전시 콘텐츠의 이해, 해석, 경험을 통해‘의미’로 변환하는 미술관교육

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전시와 관람객 사이의 소통과 참여를 매개해

왔다. 미술관교육과 전시 기능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예로

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크지슈토프 보디츠코: 기구,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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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프로젝션》전(2017.7.5.∼10.9.)을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예술의 사회

적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 온 폴란드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크지슈토프 

보디츠코(Krzysztof Wodiczco, 1943∼)의 회고전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50여 년 간의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70여점의 작품과 한국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신작 1점

을 선보인 전시다. 작가는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1991년도 저서

『리얼리즘 Realism』과 소련 구축주의와 생산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이

를테면 오노레 도미에(Honoré Victorin Daumier, 1808-1879)의 <삼등열

차>(The Third Class Carriage),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 1885-1953)의 <레타틀린>(Летатлин) 등-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

며 이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작가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작가

는“설교하듯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창조적 지식 생산자가 되게끔 조건을 만드는 것”11)이 본인이 예술

가, 디자이너, 그리고 교육자로서 지향하는 방법론이라고 밝힘으로써 사

회에 반응하는 예술, 예술가, 그리고 유연한 소통과 논의의 구조로 사회

를 관찰하고자 했던 작가의 철학을 드러내었다. 

  작가의 노숙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참전군인, 이주민 등 사회의 약

자, 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도구, 기념비, 프로젝션12) 등의 형태

로 제작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전시의 신작 <나의 

소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외국인 노동자, 탈북 예술가, 소외된 노인 

등 2017년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가려진 소수들의 이야기를 김구 

선생 동상 위에 프로젝션 하는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 작품의 의의는 개인

11) Krzysztof Wodiczko,『변형적 아방가르드: 도시, 민주주의, 예술 실천 Transfo

    rmative Avant-Garde』(1999), 길예경, 정주영 옮김 (워크룸프레스, 2017), p. 365.
12) 작가의 프로젝션 시리즈는 신체의 일부분(몸, 눈, 손 등)만을 도시의 건축물에  
    투사하는데, 작가는 건물을 사회 내 소통의 장애물이자 동시에 사회참여 예  
    술의 수단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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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가 사회 문제로 확장되고, 이를 사회 내에서 공론화하는 예술

의 사회적 기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을 담아내는 오늘의 미

술관 현장은 우리 사회와 예술,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의 사회적 공감과 주제에 대한 소통, 즉 

사회적 미술을 시도하는 작가는 전시를 통해“미술관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슈들을 가져와 함께 나누고,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목소리

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 장소로 변모시키고자 했

다”13) 라고 설명했다. 

 이 전시의 이해와 확장된 해석의 틀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한 교육프로

그램 <전시를 말하다14)-크지슈토프 보디츠코: 기구, 기념비, 프로젝션 / 

세 가지 시선>은 예술학, 정신의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었다. 작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후, 전문가, 참여자, 큐레이

터가 함께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 참여적인 

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람객의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온라인 프

로그램 심플로우(symflow)15)를 활용하였다. 전시해설의 경우, 작가가 왜 

이런 주제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전시의 맥락 안에서 개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 관람객은 소홀히 지나쳤을 수 있는 작

품의 요소들을 주의 깊게 관찰·발견하고, 각각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발견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미술관 경험에 동참할 수 있었다. 미술관교

13)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 중 발췌. 2017. 8. 

14)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해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각 전시별 주제와 특성
   등에 따라 MMCA 렉쳐, MMCA 워크숍, MMCA 토크, MMCA 팀플로 특화 
   개발·운영하는 교육사업의 브랜드.
15) 프레젠테이션 중 청중의 질문,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www.symfl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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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전시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전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관람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의미 해석, 열린 논의의 구조를 마련하여 보다 풍성한 

미술관 경험의 계기를 제공해야한다. 대상별 미술관교육의 다양한 실험

과 확장적 의미 제시를 통해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작가, 관람객과의 소

통은 전시로 환류되는 열린 소통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미술관교

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미술관과 공공성 

 미술관은 공적·사회적 기관이며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는 오늘날 미술

관의 콘텐츠와 활동들은 근대 박물관의 출현부터 근간이 된 공공성에 

기반한다.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16), 어떤 사물·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

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성질17)로 정의된다. 그러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는 모호하고, 광범위, 방대, 복잡하여(백완기 (2003:

2))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

념을 정리하고 정책의 영역에 적용하고자 한 이병량의 연구18) 에서는 공

공성을 형식적 차원, 내용적 차원, 그리고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

리하였다. 

 형식적 차원에서 공공성의 핵심적인 속성은‘정부’, 즉 공공성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행정기관의 

16) NAVER 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95900, 2018.1.7.
17) ttps://www.google.co.kr/search?q=%EC%82%AC%EC%A0%84#dobs=%EA%B3% 
    B5%EA%B3%B5-%EC%84%B1&spf=1511758401512, 2017.12.28.
18) 이병량,「문화정책과 공공성」,『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3호(2011.12). 
    한국거버넌스학회, pp. 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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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관련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성을 시장논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보는데, 시장진입이나 시장기능에 의존이 불가능할 때 정부가 공급과 서

비스를 조절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학적 관점의 공공성의 개념은, 

국민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할 때 공공성의 

개념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은 사적영역을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무엇

인가가 규범적으로‘좋은 상태’19)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구성

하는 요소로 정부와 관계하는 것들, 정치성, 공익성, 교육성, 공정성, 인

권, 윤리적 차원에서 무엇인가‘좋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정부의 개입 

자체로 달성되지 않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공공

성이 획득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좋은 상태’는 문화권20)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문화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층위로서 문화가 지니

는 위상을 기본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문화권은 

단독으로 거론되는 경우 보다는 경제권, 사회권과 함께 논의되는 권리

로, 최근 국제화에 따라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인지, 감각, 감성의 문제, 

대규모 이주와 이민,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타 문화와의 광범위한 접촉, 

그리고 저작권의 이슈 등이 발생 배경이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이병량은 

문화권을 1)문화생활에의 참여와 향유, 2)문화 창작과 전파, 3)문화적 소

양을 위한 교육, 그리고 4)문화적 실천의 확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체

화 하여 제시하였다. 

 공공성 개념 분류의 마지막으로 과정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은 참여와 토

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소통의 장에서 완결성을 띤다고 보았다. 이 

19) 이병량(주18).
20)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770&cid=50305&categoryId=50305,      

 20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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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참여와 토론은 미술관교육이 행하는 대표적인 공공성의 형태이다.

‘참여’의 개념은 비단 교육프로그램 참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

는 미술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관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공감, 

발견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미술관 경험이다. 이러한 참여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의 

주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참여의 지속성은 미술관 및 현대미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로 인해 형성된 취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술관에 대해 

형성된 선호도는 후속 방문을 유도하는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은 공공성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으나, 공공성의 구

체적인 개념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술의 공공

성에 대해 퍼포먼스 작가이자 미술 이론가인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공공성의 목표는 미술을 보다‘새롭고 다양한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21) 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지역 공동체, 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논점들에 대해 예술을 매개로 접근하고 토론하며 경험을 통해 무

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예술의 공공성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사회 참여적 미술을‘새로운 장르의 공공미

술(New Genre Public Art)’로 명명하였다. 

 다양한 관람객과의 만남, 공론의 장 등은 미술관교육이 지향하는 공공성

의 가치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 

한 것은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75)이다. '사이(in-between)',

‘정치적인 삶’, ‘공론의 장’으로서의 공공영역 등으로 공공성을 설명한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적용하여 미술관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를 

21) 수잔 레이시(Suzanne Lacy),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 지형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 New Genre Public Art』(1994), 이영욱 옮김 (문화과학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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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조작적이나마 개념화해보고자 한다. 그가 말하는 공공영역은 다양한 

복수적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활동,‘행위’의 공간이다. 한편 

공공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서로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 및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계기들22) 로 정

의하였다. 미술관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 다양성, 특수성23)을 강조

한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과의 접점을 통해 미술관교육이 실천하는 

공공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주관성은 공적 영역에 대립되는 의미로서

의 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술관이 담아내는 현대미

술 자체가 가지는 주관적 속성과 미술관 공간 안에서 교류하는 관람객 개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 있다. 작가의 주관적 관점과 사유의 결과물로서

의 작품은 그 자체로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나 미술관이라는 공공 영역에 

전시되는 순간 공공의 것이 된다. 개별 작품이 내포하는 주관성과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주관적 해석은 미술관교육이라는 매개 영역을 통해 공

공 영역에서 공론화 되고 그 의미가 확장된다. 주관성은 개인이 아닌 타인

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사이’에서 존재하며 주관성이 서로 타협하며 

조화를 이루는 공공영역으로서의 미술관이 실천하는 공공성의 성질과 관

계된다. 

 다양성은 미술관이 보여주는 작품들이 갖는 내용적, 형식적 다양성을 포

함하여,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객 개인의 다양한 맥락과 미술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점들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과 관람객을 연결하고 다양한 

관계망과 관점의 연결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공론의 장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한나 아랜트의 공공성의 개념은 미술관교육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 개인, 즉 사적 영역을 매개하고 사적인 것들을 공공 영역

22) 임성훈, 「공공미술에 대한 미학적 고찰」,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12호    
    (2008), p. 120. 
23) 임성훈(주2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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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론화 하며 특수성과 다양성을 연결하고 그것들을 사회로 확장하는 

미술관교육이 작동한다면 미술관은 보다 공적인 영역, 미술관교육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로 기능할 것이다. 

 특수성은 미술관교육이 행해지는 장소인 미술관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입

하여 볼 수 있는 공공성의 요소이다. 이는 근대 미술관이 소수의 사유 재

산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비롯

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특수성이다. 또한 예술을 매개로 사회에 유의미하

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미술관교육의 속성은 교육적 의도에 기반 

하여 설계 된 대중과의 특화된 소통 행위로 그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 2절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

 미술관의 정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 왔으나, 일관되게 

포함하는 부분은 미술관 본연의 활동 즉 전시, 연구, 교육, 소장이다. 각 

영역의 활동들 역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적용·발

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술관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구축해 

왔으며 사회를 반영하고 변화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술관의 다

양한 활동 중 미술관교육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사회와 관계 맺는 미술관

교육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술관교육의 정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2004년 총회에서 개정한 박물관의 정의는

“박물관은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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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육 ․전시한다.”라고 하

여 박물관 미술관의 주요 기능으로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

은 작품의 수집 및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통해 미술관의 자원

을 관람객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야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한편,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가 1992년에 

발간한 Excellence and Equity에서는,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을 미술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넓은 의미

를 발견, 학습, 관찰, 비평적 사고, 명상과 대화로 보았으며, 미술관의 교

육적 역할은 미술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서 모

든 미술관의 미션에 명시되어야 하고 미술관 활동의 중심에 위치해야함

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술관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다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24)  

  전시가 개념을 중심으로 전시물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켜 관

람객에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술관교육은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전시

를 해석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접근방법과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전시와 관람객의 관계를 매개하는 미술관교육은 미술

관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활동으로 미술관 공간과 

전시, 작품과의 접촉 및 경험을 통해 감성적 성장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전시 ․ 소장품을 해석

하는 자발적 참여의 학습활동이다.25) 학습자는 전시 또는 소장품을 활용

24) Excellence and Equity: Education and the Public Dimension of Museums; a
    Report from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92, p. 9.
25) 백 령,『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교육』(예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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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을 통해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타자, 타문화를 이해하며 새

로운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 

 전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큐레이터의 연구 결과를 물리적·시각적 

공간화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교육적 성격을 띤다. 전시

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획되는 반면, 미술관교육은 구체적인 대

상을 고려하여 개발, 설계되는 유형·무형의 활동이다. 전시의 내용은 

이러한 해석적 매개를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의 교류를 통해 개인에게 내제화되는 의미 있는 미술관경험

으로 전환된다. 전시는 미술관교육 등 다양한 해석적 서비스를 통해 소

통과 참여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와 교육은 상호보완적 관계

여야 하며, 각각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때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이 극대화 될 수 있다.   

2. 21세기 미술관교육의 이슈  

 권력의 이행, 국가 정체성의 구현, 대중의 계몽이라는 명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19세기와 달리, 오늘날 미술관은 타 영역들과 경쟁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즉, 이제 미술관은 사회 

변화,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한 반응, 관람 형태 변화의 수용, 관람객의 

생애주기 학습에 대한 의무(ICOM, 2002) 등 외부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을 요구 받고 있다. 

미술관 활동의 맥락에서 교육적 역할은 국외 주요 미술관의 미션을 통

해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뉴욕의 현대미술관(Mus

eum of Modern Art, MoMA)은 관람객에게 미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근현대미술이 투영하는 기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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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현대의 실험적 예술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시도하

며 전문가부터 어린이, 사회 다양한 층위의 관람객들이 현대 예술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미술관을 지향한다. 26)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은 소장, 보존, 작품에 대한 해

석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역동적인 전시기획과 교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탐색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총 4개 국가

에서 운영하는 구겐하임미술관 중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은 생동감 있는 

문화의 장이자, 교육기관, 그리고 국제적인 미술관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의 정체성을 지향한다. 또한 관람객에게는 특별전시와 작가, 평론가의 

강의, 영화상영, 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미술관 에

듀케이터들의 전시해설 등을 통해 기관의 미션을 실천하고 있다.27) 

이들 미술관의 미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은 미술관은 공공의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교육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관람객과 현대예술 간의 관계를 형성, 소통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그리

고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은 기관의 운영 철학과 가치관, 그에 따른 실천 

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미술관이 시사 

하는 점은 국내 미술관 역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성찰에 기

반 한 운영 철학 및 실천 의지를 갖출 때 비로소 공공성을 실천하는 바

람직한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술관교육과 관련 된 이슈 중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의 마이클 프리쉬(Michael Frisch)교수가 제시한‘공유된 권

력’(shared authority)에 대한 논의는 미술관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과의 활발한 논의 구조에 기반 한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오늘날 

26) www.moma.org/about/, 2018.7.2.
27) www.guggenheim.org/about-us, 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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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교육의 의제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한다.

 

 “공유된 권력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개념은 기존의 협업과 파트너십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미술관 에듀케이터들을 훈련하는 의제로 작용해 왔다. 협  

  업의 의미가 학교의 학생, 단체들이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재원 또는 형식적인 구조로 이해되어 왔다면, 공유된 권력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며 활동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협업의 가치와 목표를 공  

  유하고 공동 창작을 위한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회 기구들 역시 다양한 커뮤니티와 관람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미술관의 활동을 지지하고 독려한다는 현상 역시 미술관  

  현장의 변화를 보여준다. 결국, 미술관교육 그리고 에듀케이터 자신은 교  

  육적 행위와 그 과정, 성과 등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 이 공유된  

  권력의 개념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8) 

최근 사회통합 기구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한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사회가 극복해

야 할 의제로서 결핍, 나태, 무지, 불결 및 질병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소외, 문화자본의 불균등을 새로운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는 개인 및 사회 문화자본의 불균등 해소의 관점에서 미

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역시 박물관 미술관의 사회통합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현경의 연구(2017)는 국내 박물관이 보다 밀접

28) Elizabeth Duclos-Orsello,“Shared Authority: The Key to Museum     

    Education as Social Change”, Journal of Museum Education, 38:2(July    
    2013), pp. 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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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국민의 삶과 관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

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역할 확대

를 위해‘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자 

한 이 연구는,“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사회적 

존립과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적 근거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확

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29)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문화격차 해소와 

지식 공유를 통한 공공성 실천의 방식으로서의‘포용적 박물관’을 설명

하였다. 사회통합적 박물관의 사회적 실천 관련 정책을 처음 시작한 영국

의 경우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박물관을 새로운 시대 박물관의 목표

로 삼은 프랑스 등은 박물관이 사회와의 관계에 존재의 근간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박물관 운영을 제

안하고 있다.  

29) 김현경,「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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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사회,구체적 행위,긍정적 방향성’,‘교육’,‘참여’의 개

념이다. 이는 미술관교육의 속성과 상응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미술관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초기 미술관교육이 지

향했던 진보주의와 사회계몽의 가치는 그것이 실현되는 공간인 미술관을 

‘교육적 기관’으로 설정함에 기반한다. 사회와 미술관이라는 특정 공

간을 매개하고 관람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발전을 도모했다

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은 그 출발점부터‘사회적’이며 또한‘사회적 행

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술관과 사회와

의 관계, 즉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에 대

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2절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미술관교육의 개념

이 태동했던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의 양상으로 발전·확장해 온 미술관교육의 역사와 그간의 성과를 추적

할 것이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

하고 사회적 책무 수행을 통해 미술관교육이 실천하는 공공성을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적 행위’와 미술관교육에 대한 논의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은 2004년 [캐나다 국제박물관협회보] (I

COM Canadian Bulletin) 11월호에서 엘렌 페이지 Helene Page에 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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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는데, "Museum as Social Actor라는 발제문에서 정리한 박물관

의 사회적 특성은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그가 설명하는 사회적 행위자는‘사회 속에서 또 다른 타자들과 상호작

용하는 행위자’이며 구체적 행위를 취하며, 정보제공, 동기화, 교육, 동

원의 단계를 거쳐 사회적 행위를 수행한다고 보았다.30) 네이버 국어사전

은 사회적 행위자를“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위”로 설명한다. 한편“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은 단순히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역동적인 변동과 전복, 그리고 재구조화를 초래

하는 문화적 실천의 주체”31) 로 정의한 연구는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 

미술관을 설정하여 미술관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1. 미술관교육의‘사회적 행위’ 

 미술관교육이 사회에 반응하며 진화해 온 역사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미

술관교육,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개념을 설명해 준

다. 미술관교육에서의‘배움의 이론’(Theory of Learning)을 제시한 조

지 하인(George E. Hein)은 미술관은 넓은 의미에서 존재 자체로 교육적

이며, 미술관의 가치 있는 예술적 작품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교

육적 기관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즉,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 중 교육

적 활동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미술관은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기관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실행은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효율적으로 

30) 김동일,「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에 관한 사회학적 시론」, 『미학·예술학  
 연구』, 제25권(2006), 한국미학예술학회, p. 364.

31) 김동일(주30),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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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요구하며, 그것이 구성주의, 진보주의 교

육이라고 하였다. 진보주의 교육은 진보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으

로 빈부격차, 이주민과 정주민, 사회계층간의 차이 등을 극복하고자 하

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진보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 대중은 

사고와 탐구, 탐색의 방법을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005년 핀란드에서 개최한 미술관 에듀케이터 대상 세미나에서 그는 미

술관은 교육 기관이고, 미술관에 적합한 교육방법론으로 구성주의(진보

주의 교육)를 들었으며, 미술관교육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

였다.32) 

2. 미술관의 재정의와 사회적 인식 제고

 니나 사이먼(Nina Simon)이 제안하는 참여적 미술관(Participatory Museum)

은 미술관이 관람자의 삶 속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하는 소통의 방법

을 모색함으로써 실현되는 미술관33)으로, 여기에서의참여'는 매우 전

문적으로 설계될 때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

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 어떤 것이 공동체적 상호 교류로 상승되는 관

람객 경험의 근간은 콘텐츠이며 이 때 콘텐츠는 관람객과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 기관을 사

회적 허브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참여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보

조적 기능이 필요하다34)고 주장한다. 여기에서의 보조적 기능은 다양한 

해석적 매체와 행위- 디지털 디바이스, 전시해설 프로그램, 인쇄매체, 전

32) George E.Hein, Progressive education and museum education Anna Billings 
    Gallup and Louise Connolly, Journal of Museum Education, 31:8(2006), pp.161-74.
33) 니나 사이먼,『참여적 박물관 The Participatory Museum』(2010), 이홍관 안대웅 옮김  

 (연암서가, 2015), p. 7.
34) 이홍관, 안대웅(주33),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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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문, 명제표, 작가 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를 수반

하고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는 미술관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람객의 

역동적 미술관 경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미술관의 역할은 다양한 대

상과 영역, 정책 현장과 그 안의 네트워크들을 조직하고 관계를 확산하

는 미술관교육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이는 미술관의 정체성과 가치 전

달, 소장품을 통한 미적 경험 기회의 제공, 다양한 층위의 관람객들과의 

상호 작용을 아우르는 사회적 소통의 채널로서 미술관교육을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교육의 

기능이 강화될 때, 비로소 미술관은 사회적 공간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미술관들이 그들 자신을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특별한 공

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목격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지극히 오랜 기간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던 미술

관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은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

에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한다.35) 사회가 요구하는 미술

관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관람객에 대한 다양성을 인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람객은 막연한 대중이 아닌 개별의 특성과 관점을 

가진 대상들이며 그들에 대한 연구에 기반 한 경영 전략(전시를 포함한)

을 새롭게 수립·실천해야 한다. 미술관 활동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관람객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관람객과의 유기적인 교류 또한 향후 

교육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의 환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계 맺기를 위해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내러티브의 발굴인데, 이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 지속적으

35) 미술관 현장 역시, 설문조사, 관람객 평가단,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람객의 요구를 파악,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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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격받고 또 도전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관람객은 미술관이 제

시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수용하기 보다는 역동적이고 자발적

인 미술관 학습을 선호하고 폭 넓은 선택요소를 요구하며 문화 생산자로

서 역할하기를 원한다. 또한 관람객은 발견한 사실과 경험에 대해 전

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영감을 얻고 싶어 하는 주체적인 학습자들이다. 새로운 내러티브는 

소장품과 관람객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이 둘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권력과 개방성 간의 균형을 의

미하며 변화의 시점에 서있는 미술관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운영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 36)    

제 2 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교육은 1986년 과천으로의 이전과 함께 시작

되었다.37) 국립현대미술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발생한 미술관교육은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예술은 

사회·경제적으로 연관되며 모든 국가의 제도는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8)는 것을 국내 시대별 문화정책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미술관 

36) Eilean Hooper-Greenhill, Changing values in the art museum: rethinking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000, 
    pp. 9-31.
37) 과천관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와 문화예산의 확충 등 시대적 조류에 의해 탄생했다. 
38) Victoria D. Alexander and Marilyn Rueschemeyer,『Art and the Sta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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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방식과 그에 따라 구체화 되는 각 사업들의 전개 양상을 통해 확

인할 것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책·제도를 중심으로 미술관교육 사업이 직간

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현상으로서 미술관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

였다.39) 즉,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적 활동을 공공영역의 수행적 역할로

서 그 역사를 살펴본다.40) 미술관교육이 매개하고 구조화, 재조직하는 미

술관의 다양한 활동과 영역을 사회적 행위의 핵심 기제로서 미술관교육

의 성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1)미술관교육과 문화·사회

자본의 확장, 2)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을 통한 공공성 강화, 3)평생교육의 

실현, 그리고 4)문화생산자로서의 참여자의 역할 확대의 측면에서 설명

할 것이다. 

1.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변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예술 제도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법을 실천

하는 현장으로서, 기관의 활동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양상으

로 각 영역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간다. 미술관교육의 경우, 당시의 주요

39) 한편, 후퍼 그린힐은 20세기 박물관 교육에서 일어난 세 가지 큰 변화 속에서  
 변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에 있었던 전문 교육 인력의 등장으로  
 수집과 보존, 연구 중심의 전시와 교육이 분리되면서 전문 인력 채용을 통  
 해 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이후 박물관의 초점이 전시에서 이용객으로 옮   
 겨간 1960년대의 변화로, 1965년 평생교육 개념의 등장으로 인한 박물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시기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일어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새로운 개념을 포함한 전시 기법의 출현, 과  
 학 기술의 발전 등이다. 백 령(주25), pp. 35-36.

40)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의 문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립기관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정책, 제도 등)속에서 미술관교육의 역할을
   논의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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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적 환경과 변화에 따라 형태와 내용 등을 달리해 오고 있음을 발

견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며 수행해 온 사회적 행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시기 구분41)

41) 박광무,『한국문화정책론』(김영사, 2013)의 문화정책사를 참조하여 국립현대  
 미술관 교육사업의 시기 구분의 근거로 활용함. 

법·주요
상황

시 기 주 요 내 용 현상·변화

사회
교육법 

1982.
12.

·미술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정의

문화공보부 
신설

1968.
7.24.

·문화행정의 일원화
·국립현대미술관 신설(1969.8.23.)

새 문화정책 1981.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 제고
  정책 기조 설정

제1기
(도약기)

제6차 경제
사 회 발 전 
5개년 계획 

1986.

·문화예술의 창작·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추진
   (문화부문)
  :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사회교육 태동

강의형 교육

문화부 
출범

1990.
1.3.

·문화정책 독립 정부 주무부처 신설
·이어령 문화주의 (문화복지 개념) 
: 문화학교 개설 

<미술관 문화학교 
사업>

제2기
(확산기)

‘창의한국’
‘예술의 힘’

2004.

2004.
11.

·현장·수요자 중심 예술진흥 정책 수립
·문화부 내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 수립

문 화 예 술
교육지원법

2005.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미술관교육 확산기

형태의 다양화
워크숍, 현장답사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나눔
 실천의 해’

2006. ·문화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대상 
미술관교육 확대

제3기
(정착기)

서울관 
개관

2013. ·국립현대미술관 3관 체제

문화기본법 2014.

·새로운 대상 발굴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MMCA 콘텐츠 지역 확산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활성화
·외부와의 협업

문화적
가치 확산

참여대상 확대
3관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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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역사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외부 정책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표 2>와 같이 시기를 구분하였다. 1962년에 재

정된 「사회교육법」에 의해 미술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새 

문화정책>(1981년)이 문화시설의 사회교육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

에 따라 1990년대에 이르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이 대두되었다. 제1기 시기의 미술관교육은 사회교육 측면에서 여러 가

지 시도를 보여주었다. 문화부 출범에 따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인·교사 대상의 <미술관문화학교>사업, 중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방향성 모색을 위한 <미술관 교

육, 워크·샾>, <미술관과 미술교육> 등의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2기의 시작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년)에 이어 제 정

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12.)을 기점으로 한다. 동법 제정과 문화

부 내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등을 통해 국가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

면서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이 확산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 미

술관교육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었다. 미술관교육은 청소년·교사 교육,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전문인 교육 등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아우르며,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 행위로서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제3기는 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제정된「문화기본

법」(2014년)과 서울관의 개관에 따른 3관 체제의 시작을 기점으로 2013

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사회의 변화가 미술관교육 진화의 주요한 

동력이었으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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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1986년∼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추이

  <그림 1>은 198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술관교육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제1기 8종이었던 교육프로그램 수는 2005년 22종으로 큰 폭 상승했

는데 이는 당시「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으로 인한 국내 문화예술교육 분

야 급성장의 흐름이 미술관 현장에도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1999년∼2003년 

기간 중 참여인원이 급상승 한 것은 당시 청소년 단체관람 교육프로그램 참

여 인원을 교육사업 실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42) 미술관교육의 확산기 

제2기, 2006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던 

시기로 총 2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28,650명이 참여했다. 이후 꾸준한 양적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17년 제3기에 이르러서는 총 89종의 프로그램에 50

3,752명이 참여하였다. 제1기와 2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확장된 교육 대상

42) 2004년 이후에는 단체관람 인원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만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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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과 프로그램의 형태, 주제의 다양화, 온라인 매체의 활용 등을 통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발전 해 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단, 참여자 수 자체가 미술관교육의 성과로 설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1

기∼3기 기간 동안 양적 팽창을 이룬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나, 보다 많

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문화 활동과 예술 경험의 매개로 자리매김 해 온 

과정과 성과는 소통과 참여에 기반 한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실천의 성과로 

가늠해야하기 때문이다.

 

 1) 제1기 - 미술관교육의 도약기 (1986년 ~  2004년) 

 1969년 경복궁 별관에서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으로 신

축 이전했다. 과천관 이전 당시 언론에서는 미술문화의 종합센터로서 국

민정서함양과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미술문화의 전

당’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기대하였다.43) 과천으로의 이전은  

개관이후 17년만의 독자적인 건물로의 이전으로, 직제 상 정원이 30명에

서 100으로 늘어났고, 섭외교육과를 신설하여 사회교육기능을 확충하고

자 하는 의지가 특히 괄목할만하다.44) 이후 눈에 띄게 변화한 점은 사회

교육 기능, 즉 미술관교육 분야이다. 이 시기에는 미술관과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의 방법으로서의 미술관교육이 현대사회가 요

구하는 미술관 기능 중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

다.45) 당시 언론매체 역시 과천관이 교육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기사46)

43) 「현대미술관 자연경관 살려 한국미 담는다」,『경향신문』, 1983. 4. 11, 5면.
4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이전 10주년 기념 사료집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1996, P.54.
45) 한편, 1982년 12월에 제정 된 사회교육법 제4장23조는“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미술관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46) 「과천미술관 종합문화공간 미흡」, 『매일경제신문』, 1987.8.14, 7면.
    교통 불편으로 인해 개관 1년째 접어들어 관람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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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하는 등,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사회교

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문화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 개관한 1986년 10월에 개최한「전국 

중·고등학생 미술 실기대회」를 시초로. 이 시기에는 교육의 목적을 중

심으로 크게 2개 분야-미술교양교육 프로그램(토요미술 공개강좌,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강좌 등)과 전문인 대상 교육(미술관학 강좌, 전국초등

교사 미술연수, 대학생 미술관 수업)- 총 8개의 교육프로그램과 전국규

모 실기대회가 연 1회 개최되었다.47) 사회교육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문

화예술 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한 <토요미술강좌>의 경우,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 한국현대건축·공예·서예, 1980년대 한국현대미술 등 

미술사 중심의 이론 강의로 구성하였다. 전문인 대상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 <미술교사특강>은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교육과 미학·평론, 외

국의 미술교육, 미술교과서 편찬자와의 대화 등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강의와 미술교육 관련 커리큘럼으로 운영하였다. 

   점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고, 27개의 전시회 기획(덕수궁
   시절의 3배 규모),‘토요미술강좌’등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했다고 언급함. 
   이경성 관장의“보는 미술관에서 즐기고 공부하는 미술관으로 확대시킬 생각
   입니다. 작가 및 작품설명을 보충해 미술애호가들의 감상안목을 높이는데 힘
   쓰겠읍니다”라고 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 
47) 국립현대미술관(주44), P. 141. 한편, 국내 박물관에서는 미술관 보다 앞서 사회  

 교육을 실시했다. 1954년 개설된 국립경주 박물관의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최초의 박물관교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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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1기 미술관교육 추진 사업 및 참여자 통계표 

                                                               (단위: 명)

 ※ 1997년 및 1998년은 미술관 연보를 제작하지 않아 통계자료에 포함하지 못하였음.

 ※ <토요미술 공개강좌>는 2000년부터 <토요미술강좌>로 명칭 변경.

 ※ 2004년 신설 운영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현대미술>의 참여인원은“미술인과의      

    만남”에 합산하였음.

연도 미술교양교육 전문인 교육

토요

미술 

공개

강좌

미술인

과의 

만남

고등

학생 

미술

강좌

중학

생

미술

강좌

근로

청소년 

미술

강좌

어린이 

미술

학교

어린이

미술관

미술

관학 

강좌

교

사 

강

좌

대

학

생 

미술

관 

수업

인

턴

십

중·

고등

학교

미술

실기

대회

청소년 

단체

관람

1986 360

1987 129 222 252

1988 공개 111 118 753

1989 공개 72 108 2,362

1990 120 48 166 871 995 973

1991 96 61 128 1,455 884 532

1992 65 153 270 680 350 887

1993 75 155 305 708 5 1,695 916

1994 78 90 118 176 13 1,612 761

1995 71 116 148 6,252 49 27 560 954

1996 71 126 131 20 1,094 1,182

1999 1,371 75 13 161,332

2000 789 1,466 54 48 14
299,015

2001 791 1,285 51 40 17

2002 294 50 1,670 48 36 111,912

2003 290 125 1,793 42 37 8 100,856

2004 453 28 1,311 29 158 24

총계 3,193 203 1,061 1,714 12,504 49 8,896 289 394 3,266 76 7,570 6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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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미술관 교육 워크·샾 브로슈어 <그림 3> 미술교사특별강좌 브로슈어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국외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미

술관 교육 워크·샵>(1989.4.11.∼4.14.)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

현대미술관과 주한독일문화원이 공동주최하였고 서독 렘부룩 미술관의 

미술관교육 전문가인 코넬리아 브뤼닝하우스 크누벨 여사가 초청되어 미

술관의 주요 기능으로서의 미술관교육, 미술관교육에 관한 원칙 등 관련 

주제의 강의와 외부 미술관 관람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관교육

의 시작 단계였던 국내 미술관 상황에서 선진 유럽의 사례를 학습하고자 

했던 발전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대상 교육 및 대학과의 연계 교육이 90년대 활발히 추진

되어 공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미술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미술관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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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기초적인 미술교양 이론 강의와 주요 소장품 교육, 전시관람 등으로 구

성하여 운영 한 <근로청소년 미술강좌>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후 이 사업은 일반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 미술관 수업>으로 

운영되어, 청소년 미술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1990년대는 미술관 외부적 환경으로서 문화정책이 미술관교육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문화부 발족과 함께 작성된 <문화발전 19개년 계

획>과 제7차 5개년계획 문화부문 계획안 등, 이어령 초대장관의 문화주

의-“메마른 바위에 생명의 이끼 입히기, 문화의 우물터에 하나의 두레

박 놓기, 문화의 불을 일으키는 부지깽이 되기”-는 국민 문화교육의 역

할을 담당하기 위한 <문화학교> 사업 등을 통해 표방해 나갔다. 또한, 

기존 문화정책의 관료주의적 성격을 탈피, 국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시도

한‘까치소리’전화 제도도 미술관교육 사업 자료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1993년에는 큐레이터 양성 및 학예인력 재교육을 목적으로 <미술관학 강

좌>가 개설되었다. 이는 미술관교육의 영역이 직접적인 교육 대상을 넘

어, 미술관련 분야의 매개인력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사업을 통해 국립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술관학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각 

실·과(학예연구실·전시과·섭외교육과)에서의 일정기간 실습 근무 및 

도슨트 활동을 병행한 점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대상 교육은 다소 늦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이나 일

반인, 전문인 대상의 교육 외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방법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 교육 전문인력이 부재했던 당시 미술관 

상황에서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

술은 가치재이자 경험재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보

다 치밀하고 정교한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교육시설이나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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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인 차이·특성뿐 아니라, 어린이 대상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 설

정이라는 명제에 대한 해결이 과제였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수 년 

간에 걸친 기초자료 조사와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미술관의 실

정에 맞는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1995년 8월 

<여름 어린이 미술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1997년 제2원형전시

실에서 개관 한 어린이미술관은 2008년 상반기까지 초기의 모습을 유지

하며 학교연계,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2000년 신설) 등을 운영, 다양한 

시도와 변화, 발전을 거듭 해 왔다. 당시 어린이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용 미술관교육 공간으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

이미술관은 공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감상교육의 영역을 미술관의 소장품

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가 일어난 공간으

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2004년 신설된 <시니어 미술강좌>는 

현대미술감상과 미술실기로 구성하여 강좌, 이론, 창작을 함께 경함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미술관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기 기간 중 교육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713,278명으로 집계되었

으며 어린이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 <청소년 미술체험 워크숍-미

술관에서 만난 풍경>(2003년 10월 17일 실시)을 통한 전시연계 교육의 

시범 운영,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시니어 대상 교육 등 미술관교육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시도들이 나타난 시기라  할 수 있다. 1999

년부터 미술계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십> 사업이 시작되

어 2017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술관교육 전담인력이 부재하

고 행정직에 의해 운영되었던 시기로,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연

속성 결여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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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0년 퐁피두센터 세미나 <그림 5> 1988년 <토요미술강좌> 브로슈어

2) 제2기 - 미술관교육의 확산기 (2005년 ~ 2014년)

 21세기가 시작된 시기는‘지식기반산업’의 대두 등 창의력이 주요한 

화두였다. 또한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문

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전체예산의 1%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창의력과 기초예술이 

국가적인 담론으로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48)

48) 국립현대미술관(주44),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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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2기 미술관교육 추진 사업 및 참여자 통계표 

                                                                   (단위: 명)

 문화예술정책 역시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자율·참여·분권)에 부합하는 

체제로 재구성 되었으며, 문화관광부는『창의한국』을 통해 문화예술정

책의 기본방향을 공표하였다. 이에 필연적으로 창의성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되었고 이어 2005년「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양적으

로 성장하였고 2004년 문화관광부는 창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문화정

책으로『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과 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창의성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창의

성을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도
국제교류

사회교육

(전문인

일반인)

학교연계

교육 

(학생, 교사)

전시

연계

소외계층

교육

(문화나눔)

어린이

미술관

덕수궁

미술관교육 계

종수 인원 종수 인원 종수 인원 종수 인원 종수 인원 종수 인원 종수 인원

2005 6 941 5 1,634 5 1,634 7 2,137 5 1,679
22종

6,391

2006 7 1,570 7 1,227 7 1,227 7 2,970 7 22,883
28종

28,650

2007 7 1,460 7 1,280 7 1,280 7 3,558 9 22,964
30종

29,262

2008 6 1,918 5 841 4 1,107 2 133,911 5 -
22종

137,777

2009 1 121 8 772 13 13,382 8 162 4 447 4 98,743
38종

113,627

2010 1 150 3 1,512 30 64,431 4 727 - 86,874
38종

153,694

2011 6 108,831 3 18,271 11 7,994 5 3,833 21 210,505
46종

349,434

2012 11 77,485 6 67,272 12 18,630 5 7,185 17 269,074
51종

439,646

2013 10 85,792 3 7,974 15 2,094 8 16,259 39 163,775
102종

27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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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정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49)

“새 예술정책” 및 “문화비전 창의한국”을 통해 표방한 참여정부 문화

정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국민의 창의력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 수요 확대를 위한 향유자 관련 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또한 입

시위주 교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감수성 교육을 통한 미래 시민

사회 준비,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소통능력이 필요한 다문화시대로 전

환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문화예술

교육사업 추진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술의 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를 다음과 

설명하였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지식문화시대로 전환하는 사회경제 구

조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단순기술이 아니라 창의성에 

기초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냄으로써 국가 문화자본의 형

성과 나아가 국가 인적 자원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며, 둘째, 주5일 

근무제 실시 확대와 소득의 향상에 따라 활용 가능한 여가 시간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여건 개선 및 청소년의 주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넷째, 다양성

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삶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50) 

 이 시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51)과 관련,“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49) 박광무(주41), p. 286. 
50)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2004,   

 pp. 66-69.
51)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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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함께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

에 힘입어 전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들도 복권기금과 국고지원 사업 

등의 재원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였다. 또한 문화부 

내 문화예술교육과의 신설을 통해 적극적인 민관 협력 체제의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 미비, 한정적

인 지원 대상의 설정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지원 사업들은 결국 프로그램들 간의 몰 개성화, 획일화라는 결

과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미술관의 경우 공간적 특성, 소

장품 및 기관의 운영 철학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을 고려한 프로그램들로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적인 변화로는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기존 

운영형태의 개선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미션>(2005년)

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관이 개발·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정책

적 방향과 지향점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교육 체계를‘사회교육 프로그

램’과‘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즉 실현가치별 추진과제로 재편하였

는데‘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소수 생산자 중심의 미술문화에서 대

중이 향유하는 미술문화의 대중화 실현에 목표를 두었다. 일반 대중의 

현대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직장인

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등이 그 예로서, 참여자들의 문화소비 주체로서

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였다.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은 공교육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보완과 지원 

및 공교육 현장과 미술관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 교사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전달정도와 대상을 기준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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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을 위한 미술관의 지원 의지는 <교사연수>, 기획

전시와 연계한 <교사초청 전시설명회>를 비롯하여, 초등교사만을 대상으

로 했던 교사연수의 영역을 확대하여 <중등교사 미술연수>와 <특수교사 

미술연수>를 신설·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중등교사를 위한 국립현대미술

관 소장품 감상수업 자료집」을 개발하여 <중등교사 워크숍>을 통해 교

사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어린이미술관 교육 운영 

강화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의 감상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들이 활발히 

운영·개발되어 공교육 현장의 감상 영역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를 계기

로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의 교육적 활용방안의 확장 가능성을 발견 한 점

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공익적 역할은

“문화나눔”사업과 <찾아가는 미술관교육>을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장

애인, 문화소외지역 등 장애의 유무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회 평등

의 실천과 미술관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제고 및 인식 확산의 노

력들 또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시기 시작된‘전시통합회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이하 IMC 회의)’는 미술관 내부 기능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MC회의는 전시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디자

인 등 각각의 영역이 협력하여 관람객에게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

양한 소통의 방식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 체제이다. 전시의 기획 단계에

서부터 전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전시의 맥락에서 각 영역의 

활동들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람객 중심의 전시 콘텐츠 생

산과 운영을 도모하였다. IMC회의는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전문성

이 관람객과의 접점에 있는 에듀케이터, 마케터, 디자이너 등의 전문성

과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체제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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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람객과 소통 가능한 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

관 내부 인력·영역 간의 소통과 협업으로 미술관 활동의 진화를 도모했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 

 제2기 기간 중 미술관교육 참여 인원은 총 1,534,375명으로 제 1기 기

간의 인원(713,278명)보다 약 46.5%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

부 환경으로서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시도가 일어났

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사업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형태적·내용적·주제적 측면에

서의 확장이 있었는데 제1기에는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면 제2기에 들어서는 워크숍, 현장답사, 작가와의 만남 등 다

양한 유형의 미술관교육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까지도 인력의 측면에서는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하반기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전담 직렬(별정직 5급상당) 1인이 처음 채용

되었을 뿐, 여전히 행정직, 기간제 근로자들에 의해 교육 사업이 추진되

었다. 이후 2011년 별정직 6급상당 1인이 충원되었고, 2013년∼2014년 

기간 중 학예연구사 2인이 추가 채용되었다. 2015년에는 교육 사업을 담

당하는 대규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이루어져 과천관 및 서울관에 총 

30명의 인원이 확보되었으나, 이 중 17명만이 정규직(학예연구직, 전문임

기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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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기 - 미술관교육의 정착기 (2014년~현재)

  앞의 시기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등 외부 상황들이 미술관교

육 분야 변화의 동력이었다면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서울

관 개관은 미술관교육의 새로운 지표와 역할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문화기본법]은 당시 국정기조‘문화융성’의 실천과‘문

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권이란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할 권리(제

4조)를 말한다.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과 함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제10조)을 강조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

책으로의 전환임을 알 수 있다.

 

<표 5> <문화나눔(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사업 변화 추이>

연도 사 업 명 종수 참여자수(명) 확장·발전영역

2010
·장애아 미술관소풍
·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미술관소풍

3 727

2011

·장애아 미술관소풍
·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미술관소풍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4 8,760 찾아가는 교육

2012

·장애아 미술관소풍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초청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소풍
·문화다양성 교육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5 7,185
문화다양성 
미술관 교육

2013

·장애아 미술관소풍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초청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소풍
·문화다양성 교육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교육

6 12,759

2014
(과천관)
·장애아 미술관 소풍

9 8,886
미술관 
초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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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화기본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경험적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교육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외부 전문가

와의 협업 구조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국제교류 사업으로 확

장되기도 하였다. 2017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학교밖청소년 등 그 간 미

·다문화가정 미술관소풍
·문화다양성 교육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찾아오는 미술관교육
(서울관)
·장애인 및 특수학급대상
·다문화 청소년 및 가정
·미술문화 소외계층 대상 교육
·함께하는 워크숍
   (미디어 아트 이론, 창작)

808

2015

(과천관)
·장애인 공유 공감
  (3종-시니어층 포함)
·문화다양성 교육 (3종)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찾아오는 미술관교육

9

13,893
외부전문가 
협업(MOU)

(서울관)
·함께하는 미술관
  (신매체활용 창작 프로그램)

313 신매체 활용

2016

(과천관)
·장애인대상 (4종)
·문화다양성 교육 (3종)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미술관 가는 날>

11
10,593

(서울관)
·함께하는 미술관

300 국제교류

2017

·장애인대상 (8종)
·다문화, 문화다양성 교육(6종)
·‘창의적 나이 듦’ 한영 라운드
  테이블 (주한영국문화원 협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

17 9,643
북한이탈주민
학교밖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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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화와 거리가 있었던 다양한 사회 내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미술관교육

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기무사 터가 국립현대미술관 서

울관으로 활용되는 것이 공식화 되고, 이에 따른 기념 전시《신호탄》전 

(2009.10.22.∼2009.12.6.)을 계기로 본격적인 3관 체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

되었다. 서울관 개관에 따른 3관 체제와 교육사업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대미술사의 재조명과 연구 중심의 과천관은 

자연 속 미술관으로서 가족‧어린이 중심 미술관,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도심 속 미술관 서울관은 신매체 기반 교육 및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

는 융복합 장르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고궁 속 미술관인 덕수궁

관은 근현대미술을 재조명하고 연구하는 미술관으로서 동시대 미술을 이

해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과천관은 본관으로서, 3관의 미술관교육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반에 걸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과천관은 수장고, 보존과학실, 자료실 등 미술관 인프라를 교육

과 적극 연계한 미술(계) 예비전문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특화 할 수 있

다. 대학의 미술사 등 미술 관련분야 전공학과와의 관학연계 모델 개발로 소장

품의 교육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 프

로그램 특화․로 현대미술에 기반 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교

사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한 미술관의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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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략

구분 주요내용 주요대상

과천관

ㆍ‘어린이 가족중심 미술관’브랜드 제고를 위한 미술관 운영

ㆍ소장품 및 인프라 활용 교육자료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ㆍ소장품 감상자료, 청소년 단체 관람교육

ㆍ‘자연’,‘치유’등 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어린이 및 

가족 등

서울관

ㆍ동시대 미술문화를 주제로 한 신매체 기반 교육 운영

ㆍ공연, 퍼포먼스,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실험적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청년 

직장인 등

덕수궁관
ㆍ근대미술 중심 미술문화 주제 강좌 운영

ㆍ‘고궁 속 미술관’특성을 반영한 시니어 계층 대상 강좌 운영 

시니어

직장인 등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을 연결하고 관계망을 확장하

는 시도들을 통해 미술관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과천관은 

어린이미술관 운영 및 융복합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신규 개발, ‘자연 속 

미술관’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실

천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형태의 실험, 타 기관과의 

협업(예: 2016년, 대한치매학회, 국립중앙극장,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

과학관 등 책임운영기관 협업 사업), 어린이미술관 교육 콘텐츠의 지역 

확산은 미술관교육의 영역과 공공성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천관의 경우, 전체 관람객 대비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6년의 전체 관람객 666,237명 중 56.1%에 해당하는 

373,924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유사

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천관 관람객 중 어린이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 역시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개편 

공사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어린이미술관 관람객 수 (교육프로그

램 참여 인원 포함)가 2015년 314,454명, 2016년 279,598명으로 집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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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관 관람객 수의 40% 이상이 어린이미술관 방문을 목적으로 찾아왔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천관 운영의 방향

성에 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정책적 전략이 요구되

며 어린이미술관 역시 기능을 강화·특화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과 미술

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7> 과천관 연도별 관람객 대비 어린이미술관 관람·교육 인원 현황 

구분
과천관 

(관람객 수)
 과천관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미술관

(교육 참여인원) 비율(%) (교육 및 관람인원) 비율(%)
2014 763,687명 338,950명 44.4% 183,029명 23.9%

2015 708,609명 386,359명 54.5% 314,454명 44.4%

2016 666,237명 373,924명 56.1% 279,598명 41.0%

* 비율(%): 과천관 관람객 수 대비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어린이미술관 교육 및 관람인원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제외)

 한편, 교육 사업의 효과성 연구52)를 비롯하여,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대

상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과 철학을 논의한 라운드 테이블 등은 미

술관의 교육적 역할과 전문성 강화 방안의 모색으로서 유의미하다. 덕수

궁관의 경우 동시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근현대미

술의 감상과 이해, 인문·사회학 관점에서 근대미술을 조망하는 교육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서울관 미술관교육은 동

시대 미술을 수용·확산하는 도심 속 열린 미술관이라는 특화 전략에 부

합하는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교육,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문화 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미술관교육의 패

52) 국립현대미술관,「2016 미술관교육 사업 효과성분석지표 개발 용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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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을 제시하며 특히 성인 대상의 <시각문화 라운드포럼>(2016년) 및 

<동시대 문화예술강좌>,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무한상상실 아트 팹랩> 

등은 서울관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발전시키는 미술관교육의 새

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 미술관교육 사업이 양적·질적 성

장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담인력의 규모면에서는 괄목한 만

한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교육 전담인력의 

채용이 2006년에 이루어진 점, 2015년에 이르러서야 학예연구직 4명이 

확보 된 점은 교육 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

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육 전담 정규직의 규모는 서울관 개관

에 따른 증원(전문임기제)인원을 포함하여 총 9명에 그치는 반면, 비정규

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규직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교육 

전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2년 근무기간 제한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 전문성 축적 및 업무 지

속성의 한계 등은 정규직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기관 공통의 문제

이다. 확장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한 제1기∼3기 기간 동안 국립현대미술

관 미술관교육은 현대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를 통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공공성을 실천해왔다는데 의의

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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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담당 인력 규모 변화 추이 (2010년∼2017년)

2. 사회적 행위로서의 미술관교육 사례 연구

1) 문화·사회자본의 확장: <MMCA 페스티벌>

최근 국내외 미술관교육의 형태와 형식, 주제들뿐만 아니라 SNS, 온라

인 플랫폼 등 매체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벤

트나 공연의 형식을 취한 교육프로그램, SNS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

츠 등 미술관교육은 참여자의 취향과 문화 소비 양식의 변화 등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진화하고 있다.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

한 <MMCA 페스티벌- 시월다방>(2016.10.22.∼10.23.)은 전시·건축 ․ 공연․
무용․퍼포먼스․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관람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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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총체적 예술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작가와

의 협업으로 기획, 진행되었으며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형태로 최근 

미술관교육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발적인 동기 

부여, 미술관 자원의 경험을 통한 의미 만들기, 작가와의 협업, 다양한 

대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관계망을 조직하는 미술관의 역할 등

은 ‘확장된 개념의 미술관교육’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실내전시<코끼리 열차_ 니트릴 장갑_ 화염: 1986∼2

016>은 미술관과 관람객의 기억을 소재로 미술관교육, 아카이브, 관람객 

및 미술관 관계자 인터뷰를 청각화 하고, 도슨트 형식을 차용하여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관람객 참여형 퍼포먼스였다.‘과천 이전 30년’

을 계기로 작가, 교육, 전시, 관람객이 만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

는 과정을 통해 30년간의 자원과 기억들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두 번째 사례는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그룹과 작품, 놀이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람객과 협업 또는 소통하는 예술 활동이다. <코

스모스 다방>은 70∼80년대 다방 모습의 개방형 구조물을 만들고, 본격

판매연극, 설치 등 커뮤니티 아트 작가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한 프

로젝트이다. 관람객이 그리고 이름을 지은 무알콜 칵테일을 작가가 제작

해 준다거나, 다방에 상주하며 관람객과 대화하는 퍼포먼스 등은 다채로

운 형태의 참여형 콘텐츠로서 전 연령에 걸쳐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낭만여행>은 대공원역 4번 출구에서 미술관 옥상공간까지 이어지는 길

을 작가와 함께 낭만을 즐기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 교통체증, 

접근성의 문제 등 과천관에 대한 부정적인 조건들을 작품으로 재해석했

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다. 무엇보다 미술관의 공공재원, 공적

자본이 작가의 아이디어,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취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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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됨에 따라 또 다른 문화자본이 생성되고 공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우리 함께‘잇-장’>은 장애인 창작자가 관람객의 초상

화를 그려주는 프로그램, 양말목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장애인 창작자

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두를 위한 미술

관’을 지향하는 미술관교육이 보다 다양한 참여자 층을 아우르고 연결

한 사례다. 타 장르와 대학의 연결을 통해 미술관교육의 가능성을 확장

한 사례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건축 장르와의 협업으로 페스티벌의 

기능적 공간이자 건축과 관람객이 만나는 참여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모색하였다. 2016년 <MMCA 페스티벌>에는 총 30,643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술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202명 대상)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 49%로 나타

나53) 확장된 미술관교육의 형태와 개념이 미치는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1,637명이 참여한 2017년 <MMCA 페스티벌: 예술로路 오름>(2017.9.

23.∼9.24.) 역시, 미술관이 사회와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경험과 관

람객을 매개하고 사회적 의제-사회통합, 모두를 위한 예술, 문화다양성 

등-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2016년의 <MMCA 페스티벌>과 그 맥을 같이 

했다.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성격을 그 부제로 잘 드러내었는데‘예술로

(路) 오름’은 예술이 가지는 소통, 치유를 통해 개인의 감성,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 국가, 장애유무 등에 구분 

없이 관계 맺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옳은 태도와 시

선을 제안하는‘예술로 옳음’을 제안하였다. 자연, 삶, 사람, 사회, 참여 

등의 주제어를 설정하고 미술, 건축, 퍼포먼스, 문학, 영화 등의 다양한 

53)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2016 MMCA페스티벌-시월다방> 추진 결과
   보고서,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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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제시하였으며 커뮤니티 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예술 작가들

이 관람객과 어우러져 일상,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예술이 

일상이 사회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험하였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술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5%, 19%로 나타나54), 2016년의 프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을 통한 공공성 강화

국가와 공공영역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매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은 이전 시대와 달리 더욱 강화된 교육의 

기능을 요구 받고 있다.55) 국가정책, 특히 문화예술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술관 현장에서부터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실천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미술관교육이 가지는 개방성, 실험성, 공

54)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2017 MMCA페스티벌-예술로路 오름> 추진 결과
   보고서, 2017.10.
55) 김세훈,『문화공간의 사회학』(한국학술정보㈜, 2009), p. 242.

<그림 7> 파빌리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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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그리고 다름에 대한 수용과 배려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대상화 된 소수자만이 아닌 정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미술관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며 공감 속에서 새로운 학습공동체를 형성

하는 것이다. 소수자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다름의 가치를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 미술관의 

교육적 활동이 기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

다. 미술관이 이들을 정주민과 다르지 않은 관람객 개인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문화적 현상, 그것의 산물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

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

하다. 문화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문화적 실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며 동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의 구조가 미술

관에서부터, 그리고 미술관교육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

관은 기존 문화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대상의‘문화나눔 사

업’이라는 명칭을‘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나눔

의 개념이 문화기본권이 지향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권

과 문화복지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다.‘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은 일반인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경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2017년에는 학교밖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여 사

회 다양한 계층이 미술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화접근성 향상 교육’은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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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술관 경험이 삶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전략도56)

3) 평생교육의 실현

 (1)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의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학업과 사교

육에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교육제도 자체의 문제이

기도 하나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유의미한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미

56)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2017년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교육
   운영 기본 계획>(안),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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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진행한 「2014년 인터넷이용실

태보고서」에 따르면, 10대들의 93.3%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매체를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02년에 

무선전화 보급률이 유선전화 보급률을 추월한데 이어, 2007년에는 PC보

급률이 유선전화 보급률을, 그리고 2014년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PC보

급률을 추월한57)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경험은 가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통의 방식 역

시 새롭게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의 목적은 체험, 인지, 해석 등 

과정적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 감상교육을 통한 문해력과 비평력 함양

에 있다. 미술관이 매개하는 다양한 경험 환경, 참여적 활동 제공은 예

술과의 소통, 삶의 지속성과 관계하는 미술관교육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자유학기제 등 공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참여형 교육프로

그램 및 자료개발 등은 학교 교육과 미술관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

정하여 협력하는 사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교사 사업은 크게 

①공교육 정책 연계 청소년 미술관 진로체험 (미술관 경험교육, 과천관), 

②미술관 전시·작품 기반 감상교육 (서울관), ③시·공간의 제약을 벗어

난 미술관교육과 다양한 미술관 경험 환경 제공을 통한 참여적 미술관교

육의 개념 확산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57) KT 경제연구소, Issu&Trend <2015년 모바일 트랜드 전망>, 2015.



56

<그림 9>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 전략도58)

 

공교육정책과 문화정책 및 미술관현장을 매개하는 역할로서의 청소년교

육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응, 진로탐색활동과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행과 교육자료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표 8>과 <표 9>는 

각각 2016년∼2017년 과천관 및 서울관에서 진행한 자유학기제 연계 사

업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8)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2018년 청소년·교사 대상 미술관교육 운영 계획>(안),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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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연도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대상 일정
회수/인원

장소
운영 참여

2016

미술관사람들
미술관 전문직종 탐색을 

통한 진로 체험

중등
학급
단체

학기 
중

16 467

과천관

청소년비평워크숍
<Image Meets Text>

미술비평가, 작가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술비평 워크숍

청소년
개인

여름
방학

3 51

작가작업실탐방
<예술가의 방>

청소년을 위한 작업실 
탐방과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청소년
개인

여름
방학

1 15

계 20 533

미
술
관

아
트
스
쿨

미술관
아트스쿨

미술관 전문직종 소개와
창작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중등
학급
단체

학기 
중

12 261

서울관

청소년
아트 특강
(작가편)

미술계 전문인 
특강을 통한

예술 관련 진로 탐색

청소년
개인

여름
방학

1 82

청소년
창작워크숍

작가 워크숍 통한 동시대
예술 경험과 진로 탐색

청소년
개인

여름
방학

3 45

계 16 388

2017

미술관사람들
미술관 전문직종 탐색을 

통한 진로 체험

중등
학급
단체

학기 
중

5 139 과천관

미술관아트스쿨
미술관 전문직종 소개와
창작 체험 통한 진로 탐색 

중등
학급
단체

학기 
중

5 140 서울관

계 10 279



58

<표 9>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

연도 사업명 교육자료명 주요내용 부수 장소

2016

미술관사
람들

미술관사람들
미술관 전문직종 관련 

활동지 5종 Set
500부 과천관

미술관
아트스쿨

미술관아트스쿨 
(교보재)

미술관 전문직종 경험 교육용 
활동지 4종 Set

500부

서울관
MPQ 빙고

미술관 전문직종 퀴즈용 빙고카드 
(Museum Professionals Quiz)

1,000부

나의 MPQ 측정하기
미술관 전문 직종 이해도 측정용 
게임형 활동지(8종)와 교구용 젠가 Set

1,000부

총 4종, 3,000부

2017

미술관
사람들

미술관 사람들
(교보재-컨서베이터)

미술관 전문직종 관련 컨서베이터 키트
(평면 작품 복원 키트)

500부

과천관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미술관사람들
(교보재-전국배포용)

미술관 전문직종 관련 교구재3종
(큐레이터, 컨서베이터-입체 

컨서베이터-평면)

65개 
(3,500부)

미술관
아트스쿨

미술관아트스쿨 
(교보재)

미술관 전문직종 관련 
역할극 활동지

500부 서울관

총 3종, 4,500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방식 재편에 있어,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

다 확장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교사를 위한 소장품 교육자료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수학습자료 공유(교사 

대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현장감 있는 미술관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국가의 자본이며 

이는 곧 공공재원임을 의미한다. 소장품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전

시와 교육을 통해서이며 이는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가능했

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소장품의 활용과 공유의 장을 확산하

고 미술관의 자원을 개인적·사회적 영역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형성함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공교육은 제도화된 시스템이며, 교육기회 평등의 원칙을 실천



59

하는 공간이다. 공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술관의 자원을 교육적 소재

로 가공, 개인자본의 영역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자원의 균등한 분배와 

이를 통한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에 있어 유효한 방식이다. 결국, 온·오

프라인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은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보다 견고해지고 

공인되는 개인의 문화자본 축적과 불균등한 자본 독점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이다. 

(2) 성인 대상 미술관교육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층위의 성인

(청년, 중년, 노년 등) 대상의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프로그램 실행을 통

해 미술관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해 미

술관 경험, 작품에 대한 해석 등 미술관이 갖는 공공 재원이 사회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미술관은 성인 

대상 관람객 연구와 기관의 전략을 기반으로 주요 대상층을 설정하고, 

협업․ 소통․ 향유․ 해석․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의제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미술관교육의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현상에 개입하고 

반응하는 진보적 형태의 미술관교육의 태도일 것이다. 전 생애주기를 아

우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공적 자본을 개인의 문화자본으

로 변환시키는 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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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관 성인 교육 추진 전략

구  분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특  성 자연 속 미술관 고궁 속 미술관 도심 속 미술관

키워드
소장품 및 현대미술 

이해 (힐링, 여가, 향유)

과거과 현재의 매개

(전통, 역사, 품격)

동시대 미술과 실험

(생동, 젊음, 도시)

방향성 

주요 소장품 기반 교육 

세미나, 워크숍, 예술가 

이해 프로그램 등

 역사, 미술 분야 연속형 

강좌,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

동시대 최신 미술경향을 

소개하는 실험미술, 융복합 

주제 교육 운영 

주요
대상

예술가, 소장품 등 현대
미술 본질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 장년층 등

근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시니어 등

최신 미술경향, 융복합, 실험
예술 등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청년계층 등  

형  태 
소장품 기반 

<MMCA 소장품 강좌>
시니어 프로그램 등

근현대 미술 문화 이해를 
위한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등

동시대 문화 이슈 연계 
<동시대문화예술강좌> 등

<그림 10> 국립현대미술관 성인 교육 전략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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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생산자로서의 참여자의 역할 확대- 도슨트 프로그램 

 미술관교육의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는 전시해설이다. 국립현

대미술관의 도슨트 프로그램은 국내 박물관 미술관 도슨트 제도의 시초

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2008년 개설한 <도슨트 양성프로그램>

은 미술관 참여 문화 및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 시기, 미술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형태로서의 도슨트 프

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까지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쟁률 추이를 보면, 2014년 2.25:1, 2015년 2.3

7:1, 2016년 5.45:1, 2017년 6.07:1로, <표 11>과 같이 미술관 도슨트 활동

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관람객들이 보다 문화 소비자로 역할하고, 미술관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참여 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술관 관람객들의 전시해설 프로그램 참여자60)도 꾸준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람객 전시해설 서비스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쇄매체 다음으로 

전 연령대 및 거주 지역, 미술관련 전공 유무에 관계없이 도슨트 전시해

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제 현대미술과 관람객간의 소

통의 매개로서의 도슨트의 역할은 미술관 현장에서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시

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슨트 프로그램은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성인이 미술관이 제공하는 전

시·미술관·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슨트 양성프로그램) 및 

59)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2018년 성인 대상 미술관교육 사업 운영 계획>(안),  
 2018.4.3. 

60) 2015년 전시해설 참여인원 3관 총 81,281명, 2016년 107,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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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연과 훈련을 통해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활

동 도슨트들은 새로운 전시를 접하기 전 에듀케이터, 큐레이터, 작가 등과

의 심도 깊은 교육과정을 거쳐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 관람자에서 미술문화 생산자가 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미술관 경험은 도슨트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하

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표 11> 연도별 도슨트 지원자 수 

연 도
모집(활동)

인원(명)
지원자 수(명) 경쟁률(%)

2014 40 90 2.25:1

2015 〃 95 2.37:1

2016 〃 218 5.45:1

2017 〃 243 6.07:1

   2017년 <도슨트 양성프로그램> 이수자61)의 경우, 68%가 미술 분야 비

전공자이며 직장인이 70%로 가장 많았다. 학생의 비율이 1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도슨트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발전을 이루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슨트 활동은 

참여자에게 자존감, 성취감, 정서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며 이는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도슨트 활동은 미술관 내 에듀케

이터 9명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담당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도슨트 양

성프로그램>을 통한 기초교육부터, 전시 별 심화교육, 전시해설 내용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전시해설 내용의 검증, 그리고 도슨트 개개인의 인

적 관리 등 방대한 범위의 업무들을 포함한다. 도슨트의 역할이 유의미

61) 이수조건: 출석 40%, 과제 및 중간평가 30%, 최종시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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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무엇보다 도슨트가 전달하는 지식과 작품 속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적 학습경험이 일어난다는 점

이다. 관람객 대부분은 학교 등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미술 영역을 접하

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감상에 대한 경험치가 높지 않다. 관람객 개

개인의 선지식과 선경험들이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상과 소통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력자라는 점에서 도슨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

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영역을 넘어, 관람객들에게 의미 있는 미술관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슨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확장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술관에서의 도슨트 운영은 증가하는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여 열

린 소통의 구조에 기반 한 미술관 경영의 의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

한 미술관의 공공재원을 사회에 재분배하고, 참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

화를 재생산 및 교류하며 미술관의 자원으로 환류 시키는 공공성 실천으

로 도슨트 활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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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문화예술에 내재된 주관적 특성과 개념의 모호함, 단기간에 변화를 견

인·도출하기 어려운 속성들로 인해 문화기반시설에서의 사회적 효과성 

연구는 주로 기능적 측면 또는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외 주요 기관의 평가 역시 객관적 수치로 효과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의 당위성을 기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형태적으로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실현되는 행정기관

이며, 동시에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담론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상징자

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구체적으로는 

미술관교육의 효과성, 의의 등은 기관의 사회적 역할인 공공성의 실천, 

그리고 공공재원의 재분배 개념에서의 문화정책 등과의 통합적인 논의 

구조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제1절에서는 기존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성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

용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미술관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

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과 의미의 재정립을 제안할 것이다.  

제 1절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

  1980년대 이후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의 성과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측정 및 연구는 대부분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관의 특성상 

지원의 근거와 논리라는 실질적·현실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문화예술의 기능적·경제적 측면의 결과에 편중되었던 초기의 연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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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본연의 가치와 성과를 아우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모두 일관성 

있게 문화기반시설의 공공성 실천을 강조하여 왔다. 제1절에서는 기존 

문화예술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

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미술관교육

의 효과성은 개인문화자본의 성장과 사회책무성을 준거로 설정, 관람객

조사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1. 미술관의 사회적 영향과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는 꽤 오랫동안 

박물관의 관심사였다. 80년대의 연구는 예술의 경제적 파급력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존 메이어스코(John Myerscough)의 문화경제학 연구

(1988)는 예술영역의 경제적 특성, 예술과 고객, 예술의 경제적 영향과 

가치, 경제적 중요성 및 잠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62) 그 이후 사회적 

파급력을 중요시 여기는 연구(Matarasso, 1997)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문화의 가치를 보다 복잡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경제적 파급력으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

화의 가치가 가지는 속성상 문화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

다. 국내의 경우, 미술관과 사회와의 관계는 건축학63), 디자인 등의 영역

62) 임학순, 「문화정책의 연구경향 분석」,『문화정책논총』 제8집(1996.12.), p. 9.
63) 예를 들어, 1)권미주, 「현대 미술관의 공공성과 공간구성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8). 2)박준형, 김용승,「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7권 제2호, 2017.10. 3)박종민, 민현준,「시대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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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 성과들이 있다. 한편 환경계획학적 관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을 연구한 배지운의 논문64)은 미술관과 공중의 

관계 확장 현상을 미술관의 공적가치가 가지는 미술사적·문화자본적 맥

락 외에 건축적, 도시적, 문화예술적인 입장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

구자는 건축적, 예술적, 도시적 공공성을 공공성의 요인으로 보고 미술

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들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그 효

과를 분석,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발전과 현대 도심미술관의 사회적 기

능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건축적 공

공성은 장소성, 개방성, 연계성을 의미하며 예술적 공공성은 전시와 교

육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교류가 만들어내는 교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도시적 공공성은 주변 도시의 관광거점 구역화(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의 경우) 등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상징 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

적 관점의 공공성을 증진한다고 보았다. 또한 앞에 설명한 세 가지 공공

성의 요인들이 가지는 소통과 연결성이 다시 공공성을 확대하는 요인들

로 환원됨을 발견하였다. 반면, 미술계 또는 사회학계에서 미술관의 공

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대미술(예술)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 -모호함과 객관화의 한계, 

단기간 내 변화의 측정이 어려운 점 등-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 

 국외 미술관(박물관 포함) 분야에서 시도한 몇몇의 연구는 사회적 영향

력(social impact) 에 주목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미술관 현

장에 발전시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과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EU의 지원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에 따라 전시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이 미술관 공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31(2), 2011,10. p. 43-44.등이 있다.

64) 배지운,「도심미술관의 공공성 연구-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5).



67

LEM(The Learning Museum)65)이 있다. 이 연구는 박물관 및 문화재 관

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들의 평생학습기관과 지식 기반 유럽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한 총 7개의 프로젝트이다 

(유럽 내 17개 국가 23개 파트너와 미국 내 기관 1곳이 참여). LEM의 철학

은 박물관을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대중과 

커뮤니티, 박물관과 함께 학습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Me

asuring Museum Impact는 5개 연구 분과 중 그룹3,‘audience research, 

learning styles and visitor relation management'에 의해 출간된 연구로 

관람객과 관람객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관람객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 

멀티미디어 기술의 이용과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관람객과의 지

속가능한 관계 형성 및 강화 방안을 위한 ICT의 역할, 관람객의 학습을 

위한 전시 개발, 관람객의 다양한 학습 경향(행태) 활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관람객 중심의 미술관으로 도약하는데 관심을 두었다.66)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지표는 마타라소(Matarasso)의 1997년 연구에 기반하였다. 

마타라소는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했는

데, 개인의 성장, 사회통합,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자존감, 지역의 이미

지와 정체성, 상상력과 비전, 그리고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의 세부 지표

들로 구성하였다.67) 각각의 영역에 따라 분류한 세부 지표들은 다음 <표 

65) Alessandro Bollo, <The Learning Museum Network Project>, 2013.
   본 연구 보고서는 Report 1 The Virtual Museum, Report 2 Heritage and the  
   Ageing Population, Report 3 Measuring Museum Impact, Report 4 Museum   
  and Intercultural Dialogue, Report 5 Technology and the public. Evaluation  
   of ICT in museum, Report 6 Audience research as an essential part of     
   building a new permanent exhibition, Report 7 New trends in museums of  
   the 21st century, Report 8 Learning Facilities and Learning Spaces in       
   Museums 등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66) Alessandro Bollo, The Learning Museum Network Project, Report 3 – Measu

ring Museum Impact, 2013.
67)박신의,「‘예술의 사회적 영향’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2013), pp.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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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같다. 미술관교육은 광의의 예술 활동이라는 점에서 참고하기로 한다. 

 

<표 12> Matarasso 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199768)

68) Matarasso의 성과 지표를 그가 제시한 6개의 카테고리로 재분류함. 

영향 측정분야 세부지표

개인의 발전
Personal 

Development

·예술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유발
·아동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 
·성인의 교육과 훈련 참여 독려
·새로운 기술과 경험 축적 지원
·고용을 위한 업무능력에 기여 
·예술분야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줌 
·지식의 이해와 우애를 위한 포럼 제공 
·지적 경험과 협업 증진
·삶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 증진

사회통합
사회적 결속력
Social Cohesion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박탈감(고립) 감소
·관용의 증진과 갈등 해소에 기여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
·세대 간 교류와 접촉의 계기 개발
·범죄 이슈의 완화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자기 

결정력
Communit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자아가치에 대한 확신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사회성 개발
·커뮤니티 전체의 가치 유의미화
·커뮤니티 활동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개인의 권리와 책무를 발견하도록 돕는 포럼 개최
·커뮤니티의 조직적 역량 구축
·지역의 자생력과 프로젝트 운영 독려
·파트너십 구축 지원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커뮤니티의 협업과 네트워킹 강화
·소속감과 참여에 대한 인지 지원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 허물기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

Local Image and 
identity

·새로운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문화 생성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 독려
·주민의 지역 재생 과정에 대한 참여 지원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개발
·정치가들의 이미지 쇄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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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네덜란드 박물관 연합(Netherlands Museum Association)이 2011년

에 발표한「The Social Significance of Museums-More than Worth it」은 

박물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소장의 가치, 연결의 가치, 교육적 가치, 

경험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표 13 > 박물관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 

·효과적인 공공적 지원과 참여 유도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위한 영감 제공
·공공 및 자발적 영역 전문가 활동의 다양화
·공공 영역의 책무 구현
·위기 대처 (관리)능력 향상

상상력과 비전
Imagination and 

Vision

·가치, 의미, 희망의 발견 지원 
·창의성 개발에 기여
·커뮤니티와 단체의 비전 설정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건강과 복지
Health and 
Well-being

·의료복지 교육의 유용한 수단
·의료기관의 여유로운 분위기 조성
·열악한 의료복지 혜택의 개선

구 분 가치별 의미와 내용

소장의 가치
Collection Value

도시와 지역, 국가의 기억을 재현하는 박물관
·상당수의 소장품을 정부가 소유
·대중을 위해, 대중을 대신하여 박물관에 수집 본존의 
  역할을 위임
·소장품과 기록물은 공공의 기억(예: 네덜란드 마을, 도시 
  지역, 그리고 미래)으로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는 유명한 
  작품을 소장
·독일 미술관의 소장품은 금전적, 비금전적 가치를 가짐
·비교대상이 없고,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 불가
·소장품을 통한 내러티브 전달
·특정한 관점에 따라 사회적 의미와 맥락이 생산됨
·문화적 배경, 과학적 경향과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음
·유물과 이야기로 대중에게 시대별 의미를 부여, 동시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제시
·대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전시방법론 모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람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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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앱, 위젯 등) 관람객 수가 방문객 수를 초월

연결의 가치
Connecting

Value

과거·현재·미래가 만나는 플랫폼으로서의 박물관
·소통과 논의,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십, 교육기관과 대중 
  기성 및 신인작가가 만나는 플랫폼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조력
·박물관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자원
  봉사자, 회원들은 박물관의 가치 있는 자산
·소장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 문화, 종교, 과학 
  관점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줌
·열린 마음과 호기심 자극
·공동의 정체성, 타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합의를 이끌어냄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 독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박물관 비관람자(관심은 있지만)를
  박물관으로 유인함
·박물관의 증가, 관계망의 확장(지역사회, 민간영역, 정부
  등)은 확장적 네트워크를 조직함 

교육적 가치
Educational

Value

모두를 위한 학습 환경으로서의 박물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상적인 학습 공간
·의식적, 무의식적, 의도적, 비의도적인 학습 경험 선사
·비형식적, 자발적,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함
·유물을 관찰하고 오감을 활용해 보다 많은 것을 발견
·지식의 증진, 비형식적 교육이 방문의 목적이라고 응답
·학습경험이 정보의 습득으로 이어짐
·어린이의 경우 비형식적 교육은 세계관과 자존감, 인성
  사회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함
·문화교육의 일환, 성장과 협업, 타자에 대한 이해, 책임감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학교 이탈율 감소
·미취업율 감소, 직무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
·15세 이전의 경험은 30대 이후까지 지속, 어린이대상
  교육 경험이 중요
·창의적 방식으로 의견, 관점 형성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이해교육으로서 중요
·신진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환경

경험적 가치
Experience 

Value

즐거움·경험·모험의 기회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은 생각과 영감을 주는 장소

·비평적 사고 가능, 개인적 성장과 만족감을 줌

·즐거운 장소, 휴식, 감상,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행복을 줌

·유쾌·평온·도전감을 주는 박물관 환경은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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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13>에서 제시한 5가지 영역의 가치는 박물관이 사회 기관으로

서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목표로 범주

화 하여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가치별 실현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고, 객관적인 결과 또는 수치를 제

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적 가치의 설명

은 공간에서의 총체적 경험으로‘교육’을 설명하는 최근의 박물관교육

의 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가치

와 경험적 가치는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영역은 통합적

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가치 부분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성 측정 지표를 설계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근

·카페, 레스토랑은 사회적이며 흥미로운 환경 제공

·상상력 자극,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함

·관점과 통찰력에 변화를 가져오며 지적자극, 만족감을 가져옴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제시

·다양한 삶의 방식과 모습을 수용, 이해하도록 함

·우리(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통찰력 제시

·전시의 방식(연대기순, 주제별, 내러티브 등)이 배경, 질서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냄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경제 성장과 관람객 유입의 장소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의 작품들은 그 국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정체성 전달에 효과적
·작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은 국가에 대한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직간접적 고용 창출
·주요 박물관 소재지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룸
  (극장, 콘서트 홀 등 포함)
·역량 개발의 기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창의성, 혁신성이 
  중요한 경쟁력이 됨
·유명 건축물 등은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되며, 해당 지역의
  방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
·카페, 식당 등은 관람객 및 지역인들의 삶에 활기를 줌
·박물관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대중교통 등) 발전 기대



72

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모두를 위한 학습 환경으로서의 박물

관’은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 향유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지향하는 

국내 상황과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세부 지표로서,‘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상적인 학습 공간’,‘문화교육의 일환, 성장과 협업, 타자에 

대한 이해, 책임감’,‘15세 이전의 경험은 30대 이후까지 지속, 어린이 

대상 교육 경험이 중요’등은 미술관에서의 교육적 경험이 촉진하는 문

화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의미를 두었다는 점으로 미술관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연결의 

가치’,‘경험적 가치’역시 미술관교육이 실천하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

할의 측정 지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2. 미술관교육의 효과성 측정 지표 개발과 분석

 1)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효율성 측정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문화기반시설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

공기관은 민간 영역의 경영 기법 도입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적 변화를 경험했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69)으로의 전환이 그것인데, 이

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 전략의 적용과 그를 통한 성과를 요구받고 

69)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위키백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무성  
 격에 따른 구분에 의해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으로 2006년 지정되었다. 

    [관련근거]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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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과 본연의 가치 전달 

측면에서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미술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목표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민간 영역

의 효율성 강조는 미술관이 추구해야 하는 예술 본연의 가치와 이를 통

한 개인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 등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구체적으로 미술관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공공성의 범주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 한 수요자의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하는 바와 사회적 책무의 수행 여부 두 측면을 모

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미술관이 공공 기관인 동시에 현

대미술을 다루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일반적인 경영 효율성 논리를 초월하는 

상위의 가치를 목표로 사회를 향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2) 효과성 측정 지표의 개발

 2-1) 책임운영기관 만족도 조사(PCSI)의 이해와 활용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여기에

서 공공성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업성은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영형태를 의미한다.70)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능

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Public-service Cust

70) 한승준,「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공공성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2016.5.), pp. 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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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PCSI)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나타내는 종합지수이다. 단순한 고객만족 

수준의 파악을 넘어 고객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기관 내부로 환

류·적용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기업 대상의 고객만족도조사와 

달리, PCSI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 사회품질요인과 사회적 만족, 사

회적 성과를 모델에 도입한 지표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목적에 근거

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파악,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PCSI

의 조사 목적이 고객지향적 경영 실현을 위한 기관 진단이라는 것이지

만, 본 조사는 대규모(연도별 각 800명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총 2,400명

의 응답자의 조사결과를 분석함)로 실시되는 관람객 조사라는 점, 지속적

인 실시를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 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분적인 문항이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당

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측정 모형”<그

림 11>을 설계하고, 측정지표와 일치하는 PCSI 조사 문항을 추출하여 미술

관교육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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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측정

 <그림 11>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측정 모형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 측정 모형은 미술관교육이 추구하는 상위 목

표를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 성장과 사회적 책무 실천으로 설정하여 예

술이 사회에 미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양 측면을 아우르되 미

술관과 정책 영역을 연결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71) 현대의 미술관이 공

통적으로 당면한 과제인‘소통’의 의제는 정책영역「문화기본법」제7조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 증진’의 항목과 연결된다.‘참여'의 가치는 같

71) 선행연구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문화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 연구」 
(백 령 외)에서는 문화역량을 개인적 차원(기초역량, 실천역량)과 사회적 역량
으로 문화역량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감
수성, 취향, 이해의 지표는 <그림 11>의 문화자본 영역과, 그리고 사회적 차
원으로서의 소통, 공감의 지표는 사회적 책무성에 각각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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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의‘차별 없는 문화복지, 문화교육 기회 확대’목표에 상응한다. 각

각의 영역은 상위의 개념인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과 연결되며 결국 

두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가 공공성의 실천

임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다. 

 PCSI에서 조사에서 추출한 세부 문항으로는 첫째,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

본 성장의 측정분야로‘전시작품 및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설

명이 이해하기 쉽고 관람에 도움이 된다’(이해도 증가),‘국립현대미술

관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문화 향

유 욕구 충족),‘국립현대미술관은 이용객에게 미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문화 체험 기회 제공)를 활용하였다. 

 둘째, 사회적 책무 실천의 측정은‘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필요성),‘국립현대미술관의 서비스가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여부’(문화수준향상),‘국립현대미술관의 문

화예술대중화에 기여 여부’(문화예술 대중화)의 설문 문항을 지표로 활

용하였다. 이를 주요 변수를 추출하여 구성한 변수 구성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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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측정을 위한 변수 구성

　변 수 문항 내용(5점) 신뢰도

개인

문화자본

전시작품 및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관람에 도움이 된다.(이해도 증가)

0.716
국립현대미술관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문화 향유 욕구 충족)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용객에게 미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사회적

책무성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성)

0.836
국립현대미술관의 서비스가 국민의 문화 생활 수준 향

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여부 (문화수준향상)

국립현대미술관이 문화예술대중화에 기여 여부 

(문화예술 대중화)

  각 변수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보통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답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활용하였다. 2015년∼2017년의 

데이터를 통해 구성한 개인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성 변수 각 3문항의 

신뢰계수(Cronbach α)는 0.6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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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연도별 PCSI 인구학적 변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의 참여유형(관람객,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연령대를 주요 변수로 분석하였다. 전체 관람객 대비 교육문화 프로

그램 참여자는 3년 평균 1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가장 높았고, 2016년, 2017년 각각 58.6%, 

55.5%로 남성 관람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10대와 20

대가 30대∼60대 이상의 관람객보다 월등히 높은 수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체관람객과 어린이미술관 관람 및 교육 참여 인원이 그 원인으로 파악

된다.

개발한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15(N=800) 2016(N=800) 2017(N=80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참여
유형

관람객 720 90.0 645 80.6 662 82.8
교육/문화 80 10.0 155 19.4 138 17.3

성별
남 213 26.6 331 41.4 356 44.5
여 587 73.4 469 58.6 444 55.5

연령대

10대 225 28.1 61 7.6 240 30.0
20대 251 31.4 273 34.1 197 24.6
30대 71 8.9 173 21.6 130 16.3
40대 104 13.0 138 17.3 117 14.6
50대 74 9.3 97 12.1 66 8.3
60대 
이상

75 9.4 58 7.3 50 6.3

 <가설 1>

  미술관교육은 문화자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의 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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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분포

 2015년∼2017년 전시 관람객 및 교육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문화자본 

인식에 있어서 상대적로 변동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 책무성 인식은 안정

적 분포를 보였다. 또한 문화자본 대비 사회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분포가 좁혀졌다. 

 참여 유형별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을 살펴보면(<그림 13>), 

관람객의 경우 문화자본에 비해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

고, 이러한 경향은 2015년, 2016년, 2017년 동일하였다. 한편, 교육 문화 

참여자의 경우 유사한 경우를 보이나 상대적으로 분포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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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참여 유형별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 분포

<그림 14> 성별에 따른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 분포

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있어 남여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다

만, 어느 성별에서나 사회적 책무성 인식이 높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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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령대에 따른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 분포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책무성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문화자본 인식은 변동성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10대와 40대가 높은 반

면, 20대, 30대, 50대는 낮았다. 

<표 16> 사회적 책무성, 개인 문화자본 간 상관관계 (2016년)

　 사회적 책무성 개인 문화자본

사회책무성 1 　

개인 문화자본 .570*** 1

***p<.001. **p<.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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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사회적 책무성, 개인 문화자본 간 상관관계 (2017년)

(2017) N=800

 <표 16>과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 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

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표 18> 참여 유형에 따른 개인 문화자본 평균 검정

 3년 모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가 관람객에 비해서 문화자본에 대

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다. 미술관에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 전시 관람객 보다 문화자본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2015
관람객 720 12.557 1.891

-3.180 .000
교육/문화 80 13.250 1.407

2016
관람객 645 12.391 1.843

-8.517 .000
교육/문화 155 13.729 1.335

2017
관람객 662 12.538 1.992

-2.353 .018
교육/문화 138 12.964 1.632

　 사회적 책무성 개인문화자본

사회책무성 1 　

개인 문화자본 .637*** 1

***p<.001.**p<.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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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참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 평균 검정

 3년 모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가 관람객에 비해서 미술관의 사회적 

책무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20> 회귀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2015
관람객 720 13.324 0.069

-2,981 .003
교육/문화 80 13.963 0.160

2016
관람객 645 13.296 0.070

-6.177 .000
교육/문화 155 14.232 0.100

2017
관람객 662 13.190 0.078

-4.247 .000
교육/문화 138 13.957 0.128

구분 변수 문화자본 인식 문화자본 인식
사회적 책무성 

인식
사회적 책무성 

인식

성별

여
-0.061 -0.072 -0.002  -0.009 

(2.40)* (2.90)** (0.08) (0.38)

연령
-0.025 -0.028 -0.016 -0.018 

 (2.09)* (2.39)* (1.40) (1.58)

직업

학생
0.125 0.081 0.057  0.030 

(2.13)* (1.40) (1.03) (0.54)

공무원
 0.110 0.082 0.207 0.189 

 (1.27)  (0.96) (2.51)* (2.31)*

전업주부
 -0.017 -0.071  0.018 -0.017 

(0.31) (1.36) (0.35) (0.33) 

회사원
-0.100 -0.133  -0.048  -0.068

(2.42)* (3.27)** (1.20) (1.74)

전문/
연구직

-0.181 -0.221 -0.006 -0.030

(3.64)** (4.51)** (0.12) (0.65)

판매/
서비스직

-0.044 -0.061 -0.046 -0.057

(0.47) (0.67) (0.53) (0.65)

자영업 -0.102 -0.121 -0.09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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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은 2015년∼2017년 응답자 전체 총 2,400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

다. 준거는 성별은 남성, 직업은 학생, 방문 동기는 여가이며 이에 대비하여 각

각의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관람객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자본 인식

이 0.061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0.025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사는 학생에 비해 0.125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를 위해 방문한 

경우가 단체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에 비해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에 있

어 0.142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근소하나마 문화자본 인

(1.44) (1.74)  (1.45) (1.64)

기 타
-0.045 -0.078 0.015 -0.005

(0.87) (1.53)  (0.31) (0.11)

1년 이내 
방문 횟수

-0.020 -0.028 -0.008 -0.013   

(2.82)** (4.07)** (1.14) (1.93) 

방문

동기

단체관람
 0.142  0.141  0.020 0.020 

(4.26)** (4.31)**  (0.64) (0.62) 

우연히
 -0.016 0.002 -0.072 -0.061 

(0.27) (0.03) (1.29)  (1.10)

주위추천
0.072 0.041 0.021  0.002

(1.49) (0.86) (0.46) (0.03) 

기타
-0.043 -0.088 0.008 -0.021

(1.14) (2.38)* (0.21) (0.59)

재방문
추천의향 0.408  0.396 0.460 0.452 

 (23.51)** (23.17)** (27.83)** (27.51)**

교육

참여

 0.318 0.199 

 (9.67)** (6.28)**

 절편 2.576  2.649  2.500 2.546

(30.97)** (32.33)** (31.55)** (32.25)** 

모형

적합도
 0.22 0.25  0.26 0.27 

관측수   2,400 2,400 2,400 2,40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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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재방문 및 추천의사가 높을수록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은 0.408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책무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학생에 비해, 

그리고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회귀분석에 있어 PCSI 조사 결과를 2차 분석함에 따라 제약이 있었으나, 

미술관교육이 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성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

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2015년∼2017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문화자본에 관련되는 성별, 연령, 직업, 방문횟수, 방문동기, 재방

문 의향 등의 조건을 통제하였을 때, 미술관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문화자

본과 사회적 책무성 인식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육 문화 참여자가 관람객에 비해 문화자본인식과 미술관의 사회적 책

무성 인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가설 1>,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자체사업평가 분석

 국립현대미술관은 매 년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실천 과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세계와 함께하는 한

국미술의 중심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국민행복을 위한 미술관 

조성”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가지 전략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1)‘세계일류 미술관으로 역량 제고’: 한국현대미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기획, 국제미술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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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분장사무로 가지고 있는 교육문화과는 

참여자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제고 정도(미술관교육) 및 

미술관 및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문화 프로그램) 정도를 

사업의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참여자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

존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개최 건수 등의 정

량평가 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20

14년부터 현재의 지표를 적용해오고 있다. 수정 지표는 교육 및 문화프

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의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이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공공성 실천 여부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즉, 미

술관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 경험이 현대미술, 미술관, 문화예술 등에 대

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및 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최근 3년간 자체사업성과 조사 결과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변화도(%)

목표치 80 85 87 92

실적치 92.5 93.8 93.6 96.3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변화도(%)

목표치 80 85 87 92

실적치 86.3 91 95.8 93.6

       미술품의 체계적 수집 및 통합보존체계 구축, 레지던시 입주

       대상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

   2)‘미술문화 향유의 중심역할 강화’: 미술관교육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대, 다양한 미술경험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3)‘국가 대표미술관으로 인식 강화’: 지역 미술관 및 국내 미술계와의

       소통 강화, 미술연구자료의 체계적 제공으로 미술이해 증진, 선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협업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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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방식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변화 점수의 가중치를 

각 70%와 30%로 주고,‘매우 그렇다’와‘그렇다’를 포함한 답변자가 

당해 목표치인 87% 이상이면 100점,‘보통’답변자가 77%이상일 때 90점

을 부여한다. 조사 결과, 매 년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미술관의 공공성 수행에 있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도의 경우, 주요 성과로서 외부 전문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미술관 교육 콘텐츠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참여

자 만족도 및 이용 편의성·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공간(MMCA-

O, 과천관 1층)확보, 교육 활동을 통한‘과천 30년’의미의 효과적 전달 및 

예술적 경험 및 동시대 작가와의 협업에 기반 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

그램 추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립기관의 공공성 실천으로서의 미술관교육의 성과는 참여자(관람객)

의 현대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긍정적 인식 변화로 측정 하였

다. 이는 미술관이 보유하는 공공재원인 소장품, 전시 콘텐츠, 유·무형

의 인프라 등이 교육적 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경험과 의미 생성의 과정

을 거치며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원이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전환되고, 개개인의 문화자본의 

질적 성장은 결국 사회 전반의 문화자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효과로 유의미한 부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관의 교육적 활동을 통해 문화자본 생산 및 공익적 분배를 통한 ‘삶 속

에서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소장

품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술관교육 확산 등

의 주요 전략으로 촉진되었다.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의 사

립 미술관과 공유하여 국가의 자원을 지역으로 분배 한 점 역시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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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공성을 실천한 유의미한 사례라 할 수 있다.72) (국정과제 108: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또한 자유학기제 시행 등 공교육 현장

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정책환경에 따른 미술관교육 현장의 

창의적 변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즉, 국립현대미술

관은 미술관교육을 통해 작가, 작품, 관람객, 미술관 외부 환경이 만나고 

관계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 미술문화 향유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매체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서울관 <무한상상실 아트팹랩>73)을 통해 실험했다는 점 역시 미

술관의 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행보로 읽을 수 있다. 

제 2 절 ‘사회적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의 역할 재정립

 

 앞의 장에서 오늘날 미술관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이

러한 변화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 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개

념을 살펴보았다. 미술관이 사회와 만나고 유의미한 담론을 생산, 유통

시키는데 있어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가 실천하는 공공성의 양상 또

한 여러 영역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사회가 

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협업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의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여 지역 소재 어린이들의    
    미적 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10개 지   
    역 미술관에서 960명이 참여함.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개발한 교육 매뉴얼을 중  
    심으로 각 미술관의 현장성·지역성 등을 반영하여 추진함. 
73)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제작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는‘미술관 속 예술창작 공간’, 미술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혁신적 창작 공간으로서 역할 및 사회와 연결되는 창의 활동을 확  
    장하고, 디지털 제작기기의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대  
    상별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팹랩 셀프 가이드>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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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미술관의 존재론적 가치 확립을 위한 사회적 행위의 적극적 기

재로서의 미술관교육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관 현

장의 변화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미술관교육 역시 진

일보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

다. 이것이 가능할 때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결국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혁할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로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념의 재

정립을 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하는 미술관교육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요자) 조사74)를 분석한 결과, 

문화 향유,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의 문화자본 영역의 요소들은 상호 정적 관계임이 조사되었다. 또한, 미

술관뿐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관람객이 미술관의 

교육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미술관 방문 횟수가 많

을수록,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참여 의향이 높게 형성되어 있

어 미술관에 자주 방문하며, 이것이 교육프로그램 등 미술관 활동으로의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6>).

 

74)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교육수요조사 연구」, (연구 수행 ㈜장앤  
  파트너스 그룹),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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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방문횟수에 따른 미술관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정도

 위 조사를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취향 즉 문화자본이 형성 된 경우 

미술관 방문으로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동기 조사 결과자녀의 창의성 개발,미술 분야 진로 등 미래

를 위한 정보와 체험 기회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표 22>). 이는 교육 시스템을 통한 문화자본의 세습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6년 <문화예술향수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일수

록 문화예술 관람의향이 증대되고,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관람의향은 8

5.1%로, 비경험자 17.4% 대비 약 5배 차이를 보였다.75) 또한 분야별 문

화예술교육 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미술전시 (3.1%) 영역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2%, 600만 원 이상인 경우 4.3%, 학력별 초졸 이

하 0.7% 대졸이상 3.7%로 소득기준 3.5배, 학력기준 5배 이상 격차가 상

존함을 알 수 있다.76) 

7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1, p.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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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립현대미술관 방문 동기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술관 관람의 취향 형성은 개인의 문화자본이 

근간이 된다. 문화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한 취향의 형성에서 비롯된다

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르디외(Pi

erre Bourdieu, 1930∼2002)가 연구한 문화자본은“지배계층이 전수하려

고 하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능력,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선별에 사용되

는 고급지위문화의 선호로서의 문화적 태도와 학력으로 정의된다. 이러

한 문화자본은 그 형태에 따라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과 객관화된 형태

의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구분”된다.77)‘체

76) 문화체육관광부(주75), p. 9 재인용.
77) 김수정, 이명진, 최샛별,「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2015), p. 8.

　방문동기 응답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미술관의 소장품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 29 5.5172 1.45457

전시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 29 6.0690 1.13172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교양을 축적하고 싶다 29 5.8276 1.22675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29 5.7586 1.02313

창의성을 개발하고 싶다 29 5.3793 1.17758

학원, 학교에서 없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 29 5.4828 1.42980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고 싶다 28 6.2857 .80999

여가시간을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 29 6.3793 .72771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싶다 28 6.2857 .85449

가족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28 5.9643 1.34666

(자녀) 창의성을 개발하고 싶다 28 5.8214 1.41562

(자녀) 미술 분야 진로 등 미래에 위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주고 싶다

28 5.7857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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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문화자본’은 교양, 품위 등 자라온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문화자본

으로, 부르디외의 아비튀스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 부르디외는 

이 체화된 속성을 가장 핵심적인 문화자본의 형태로 보았다. 문화자본은

“행위자의 몸에 축적되는 능력이자 지식이며 성향이라는 점에서 일정의 

아비튀스이며 이는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78)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적 재화 형태의 자본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의 구매와 소

비,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자본의 형태이다. 제도화된 문화자

본은 학위, 자격증 등 제도에 의해 공인된 형태의 자본이다. 부르디외는 

체화된 문화자본은 가정 내에서 획득되고, 이는 학교를 통해 승인되며 

개인의 학업, 직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르디외의 연구에서 논의했던 자본의 세습은 오늘날 보다 심화되어 나

타나고 있으며 자본 간 격차의 원인을‘영속적이며 적극적인 피드백의 

연결고리79) 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이는 정보의 소유자는 더 많은 정보

와 자원을 습득하고 지속적·적극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반면, 비소비

자는 점차 정보와 문화의 소비 패턴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미술관, 특히 미술관교육은 정보와 문

화자본의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지식 생산과 문화역량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960년대 박물관 관람객을 연구한 저서『The Love of Art』(1969)에서 부

르디외는 미술관이 대중에게 열려있으나 지극히 한정된 일부만이 방문하

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미술관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개

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형성된 수요, 의미와 문화자본의 불균등한 분배, 

세대 간 문화자본을 세습하는 교육 시스템 등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미

78) 김동일,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07), p. 51.
79) John H. Falk, Lynn D. Dierking 『박물관교육의 기본 Learning From 

    Museums』(2000) 노용, 이주연, 류지영, 이선아 옮김(미진사, 2007),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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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한『구별짓기』에서 부르디외는 미술관 방문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교육을 강조하며,“미술관 방문은 교육 수준

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강하게 증가한다”80)고 하였다. 기존의 사회학과 

교육학 등의 연구들에서도 밝혔듯,81) 자본의 우위를 점하는 집단은 지속

적으로 그 자본을 통해 보유한 자본을 보다 견고히 하며 이는 2세들에게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자본의 세습적 특성과 이를 가능하게 

작동시키는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제도를 고려해 본다면 불균등한 문화자

본 분배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회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공교육 제도에 속한 대상의 미술관교육 참

여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 소장품 기반의 교

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청소년 및 교사 대상의 교육 다양화가 이루어져

야 하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 제도에 속한 대상들의 미술관 경험이 성인이 되

었을 때의 문화향유 습관과 취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

한 미술관교육 기회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공교육(제도권·형식적 교육)과 달리, 미술관교육은 그 효과와 성

취도를 측정 또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거나 그들의 미술관경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연구에 기반 하여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파

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으로서의 미술관, 특히 미술관교

육은 이러한 정보와 문화자본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

적 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지식 생산과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인지해야 한다.

80) 김동일(주78), p. 86.
81) 상속된 문화자본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은용,「문화자본이  

문화향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한국무용기록학회』,제32호(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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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미술관교육

 공공영역으로서의 미술관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은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광의의 미술관교육은 미술관 공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해석적 매체와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서 개인이 작품과 공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총체적 경험 까

지도 포함한다. 미술관에서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역시 매

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

서의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시실 내의 월 텍스트와 안내 브로슈어 

등의 명료함, 동선․ 공간 안내 체계, 직원들의 관람객 서비스에 대한 인

식 정도 등 대부분 모든 미술관의 요소들과 관계되는 것이다. 관람객이 

미술관 방문을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하는 홈페이지 역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한 설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고려한 미

술관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역시 미술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이다. 

 일반적 개념의 미술관교육-제한된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적 활동-이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접근성 측면에서 한

계를 가진다. 최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의 활용은 

보다 많은 참여 기회와 접근성 확대의 관점에서 유용한 수단이다. 국외 

박물관 미술관에 비해 국내 현장에는 아직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이나, 관람객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술관의 사회적 책

무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과의 협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근 SNS 등 온라인 기반의 교육 콘텐츠와 예술적 경험을 매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미술관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2017년 이후 기관의 SNS 플랫폼 기반 온라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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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 등의 형식을 통해 교육 현장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 제한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접근성 

관점에서의 유익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투입 예산 대비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2017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비

콘은 기존의 오디오 가이드, 도슨트 해설의 대안적·상호보완적 매체이다. 

총 14개 전시 (2018년 5월 현재)에 대한 비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작품 안내 및 가이드 투어, 작품 검색, 길찾기, 공지사항 등의 기능을 탑재

하고 있다.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와 비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

콘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인지도, 활용 등이 어느 정도 일반화 되어 있는 

82) 2017.12.7.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강의 형태를 온라인 스트리밍 콘
텐츠로 제작·업로드 함. 24시간 경과 기준 총 31,000 views.

<그림 17> <MMCA 컬렉션 강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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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비스 제공 초기 단계로 심층적인 분

석에 한계가 있으나 관람객의 이용 행태, 활용도,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사회 내 여러 층위를 연결하고, 그 관계망들을 조직·확산하는 미술관

교육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혁명은 환영할 일이다. 한

편,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 미술관은 디지털 기술을 수용·활용하는 기

관의 철학을 마련해야 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미술관 경험의 확장을  위

한 해석적 매체로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이를 활용하는 교

육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미술관 현장 역시 새로운 디지털 환경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최첨단 기술력의 출현과 동시에 사람

만이 할 있는 것, 예술 본연의 가치 등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부각되면서 

인문학의 재발견을 예견하기도 한다. 사회와 예술의 본질적 가치,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는 미술관교육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의 참여기회 확대

를 위한 차별화 된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18> 시간대별 비콘 이용 현황 (국립현대미술관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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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관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1) 직제 및 예산 등 제반 여건 강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의 직제를 분석하면, 연구, 소장 분야를 제

외한 직접적인 전시기획·운영 학예인력은 학예연구관(사),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총 46명으로, 교육 학예인력 총 9명의 약 5배의 규모이

다. 연구, 소장 분야를 포함한 전체 인력 55명 대비 교육 인력은 16.4%

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 예산 역시 전시 대비 21.63%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시 대비 인력의 ⅓ 규모로 미술관 전체 관

람객의 25% 이상을 수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매우 미

비한 재원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관이 인식하는 기능별 중요도는 제도와 정책과 맞물려 재원의 차등

적 분배로 이어지며 공간 역시 위치와 규모를 통해 미술관의 운영 철학

과 내부 인식을 유추 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관의 경

우, 변화하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여 전시 면적과 유사한 규

모의 교육 공간을 확보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인력과 예산, 기

관의 인식의 진보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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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학예연구실 인력 현황

전시1과 소장품
자료관리과

교육
문화과 전시2팀 전시3팀 연구기획

출판팀
학예연구관(과장) 1 1 1
전문임기제(가)급 1
전문임기제(나)급 1 1
학예연구관 1 1 1 1
학예연구사 4 2 3 2 2 1
전문경력관(가)급 1
전문경력관(나)급 1 1 1
전문임기제 (다)급 5 1 2 4 2
전문임기제 (라)급 3 1 1 3 1
전문임기제 (마)급 2 1 1

총 계 18 6 9 12 4 6
전체학예인력(55명) 

대비 %
32.7% 10.9% 16.4% 21.8% 7.3% 10.9%

※ 행정직, 시설직 등은 제외한 학예연구 분야 전담 인력만  산정함.

<표 24> 2008-2017년도 교육 및 전시 예산액 비교83)

(단위: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술관
교육운영

866 1,000 1,956 1,555 1,555 1,555 1,829 1,794 1,773 1,786

전시 및
조사연구

2,703 3,535 5,032 4,786 4,666 14,169 7,174 4,948 7,531 9,102

8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예산 중 전시사업은‘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및‘덕수궁미술관운영’항목을, 교육사업은‘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활성화’

    내역을 집계하였음. 2013년 전시예산은‘서울관 개관전시 운영‘ 항목을 포
    함하였으며, 2014년 이후는 서울관 운영비 중 전시예산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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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케이터의 역량 강화 

 미술관교육의 질적 수준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교육 콘텐

츠 개발을 위한 작품, 전시 등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의 소재로 가공해 

내는 능력, 미술관 활동들 간의 맥락적 이해, 관람객에 대한 이해도 등

은 에듀케이터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의 영역이다. 최근에는 참여자의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

의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후퍼 그린힐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미술관의 전략으로서 

미술관을 커뮤니케이터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다.84) 이 모델은 의미 생성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전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람객의 의견과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가 개념화되는 방식을 적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일상의 문

화가 의미를 생성하는 타협의 과정으로 보고 의미의 구조화에 있어 해석

의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후퍼 그린힐은 이해가 성취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는데 해석은 복잡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process 

of making confused meanings clearer)이자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

으로 정의하면서, 에듀케이터가 가져야 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전문성

을 강조하였다.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되는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은 어떻게, 무엇

으로 강화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시스템적 보완·선결 과

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이

라는 물리적 공간과 맥락을 전제하므로, 현장 경험을 통해 에듀케이터로

84) Falk, F. & Dierking, Learning from the museums: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 (Walnut Creek, CA: Alta Mira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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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문성을 학습·습득할 수 있는 여건이 수반되어야하다. 대다수의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근로 형태를 볼 때 장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이 취약하다. 지식뿐만 아니라 관람객과의 소통 

기술,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인력 정

책의 보완이 선결과제이다.

   미술관교육은 미술관의 중심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미술관교육은

   소장, 전시 등과 같은 미술관의 주요 활동들과 분리되어 이해되어왔다.

   미술관 에듀케이터는 이제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진 미술관의 매니저이자 

   전문가인 핵심 인력이다.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은 목표 대상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디스플레이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에듀케이터는 소장품 등 타 영역에 적절한 

   조언을 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 Hooper Green-hill (1992:7) 

3) 미술관교육 영역의 연구 기반 구축

  미술관교육의 근간은 소장품, 작가, 문화, 사회 등 전방위적인 주제를 

포함하는 연구와 이로 인해 축적되어지는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경험들이다. 소장품 및 전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기반 한 미술관교

육의 개발 및 운영은 지속적․체계적․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확보를 

가능케 한다.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발과 실행 간의 선순

환 체계 확보 역시 요구된다. 또한 국내 관람객 연구 분야는 아직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관람객의 영역이 확장되는 최근 미술관 문화에 대

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에 기반 한 교육적 서비스(매체, 활동 등을 포괄)는 관람객

의 미술관경험을 보다 풍성하고 확장적인 시각과 관점, 해석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미술관이 가지는 관람객 지향적 태도, 

철학, 그리고 비전과 연동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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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장  결 론  

 소통과 참여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미술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신 박물관론(New Museology), 후퍼 그린힐(E. Hoop

er-Greenhill)의 포스트 뮤지엄(Post Museum)에 대한 논의 등 미술관과 

미술관의 활동들이 재정의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개

인의 복지와 사회 변화를 동인하는 사회적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술관학 분야 학자들은 내외부적인 요인, 즉 경제, 정치 등으로 인한 

미술관의 변화에 대해 이상적 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술관과 사회와

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85)  

 미술관은 사회적 기관이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역할이 연

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학 또는 사회이론 분야에서 미술관의 

활동, 특히 미술관교육을 주제적인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관계 

맺는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관

교육을‘사회적 행위’로 설정하고 미술관의 공공성을 구동시키는 핵심 

기제로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공공 미술관은 대중의 계몽과 교육 기회 평등의 원칙 실현에 근간을 두

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교육 기관의 성격을 띤다. 한편, 미술관교육

은 발생부터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는 사회적 행위였고, 이는 초기 구성

주의(진보주의)교육 철학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속성이라는 

85) Lois H. Silverman,『The Social Work of Museums』(USA and Canada: Routledge,    
 201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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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회 변화에 반응하며 그 형태와 내용을 진화시켜온 국립현대미술

관 미술관교육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전시와 관람객의 소통은 개인의 문화자본이 작동

할 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자본은 교육적 활동이라는 연결고

리를 통해 생성, 유지, 강화된다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의 중요성을 설명

해준다. 사회자본이자 상징자본인 미술관이 송출하는 메시지는 미술관교

육을 통해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변환되며, 개인은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의 형성과 의미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주체적인 문화 소비자가 

된다. 미술관의 공공재원-소장품, 전시, 공간 등 총체적인 경험의 대상-

은 공익적으로 재분배됨으로써 공공성을 획득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미술관교육이 미치는 순기능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술관교육이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의 성과는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

영기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PCSI)의 부분적 활용을 통해 설계한 지표로 

측정하였다. 미술관교육과 공공성 실천의 관계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틀

은‘소통’과‘참여’라는 미술관 현장의 실현 가치를 중심으로 이에 상

응하는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의 두 축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외부 환경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미술관교육의 특성

을 반영하여 「문화지원법」의 실현 가치와 관련 있는 PCSI 조사 내 설

문 문항을 추출·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미술관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문화자본 및 사회적 책무성 인식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

술관교육 참여자의 경우 관람객에 비해 문화자본과 사회적 책무성 인식

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단, 기존 자료를 분석 및 측정에 적용

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통해 미술관교육이 

수행하는 공공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성

과이자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술관교육이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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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성을 구동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함을 발견하였고‘문화자본 축적

과 공공재원의 공익적 재분배를 통해 미술관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회

적 행위’로 재정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미술관교육이 실천하는 공공성을‘사회

적 행위’로 보았으며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관교육의 개념

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소통의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이다. 현대 예술과의 소통은 예술에 대한 이해와 취향, 향

유의 습관과 태도 등을 형성하는 문화자본을 필요로 한다. 공공 미술관

은 문화자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들을 활발히 연구·개발·공유해야 한다. 미술관은 미술관교육이 문화자

본 성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식하고 자본의 불균등 현상 해소에 기여하

는 공공영역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현대의 미술관은 미술관교

육을 매개로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소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생산·유통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둘째,‘참여의 행위로서 미술관교육’이다. 이는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미술관 유형·무형의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미술관의 공공성

을 실천해야함을 의미한다. 미술관 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술관교육은 문화 향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하다. 특히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은 예술의 생

산, 유통, 향유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참여의 형태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술관교육은 기술 혁명이 참여를 매개하고 확

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변화와의 창의적 협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를 향해 보다 유의미

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미술

관은 미술관교육을 선택적 영역이 아닌 필수적 영역으로, 기능론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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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개념이 아닌 예술 본연의 가치를 대중과 매개하는 사회적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제

도적 기반 강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미술관 현장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30여 년의 기간 동안 사회 변화에 

반응하고 대응하며 전개 해 온 미술관교육의 흐름을 추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미술관교육은 이미 사회적 행위를 실천해왔고. 유의미한 사회

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한 미술관교육의 태동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확산기,「문화기본법」실천을 위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의 미술관교육 실천 등 사회와 미술관, 그리고 미술관

교육은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으며 진화해 왔다. 

 근대 박물관의 탄생에 명제가 되었던 공공성을 오늘날 다시 강조하는 

것은, 미술관이 보다 개방적 운영 철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견인하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술관은 

관람객, 미술관 내외부의 다양한 관계망들과의 공유된 권력으로, 보다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공공의 장소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를 향해 열려있고, 사회적 의제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미술관은 사

회적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미술관 

담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함은 필연적이다. 미학과 담론의 생산자로서의 기

존 미술관은 이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내

는 핵심 기제로서 기능해야 한다. 21세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뮤지엄 역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열린 담론 형

성의 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술관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가

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미술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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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술관과 사회를 연결하고, 소통과 참여를 유발하는 미술관교육의 사회

적 행위가 견인하는 공공성 실천의 과정과 그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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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sitive functions that the social 

action of museum education performs for museum’s fulfillment of its 

public service. To this purpose, the study defines values that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encompasses, the space where such values 

are realized, as well as the nature of museum as an institute to 

embody public values86), while identifying the social role of museum 

education as a catalyst to fulfill the public good. In line with the new 

role of today’s museum to pursue communication, engagement and a 

comprehensive experience toward arts, and being demanded to expand 

ways to communicate with the external world, it is time to redefine 

museum activities and to establish a new perception toward the role of 

museum education in society.  

86) Kim, Se Hun,『Diverse Approaches toward the Publicness』(Mimesis, 200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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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rticular nature of museums in Korea started as a place for 

exhibition has been an obstacle to museum perceived as a social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educational 

function of museum has been perceived as optional. It is also true that 

museum-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its organizational 

culture have all evolved around this exhibition element of museum, 

thereby having a huge influence on the culture and atmosphere of the 

institute. The advancement of The Museum 3.0,87) however,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re has been a profound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that such exhibition function of museum has made to 

society as well 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eums and visitors. 

What museums at home and abroad are currently witnessing is that 

divers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museum can no longer secure their 

necessity with internal logic only but through establishing their identity 

by responding to social agenda and engaging and interacting with 

visitors. 

     The study considers museum education as the medium connecting 

museum with society and conducts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ction of museum education and the museum’s fulfillment of 

its public service. Exhibition, the core function of museum requires co

mmunication and engagement.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quires individuals’cultural capital for 

communication and their engagement as the opportunity for experien

87) From the presentation made by Director Alistair Hudson of Middlesbrough Institute 
of Modern Art (MIMA)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Changing Museum: New Rel
ations,’organized commemorating 30 years anniversary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If exhibiting and demonstrating excellent 
art works to visitors is The Museum 1.0, The Museum 2.0 is about visitors coming to 
museum and practicing art. And The Museum 3.0 is more actively built on usership 
than simply participating in an already existing structure. In The Museum 3.0, museum 
is a place that is created and given meaning by the sum actions of all i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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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In this context, the social significance of museum education conve

rting social capital into individuals’cultural capital and of expanding op

portunities for engagement by redistributing public resources for the pu

blic good is interpreted as‘social action.

     For‘social action’of museum education, the study analyses the 

MMCA’s 30 years of museum education in phases based on changes in 

policy, institution, etc. and traces the expansion of it in response to 

external circumstances. In this process, efforts to practice lifelong 

education followed after the MMCA’s relocation to Gwacheon in 1986, 

the establishment and further promo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observance of the enactment of the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as well as endeavors to expand engagement 

opportunities to practice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have all been 

confirmed, and it was found that museum education has demonstrated 

its‘social action’in the course of such history. The‘Social action’of 

museum education, engaging actively in social changes, is suggested in 

detail through examples of projects of different areas including 

education with improvement in cultural accessibility and the re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The study attempts further to make an objective verification on the 

effect of the public service undertaken by museum education by fulfilli

ng cultural capit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By utilizing the outcome of 

the MMCA’s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PCSI), two asp

ects of achievements–museum’s public resources converted to individu

als’cultural capital(‘communication’, strengthened cultural capability, 

a fundamental value of art) and social responsibilities of museum(‘eng

agement’, social responsibilities, an instrumental value of art)–are being 
measured. The result finds out that education participants not only c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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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more cultural capital but also perceive a higher level of social respo

nsibilities played by museum than exhibition visitors. It is also found th

at museum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cultural capital and the public’s 

perception toward museum’s social responsibilities.

     MMCA’s Museum education needs to be redefined as‘active 

social action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cultural capital and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ies’in response to external polici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of museum 

education’s identity as social action will be a condition for museum to 

serve a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where museum communicates 

with society and as a social place practicing the public good by 

encouraging engagement in diversity and a search for value of arts. 

keywords : museum education, social action(actor), public role,

culture capital,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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