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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학교 
교육도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교육의 목적을 두는 
이른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계열별 과목 선택의 벽을 허문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이 같은 시대적·교육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술교육계에서도 몇 해 전부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른바 융합인재(STEAM) 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
거나 비판적 사고력, 시각적 문해력 등의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
으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그것이다.
  미술교육계에서 나타난 이 같은 변화의 모색은 미술은 비인지적 교과라는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오랫동안 미술은 표현 기능이나 정서 
함양의 맥락에서 교과 교육의 가치가 논해져 왔고, 그로 인해 학교교육에서의 위치
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이제 모든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하는 인지적 교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미술이 인지적 교과이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바탕이 제공되어야 한다.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는 미술교육과 인지의 
관계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간 마음의 작용을 컴퓨터의 정보처리과
정으로 설명한 인지과학의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에서 시지각의 역할을 연구한 인지
심리학은 그동안 감각의 작용으로 여겨진 지각을 사고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면서 
미적 지각 교육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술은 문자가 아닌 이
미지라는 상징체계로 의미 전달과 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상징체계론은 시각적 
문해력 교육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부터 인지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난 체화된 인지이론은 인지능력 함양에 있어 미술교육의 새로
운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이 같은 인지 연구의 흐름 아래 국내 미술교육계에서도 시각적 사고와 시각적 문
해력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 이를 적용한 미술교육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비판적 
사고력, 통합교과, 융합교육 등의 관점에서 미술교육 실행에 관한 연구, 인지주의 
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 원리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교과교육의 본질적 기초로서 미술교육의 ‘내용’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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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미술교육의 인지적 특성을 논하면서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이라는 본질
적인 내용이 배제되는 안타까움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교과는 본질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지식을 배움으로써 사고력과 인
성을 함양하는 것은 교과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교과마다 다루는 지식의 종류와 
내용, 획득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지식교육이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
다. 이 연구는 이처럼 그동안 미술교육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지식과 사고의 
문제를 인지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것을 새로운 미술교육 실천의 지렛대로 삼으
려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분야의 핵심적 이론인 교육목표
분류학에 주목하였다. 
  블룸(Bloom, 1956) 등의 『교육목표분류학』은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심동적·정
의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속하는 내용과 행동요소들을 위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업설계와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핵심
이 되어 온 교본과 같은 이론이다. 그러나 블룸이 설계한 인지적 영역 목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hol, 2001)
이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을 출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학
은 근본적으로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만 다룬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미술교육계에는 윌슨(Wilson, 1971)이 블룸의 
분류학에 기초하여 만든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이 있었지만, 행동 영역의 비체계성과 
40년 이상 지난 이론으로 현대 미술교육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그 의미와 유
용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따라서 현대 미술교육에 맞는 새로운 분류학 개발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연구자는 인지능력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설계하
고 제안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에 두었다. 교육목표분류학은 교과교육을 통해 가
르칠 지식과 사고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미술교육에 맞는 목표분류
학을 만든다는 것은 미술교육에서 지식과 사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한다는 의
미이다. 
  Ⅱ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인지 연구와 미술교육의 관계를 고찰한
다. 1세대 인지이론으로 정보처리이론과 시지각의 관계, 상징체계론과 시각적 문해
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2세대 인지이론으로 체화된 인지이론과 신체적 사고의 관계
를 살펴본다. 이 문헌 연구는 시지각, 시각적 문해력, 신체적 사고의 요소들을 미술
교육목표분류학의 구성요소로 편입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된다. 다음으로 블룸, 앤
더슨과 크래스홀의 교육목표분류학,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의 체계를 비판적으
로 검토한다. 블룸 분류학은 인지 유목의 1차원성과 위계 설정의 문제, 앤더슨과 크
래스홀의 분류학은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만 다룬다는 문제, 윌슨의 분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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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영역의 비체계성과 최신 인지이론의 부재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의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분류
학의 두 가지 축을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차원으로 잡고, 각각의 차원에서 범주와 
유목들을 설정하였다. 분류학의 큰 틀은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것을 기본으로 삼되 
내용 요소는 윌슨의 분류학에서 많이 가져왔으며, 두 분류학의 제한 사항을 개선하
고 미술교육 차원에서 놓치고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차원의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초안이 완성되
었다. 그리고 이 분류학의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해 미술교육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장학사, 연구원, 교수, 강사 
등 6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최초 제안한 분류학의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분류학에 대해 최종적으로 46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추
가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용어의 의미나 위계 등에서 비교적 정리된 분류학 체계
를 완성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이 분류학을 여러 미술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분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수업설계,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
재 개발과 분석, 영재성 측정과 판별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지면과 시
간의 문제로 그 모든 분야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지는 못하고, 그중 수업설계
와 평가, 국가교육과정 분석에 이 분류학을 적용해 보았다. 먼저 연구자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수업 설계와 평가에 분류학을 적용한 
실행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인지 중심 교육과정 설계원리를 고찰하고 현
행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에 이 분류학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분류학 개발의 학술적 의의를 제
시하였다. 덧붙여 이 분류학의 제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제한사
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와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실행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인지, 미술교육,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내용지식, 인지기능, 미술과 교육과정 
학번 : 2006-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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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미술교육 연구의 오래된 논제
이자 쟁점이었다. 이는 ‘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을 구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 또는 학문의 본질적 입장
이 그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였다. 근대 산업시대 이후 산업적 필요에 의해 일반교
육과정에 포함된 미술교육은 산업사회에서 강조되었던 표현 기능의 발전을 중요시
하거나, 1920년대 진보주의 교육운동 이후 자유로운 자아 표현을 통한 창의성의 계
발에 주목하거나, 1960년대 본질주의 교육철학에 힘입어 미술 자체의 학문적 본질
과 미술에서 지식의 학습을 강조하거나,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함께 미술의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시각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판
단하는 시각적 문해력의 육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등 시대에 따라 미술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백경미, 2004b: 2).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특히 최근에는 미술의 인지적 성격에 주목하여 미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지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술교육의 정당성과 관련한 논의들은 미술교육의 성격
과 방향을 결정짓는 패러다임에 관한 것들로,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표현기
능 중심 미술교육,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학문 중심 미술교육, 시각문화교육 등으
로 분류된다. 그중 인지 연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최근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지
적 접근을 본 연구에서는 ‘인지 중심 미술교육(Cognition Based Art Education)’이
라고 칭한다.1)
  미술교육의 정당성을 인지능력의 육성에서 찾는 인지 중심 미술교육은 미술활동
이 지적 활동이라는 점을 핵심적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신의 성장
(mental growth)을 이루게 하는데 미술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주장하
는 학자들은 1960년대 이른바 ‘인지 혁명’ 이래 전개된 ‘인지주의(cognitivism)’에 

1) ‘인지 중심 미술교육(Cognition Based Art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애플랜드(Efland, 
2002)가 쓴 『Art and Cognition: Integrating the Visual Arts in the Curriculum』의 
우리말 번역서의 제목 『인지 중심 미술교육론 탐구: 교육과정 개발의 새 접근』(강현석 
외, 2006)에서 따온 것이다. 애플랜드는 이 책의 제목에서 시사하듯 미술교육을 인지론
적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하면서 교육과정에 시각예술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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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미술교육의 다양한 양상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려고 시도한다. 그
러한 주요 시도로는 돈(Dorn, 1999)의 『미술에서의 마음: 미술교육의 인지적 토대
(Mind in Art: Cognitive Foundations in Art Education)』, 아이스너(Eisner, 
2002)의 『예술과 마음의 창조(The Arts and the Creation of Mind)』, 애플랜드
(Efland, 2002)의 『미술과 인지: 교육과정에의 시각예술 통합(Art in Cognition: 
Integrating the Visual Arts in the Curriculum)』 등의 저서를 들 수 있다(강병직, 
2013). 
  근래 들어 미술교육의 인지적 측면이 부각되는 현상은 공교육에서 약화되어 가는 미
술교육의 입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도 관련 있다. 아이스너(Eisner, 1994b)는 전통적
인 인지 개념이 읽기, 쓰기, 셈하기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술 교과가 
주변화 되고 말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세계를 의식 속에 표상(representation)
하는 것을 인지의 주요 기능으로 본다. 예술은 그림이나 음악, 시와 같은 미적 형식
을 통해 세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상징체계에 대한 문
해력을 육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술교육의 목적이 표현 기능을 길러 전문 미술가를 양성한다거나, 미적 정서를 함
양하여 교양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때, 결국 학교에서 미술 교과는 주요 학습 영역에
서 분리되어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전문교육이거나 여가나 취미를 위한 교양교육이라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Efland, 2002; 김수현, 2003; 백경미, 2004a). 이런 
상황에서 미술교육을 통해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을 기른다는 주장은 특정 소수를 
위한 전문 교과나 취미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가 아닌, 모든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하는 필수 교과로서 학교교육에서 미술교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 
  이처럼 미술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인지능력, 즉 사고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이라는 교과에 부여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하
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정서 함양, 또는 표현 기술적 측면에만 머물렀던 미술과의 성격을 인지적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문제이며, 나아가 미술교육의 인지적 가치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인지와 미술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
대에 대두된 인지 혁명 이래 주로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어
져 왔고, 상당한 성과와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체로 시지각을 연구하면서 지
각이나 감정, 정서 또한 인지의 한 속성으로 보고 시각적 사고를 미술적 사고의 중
요한 특성으로 규정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지각 능력
을 키워서 넓은 의미에서의 사고력을 기르고, 나아가 다양한 시각 현상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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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를 길러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다(Eisner, 1994a). 
  그러나 미술교육의 인지적 가치를 규명하려는 그간의 연구들은 대개 인지를 정보
처리나 상징처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고전적 인지개념에 근거한 것들로, 감각적, 
정서적, 직관적 특성이 강한 미술 고유의 특성에 기초한 접근은 크게 보여주지 못
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인지의 신체성에 주목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개념이 인지과학계에 대두하면서 이 개념을 미술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
가 근래에 이어지고 있다. 이성과 감성, 논리와 직관이라는 근대적 인식론의 이분법
적 구분을 넘어서 이성과 감성의 연합, 사고와 감각의 종합으로 인지를 설명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미술에서의 인지를 종합지적인 모습으로 규정하면서 미술교육에 새
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 
  미술교육과 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으며, 다분히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 또는 철학적 인식론의 측
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미술교육의 인지적 특성과 가치를 주장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지적 특성을 실제 
미술교육에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관점이나 선언
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술교육의 인지적 가치를 주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의
거하여 인지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실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을 미술교육목표분류학에서 찾았다.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미술교육의 목표가 되는 요소들을 내용 수준과 기능 수준
의 체계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모든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목표는 교과교육
의 이유로서 교수학습 진행과 평가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교과교육 설계의 핵심이
다. 교과교육을 통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습할지 계획함으로써 그 결과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인지기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적용되
는 목표분류학은 미술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사고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미술교육의 내용학적 기초와 함께 방법론적 가능성들을 제공해준다.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은 인지적 영역에서 교과교육의 목표를 여
섯 단계의 사고로 제시한 것으로, 이후 그의 제자인 크래스홀(Krathwohl) 등 여러 
학자들이 정의적(1964), 심리·운동적 영역(1972)을 추가하여 오늘날 교육목표를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목표로 설정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 고전적인 연구이다. 그
러나 블룸의 분류학은 1차원적인 인지과정 체제, 위계적 사고 단계의 부적합성 등
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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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 Krathwohl, 2001) 등이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을 내면서 지식 차원
과 인지과정을 분리한 2차원적인 체제, 사고 범주의 위계 구조 재조정 등을 통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교과교육 일반의 맥락에서 개발된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과 이
를 개정한 앤더슨 등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은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에 한정된 
것으로 지식과 사고의 한쪽 면만 보여줄뿐더러 이를 그대로 미술교육에 활용해온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았다. 
  미술교육계에서는 윌슨(Wilson, 1971)이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인지적 영역)에 
기초하여 미술교과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체계화한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을 내
었고, 이 분류학은 1994년 미국의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국
가미술교육협회)가 만든 “국가미술교육 내용 기준”의 체계로 적용될 만큼 미국 미
술교육 내용의 표준으로 작용해 왔다. 블룸의 분류학이 현대 교육 지형에 맞게 수
정되었다면 블룸의 분류학을 기초로 설계된 윌슨의 분류학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윌슨의 분류학은 개발된 지 40년 이상 지나 현대미술과 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 시점에 맞는 분류학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처럼 미술교육의 인지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흐름과 맞물려 
이것을 현장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인지적 성격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체계화하고 
제안함으로써 인지 중심 미술교육의 실천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라는 본 연구의 주요 용어로는 인지, 
지식,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명제적 사고, 직관적 사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가. 인지

  ‘인지(認知; cognition)’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
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이다(국립국어원, 2018).2) 즉, 어떤 자극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 되는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인지를 ‘마음의 정보

2) 국립국어원 홈페이지『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6월 검색 (http://stdweb2.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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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1950년대 후반, 인지과학이 출발하면서 가진 생각
도 바로 그것으로, 인공지능학의 창시자인 뉴엘과 사이먼(Newwell & Simon, 
1961)은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을 컴퓨터의 정보처리과정에 비유하여 외부 정보
(언어, 수, 이미지 등)이 감각기관에 입력되어 내부적인 상징(표상) 처리 과정을 거
쳐 행동으로 출력되기까지의 모든 심적 과정을 인지로 보았다(강병직, 2013: 81
).3) 그래서 이 관점에서의 인지는 ‘인식(awareness)’이라는 다소 수동적인 수용으
로서의 앎보다는 문제를 풀거나 게임의 전략을 세우거나, 기술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고 작용에 가깝다(이정모: 2003: 24). 이것은 인지에 대
한 고전적인 관점으로서, 이때의 인지능력은 추상적 사고능력이자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한다. 
  인지를 사고능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고, 정서, 의지(知, 情, 意)를 포괄하는 능
동적 마음의 작용”(이정모, 2009: 37)으로 정의하는 것은 보다 넓은 개념의 인지이
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인지를 추상적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운동기능적·정서적 앎, 인내와 의지 등 보다 넓은 마음의 작용을 포괄한다. 
그래서 사고, 기억, 언어와 같은 이성적 앎뿐만 아니라 정서, 동기, 신체감각, 무의
식, 사회심리적 앎까지 포함하는 ‘체화된 인지’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인지는 
환경과 인공물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 바깥에도 존재하는 ‘분산된 인
지’, ‘확장된 인지’의 개념에까지 나가고 있다. 이때의 인지는 “두뇌와 환경을 연결
하는 지식 활용 과정과 내용 전체, 또는 그러한 행위”(이정모, 2009: 39)라는 포괄
적 의미로 정의된다.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마음(mind)’이라는 용어도 ‘인지(cognition)’와 혼
용되어 사용된다. 마음은 철학의 인식론 등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지’가 무언가를 아는 작용과 관련해서 정의된다면 ‘마음’은 사고와 정서,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그래서 사고와 학습보다는 일반적
인 마음의 작용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용어는 
인지와 구별되기도 하고, 대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영의, 2015: 
109). 본 연구는 인지를 사고와 학습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보다
는 공식적으로 ‘인지(cogn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지에 관한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할 때 연구자는 인지를 추상적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감각, 정서와 의지까지 포함하는 ‘체화된 인지’, 신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확장된 인지’의 개념을 채택한다. 확장된 인지의 관점
3) 뉴엘과 사이먼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

제 세계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반적 문제 해결(general problem solving)' 모형으로 정
의하였다(강병직, 201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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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계 인지(인공지능), 동물 인지라는 개념도 가능하지만(이정모, 2009: 
38), 인간의 사고와 학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인지 주체를 인간에 한정
하여 ‘인간 인지(human cognition)’의 개념 안에서 논한다. 다만 기계 인지나 동물 
인지 등 인간이 아닌 객체의 인지는 외부 환경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인지를 추상적 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사고, 정서, 의지 등을 포괄하여 무언가를 아는 것과 관련한 마음의 작용”으로 정
의하며, 인지능력을 신체에 한정된 사고능력에 한정하지 않고 “행위 주체의 신체에 
기초하되 외부 환경, 인공물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지식 활용 능력”
으로 정의한다. 

  나. 지식

  ‘지식(知識; knowledge)’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사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경험적 인식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로 정의한다(국립국어원, 2018). 정리하면 지식은 인식이나 이해를 통해 얻어
지는 성과로, 객관적 타당성을 성립 조건으로 한다. 이 같은 지식에 대한 정의는 고
대의 플라톤이 지식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충분한 이유가 설명된 참된 믿음으로 본 
것이나, 근대의 데카르트가 이성적 사유에 따라 얻어진 확실성과 명증성을 확보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본 것과 같은 서양철학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다. 이
처럼 지식은 이성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고, 철저한 논증을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석하고 판명한 상태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식의 성립 조건이
었다. 지식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근대적 지식관을 형성하며, 참된 지식은 주체로
부터 분리된 객체에 의한 판단, 즉 객관성과 보편성이 지식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었다(강병직, 2017: 5-6).
  그러나 20세기 이후 무의식의 발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과학적 지식은 
역사적 패러다임의 산물이라는 쿤(Khun)의 과학철학 등으로 인해 이성에 의한 절
대적, 객관적 지식관은 부정되기에 이른다. 특히 20세기 후반 현상학과 해석학 등 
인지 주체의 주관적 사유를 중시하는 후기구조주의 철학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면서 절대주의적 지식관은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포스터모던 논
자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텍스트의 상
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만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박정애, 2016: 8).4) 
4) 인지심리학자 브라운(Brown, et al, 1989) 등은 “지식은 부분적으로 활동, 배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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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에서 감정과 감각을 배제했던 근대 인식론의 이분법적 이성중심주의 또한 부
정된다.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정서가 담긴 
감각적 인식 작용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듀이(Dewey, 1934/2016)의 교육
철학은 지각과 감성을 세계 인식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 중요한 단초를 마련
하였다. 특히 최근의 인지과학은 ‘체화된 인지’ 개념을 통해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감각과 지각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바살로우(Barsalou, 1999)나 레이코프
(Lakoff, 2003) 등은 “추상적 사고 역시 감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감각에 기반한 
모드적 상징처리 체계의 소산”(강병직, 2017: 7 재인용)이라며 인지 과정 그 자체
가 지각적 상징으로 작동하는 과정임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상대주의적 지식관, 인지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 신체와 
감각의 작용 등을 고려하면 지식의 필수요건으로서 보편타당성은 힘을 잃고, 상황
과 맥락, 인지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주관적 지식’이라는 개념이 가능해
진다. 인지 주체의 구성적 활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의미로서 체화된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지식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5) 
이러한 지식들은 비록 보편타당성은 부족하지만 인지 주체의 지속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으로, 개개인 내에서는 보편적 지식과 같은 일정한 체계와 경향
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넓은 범주로서 지식의 개념을 따른다. 

  다. 미술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표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은 교육목표를 구성하는 지
식과 기능을 여러 단계의 유목으로 분류하여 교육적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분류체계이다.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능은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는 
생각에서 1956년 블룸(Bloom) 등이 『교육목표분류학』을 출간하면서 인지적 영
역의 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각 단계 
에 해당하는 세부 유목들을 분류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어 1964년 블룸의 제자인 
크래스홀(Krathwhol) 등이 정의적 영역을 추가하고, 1972년 심슨과 해로우

그것이 발전되고 사용된 문화에서 생겨난 것으로 편재되어 있다”면서 ‘편재된 인지’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그것은 이후 콥(Cobb, 1994)과 비레이터(Bereiter, 1994)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지’라는 용어로 형성되었다(박정애, 2016: 8).  

5) 강병직(2017: 20)은 “미술은 미를 매개로 참됨을 추구하는 인식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미술적 지식의 특성으로 이미지를 매개로 형성되는 ‘형상적 지식’과 신체와 환경을 매개
로 형성되는 ‘체화된 지식’을 제안한다. 또한 김황기(2008: 5-9)는 미술적 지식의 구조
로 명제적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을 제시하며, 이중 명제적 지식을 이론과 관련
된 것으로, 해석적 지식을 감상과 관련된 것으로, 직관적 지식을 창작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미술적 인지 체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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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 Harrow) 등이 심동적(심리·운동적) 영역을 추가하여 세 가지 영역의 
교육목표분류학이 완성되었다. 블룸 등이 완성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교
육목표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업설계,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어 왔
다. 이처럼 블룸 등의 교육목표분류학은 현재는 세 가지 목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블룸의 분류학이라고 할 때는 인지적 영역의 분류학을 일컫는다. 
  그러나 블룸의 분류학은 지식과 사고과정이 하나의 체계에 섞여있다는 비판과 사
고의 위계성에 관한 의구심이 이어지면서, 2001년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
홀(Anderson & Krathwohl, 2001) 등이 블룸 분류학을 수정, 보완한 『개정교육목
표분류학(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을 출간
하기에 이른다. 이 분류학에서 그들은 인지적, 심리·운동적 영역을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고 정의적 영역은 제외하였다. 블룸 분류학에서 지식과 사고가 하나의 연속
적 차원으로 분류되어 비판 받던 것을 ‘지식’과 ‘인지과정’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은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의 4단계로, 인지과정은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6단계로 분류하
고, 각 단계에는 여러 개의 하위유목들을 두었다. 본고에서 앤더슨과 크래스홀, 또
는 앤더슨 등의 분류학이라고 할 때는 인지적, 심리·운동적 요소들을 체계화 한 4
개의 지식 영역과 6개의 인지과정 영역으로 구성된 분류학을 지칭한다. 그러나 여
기서 다루는 지식과 사고는 모두 명제적 지식, 논리적 사고에 한정되어 지각, 정서, 
직관 등 근래 새롭게 연구되는 인지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어 이것들을 포함한 좀 
더 종합적인 체계의 분류학이 요구된다. 
  윌슨(Wilson, 1971)이 만든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블룸 등(Bloom & Madaus, 
1971)이 출간한 『학생 학습의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관한 핸드북』이라는 책의 한 
장에 실린 것이다.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이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편의상 지칭한 것으
로, 정확한 용어는 ‘미술교육에서 학습 평가에 관한 분류학(taxonomy of evaluations 
of leaning in art education)’이다. ‘미술교육에서 학습의 평가(Evaluation of 
learning in art education)’라는 이 글에서 윌슨은 블룸의 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
교육에서 평가해야 할 6개의 내용 영역(재료·용구·제작과정, 시각적 구조, 주제, 미
술의 형식, 문화적 내용, 미술이론과 비평)과 7개의 행동 영역(지각, 지식, 이해, 분
석, 평가, 감상, 제작)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윌슨의 분류학’이라고 할 때는 
바로 6개의 내용 영역과 7개의 행동 영역을 체계화된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을 
지칭한다. 윌슨의 분류학은 미술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룸의 분류학에 없었던 지
각, 감상, 제작과 같은 미술교과 특수적인 행동 영역을 추가하였고,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을 미술교과 지식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이후 2014년까지 미국 미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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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기본 틀로 사용될 만큼 중요하게 인용되어 온 분류학이다. 그러나 분류학의 
체계에서 내용과 행동의 위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최초 출간 이후 40년 이상 
지나 현대 미술교육의 맥락에서 내용의 추가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제안하는 ‘미술교육목표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for art education)’은 미술교육의 목표를 ‘지식’과 ‘인지행동’ 차원에서 
설정하도록 체계화한 분류학이다.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분류학의 ‘지식’과 ‘인지과정’이라는 틀을 이용하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으
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앤더슨 등의 분류학에서 사용된 지식과 인지과정 유
목들을 미술교육에 맞게 용어와 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여기에 윌슨의 미술교육평
가분류학의 내용을 대입하였으며, 미적 지식, 지각, 정서, 직관, 통찰 등 미술교과 
특수적인 새로운 유목들을 추가하였다. 블룸 등의 분류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돼 있고,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인지적, 심동적 영역을 통합하고 정의
적 영역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 분류학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이 하나의 체
계 안에 포괄된다. 그래서 본고에서 연구자가 설계한 분류학이라고 할 때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별로 목표 체제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지식과 인지기
능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분류학을 일컫는다.

  라. 명제적 사고

  ‘명제(proposition)’란 논리학과 언어학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진위(眞僞) 언명을 
할 수 있는 의미의 최소 단위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언명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코끼리는 동물이다’라는 문장은 진위 여부
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이다. 그래서 명제는 “구체적 대상이나 사실을 의미의 
망으로 기호화, 또는 표상화한 것”(이정모 외, 2003: 18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명제적 사고(propositional thinking)’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언명을 포
함하는 명제에 의한 사고로서, 진술의 논리적 관계를 추리하며 이루어지는 조작적 
사고이다. 그래서 명제적 사고는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의 다른 말
이기도 하다. 블룸(Bloom, 1956),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에서 기억,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조 등의 유목과 그 하위
유목으로 분류되는 사고는 모두 명제적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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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직관적 사고

  ‘직관(intuition)’이란 “분석이나 추론 등의 사유를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사태
의 전체를 파악하는 인지능력이나 작용”(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을 말한다. 그래
서 직관은 본질을 꿰뚫는 인지 작용이면서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
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는 직관을 경험적 직관과 본질적 직관으
로 나눈다. 경험적 직관이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
대방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의 감정을 알아채거나 타인의 첫 인상에서 그의 성격
이나 인간됨을 판단하는 것 등의 경우로, 이것은 자신의 경험상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본질적 직관은 후설(Husserl)의 현
상학에서 사용된 용어로, 경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사실로서의 현상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 현상의 본질에 도달하는 인지 작
용이다. 통찰과도 비슷한 사고로 최고의 인지능력으로 여겨지지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의 비과학성에 대해 인지심리학에서는 ‘생태학적으로 타고 나
는 능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깁슨(Gibson, 1978)의 ‘생태학적 지각이론’은 진화
심리학의 입장에서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천적을 만났음에도 본능적으로 몸을 숨
기는 현상을 유기체의 DNA 속에 잠재돼 있는 무의식적 기억이 발동하는 생리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종족 보호의 차원에서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직관은 다른 말로 ‘직감(intuiti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본질적 직관이 발동
하는 경우는 직감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인지과
학자 기거렌처(Gigerenzer) 또한 진화심리학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발현되는 직관을 
‘진화된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그는 직관을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림셈
법”(Gigerenzer, 2007: 30)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복잡한 계산이나 분석을 생략
하고도 사람들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위를 무의식적 기억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관적 사고(intuitive thinking)’란 이러한 직관에 의한 사고로서, “대상이 갖는 
지각적 속성이나 심상을 기초로 사고하는 경향”(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을 말한
다. 즉, 대상을 지각하면서 떠오르는 심상이 이후의 이해, 분석, 종합 등의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판단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다. 경험적 직관이든 본
질적 직관이든 그때 그때의 감정이나 보는 방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일관적이
지는 않다. 하지만 추리나 판단도 어느 정도 직관의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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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제적 사고 안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또한 직관은 논리를 뛰어넘는 비
약으로 창의적 사고와 연결되기도 한다.
  본 연구 또한 직관적 사고를 부정하지 않으며, ‘순간적인 판단’과 ‘통찰’이라는 직
관의 속성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대상의 지각적 속성이나 심상에 기초하는 사고
로서 지각과 심상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 판단’이라는 속성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의미는 태생적으로 타고 나거나 경험으로 체득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이
유를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직관적 사고는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명제적 사고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 감각, 정서, 상상 등이 촉발하는 통찰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연구자는 직관적 사고를 “신체적 감각, 정서, 심상, 개인적 경험, 무의식적 
기억, 상상, 직감 등에 의해 순간적인 판단에 이르게 하는 통찰적 사고로서 명제적 
사고에 대비되는 비 명제적 사고의 총칭”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명제적 사고만으로 구성된 앤더슨 등의 분류학을 보완하기 
위해 직관적 사고들을 인지기능의 유목에 추가하였다. 관찰, 직감, 정서, 심상, 상
상, 구상, 신체적 사고, 차원적 사고, 변형, 유추, 성찰, 가치화, 통합, 통찰 등이 그
것이다. 이렇게 추가되는 사고의 유목들은 루트번스타인 부부(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의 『생각의 탄생(Spark of Genius)』에서 제시된 창
의적 사고도구들을 많이 인용하였다.
     
3. 선행 연구 분석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라는 본 연구의 주제에 연관된 국내 선
행연구로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 ‘인지(cognition)’와 미술교육과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 둘째, 블룸(Bloom, 1956),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교육목표분류학,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에 
관한 연구, 셋째, 인지 중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각 주제
별로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문제들을 본 연구와의 맥락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가. 인지와 미술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인지(cognition)’라는 용어가 국내 미술교육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창조주의에 기반한 표현 위주 미술교육이 갖
는 비인지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미술이 지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지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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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와 미술교육에서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선(2001)
은 창조주의 미술교육을 비판하며 DBAE에서 강조하는 미적 안목 육성, 언어적 소
통으로서의 미술 개념을 미술교육의 목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고, 백경미(2004, 
2005)는 20세기 중반부터 미국 심리학계에서 진행된 정보처리이론과 상징체계론 
등 인지 연구의 발전이 예술분야에 미친 영향(2004a),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전
개되기 시작한 미술교육의 인지적 접근들(DBAE, 아트프로펠 등)이 국내 미술교육
에 주는 시사점(2004b), 1990년대부터 대두된 인지적 다원론과 애플랜드(Efland)
의 격자형 교육과정 모델이 분리된 지식과 형식적 인지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적 지
식 구성에 유용함을 주장하였다(2005). 이 같은 2000년대 초중반의 연구들은 대체
적으로 1960년대 이후 전개된 고전적인 인지 연구와 1990년대 이후의 인지적 다원
론 등을 소개하며 정서교육으로서 미술교육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미술교육
의 인지적 가치와 시사점을 찾는 초기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Ⅱ장에
서 정보처리이론, 상징체계론과 미술교육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미술교육
목표분류학을 설계하는 데 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2010년대 이후로는 고전적 인지 개념에서 벗어나 인지를 감각과 정서 등을 포함
하는 확장된 시각에서 정의하며 미술교육에 주는 함의를 찾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김선아(2011)는 애플랜드와 아이스너의 인지론을 바탕으로 미술교과에서 
창의성의 개념을 지각, 감각, 정서 등이 결합된 ‘통합적 인지’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아른하임(Arnheim, 1954/2004)의 시지각 이론과 루트번스타인
(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의 ‘생각의 도구’에 기초하여 지
각, 유추, 변형, 추상화, 통합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촉진한
다고 주장하였다. 
  강병직(2013)은 현대 인지과학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체화된 인지이론’을 소개하
며 인지를 몸(체화)과 환경(확장)에 결부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신체 감각, 재료와 
도구 등 환경적 맥락까지 확장된 인지의 개념이 미술 활동의 인지적 특성과 잘 부
합하며,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최근 연구(2017)에서
는 철학의 인식론과, 인지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술적 지식을 근대적 지식(절대
적 지식, 명제적 지식)에 대비되는 ‘형상적 지식’, ‘체화된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설
명한다.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인식, 신체와 환경을 매개로 하는 인지가 미술 활동
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라는 비교적 최신 인지과학 이론을 
미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
구이다. 본 연구의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박정애(2016)는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리좀 철학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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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리좀(rhizome; 뿌리줄기식물)에 비유하고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무가 형성되
는 중앙집권적인 인지가 아니라 줄기를 꺾어 꽂으면 다시 뿌리가 생기는 ‘연결 접
속’과 ‘다양체’의 원리로 인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리좀 인지는 소쉬르
(Saussure)적인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표적 인지가 아니라 각기 다른 개인적 배경
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상호 텍스트성으로서의 인지임을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교육이라는 저자의 오래된 연구 경향의 연장선에서 인지의 
상호텍스트성을 주장하는 저자의 논리는 명제적, 절대적 지식이 아닌 개인적, 해석
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 체화된 인지이론과 미술교육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이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설계하는 데 이와 같은 최근의 인지 연구 결과
들을 활용하였다. 이 같은 비교적 최근의 인지 관련 미술교육 연구들은 순차적, 명
제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1950~80년대의 고전적 인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애플
랜드 등의 통합적 인지, 현대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의 
상호 텍스트성 등에 기초하여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로 전개되었
다. 그러나 고전적 인지와 구분되는 미술적 인지의 특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아
직은 초기 단계로, 미술교육을 인지적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적 체
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적 인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그리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학적, 방법론적 연구가 이어져야 인지 교과
로서 미술교과의 성격과 실천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관련 연구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를 ‘지식-이
해-적용-분석-종합-평가’라는 여섯 단계의 사고로 유목화 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설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온 중요한 이론이다.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은 블
룸의 인지적 영역 목표를 지식 차원(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조)로 구분하고, 인
지과정의 순서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 역시 블룸 분류학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물로 꼽힌다. 블룸 등의 분류학은 대부분의 교과 교
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성취기준 분석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관련 학술논
문은 꽤 많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거의 앤더슨 등의 개정
교육목표분류학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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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술교과에서 이들의 분류학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석사학
위 논문 몇 편이 블룸 분류학을 활용하여 미술 교과서 학습목표를 분석한 사례가 
있고, 박사학위 논문 중 이창현(2011)이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목표의 
사고 단계에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학술논문 중에는 
이은숙(2006)이 블룸 분류학의 여섯 가지 사고 단계를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과 
함께 아동 영재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정보 분야
에서 이병기(2011)가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과 또 다른 분류학인 마자노
(Marzano, 2007)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을 기초로 하여 학교도서관 학계의 대표적인 
정보활용과정 모형인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 모형’을 재구조화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교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블룸, 앤더슨 등의 분류학은 학습목표
와 성취기준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식과 사고의 위계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목표분류학은 아니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서 설연경(2013)의 박사학
위 논문으로 문화예술 기반 교육에서 미적 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을 위한 
루브릭(평가척도표)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듀이(Dewey, 1934)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이론과 링컨센터(2007)의 미적 경험 평가도구 등을 근거 틀로 
채택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 미적 경험을 지적 영역(이해, 추리, 분류, 관련짓기, 창
조하기, 표현하기), 정서적 영역(감성의 활성화, 공감, 흥미 갖기), 실천적 영역(적
용, 소통, 성찰)으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틀을 
3단계로 적용한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그 틀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전문가 3인의 검
토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연구이다. 미적 경험의 효과 분석을 
위한 루브릭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가는 과정이 델파
이조사를 통해 분류학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안을 만들어간 본 연구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교육목표분류학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조희영(1984), 나동진 외
(2000), 강현석 외(2005)의 연구가 있고, 외국에선 쿠넨, 코헨과 솔만(Kunen, 
Cohen & Solman, 1981), 앤더슨(Anderson,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대부분 블
룸 분류학의 유목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강현석 외(2005: 57-60)는 
의도된 행동만을 분류하는 원리의 비 중립성, ‘지식’이라는 용어의 혼란, 유목의 모
호성, 위계의 비 타당성, 내용 차원이 결여된 일차원적 단일성 등을 선행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
과 크래스홀이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을 내었는데, 아직 이들의 분류학에 나타나는 문
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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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블룸 분류학을 미술교육에 적용하
여 미술 교과의 평가항목을 내용과 행동 영역으로 유목화한 연구이다. 미술 교과
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으로 ‘내용’ 영역에 재료·용구·제작과정, 시각적 구조, 주제, 
미술의 형식, 문화적 내용, 미술이론과 비평을, ‘행동’ 영역에는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감상, 제작을 분류하였다. 미술 교과의 평가 항목을 분류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술 교과의 내용(지식, 사고)을 규정하는 이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미술교육 내용학에 있어 고전적인 연구로 꼽힌다. 그
러나 윌슨의 분류학에 대한 국내 학술논문은 찾을 수 없었고, 손지현(2006)의 연
구도 윌슨의 미술교육 사상과 시각문화 연구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분류학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단행본에 게재한 「윌슨의 미술교육 사상」(손지
현, 2011a)이라는 글이 유일하게 윌슨의 분류학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Ⅲ장
에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 틀에 내용을 대입하는 데 있어서 윌슨의 분류학
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교육목표분류학 체계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분류학을 교과교육
의 학습목표나 성취기준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분류학 자체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미술교육 분야에서 유일한 윌슨의 
분류학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 분류학의 문제점을 미술교
육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미술교과에 합당한 새로운 분류학 체계의 개발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다. 인지 중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에 관한 연구

  인지나 사고력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관련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
다. 아이스너(Eisner)나 애플랜드(Efland)의 인지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 방향
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사고력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한 실행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인지를 사고력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들로, 체화된 인지 등 현대 인지과학에서 규정하는 인지의 성격과 관련한 수업설
계나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인지에 기초한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 이자현과 강현석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표상형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아이스너 인식론
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그에 기초한 미술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제안하였다. 
‘미적 앎(aesthetic knowing)’이라는 독특한 미술적 인지체계로서 아이스너의 인식
론이 인식의 방법으로서 예술적 경험, 미적 경험으로서의 지식, 감각과 지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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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양한 문해력의 개발, 문화적 성취물로서 정신의 창조와 관련 있다고 설명한
다. 그리고 미술과 교육과정은 목표 설정에서 통합적 전체성의 원리, 내용 선정 및 
조직으로 미적 지식의 개방성과 해석적 순환의 원리, 교수·학습에서 지각적 인식에 
기초한 교육적 상상력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원리, 교육평가에서 교육적 감식안과 
교육비평의 원리를 살려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술적 인지의 개념으로서 
‘미적 앎’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단계마다 적용할 인지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다소 선언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현석과 이자현(2005)은 또한 애플랜드의 래티스(lattice; 격자형) 모형이 교육
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브루너(Bruner)의 나선형 모형에 대비되는 
래티스 모형의 특징으로 구성주의와 인지적 유연성을 들고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 
방안으로서 십자형 임의적 접근으로 다양한 탐구학습의 루트 제공, 다양한 상황과 
적당한 규모의 학습 과제, 세분화와 비구조성의 중간 정도 학습 환경, 학습 내용의 
구조적 재편집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미술적 인지를 비구조적이고 비순차적이며 
통합적인 것으로 규정한 애플랜드의 래티스 모형을 현행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입하
고자 하는 다소 선언적 의미의 제언으로 이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어
서 브루너의 나선형 모형에서의 순환과 반복, 지식의 구조, 내러티브 탐구로서의 구
성 원리와 통합의 모색을 제언한 부분은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제언이었다. 이것은 본 분류학의 체계가 지식과 사고에서 명제적, 직관적 
요소를 포괄하고, 실질적으로 미술교육에서 두 가지 요소의 통합적인 활용을 목표
로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미술교육에서 사고력을 강조해온 경향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업 
주제나 실행에 관한 연구는 많은 편이다. 특히 STEAM교육으로서 융합교육이 부상
하면서 미술교육에서 통합적 주제에 의한 수업설계의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가 많
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의 시도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이 아니
라 표면적이고 주변적 관점에서의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은적(2006)은 미술교육에서 주제중심 통합, 혹은 프로젝트 학습 등의 사례를 
보면 미술 교과의 주요 학습 내용보다는 타 교과의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적, 도구
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술과 다른 교과의 본질적 개념과 원리 중심의 통합
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지칭
하며, 그 실제로서 ‘교과 내 통합’으로서 미술과 디자인이 통합되는 추상 표현, 교과 
간 통합‘으로서 미술과 국어, 사회가 통합되는 민화 수업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미
술이 다른 교과 학습의 보조수단이 되던 것에서 벗어나 미술을 통합의 중심에 둔 
사례이다. 그러나 미술의 학습에 다른 교과의 내용을 추가하여 지식의 폭과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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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수준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탈교과적인 본질적 통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용(2009)의 연구는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시각문화교육의 구현을 위해 
재구성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을 ‘비판적 사고력’의 육성에 두었다. 시
각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독해력 교육이 중요해지고, 미적 인식 능력의 
육성이 강조되는 점을 배경으로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활동을 수용하고자 한다
는 배경을 밝힌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광고 제작 및 소통
과정’을 제재로 하여 비판적 사고로서 추론적, 해석적, 평가적 발문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업의 과정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발문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업 모형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사고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지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수업 사례만 제시하고 있는 아쉬움을 남긴다.
  김형숙(2012c)의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지식과 인식 주체의 개념을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고찰하고, ICT 기
반 프로젝트 학습의 인지적 가치와 유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같은 논의를 바탕
으로 융합교육과정의 유형과 구조를 제안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등), 융합기반교과(과학·수학교과+일반교과), 융합핵심교과(과학+기술+예
술), 융합전문교과(과학+수학+예술), 창의적 융합교과(자율적인 융합 학습)과 같
은 단계적 교과 영역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융합교육 예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교육과 관련한 
그동안의 인지 논의를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틀과 연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교육의 유형은 본 연구의 분류학 내용지식 중 
‘통합적 개념’의 내용요소들을 산출하는 데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술교육에서 인지(사고력)를 논의의 중심에 두는 그동안의 연구들은 
인지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론적 연구, 통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수업 프
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미술적 인지의 구체적 특성과 그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아직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거나, 구체적인 수업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것의 구조적인 원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미술교육에서 지식과 사고의 유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함으로써 미술적 인지의 성격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고, 교과 교육으로서 미술적 
지식의 체계를 구조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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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체계를 개발한다.
  셋째,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미술에서의 인지가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떤 원리로 인지능력과 관련되는지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이
것은 그동안 전개되어 온 인지 연구의 흐름과 결과들을 탐색하며 찾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앞선 
연구문제인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 
틀을 미술적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여기에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의 내
용을 대입하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한다. 이것은 미술교육을 구성하는 지식과 사고
를 체계화함으로써 미술 교과의 학문적 정당화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와도 연결된
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 분류
학이 이론적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많은 
미술교육자들이 이 분류학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5. 연구 방법

  위와 같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 실행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제에 관한 문헌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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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첫째, 인지와 미술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1950년대 이후 인지주의 심리학
과 인지과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인지 연구와 미술교육의 관련성을 고찰하였
다. 그중 미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1960
년대의 정보처리이론과 1970~80년대의 상징체계론, 1990년대 이후의 체화된 인지
이론이 그것이다. 그중 정보처리이론은 미술적 인지의 중요한 특징인 지각을 사고
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상징체계론은 이미지로 소통하는 능력, 
즉 시각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과로 미술을 다시 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론은 지각의 작동 방식을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설명하거나 미술적 인지를 소통
을 위한 언어적 상징처리로 설명하여 미술만의 독특한 인지과정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이론적 경향을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한다. 한편 1990
년대를 지나며 등장한 체화된 인지이론은 인지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정보
처리가 아닌 뇌와 몸이 함께 작용하는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로 설명
하여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세 가
지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미술교육목표분류학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목표분류학 관련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업설계와 교육과정 개발, 
교육평가 등 교육의 핵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 블룸의 분류학을 수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 그리고 블룸의 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
교육의 평가 항목들을 체계화 한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의 체
계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분류학들의 범주와 유목들을 비교해가며 특징과 문제
점을 고찰하였으며,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설계에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였
다. 

  나.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  
 
  연구자가 설계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초안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
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초중등교사(미술교
사), 교육행정가(장학사, 연구원, 교장, 교감), 교수, 강사 등으로, 1차 조사
(2018.1.8.~1.14)에 62명, 2차 조사(2018. 4.23.~ 4.29)에 46명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술교육을 전공했으며, 미술학(실기, 이론), 교육심
리, 교육철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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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의 전제, 목적, 필요성, 효용성 등 연구에 대한 일반적 수준
에서의 질문과 분류학에서 설정한 범주와 유목 체계의 타당성, 적합성, 중요성 등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설문 문항은 선택형 문항을 기본으로 하
되 문항별로 개방형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인지능력
을 중심에 두는 본 분류학 설계의 기본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부터 분류학 범
주와 유목들 하나하나에 대해 의미의 모호성, 중복, 분류 재조정, 현장 적용에의 어
려움 등 다양한 비판적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분류학 초안의 체계를 일
부 수정하고 세부 유목들을 다수 수정하였다. 그 이후 수정된 분류학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75.8%(46
명)가 2차 조사에 이어서 참여하였다. 2차 조사에서도 타당성 있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어 분류학의 체계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분류학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최
종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 수정을 가하여 최종 분류학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는 분류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
하는 것은 물론, 실시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훌륭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이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분류학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의미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다. 실행 연구

  연구자가 설계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수업설계 및 평가, 교육과정 분석에 적용
하는 실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네 수업반(92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분류학을 적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나의 라이프맵 그리기’라는 수업으로, 주변의 시각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이것을 지도에 표현하는 수업이다.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미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과 지각, 기억, 이해, 분석, 적용, 
창작, 평가 등 분류학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적용하고자 한 
수업으로, 이 수업의 구조도와 결과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적용사례를 제안하기 위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이 분류학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량 
중심’ 설계를 핵심으로 하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이 분류학의 
인지기능 체제를 무리 없이 대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이 분류학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물론, 추후 개발할 교육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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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설계하고 그 분류학을 수
업설계,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재 개발 등 미술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의 미술교육 지형
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미술 교과를 지식과 사고를 다루는 인지 교과로 재인식하게 한다. 미술은 
그동안 전문 미술가를 기르는 전문교육이나 인성과 자유로운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
는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교과 교육의 가치가 매겨져 왔다. 그러나 미술이 지식과 
사고를 가르치는 교과로서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면 학교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미술적 지식과 사고에 관한 인식을 제공하여 기존 지식 교육의 한계를 극
복하게 한다. 이 분류학은 블룸(Bloom, 1956),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윌슨(Wilson, 1971)의 분류학을 기초로 설계 작업을 하였으나 
기존 분류학에는 없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인지의 유형들을 제
시하였다. 미적 지식, 지각, 탐색, 창작 등 미술적 지식과 사고를 고려한 영역들이 
그것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범주는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에 
치우친 기존 지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인지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 미
술 교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셋째, 미술과 수업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계획 수립시 통합적이고 균형 
적인 시각을 견지하도록 해준다.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미술교육의 목표
로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목표를 분리된 영역으로 두지 않고, 인지라는 개념 아
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원리는 교육의 목표로서 지식, 기능, 
태도가 인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수업과 학습경험, 평가의 상황에서 자연스
럽게 통합됨으로써 총체적인 인지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과 인지기능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미술교
육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미술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미술은 다른 교과와 달리 그동안 뚜렷한 교과교육학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물
론 미술의 학문적 기초를 탐구하려 한 DBAE가 미술의 학문 영역을 미술제작, 미술
사, 미학, 미술비평으로 제안하기는 했지만 각 학문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교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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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DBAE가 연구된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내용, 즉 시각문화나 다문화 미술교육, 미술 융합교육 등 새로운 내
용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통된 합의를 가지지 못한 상
황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내용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의 내용지식을 여러 범주로 체계화한 본 연구의 분류학
은 그런 점에서 미술교육의 내용학 연구에 기초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내
용지식 개발과 현장 수업에의 적용을 통해 미술교육의 내용학적·방법론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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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인지가 왜 미술교육과 관련 있는지, 그리고 인지 연구는 어떤 점
에서 미술교육의 가치를 다시 보게 했는지 탐색한다. 고전적 인지주의라 불리우는 
1960년대의 정보처리이론과 1970~80년대의 상징체계론은 어떻게 미술교육에 인지
적 가치를 부여했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1990년대부터 부상한 체화된 인
지이론을 통해 고전적 인지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작업은 그동안의 인
지 연구에서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다음 장의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설계에 반
영하기 위함이다.
  이어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
가분류학’의 체계를 살펴본다. 각 분류학의 체계와 세부 유목들을 비교하여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고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다.

1. 인지 연구와 미술교육의 연관성
  
  가. 정보처리이론과 시각적 사고

  1) 미술교육과 인지

  미술교육을 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인지
주의 심리학의 영향이 컸다. 그 이전까지 미술 교과는 아동의 정서 함양과 자유로
운 창의성의 육성을 담당하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거의 반세기 가량 전개된 
이 같은 표현주의 미술교육의 경향은 미술 교과를 인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
심교과로 자리매김하게 했지만, 역으로 지식 교육이 강조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주
변 교과에 머무르게 하는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심리학계에서 먼저 
시작된 인지주의의 흐름은 지각과 사고 등 인간 마음(minds)의 작동방식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미술을 인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어 1960년대 초반 인간의 지각, 사고,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등장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라는 다학문적 학문은 심리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학), 신경과학, 언어학, 기호학, 철학, 수학, 물리학, 교육학, 도서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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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문 전반에 인지 운동을 일으키며 이른바 ‘인지 혁명’을 불러왔다(Davis & 
Gardner, 1992; 백경미, 2004a, 62 재인용). 인지과학의 등장은 물질과 에너지 중
심의 기존 과학관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을 정보처리, 계산, 표상(representation)이
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과학의 지평을 넓히고 인류에게 디지털 시대
를 열어준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이정모, 2010a: 31).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특히 ‘지각’의 문제에 주목했는데, 이전까지 감각 
작용으로 치부되었던 지각이 인지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인지와 미술교육의 관련성
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인지과학자들은 사고와 논리만을 인
지적인 영역으로 규정한 종래의 행동주의자들과는 달리 감정과 정서를 포함한 인간
의 모든 마음을 인지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고에 의존하지 않는 감정은 없고, 다만 
사고의 종류가 다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직관도 논리적인 사고와 마
찬가지로 인지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전부터 인지 교과로 분류된 과학, 
수학, 언어, 사회 등 대부분의 학교 교과목들과 달리, 인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과 영역은 바로 예술이었다(Parsons, 1992: 71). 

  2) 정보처리로서의 인지 체계

  초창기 인지 연구는 ‘정보 처리적 접근’과 ‘상칭 처리적 접근’이라는 양 갈래로 발
전하였다. 그중 정보 처리적 접근(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은 마음과 컴퓨
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현하는 정보처리 체계라는 생각에서 출발
한 것으로, 컴퓨터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인간의 사고 전개 방식에 대한 모델로 보
는 접근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공지능 연구이다. 1961년, 디지털 컴퓨터
의 출현에 영감을 받은 컴퓨터 과학자 뉴엘과 사이먼(Newwell & Simon, 1961)은 
컴퓨터의 연산 과정을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추론 과정 등 지능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실험 영역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의 사고 과정을 이론화 한 문제해결모형(general problem solving model)을 제시하
기에 이른다. 이들은 인지를 외부 대상이나 사건이 재현을 통해 형성된 상징
(symbol)-언어, 수, 패턴 등-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학자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머릿속과 컴퓨터의 내부 구조에 주목하면서 지각, 개념화, 
문제 해결, 언어 습득이라는 좀 더 복잡한 인지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Davis & Gardner, 1992: 96-97). 그리하여 태동한 것이 앳킨슨과 쉬프린
(Atkinson & Shiffrin, 1968)의 인지에 관한 정보처리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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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체계로 보며, 정보의 입
력과 출력 사이에서 작동하는 정보처리 체계의 특성에서 마음의 특성을 추론하려는 
이론이다(이정모 외, 2003: 38).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이 외부 정보에 주의를 기울
이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저장하며,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사용하는 인지 과정을 
분석한다. 이 모형은 정보가 컴퓨터의 연산과정처럼 여러 단계를 통해 처리되며, 각 
단계마다 인지 과정이 작동한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인지 과정의 핵심은 기억으로, 
기억의 흐름에 따라 인지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억구조모형, 기억단계모형으
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Ⅱ-1>(Reed, 1982/2006: 99)은 정보처리모형에서 설명
하는 기억 체제의 흐름을 보여준다.

       

 자극 →
감각 기억

(SM)
시각
청각
촉각

주의
→

단기 기억
(STM)

일시적인 
작업기억

부호화
→

인출
←

장기 기억
(LTM)
영구적

기억 저장 
창고

[그림 Ⅱ-1] 기억 체제의 흐름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기억 체제의 흐름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순으
로 진행된다. 그것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외부에서 발생한 자
극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로 들어오며 감각 기억(sensory memory)에 아주 짧은 
시간(시각적 정보는 약 1초, 청각적 정보는 약 4초) 동안 저장된다. 그러나 너무 
짧은 순간 파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주의
(attention)를 기울인 정보만 인식되어 단기 기억으로 이동하며, 나머지는 곧 소멸
되고 만다.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으로 이동한 정보는 감각 기관에서 파지된 형태
에 따라 청각(음향) 부호, 시각 부호, 의미 부호의 형태로 임시 저장된다. 단기 기
억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적극적인 사고 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수학적 계산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이다.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라고도 한다. 포도르(Fordor, 1975)는 
우리의 뇌가 외부 자극을 지각하면 감각 기억에서 이것을 뉴런적 상징(지각적 상
징)으로 재현한 다음, 단기 기억으로 이동시켜 비지각적 상징(언어적 상징)으로 전
환하면서 의미를 처리한다고 말한다(강병직, 2013: 81-82 재인용). 이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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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지 체계를 상징의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고전적 인지이론의 바탕을 
이룬다. 단기 기억은 저장 용량이 제한돼 있어 약 20초 이후에는 사라진다. 따라서 
단기 기억에서 의식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정보 중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식이나 
원리, 특별한 경험이나 인상은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여 부호화(encoding)하여 저장
된다.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은 영구적인 기억 저장 창고로, 용량은 거의 무제
한적이다. 장기 기억 속에는 지식, 기능, 신념과 태도 등 우리가 일생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장기 기억은 지식과 도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식(knowledge)은 사실적인 정보에 관한 지식(내용지식)과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정지식), 또한 내용지식과 과정지식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
인지에 대한 지식, 즉 조건적 지식의 형태로 저장된다. 또한 도식(scheme)은 특정 
정보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만을 추출하여 단순화한 것으로, 정보들을 분류하
고 조직하는 인지 구조, 또는 지식의 구조로 작용한다. 특히 도식은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줌으로써 인지 능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장기 기억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한 도식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지각이나 이
해 자체가 불가능하다(권대훈, 2006: 208-220). 

  3) 시각 주의와 선택적 집중
 
  이 같은 기억 체제의 흐름에서 미술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시각 체계
(visual system)의 작동방식이다. 인지를 정보처리적으로 접근한 학자들은 컴퓨터
의 정보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인간의 시지각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지각
(visual perception)이란 시각을 통한 지각으로, 정보처리 모델에서 중요한 입력 기
제로 작용한다. 우리의 시각 체계는 외적인 자극(강한 색, 신비한 형태 등)이나 내
적인 자극(흥미, 관심 등)에 의해 특정 장면이나 대상에 반응한다. 이것을 ‘시각 주
의(visual attention)’, 또는 ‘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작동하는 원리가 ‘선택과 집중 
(selectivity & concentration)’이다. 
  우리의 눈은 수많은 시각 정보를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처리능력의 한
계로 감각 기관에 투입되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이나 장면을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 혹은 여과하고 중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의 눈은 모든 선수들을 동
시에 보지 않고 주로 공을 잡은 선수에 집중한다. 물론 수비수의 움직임이나 심판, 
또는 관중석의 반응을 보기도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는 선수이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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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관중석이든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한다. 이 같은 주의에 대해 브로드벤
트(Broadbent, 1958)는 형태 인식의 단계에서 하나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 ‘병목 
현상(bottleneck phenomenon)’으로 설명한다. 단기 기억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 
모든 입력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것만을 ‘선택’하여 처리한다는 것
이다. 눈이 받아들인 시각 정보는 감각 기억에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는 ‘주의’라는 
시각적 여과기(filter)에 의해 중요한 것만 걸러진 후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식된 형태는 또 다시 중요한 것만 선별되어 단기 기억으로 이동한다(이현아, 
2008: 104-105). <그림 Ⅱ-2>(Reed, 1982/2006: 6)는 이러한 시각 주의의 과
정을 설명해준다.

       

[그림 Ⅱ-2] 시각 주의의 과정

  이처럼 지각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수동적인 감각작용이 아
니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인지작용이다. 학습은 주의 집중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가 많고 감각 기억의 용량이 풍부해도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감각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물다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
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아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각은 시각적으
로 사고하는 것으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지각의 능동적 선택성을 지적 특성
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판서를 하거나 중
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은 지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주의를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들이다. 그
런 만큼 인지와 학습에서 시각적 지각이 차지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4) 시각적 사고의 특징  

  미술은 시각적 형상을 기초로 한 예술로서, 대상을 지각하는 행위는 미술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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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상에 있어 출발점이다. 그래서 미술의 창조와 감상에 관여하는 사고의 특징을 
지각을 통한 경험, 즉 비언어적 직접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는데, 형태심리학자 아른하임(Arnheim, 1969)은 이를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라고 불렀다.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는 ‘본다’는 의미와 ‘사고한다’는 
의미를 연결시킨 복합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사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즉 인간의 인지 과정은 정보수집과정과 처리과정으로 
구분된다. ‘본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외부 정보를 지각하는 것으로, 수
동적인 정보수집 과정에 속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추리하는 고등 인지작용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지각은 사고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한 감각 작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각과 사고의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분리가 
타당하지 않음은 이미 많은 지각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Arnheim, 
1969/2004; Enns, 2004).6) 
  아른하임에 의하면 지각은 보는 것과 동시에 사고가 개입하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인지 과정이다. 지각의 과정은 사고의 과정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으
로 하나인 인지과정의 연속적 차원에 존재한다. 지각에는 사고의 요소가 있고, 사고
에도 지각의 요소가 있어 둘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른하임은 지
각과 사고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각적 사고를 시
각 이미지를 매개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 정신 작용으로 정의하였다
(Arnheim, 1969/2004; 이모영, 2006: 49-50 재인용). 지각이 외부 정보의 단순한 
기록이 아님은 동일한 대상이 시각적 자극의 특성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지각될 수 있다는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입증한다(이모영, 2009: 30-31). 동일한 예
술작품을 보더라도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지각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지각의 주관성에 기인한다. 이처럼 지각은 정보의 단순한 입력 
작용이 아니라 능동적 탐색, 선택과 집중에 의해 대상을 파지하고 기억 속의 표상
과 비교하여 정체를 인식하는 사고 작용이다. 이것은 시각적 사고 또한 일반적인 
사고와 다를 바 없는 인지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시각적 사고는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사고와 차이점을 가질까? 일반적
인 사고, 즉 명제적 사고는 언어나 기호, 수 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정해진 
법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미를 처리하는 사고이다. 마치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
6) 지각심리학은 말 그대로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관한 심리학으로,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지각심리학이 망막과 신경작용, 형태 파악, 공간 파악, 질적 특징 파악 등 
자극이 유입되고 처리되는 감각적 작동방식을 연구한다면, 인지심리학은 자극을 받아들
이고 반응하고 해석하는 모든 인지적 처리 과정을 연구한다. 다시 말해 지각에서의 감각
적 작동방식 이외에도 정보의 처리, 기억의 조직과 유지, 활용 등 인지와 관련된 모든 뇌
의 작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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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알고리즘에 의해 하나씩 처리해가는 직렬적 사고로, 논리나 추리에 적합하다. 
아른하임(Arnheim, 1954/2004)은 이런 명제적 사고에 비교되는 시각적 사고의 특
징을 즉각성, 구체성, 추상성, 역동성으로 설명한다. 
  첫째, 시각적 사고는 즉각적이다. 시각적 사고는 보거나 연상하는 것과 동시에 사
고가 작동한다. 시각적 사고는 시각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며 직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언어적 상징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
리하는 개념적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인지 속도를 가진다. 
  둘째, 시각적 사고는 구체적이다. 이것 역시 시각을 통한 직접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언어에 의한 간접 경험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은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원에서 활짝 핀 야생화를 직접 보는 것과 사전에서 
야생화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해준다. 야생화를 직접 
볼 때는 그 미묘한 형태와 색채의 차이, 나아가 은은한 향기와 맑은 공기까지 복합
적으로 인지한다. 그 경험은 야생화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정서적인 표상을 기억
에 남긴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서 야생화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
를 추구한다면, 매우 경직되고 건조한 야생화의 개념만 남는다(이모영, 2005: 36). 
설사 사전에서 야생화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았다 하더
라도, 간접적인 이해는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함을 따라갈 수 없다. 언어에 의한 개념
적 사고는 대상을 일정한 틀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어는 대상에 대한 인간
의 경험을 명명함으로써 일반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각적 사고는 언어적 사
고에 의한 인지의 제한성과 고착화를 극복하고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시각적 사고는 추상적이다. 위에서 시각적 사고가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다
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상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경험의 직접성을 의미하는 ‘구
체적’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다. 시각적 사고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7~8세(도식기)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이 시기 어린이들은 대부분 산
은 세모로, 사람 얼굴은 둥글게 그린다. 실제 산은 완전한 세모가 아니고, 사람 얼
굴은 완전한 원이 아니지만 어린이들은 산과 사람 얼굴을 세모와 원으로 지각하고 
표현한다. 도식기 어린이들이 이같이 그리는 것은 대상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 결
과이다.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세부적인 특징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먼
저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에서 그 대상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정신 작용
을 ‘추상(abstraction)’이라고 한다. 아른하임은 이와 같은 시각적 사고의 구조 파악 
능력을 심리학적 수준에서 이해 및 통찰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ar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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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4: 이모영, 2006: 51 재인용). 이처럼 시각적 사고는 지각적 경험을 통해 
대상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사물의 보편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
으로서, 추상화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시각적 사고는 역동적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장면을 볼 때 그 대상만
을 보지 않고 그 주변의 인물, 사물, 공간까지 함께 본다. 따라서 시각적 사고는 어
떤 장면에서 특정 대상이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관계성을 포착한
다. 이와 같은 지각의 특성을 아른하임은 ‘지각의 역동적 속성’이라고 기술하고 있
다(Arnheim, 1954/2004: 14).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을 그
린 것인지만 보지 않는다. 그려진 대상의 형태, 색상, 질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며, 
그 속에 그려진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이것이 시각적 사고가 
가지는 역동적인 성격이다. 이처럼 시각적 사고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대상 자체에
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장면에서 주변 요소와의 관계까지 함께 파악하도록 함으로
써 종합적인 사고력 발달에 기여한다. 나아가 시각적 사고의 역동적인 관계성 포착
은 서로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대상이나 사실들 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용한 관계나 유사성을 발견하게 한다(이모영, 2006: 51-52). 서로 관련 없는 것
들의 관련성 발견은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는 시각적 사고가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각적 사고는 시각 이미지의 지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
로, 언어에 의한 개념적 사고와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시각적 사고는 
보는 것과 동시에 사고가 이루어지고(즉각적), 직접 경험에 의한 사고이며(구체적), 
대상의 구조와 본질을 발견하는 사고이며(추상적), 전체 속에서 요소들 간의 역동
적인 상호관계를 발견하는 사고(역동적)이다. 이러한 시각적 사고는 미술의 창조와 
감상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실제로 미술가들은 재료를 보고, 만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한다. 그들은 예리한 시각으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대상의 
세부적인 차이를 식별하고, 시각요소들의 관계를 포착한다. 이들에게 본다는 것은 
곧 사고하는 것이다. 
  시각적 사고는 예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머릿속에 다음 수를 그리면서 바둑돌을 놓는다든지,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벽지의 색이나 가구의 배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이모영, 
2006: 50). 이처럼 시각적 사고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능력의 하나이며, 언어적 
사고가 갖지 못하는 독특성을 갖고 있다. 시각적 사고의 이와 같은 특징은 언어나 
수리 등 상징체계에 의존하는 개념적 사고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며 인간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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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공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이 필
요한 이유이며, 이때 시각적 사고는 미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방법으로 기
능할 수 있다. 
  
  나. 상징체계론과 시각적 문해력

  1) 상징체계로서의 예술

  인지에 대한 상징체계적 접근(symbol-systems approach)은 사고의 내용을 상징
(symbol)을 통한 의미의 구성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때의 인지 능력은 상징을 처리
하고 조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상징이란 언어, 숫자, 그림, 음표, 몸짓 등 의미
를 만들어내는 매체(media)를 말하는데, 인간의 정신은 상징들을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상징들과 연결하여 복잡한 상징들의 망이나 체계를 형성하며 의미를 구성한
다. 인지의 내용을 상징체계를 통한 의미의 구성으로 보는 이 같은 시각은 필연적
으로 다양한 상징체계(언어, 숫자, 이미지, 소리, 몸짓 등)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
다. 다양한 상징체계들로부터 상징 작용의 다양한 생산물들―시, 수학적 증명, 드로
잉, 노래, 율동 등―이 나온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징체계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해 각각의 상징들을 서로 구별되는 ‘문제 영역들(problem spaces)’로 보고, 각 상징
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징을 통한 의미의 구성에서 매체(media)나 요소(materials)들
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었다(Davis & Gardner, 1992: 
102-103). 
  예술을 인지적으로 보는 시각의 또 다른 이론적 근거는 이와 같은 인지에 대한 
상징체계적 접근에 있다. 즉, 예술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근본
적으로 인지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상징체계(symbol-systems)란 의미를 표시
하고 전달하는 사회 문화적 기호이자 약속이다. 그것의 창출과 해석에는 필연적으
로 사고가 동반된다. 앞서 살펴본 ‘시각적 사고’에 대한 논의가 시각이라는 감각의 
영역에 집중하여 인지의 개념을 신경생리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라면, ‘상징체계론’에 
기초한 인지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 인지를 해석한다. 예술의 본질을 상
징체계를 통한 의미의 생산과 소통으로 본다면 예술교육은 사회 공동체의 약속이자 
기호를 배우는 것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문해력의 개념이 뒤따른다. 이것은 정
서나 감정의 순화, 표현 기술의 습득에 제한된 미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넘
어 미술교육의 공리적 가치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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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체계의 창출과 해석 능력은 ‘문해력(literac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해력은 전통적으로 언어나 수리 등 논리적·과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영역의 전유
물이었다. 그러나 수잔 랭어(Langer, 1942)와 넬슨 굿맨(Goodman, 1968) 등 예술
의 언어를 연구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논리와 언어능력 외에도 ‘동등하게 중요한’ 수
많은 다른 상징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며 예술을 상징체계에 포함시키는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하였다(백경미, 2004a: 67). 굿맨(Goodman, 1968)은 『예술의 언어들
(Languages of Art)』에서 논리와 언어, 과학적 표현들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 능력들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굿맨은 상징체계들의 구조와 기능에 관
한 기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내의 상징체계들을 다른 영역의 상징체계와 구
별되는 독특한 영역으로 설명한다. 음악은 소리(sound)라는 매개에 기초하고, 미술
은 형상(image)이라는 매개에 기초하여 상징을 구성한다. 굿맨은 이처럼 예술 내의 
상징체계는 일반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한다는 사
실에 근거하여 예술을 인지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였다(Goodman, 1968; Efland, 
2002: 117 재인용).

  2) 예술적 문해력과 미적 앎

  인지 연구 초기의 상징체계 연구에서는 피아제의 발달단계 이론에 근거하여 상징
체계가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연구자들은 피아제의 보편 상징적 시각과 상반되는 
매체 특정적 입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예술적 문해력(artistic literacy)’의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체 특정적 입장은 언어, 수학, 과학, 예술 등 뚜렷이 구분되
는 영역은 물론, 예술 영역 내에서도 드로잉, 작문, 음악 등 개인별로 독특한 발달 
유형이 파악된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차이들에 대해 연구해 나갔다. 가드너
(Gardner, 1983)의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은 이러한 연구 
양상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당시 인간의 지능을 일곱 가지 형태로 구분한 그의 
이론은 논리-언어(logical-linguistic)에 집중된 기존의 단일 지능 시각을 확장하면
서 인간의 다양한 지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
였고, 포괄적인 교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구성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예
술교육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다(백경미, 2004a: 69-70).7) 
7) 1983년 당시 가드너가 『마음의 틀(Fl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에서 제안한 인간의 7가지 지능은 다음과 같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이후 자연친화지능, 실
존지능을 추가하여 현재는 9가지 지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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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예술적 문해력은 어떤 점에서 일반적 문해력과 차이를 가지는가? 예술
적 상징을 일반적 상징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은 예술 또한 하나의 상징체
계로 인정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규명하고자 한 연구 문제로서, 예술 교육에 정당성
을 부여하는 중요한 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 언어들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술은 시각 이미지, 
음악은 소리, 무용은 몸짓을 의미 전달의 도구로 삼는데, 이미지, 소리, 몸짓은 모두 
인간의 감각(시각, 청각, 운동감각)과 관련 있는 매개물이다. 따라서 예술적 문해력
은 시각, 청각, 운동감각 등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명제적 언어에 근거하는 일반적 문해력과 차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
각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사고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예술작품에 담긴 상징체계는 예술가가 감각을 통해 
지각한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예술적 문해력 교육은 그러한 상징체계를 읽고 창조
하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작품에 담긴 상징체계가 예술가의 감각을 통한 지각과 관련 있다면 
예술적 상징이 일반적 상징과 다른 점도 바로 그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다. 랭어
(Langer, 1957)에 의하면 예술에서의 상징은 ‘표현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징
과 차이를 지닌다. 랭어는 상징(symbol)을 ‘표상적(representative) 상징’과 ‘표현적
(presentational) 상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
이고, 후자는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상징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표상적이고, 예술에서 사용하는 상징
은 대상에 대해 예술가가 느끼고 상상한 것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표현적이다. 다시 
말해 명제적 언어에서 사용하는 추론적 형식이 하나의 심벌과 그 심벌이 가리키는 
대상 사이의 인습적 관계를 지칭한다면, 예술에서 사용되는 비 추론적 형식은 그 
심벌에 대한 작가의 다양하고 주관적인 감정을 담는다. 
  이처럼 예술적 상징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축약화, 개념화하지 않고 대상의 특
질을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상징 형태를 지식에 대입해보면 분
석적·종합적 지식이 추상의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실재와 멀어지는 고도의 개념에 
이른다면, 직관적·통합적 지식은 대상의 질적인 특성을 표현하여 실재의 생생한 특
성과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자현, 강현석, 2005: 
53-54). 
  이와 같이 예술에서의 상징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논리보다는 감각
과 정서에 더 관여된다. 이러한 인지 방식을 아이스너(Eisner, 1985)는 ‘미학적 앎
의 방식(aesthetic mode of knowing)’으로 설명하였다. 직접 경험으로서 미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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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직관적 앎으로서 ‘미적 앎(aesthetic knowing)’은 개념이나 설명에 의한 간접적
인 접촉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으로 대상과 직접 접촉한다. 다시 말해 명제적·논리
적 지식이 문자와 숫자 등의 매개 수단에 의해 대상과 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면,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은 대상에 직접 부딪히는 지각을 매개로 하는 미적인 앎
에 기초한다. 
  미적 앎이 인간의 감각과 정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작동에는 지각하는 
존재로서 인지 주체의 ‘몸(body)’이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미적 
앎은 신체를 중심으로 한 앎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신체는 현대 철
학의 현상학과 연결된다.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들뢰즈(Deleuze), 뒤프렌
(Dufrenne) 등의 현상학자들은 안과 밖, 주체와 객체, 이성과 감성, 사고와 지각을 
분리하는 근대 철학의 ‘심신이원론’을 배격하고, 신체가 지닌 지각과 감각의 중요성
에 주목하는 ‘심신일원론’을 주장하였다. 
  ‘몸 철학자’로 지칭되는 메를로-퐁티에게 신체(body)는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은 ‘사유’가 아닌 ‘지각’을 통해 비로소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존재로 설명된다. 그는 이성이 중심이 되는 의식적 주체가 아닌 ‘몸-주체
(body-subject)’가 지각한 날 것의 생생한 의미를 기술하는 행위가 곧 사유이자 과
학과 예술의 기초라고 생각하였다(노용, 2012: 192-193). 따라서 현상학적 관점에
서 미적 지각은 신체를 중심으로 감각과 사고, 지성과 감성,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만나는 연속성과 통합성을 그 본질로 한다.  
  언어적·개념적 앎이 근대 모더니즘 철학에서 중시하던 순수 이성에 의한 앎으로
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한다면, 미적 앎은 감각과 지각이라
는 신체를 통한 앎으로서 인지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진리의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
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토대 위에서 미적 앎은 진리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추구하
는 포스트모더니즘, 인지 주체에 의한 지식의 구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패러다
임과 연결된다. 
  따라서 예술적 문해력 교육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감각을 키우고 이에 기초한 직
접 경험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며, 이를 적용하여 자신만의 상징을 창조함과 동시에 
그렇게 표현된 예술작품의 상징체계를 읽어내게 하는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신만의 감각과 정서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작품의 창조와 해석
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달라지는 것이 권장된다. 그래서 예술적 문해력 
교육은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개의 답을 원하며, 여기서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인지 주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적 교육의 맥
락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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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상형식과 인지의 관계

  그렇다면 예술적 문해력의 중요한 요소인 표상형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지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상징체계론에서 말하는 표상형식과 인지의 관계는 미술교육의 
또 다른 인지적 가치를 규명하는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예술 작품에 내재된 상징
체계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등 사적인 개념을 담은 것이라면, 그 개념이 공유되
기 위해서는 공적인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개념은 특정한 형태의 산출물로 
외현화 되어야 하는데, 이때 사적인 영역에 있는 개념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것을 아이스너는 ‘표상형식(forms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
렀다. 표상은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에 의해 의식에 
나타난 외부 대상의 상(像)을 말한다. 따라서 표상형식이란 우리가 경험한 것이나 
상상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종의 형식을 가리킨다(Eisner, 1994b/2003: 
12-13). 
  표상형식은 일차적으로 외부의 대상을 감지하는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
각 등)에 의지한다. 모든 인지는 감각에서 출발하며,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재료 안
에서 개념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것
을 경험해야 하며, 이때 작용하는 것이 감각이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서 지각하는 내용의 양과 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감각 기관의 발달에는 개인차
가 있고, 감각은 외부 세계의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능동적이고 인지적인 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능력이 
풍부하려면 무엇보다도 감각이 예민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질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미적 지각력이 발달해야 한다. 허버트 리드(Read, 1943)의 견해처럼 의식을 
확장하는 데 공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감각들을 계발하는 것이다(Eisner, 
1994b/2003: 76).
  이처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부터 무언가를 지각했다면, 그것의 질적 특징을 분석
하여 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개념을 가졌다는 것
은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때의 ‘앎’이란 주어진 
지식으로서의 명제적 지식과는 다르다. 명제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특징을 언어
로 축약해 놓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는 항상 ‘축소’가 발생한다(Eisner, 
1994b/2003: 83). 즉, 명제는 여러 표상형식들 중 하나일 뿐, 경험 세계의 모든 것
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질적
이다. 그것들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형성하고, 우리는 그 ‘날 것’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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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표현해줄 ‘표상형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사적인 개념을 공적
인 상태로 바꿔주는 도구로서, 그림, 음악, 무용, 글, 연설, 사진 등의 표현매체들이
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매체, 즉 표상형식은 그 표현의 내용에 영향
을 준다. 특정 표상형식은 보통 특정 감각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표
상 형식이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종류와 범위는 그 감각체계의 형식으로 제한된
다. 아이스너(Eisner, 1994b)는 어떤 사람(화가, 작곡가, 무용가, 문학가, 사회학자 
등)이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을 여행하고 나서 그때의 느낌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춤이나 무용으로, 시나 수필, 보고서 등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92-95). 
그런데 그는 어떠한 표상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마을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모든 표상 형식은 그 매체가 주로 관계하는 감각 체계(미술은 시각, 음악은 
청각, 무용은 운동감각, 글은 언어감각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감각의 영역을 벗
어나는 경험의 내용은 표현하기 힘들다. 물론 그림으로도 도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도시의 색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림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소리의 영역과, 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채의 영역은 여전히 존
재한다. 또는 글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마을을 찍은 사진이 담아내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아이스너는 표상형식이 상징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Eisner, 1994b/2003: 92-95). 어떤 표상형식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지
각(知覺) 그 자체가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며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표상
형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표상형식을 
사용하려고 결정한 순간, 그 표상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남겨진 영역이 발생하고,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세상의 어떤 질들이 소홀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
한다(Eisner, 1994b/2003: 94-95). 이것은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체계의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표상형식은 경험을 통해 개념화한 것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험 단계에서 개념을 더 풍부하고 명료하게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표상형식은 표현하고자 하는 표상의 종류와 범위뿐만 아니라 개념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8) 예를 들어 위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사람이 화가이고, 그곳의 
8) 이것은 특정 표상형식에 대한 선호도가 그 형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증가시키

고, 그 형식은 지각 과정에서 환경의 특정한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표상의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를 아이스너는 다음과 같은 비유적 표현으
로 설명하였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물의 종류가 우리가 던지는 그물의 종류를 결정
하며, 우리가 던지는 그물이 우리가 잡는 고기의 종류를 결정한다.” (Eisner, 1994b/2003: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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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마을의 시각적인 요소들에 초
점을 맞출 것이다. 그 마을에서 보이는 것들의 특징과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고, 기
억할 것이다. 그가 찾아낸 마을의 시각적인 특징들은 적어도 음악가나 사회학자가 
관찰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풍부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특정 표상형식을 사용
하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지각을 예민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포착하고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기억하
게 하여 표상형식은 더 많은 상징적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표상형식은 
개념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경험 단계에서 더 많은 개념들을 형성하게 해준다. 
  표상형식이 사고의 발달에 기여하는 점은 인지 과정에서 개념의 형성을 돕는 데
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표현 과정에서 사고를 더욱 정교하게 하며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감각체계의 경험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데, 
그 개념은 표상형식을 통해 공적인 이미지로 전환된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반드시 
그런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을 재료로 작업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표현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완벽하게 개념화한 후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대략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도 일단 큰 틀을 가지고 시작하며, 창작의 과정에
서 기존 아이디어를 수정·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기도 한다. 자신의 
표현 과정을 비평가의 눈으로 분석하고 수정하며 세부적으로 다듬어간다. 조형적 
질서를 분석하여 단순한 것은 변화를 주고, 복잡한 것은 통일감을 주며, 부족한 아
이디어는 보충하고 애매한 개념은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이처럼 표상형식을 사용
한 창작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발견적 과정이다. 따라서 창작의 경험 자체가 사람들
을 생각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사고력을 더욱 발전시킨다(Eisner, 1994b/2003: 
98-100).  

  4) 표상형식이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진술한 것처럼 표상형식은 인간이 감각체계를 통해 지각한 것들을 외적
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서, 감각이 발달할수록 대상의 더 많은 질적 특징들을 지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개념 또한 더욱 풍부해진다. 또한 표상형식은 단순한 표
현의 도구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
어를 발견하고 기존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하고 가다듬는 방식으로 사고력을 발전
시킨다. 표상형식과 인지의 관계에 대한 이상과 같은 내용이 교육과정 구성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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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개인이 갖는 경험의 종류는 감각체계가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의 질과 자신의 
관심사나 선행 지식 등 내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환경의 질은 개인의 내
적 조건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어
떤 것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환경은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그러한 교육적 환경에는 시설이나 교구 등 물리적인 것들도 있지만 
교사에 의해 주어지는 다양한 교육 자료, 학습 활동 등 학습 내용적인 것들도 포함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세계의 사물과 교감하고 그것들의 미
적 특징을 지각할 수 있는 활동을 교육 내용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
  둘째, 대상의 질적 특징을 발견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미적 감각은 세계와 사물에 내재해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
여하는 능력이다. 대상의 지각은 감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감각의 발달 정도
는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초의 중요한 요인이다. 동일한 대상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질적 특성을 인지하느냐는 얼마나 예민한 감각을 가졌느냐에 좌우된다. 따라
서 숨어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깨우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은 감각에 포착되는 이미지들을 충실한 직관을 통해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이
다. 따라서 다양한 미적 대상들을 보고 느끼는 활동과 자신이 발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표상형식을 활용한 창작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서로 다른 표상형식
은 서로 다른 개념의 형성을 자극하며, 각각의 표상형식이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종류는 제한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 음악, 무용, 글 등 다양한 상징체계
를 자주 접하게 하여 우선 이들 형식에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정 표상형식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 형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며, 그 형식은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지각을 돕는다. 이때 표상형식의 활용 기술은 필수적이다. 다양
한 표상 형식을 사용하도록 격려 받지 못하거나, 그 형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이 확보하는 의미는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음악을 작곡해 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아동들은 음악을 창조하는 작업이 주는 의
미를 알지 못할 것이며, 음악의 창조와 관련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도 못할 것이
다(Eisner, 1994b/2003: 105). 다양한 표상 형식을 활용한 창작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각각의 표상형식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방식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
게 하며, 창작의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정하고 정교화하는 과정
을 통해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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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화된 인지이론과 신체적 사고

  1) 고전적 인지주의에 대한 비판 

  정보처리이론과 상징체계론에 기초한 인지의 개념은 그동안 미술적 인지의 개념
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왔다.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의 인지 작동방식을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적 체계로 설명하는 가운데 신경생리학적으로 지각의 인지
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지각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
다. 상징체계론은 인간의 인지를 상징처리라는 언어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시각 이
미지를 활용한 상징의 생산과 소통에 기여하는 교과로서 미술교육을 성격 지었고, 
미술교육에서 시각적 문해력 교육이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인지과학 초기부터 형성된 개념으로서 ‘고전적 인지주의’라고 불리
는데, 상징의 정보처리라는 추상적 사고과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고전적 인지 개념은 1990년대부터 신체성에 기반한 인지를 추구하는 이
른바 제2세대 인지과학이 등장하며 비판받는다.9) 명제 중심의 논리적 체계라는 정
보처리 접근의 고전적 인지 개념은 인지를 몸과 분리된 추상적 사고로 제한함으로
써 신체와 환경의 맥락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 세계의 다양한 질적 특징을 인지하고 
기술하는 데 한계점을 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장은 마음과 신체를 별개의 
실체로 개념화한 데카르트식 심신이원론이나 인간의 마음을 상징 조작의 정보처리
체계로 개념화한 고전적 인지주의, 마음의 작동을 생물적·신경적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으로서 신경과학적 접근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
다. 이 새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뇌, 신체, 환경이 연결된 통합체라는 것으로, 이러
한 움직임이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으로 형성되었다(이정모, 
2010a: 37). 

  2) 체화된 인지와 분산된 인지

  체화된 인지 이론(embodied cognition theory)은 대략 1990년대 이후부터 고전
적 인지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바렐라, 톰슨과 로쉬(Varela, Thompson, 

9) 인지과학 연구의 흐름을 신체성 개념의 등장을 기점으로 1세대/2세대(고전적 인지/체화
된 인지)로 구분하는 것은 롤드(Roald, 2007), 레이코프(Lakoff, 2011), 샤피로(Shapiro, 
2011), 강병직(2013)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정모(2010a)
는 인지과학의 변천을 정보처리적 관점(1단계), 신경망 연결주의(2단계), 뇌영상 기법과 
인지신경과학적 접근(3단계), 체화된 인지(4단계)라는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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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ch, 1991), 허친스(Hutchins, 1995), 클락과 찰머스(Clark &  Chalmers, 
1998),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99) 등이 제시한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 등이 그것으로, 이것이 제2세대 인지과학의 핵심이론을 이룬다(강병직, 
2013: 82).10) 이들은 인지를 신체로부터 분리된 추상적 정신과정이 아닌 뇌-신체
-환경이 행위를 통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마음으로 규정하며, 그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증거를 모색하고 있다. 
  체화된 인지주의가 고전적 인지주의와 다른 점은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개념으로, 인지를 감각과 지
각, 행위 등 신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좁은 개념의 ‘체화된 
인지’, 즉 인지에서의 신체성과 행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인지를 기호의 상징처
리로 보는 계산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신체와 결부되어 일어나는 심적 과정으로 
본다. 이 같은 인지의 개념은 바렐라, 톰슨과 로쉬(Varela, Thompson, & Rosch, 
1993)가 최초 제안했으며, 운동감각과 결부된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행위적 
인지(enactive cognition)’로 불리기도 한다.11) 그들은 지각이 본질적으로 행위 지
향적이기 때문에 인지를 ‘체화된 행동(embodied action)’으로 규정한다. “인지는 감
각운동 능력을 지닌 몸의 경험에 의존하며, 감각운동 능력은 그보다 포괄적인 생물
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Varela, Thompson, & Rosch, 1993: 
172-173)면서 감각과 운동, 지각과 행위라는 생물학적 신체에 기반한 인지가 심리
학적, 문화적 맥락까지도 포괄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99)은 이성의 자율성을 당연시하는 서구철학의 존재론적 전통을 비판
하면서 “이성은 지각, 신체운동, 정서, 기타 몸의 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체화되어 있다”(17)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음과 신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식 존재론과 인식론의 전통을 부정한다. 
인지는 존재론적으로 몸의 구조와 능력에 기반을 두고, 인식론적으로 몸을 통한 세
10) 체화된 인지 이론은 이처럼 ‘체화된 인지’에 신체와 도구, 환경 등 전통적 인지주의에서 

배제된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분산된 인지, 확장된 인지 등과 
구분되는 그야말로 신체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영의(2015)는 그
래서 넓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 이론을 ‘체화주의(embodimentism)’라고 부르고, 좁은 의
미를 ‘체화된 인지 이론’으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그러나 넓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이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좁은 의미에 대해서는 ‘체화된 인지’로만 부르기로 한다.  

11) ‘행위적 인지’ 개념은 맥케이(Mackay, 1967)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바
렐라, 톰슨, 로쉬에 의해 이론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최근 노에(Noe, 2004) 등의 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이영의(2015)는 행위적 인지를 ‘행위화(enactive)’의 줄임말인 ‘행
화적 인지’로 번역하고 인지에서의 행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행위적 인지 또한 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체화된 인지’의 영역 안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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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의 접촉 과정에서 의미를 산출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의 대표적 
이론가로 꼽히는 샤피로(Shapiro, 2004)는 “인지에서 몸의 역할은 지각활동에 기여
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몸의 근골격 및 내장 체계의 상태가 지각, 기억, 주의 능력
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증거
가 있다”(167)고 주장한다. 이처럼 체화된 인지 이론은 지각과 행위라는 신체적 매
개를 통해 인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지각을 인지과정에 끌어들여 사고 작용의 첫 
단계로 본 정보처리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각에 의한 행위까지도 인지에 중
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고전적 인지주의와도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이영의, 2015: 115).
  둘째, 확장된 인지, 또는 분산된 인지의 개념으로, 인지는 신체 내부에만 국한되
지 않고 환경(외부세계, 인공물)으로 확장되고(extended), 환경에 분산되어 있다
(distributed)는 것이다. 고전적 인지이론에서 환경은 인지에 자극을 주어 입력을 
담당하는 부차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인지는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세계를 배제한 추상적인 마음은 존재하지 않
으며, 삶이라는 배경 안에 있는 맥락 속의 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락과 찰머스(Clark & Chalmers)는 ‘확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를 주장하
는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행해지는 인지과정이 외부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것도 인지과정의 부분이 된
다”(Clark & Chalmers, 1998: 8)라는 ‘동등성 원리(parity principle)’와 ‘기능주의
(functionalism)’를 통해 그것을 주장한다. 뉴욕현대미술관의 위치를 기억에서 상기
해 찾아가는 잉가(Inga)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보고 
찾아가는 오토(Otto)의 사례에서 오토의 노트북이 두뇌 안에 있었다면 동일한 기능
(기억)을 수행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도 인지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Clark & Chalmers, 1998: 13). 그렇다면 오토의 노트북과 동일하게 
계산기, 스마트폰, 각종 인공지능 기기들도 인지가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어 일어나
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고전적 인지이론에서 환경은 인지에 영향을 주는 입력
기제 정도로 의미를 가졌다면, 확장된 인지이론에서는 이처럼 환경이 인지의 한 부
분이 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구성하는 주체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윤보석, 
2011: 147). 
  인지가 뇌와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에 분산되어 있다는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 역시 비슷한 개념이다. 허친스(Hutchins, 1995)에 따
르면 인지는 외적 대상들에 분산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허친스는 미 해군 군함을 
조종하는 인지과정은 군함의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인공물들에도 분산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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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군함, 승무원, 특수 수로도, 전륜나침반 등 각종 항해도구들이 하나의 복
합적 인지체계를 형성하면서 군함이 움직인다는 것이다(이영의, 2012: 46 재인용). 
중요한 것은 승무원들 중 누구도 군함이 움직이는 전체 과정을 모두 수행하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승무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인지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에 각종 
인공물들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인지란 이처럼 타자와 환경
에 분산되어 있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작동한다.
  이 같은 분산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지식을 기억하는 학습은 큰 의미가 없다. 지
식들은 이미 외부 환경(도서관, 인터넷 등)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
든지 찾아 쓸 수 있다. 복잡한 계산도 컴퓨터가 대신 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 학습
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학습은 지식들을 찾고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방법, 각종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한 창조적 수행 등 좀 더 고차원적인 학습에 할
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체화된 인지의 성립 조건 : 쌍방향성, 동등성

  이처럼 인지가 인간 내부(뇌, 피부의 경계 안)에만 있지 않고, 외부세계(인공물, 
대상, 환경)에도 있다는 이 대담한 주장은 사유하는 인간과 그 대상으로서 세계를 
구분했던 데카르트식 존재론과 인식론의 틀을 뒤엎는 급진적인 이론이다. 인간과 
사물을 하나의 인지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오늘날 미디어 인터페이스
와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한
편으로 그 이론의 급진성으로 인해 비판도 많이 받는다.12) 그렇다면 모든 환경의 
요소는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는가? 연필로 드로잉 북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면 
연필과 드로잉 북은 인지적 요소인가? 진공청소기와 자동차는? 인지가 외부로 확장
되고 분산된다면 어디까지가 인지이고, 어디부터는 비인지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
해 클락과 찰머스는 ‘뇌와 환경의 쌍방향성’과 그로 인한 인과적 결합체계가 ‘동등
성의 원리’를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Clark & Chalmers, 1998; 강병직, 
2013: 88 재인용). 다시 말해 생태주의적 인지론자들처럼 환경이 인지에 일방적으

12) 확장된 인지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로 루퍼트(Rupert, 2004)가 있다. 그는 
확장된 인지로서 외부세계가 내부적 인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과 ‘동
등성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확장된 인지 개념을 비판한다. 
또 다른 비판적 학자인 애덤스와 아이자와(Adams, F. & Aizawa, K., 2008)는 외부의 
사물이 인지의 구성 요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기억, 지각 등 본래적 인지 표지
(mark of the cognitive)를 가져야 하는데, 외부 사물은 파생적 내용만을 가진다고 비판
한다. 두 주장의 핵심은 외부 사물이 인간 본래의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인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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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가 환경(인공물)과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
면서 내적 인지만으로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외부로 확
장된 인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머릿속 아이디어를 스케치
하는 도구로서 연필과 드로잉 북은 확장된 인지가 될 수 있고, 진공청소기와 자동
차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필과 드로잉 북은 머릿속 상상과 동일한 역할을 수
행하였고, 스케치된 형태로 인해 아이디어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쌍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공청소기와 자동차는 머릿속 인지 기능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청소와 이동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었고, 쌍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확장된 인
지가 아닌 것이다.13) 
  강병직(2013)은 이러한 인지의 확장성을 미술활동에서 재료 및 도구가 가지는 
중요성으로 설명한다. “재료 및 도구는 표현을 매개하는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인
지의 표현이자 원인으로 작동되며, 미술교육 활동에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
지적 요소가 된다”(88)는 것이다. 그러나 외재 세계가 인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고
려할 때 모든 미술 재료와 도구, 환경으로 인지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클락과 찰
머스의 논리에 따르면 학습자가 그 도구와 환경을 통해 사고를 하고, 동시에 그 도
구와 환경이 학습자의 사고에 ‘동등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들로 인지
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술활동에서 재료와 도구, 환경은 단순한 표
현의 매체가 아닌, 행위자와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적극적인 인지 도구로 활용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4) 체화된 인지가 미술교육 목표에 주는 시사점

  체화된 인지이론은 몸을 통한 인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사고를 통한 이해
가 아닌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 주목받는다. 그것은 미술교
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 직관적 사고와 체화된 지식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한다. 그래서 체화된 인지이론은 미술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13) 자동차는 그 자체로는 확장된 인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운전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운전자의 인지를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
이션은 확장된 인지가 될 수 있다. 경로 설정, 현재 위치 인식, 진입로 인지 등의 판단을 
운전자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과 쌍방향적으로 소
통하며 운전을 해나간다. 그러나 모든 운전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자율 운행차는 확장된 
인지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인지과정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아무런 
인지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버스나 비행기에 탄 승객과 다
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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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유롭고 확장적인 사고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계산이 아닌 몸의 느낌을 통해 생각하는 사고이다. 단계적 논증이 아닌 깊
이 있는 통찰로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사고이다. 그래서 창작 활동에서 
상상은 논리적 계산이나 증명이 아닌 비약과 모순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본질을 통타하는 적절함으로 이루어진다. 몸을 통한 사고는 논리적 사고
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확장적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의 목표설정에 매우 잘 맞고 또
한 유용하다. 
  둘째, 개별화되고 다양한 지식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신체를 통한 지
식의 체득은 보다 완전한 이해를 도와주고, 지식의 개별화와 다양화에 기여한다. 
‘체화된 지식’은 몸의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다. 재료와 용구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사용해보는 것이 훨씬 유용한 것처럼 방법적 지식이 
강조되는 미술 교과에 더욱 적합하다. 개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이라
는 점에서 그 종류가 경험의 종류만큼 다양하고, 같은 대상이라도 이해되는 방식과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지식과 이해에 개인의 신체가 결부된다는 것
은 지식이 개인화, 개별화된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지식은 상대화되고, 이해는 특
수화된다. 그런 상황은 지식의 보편성과 일반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개인
적 세계의 구축과 창조적 작업이 중요시되는 미술 교과에서는 오히려 권장되는 방
식이다. 
  셋째, 재료와 도구, 환경을 목표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재
료와 도구, 환경은 인지 주체가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 또는 외적 환경에 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술 표현에 있어 인지가 신체 외부로 분산되고 이어진다는 
‘확장된 인지’의 관점에서는 재료와 도구, 환경의 인지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
것은 재료와 도구, 환경을 보다 인지적인 관점에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들이 
학습자와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인지가 외부로 확장되고 학습자에게 다시 
의미 있는 인지활동의 한 부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2. 교육목표분류학 체계의 비판적 검토

  교육목표분류학은 교육의 목표로서 지식과 사고를 체계적으로 유목화한 분류체계
로, 인지를 교육적 상황에서 구현하는 지표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번 절은 그
동안의 교육목표분류학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미술교육에서 지식과 사고가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먼저 일반 교육학의 맥락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본처럼 사용되는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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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영역 세부 영역 하위 요소

인지적 영역

지식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용어, 특수 사실)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형식, 경
향과 계열성, 분류와 유목, 준거, 방법론)
-보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원리와 일반
화, 이론과 구조, 지적 능력과 기술)

이해 번역, 해석, 추론
적용
분석 요소, 요소들 간의 관련성, 조직 원리
종합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창안

계획과 절차 수립, 추상적 관계 도출
평가 내적 준거에 의한 판단,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분류학 체계를 점검한다. 그리고 블룸의 분류학을 수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
(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일반 교육의 맥락에서 지식과 사고가 어떻게 유목화 되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블룸
의 분류학을 미술교육에 적용한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체계
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 작업은 다음 장에서 인지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을 설계하는 데 기초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가.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1956년에 창안된 블룸 등(Bloom & Engelhart, et al)의 『교육목표분류학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은 전 세계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수업 설계와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어 왔다. 블룸 
등의 분류학은 <표 Ⅱ-1>(이병기, 2010: 113)과 같이 교육목표 영역을 인지적, 
정의적, 심리·운동적(심동적)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 영역 및 하위 요소
로 세분화하였다.14) 

 <표 Ⅱ-1>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체계

14) 1956년 당시 블룸은 4명의 연구진과 함께 『교육목표분류학, 핸드북Ⅰ: 지적 영역』이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블룸은 교육목표로서 인지적 영역만을 제시했는데, 그 후 
블룸의 제자인 크래스홀(Krathwohl, et al. 1964) 등이 정의적 영역을 추가했고, 심슨
(Simpson, 1966)과 해로우(Harrow, 1972) 등이 심리․운동적 영역을 추가하여 세 가지 
영역의 교육목표분류학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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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영역

수용(감수성) 감지, 자발적인 감수, 통제나 선택적 주의 집중
반응 묵종 반응, 자발적 반응, 반응에 대한 만족

가치화 가치 수용, 가치 선호, 행동화
조직화 가치의 개념화, 가치 체계의 조직
인격화 일반화된 행동 자세, 인격화

심리․운동적 

영역

반사 분절의 반사, 분절간 반사, 초분절 반사
초보적 

기초운동 이동 동작, 비 이동 동작, 촉진 동작, 포착, 기민
지각 능력 근육운동 지각 변별, 시각․청각․촉각 변별, 조정 능력

신체적 기능 지구력, 체력, 유연성, 민첩성
숙련된 기능 단순 적용 기능, 혼합 적용 기능, 복합 적용 기능

동작적 
의사소통 표현 동작, 해석 동작(심미적 동작, 창조적 동작)

  이중에서 인지적 영역은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로 구성되는데, 이것
은 교육목표로서 사고의 종류를 단순히 분류하고 열거한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복잡성, 계층성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사고 능력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배열되며, 뒤로 갈수록 앞의 수준을 포괄하는 것
으로 본다. 다시 말해 지식보다는 이해가, 이해보다는 적용이 더 어렵고 복잡하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계층성의 원
리는 정의적, 심리·운동적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병기, 2010: 114). 
  블룸이 인지적 영역에서 제시한 이러한 사고의 위계 구조는 이후 윌슨(Wilson, 
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마자노(Marzano, 
2007) 등 다른 연구자들의 분류학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연구자들은 
블룸의 인지 영역 체계를 바탕으로 사고의 종류와 위계를 수정, 추가하면서 새로운 
분류학 체계를 만들어 왔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분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블룸 분류학 인지적 영역의 유목과 하위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Marzano & Kendal, 2007/2012: 26-31).

  1.00) 지식(knowledge) 
  재생이나 재인을 통해 지식을 기억해내는 능력
  1.10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 : 1.11 용어 1.12 특수 사실



- 47 -

  1.20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 1.21 형식, 1.22 경향과 순
서, 1.23 분류와 유목, 1.24 준거, 1.25 방법론 

  1.30 보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 : 1.31 원리와 일반화 1.32 이론과 
구조 1.33 지적 능력과 기술

  2.00) 이해(comprehension)
  정보나 자료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2.10 번역 : 정보의 내용을 다른 형식의 언어로 옮겨 쓰는 것(예: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포함된 정보를 말로 설명함).
  2.20 해석 : 정보의 내용을 다른 형식의 언어로 요약하는 것(예: 영화의 줄거리

를 말로 설명함).
  2.30 추론 : 정보에 내재된 함축적 의미, 예상되는 결과, 효과 등을 추리하고 예

언하는 것(예: 영화를 보고 감독의 의도를 추측함).

  3.00) 적용(application)
  개념, 원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능력
  
  4.00) 분석(analysis)
  정보나 자료의 구성요들 간의 관계, 위계, 구조 등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능력 
  4.10 요소
  4.20 요소들 간의 관련성
  4.30 조직 원리

  5.00) 종합(synthesis)
  정보나 자료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전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능력
  5.10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창안
  5.20 계획과 절차 수립
  5.30 추상적 관계 도출

  6.00) 평가(evaluation)
  주어진 목적에 비추어 자료나 방법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6.10 내적 준거에 의한 판단
  6.20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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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 6단계의 인지 유목 중 1단계 ‘지식’은 “지식을 기억하는 것”으로 정
의하면서도 그 하위유목들은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그리고 2단계
부터 6단계까지는 이해부터 평가까지 사고의 과정을 분류하였다. 사고의 대상과 사
고를 하나의 체계 아래 분류하는 이 같은 1차원적 분류체계는 이후 줄곧 비판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의 분류학은 지식과 사고를 유형별로 유목화하고 수
준을 위계화 함으로써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 과학적인 인지체계를 도입했다는 평
가를 받는다. 

  나.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은 학습의 요소를 인지적, 정의적, 심
리·운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교육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식과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연속선상에 놓인 사고의 위
계에 대한 의구심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즉,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에서는 사고의 
대상(지식)과 사고 행위(기억)가 혼란스럽고, 또한 사고가 반드시 지식, 이해에서 
출발하여 평가에서 마무리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에 
1995년부터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등
이 인지심리학자,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6년여에 걸친 연구
를 통해 『개정교육목표분류학(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을 발간하기에 이른다(이병기, 2010: 115).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은 블룸 분류학의 인지적 영역을 구성하
는 6개 범주(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다. 1차원적
으로 배열된 인지적 영역의 위계 구조를 ‘지식’과 ‘인지과정’이라는 2차원적 체제로 
재구성하였다.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행동으로서 인지과정이 작용하여 사고와 학습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Ⅱ-3](이병기, 2010: 116)은 두 분류학 
모형의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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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 모형>            <앤더슨과 크래스홀 모형>
[그림 Ⅱ-3] 블룸의 분류학과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 모형 체계 비교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서 지식 차원은 블룸 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중 ‘지
식’을 분리하여 4개의 범주(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
식)로 제시하였다. 인지과정 차원은 ‘지식’을 ‘기억’이라는 행동 용어로 수정하여 ‘기
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라는 6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15) ‘창조’는 블룸
의 ‘종합’을 수정하여 신설한 범주로, ‘평가’와 위치를 바꾸어 상위에 두었다.16) 그리
고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의 범주 아래에는 <표 Ⅱ-2>(Anderson & 
Krathwohl, 2001/2015: 52, 76-77)와 같은 유목들을 둔다.
 

15) 앤더슨과 크래스 홀의 분류학에서 인지과정 차원의 유목은 기억하기(Remembering), 이
해하기(Understanding), 적용하기(Applying), 분석하기(Analyzing), 평가하기(Evaluating), 
창안하기(Creating)와 같은 행동 용어로 기술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달의 편의를 위해  
기억(remembrance), 이해(understanding),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평가
(evaluation), 창안(creation)과 같은 명사형으로 기술하였다. 

16) 블룸이 제시한 ‘종합(synthesis)’의 개념은 요소와 부분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분명하지 않았던 유형이나 구조를 새로운 자료와 결합하고 
잘 통합된 전체로 구조화하는 것으로, 가끔 독특한 산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
장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Marzano & Kendal, 2007/2012: 
30). 따라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창조’는 블룸의 ‘종합’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념을 추가
해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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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과정 차원

지식 차원     

1.0  

기억

2.0

이해

3.0 

적용

4.0 

분석

5.0 

평가

6.0 

창조

A.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구체적 사실과 요소

1.1 
재인

1.2 
회상

2.1 
해석
2.2
예증
2.3
분류
2.4 
요약
2.5 
추론
2.6 
비교
2.7 
설명

3.1 
이행

3.2 
실행

4.1 
구별

4.2 
조직

4.3 
속성
파악

5.1 
점검

5.2 
비판

6.1 
생성

6.2 
계획

6.3 
산출

B. 개념적 지식
-분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 모형, 구조
C. 절차적 지식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

리즘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D.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표 Ⅱ-2>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 체계

 
  <표 Ⅱ-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정교육목표분류학에서는 지식 차원의 내용(명
사)에 인지과정 차원의 행동요소(동사)를 결합하여 ‘~의 이론을 예증할 수 있다', 
'~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이병
기, 2010: 117). 
  ‘지식’ 차원에는 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지식 다음에 메타 인지적 지식을 추가하
였다. 메타 인지적 지식이란 자신의 인지과정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본인의 학습 전
략, 학습과정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학습 내용으로서 주어
진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고과정에 대해’ 사고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지과
정에 활용되는 지식이다(Anderson & Krathwohl, 2001/2015: 52). 
  ‘인지과정’ 차원의 ‘(1.0)기억’은 재인, 회상 등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인출
하는 행위이다. ‘(2.0)이해’는 지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로, 해석, 예증, 분류, 요
약, 추론, 비교, 설명 등의 하위유목을 포함한다. ‘(3.0)적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
법과 절차를 특정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행위로, 이행과 실행이 있다. ‘(4.0)분석’은 
자료를 요소별로 나누고 부분들 간의 관계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행위
로, 구별, 조직, 속성 파악으로 구성된다. ‘(5.0)평가’는 준거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
는 행위로, 과정이나 산출물 등에 대한 점검과 비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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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지금까지의 학습을 종합하여 요소들을 독창적인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새로
운 생산물을 산출하는 행위로, 생성, 계획, 산출로 구성된다(Anderson & Krathwohl, 
2001/2015: 76-77). 
  이처럼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은 지식과 인지과정의 유목들이 
2차원 상에서 교차하도록 배열함으로써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사고와 학습에 있어 문제해결의 과정을 중시하는 ‘메타 인지적 지식’과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창조’라는 인지과정 범주를 추가하여 블룸의 인지적 영역 분류를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게 확장하였다. 이것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술 교과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한 부분이다. 그러나 분류학 체계상 지식과 사고의 
모든 요소들이 명제성과 논리성에 기초한 것들로, 지각과 감각, 정서와 직관 등 비 
지적인 인지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종합적인 인지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는 실패하
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활용되는 예술 교과에 이 분류학을 적
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내포한다.  

  다.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윌슨(Wilson)이 1971년에 만든 ‘미술교육평가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assessments for art education)’은 미술교육의 내용학에서 대표적인 분류학으로 꼽
힌다. 윌슨은 블룸 등(Bloom & Madaus, et al)이 1971년에 출간한 『학생 학습의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Formative and Summative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이라는 책의 한 챕터에 ‘미술교육에 있어 학습의 
평가(Evaluation of learning in art education)’라는 글을 실었으며, 여기서 이 분류
학을 제안하였다. 윌슨은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Bloom, 1956)에 기초하여 미술교
육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6개의 내용(contents)과 7개의 행동(behaviors)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내용’ 영역은 재료·용구·제작과정, 시각적 구조, 주제, 미술의 형
식, 문화적 내용, 미술이론과 비평, ‘행동’ 영역은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감
상, 제작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행동은 <표 Ⅱ-3>(서울교대미술교육연
구회, 2011: 318)과 같이 이원분류표에서 만나며 미술교육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
의 상세화가 이루어진다.17) 아래에서는 그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7)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관련 내용은 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2011),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 중 손지현, 「윌슨의 미술교육 사상」(pp.301~32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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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내용

A. 지각 B. 지식 C. 이해 D. 분석 E. 평가 F. 감상 G. 제작

1. 재료, 용구, 제

작과정

2. 시각적 구조

3. 주제

4. 미술의 형식

5. 문화적 맥락

6. 비평

내용 영역 범주 유목

 (1.0) 재료, 용구, 제작과정
 (1.1) 재료
 (1.2) 용구
 (1.3) 제작 과정

<표 Ⅱ-3>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체계

  1) 내용 영역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에서 ‘내용’ 영역은 (1.0)재료, 용구, 
제작과정, (2.0)시각적 구조, (3.0)주제, (4.0)미술의 형식, (5.0)문화적 맥락, 
(6.0)미술이론과 비평으로 구성된다. ‘행동’ 영역이 일련의 순차적인 인지과정을 따
르는 데 비해 ‘내용’ 영역은 순서상 위계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후에 나온 앤
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 분류학이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절차적 지식-메타 인지적 지식’이라는 위계 구조로 지식의 유형을 분
류한 것에 비추어보면 윌슨의 내용 영역은 다소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다. 다만 표
현 재료와 용구, 조형요소와 원리, 작품의 내용, 작품의 형식(장르), 미술사, 미술이
론과 비평 순으로 나름대로 기초적인 실기부터 이론까지 미술 학습의 순서를 체계
화하려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미술교육의 내용지식 유형을 분류한 점은 미술과 
교과지식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술교육 평가 ‘내용 영
역’의 범주와 유목들은 <표 Ⅱ-4>와 같고,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
여다본다. 

<표 Ⅱ-4>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내용 영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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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시각적 구조
 (2.1) 감각적 특성(조형 요소)
 (2.2) 구성(조형 원리)
 (2.3) 양식적 특성

 (3.0) 주제 
 (3.1) 대상, 사건, 테마
 (3.2) 상징과 비유
 (3.3) 표현 내용

 (4.0) 미술의 형식

 (4.1) 회화, (4.2) 조소, (4.3) 영화, (4.4) 해프닝, (4.5) 드
로잉, (4.6) 판화, (4.7) 콜라주, (4.8) 건축, (4.9) 사진, 
(4.10) 도자기, (4.11) 보석 공예, (4.12) 제품 디자인, 
(4.13) 광고 디자인, (4.14) 실내 디자인, (4.15) 섬유공예, 
(4.16) 만화, (4.17) 기타

 (5.0) 문화적 맥락  (5.1) 작가, (5.2) 제작연도, (5.3) 시대, (5.4) 지역, (5.5) 
양식, (5.6) 용도, (5.7) 문화

 (6.0) 미술이론과 비평  (6.1) 미술이론
 (6.2) 준거와 판단 기준

  (1.0) 재료, 용구, 제작 과정(media, tools, process) 
  작품 제작시 사용되는 (1.1)재료, (1.2)용구, (1.3)제작과정, (1.4)표현기법에 관
한 지식이다. ‘재료’는 종이, 물감, 잉크, 점토, 캔버스, 컴퓨터, 카메라 등 작품의 바
탕이 되는 매체를, ‘용구’는 연필, 붓, 펜, 조각도, 나이프, 그래픽 프로그램, 필름 등 
제작에 사용되는 표현 도구를 말한다. 재료가 작품의 물리적 속성과 관련된 1차적 
매체라면, 용구는 그 재료를 다루는 2차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작과
정’은 드로잉, 채색, 판화, 성형, 조각 등 재료와 용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제작의 
과정을, ‘표현기법’은 문지르기, 중첩하기, 번지기, 갈아내기, 다듬기 등 재료와 용구
를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0)재료, 용구, 제작과정’은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실
제 활용 능력이 중요하므로 행동 영역의 ‘(G.1)기술’ 항목과 결합하여 평가할 수 있
다.

  (2.0) 시각적 구조(visual structure)
  형태 제작의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 조형요소와 원리를 말한다. 글에는 그 기초가 
되는 문자와 문법이 존재하듯 시각 이미지의 생산에도 일정한 시각적 법칙, 즉 시
각적 구조가 적용된다. 시각적 구조에는 (2.1)감각적 특성, (2.2)구성, (2.3)양식적 
특성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 ‘감각적 특성’은 선, 형, 색, 질감, 양감, 공간 등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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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형성하는 감각적인 요소들로, ‘조형요소’를 말한다. ‘구성’은 조형요소들이 배치
될 때 발생하는 상호간의 관련성으로, ‘조형원리’를 일컫는다. 조형원리는 조형요소
들의 크기, 위치, 반복 등에 의해 발생하며, 대비, 강조, 동세, 리듬, 조화, 균형, 변
화, 통일, 패턴 등의 원리가 있다. ‘양식적 특성’은 제작된 이미지가 갖는 형식적인 
특성을 말한다. 양식적 특성에는 사실적, 표현적, 추상적, 기하학적, 서정적 표현 등
이 있다. 

  (3.0) 주제(subject matter) 
  미술작품이 다루는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들로, 하위 유목으로 (3.1)대상, 사건, 
테마, (3.2)상징과 비유, (3.3)표현 내용이 있다. ‘대상, 사건, 테마’는 작품의 소재
를, ‘상징과 비유’는 표현된 소재에 부여된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말한다. ‘표
현 내용’은 작품이 전달하려는 내재적 의미(주제)로,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태도, 
주장, 철학, 세계관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4.0) 미술의 형식(art form)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종류, 즉, 미술의 장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 장르의 특징, 재료와 용구, 제작 방법 등 작품 제작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들이 
포함된다. (4.1)회화, (4.2)조소, (4.3)영화, (4.4)해프닝, (4.5)드로잉, (4.6)판화, 
(4.7)콜라주, (4.8)건축, (4.9)사진, (4.10)도자기, (4.11)보석공예, (4.12)제품 디
자인, (4.13)광고 디자인, (4.14)실내 디자인, (4.15)섬유공예, (4.16)만화, (4.17)
기타. 

  (5.0)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 
  미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작품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
해 탐색해보아야 할 맥락적인 지식들로, 주로 미술사와 관련된 지식들이다. (5.1)작
가, (5.2)제작연도, (5.3)시대, (5.4)지역, (5.5)양식, (5.6)용도, (5.7)문화. 

  (6.0) 미술이론과 비평(art theory and criticism) 
  미술작품을 설명하고 판단, 평가하는 영역이다. (6.1)미술이론, (6.2)준거와 판단 
기준. ‘미술이론’은 미와 미술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격을 탐구하는 미학의 영역이다. 
미의 정의와 종류, 현대성, 창조성, 여성성, 예술심리, 예술사회학 등 미술에 관련된 
철학적·사회학적 담론들로 구성된다. ‘준거와 판단 기준’은 미술작품 판단의 관점과 
기준으로, 미술비평 영역에 속한다. 작품을 판단하는 관점으로서의 형식, 내용,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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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
-용어
-특수한 사실

-용어
-사실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구체적 사실과 요소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형식
-경향과 계열성
-분류와 유목
-준거
-방법론

-관습
-동향과 순서
-분류와 범주
-기준
-방법론

∙개념적 지식
-분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 모형, 구조

∙보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에 관한 지식
-원리와 일반화
-이론과 구조
-지적 능력과 기술

-이론

∙절차적 지식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

정하기 위한 기준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사적 가치, 대중성 등의 준거, 그리고 참신성, 주제 전달력, 조형성, 표현력, 완성도 
등 비평 기준이 포함되며, 이를 학습하고 적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 행동 영역 중 ‘지식’ 유목

  윌슨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술교육 평가의 ‘내용’ 영역을 6가지 범주로 구분
했는데, ‘행동’ 영역의 범주 중 ‘지식(B.0)’의 하위유목으로 지식의 종류를 분류한 
것 또한 내용 차원의 또 다른 유목화라고 할 수 있다. 윌슨은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B.1)용어, (B.2)사실, (B.3)관습, (B.4)동향과 순서, (B.5)분류와 범주, (B.6)기준, 
(B.7)방법론, (B.8)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블룸,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과 
비교해보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 분류학의 ‘지식’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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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하위 유목 해설

(B.1) 용어 미술 용어

(B.2) 사실 미술 작품의 작가, 제작 연대, 지역, 관련된 역사적 배경 등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

(B.3) 관습 미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인 기호, 상징과 알레고리
(B.4) 동향과 순서 시대별 미술의 동향과 흐름

(B.5) 분류와 범주 미술을 비슷한 특성끼리 분류하고 묶는 것. 장르별, 주제별, 시대별, 
양식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와 범주화

(B.6) 기준 미술 작품의 특징 분석과 가치 판단 기준
(B.7) 방법론 작품 제작방법에 대한 실제적, 절차적 지식
(B.8) 이론 미술에 대한 철학적 담론(미학), 미술 이론

  윌슨은 블룸의 분류학을 참고했기 때문에 지식 범주의 하위 유목이 블룸의 모형
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블룸의 ‘보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원리와 
일반화, 이론과 구조, 지적 능력과 기술) 중에서 ‘이론’만 취하고 ‘원리와 일반화’, 
‘지적 능력과 기술’은 제외하였다. 이것은 미술에서 원리와 일반화에 해당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내용’ 영역의 ‘(2.0)시각적 구조’에서 다루었고, ‘지적 능력과 기술’
역시 ‘내용’ 영역의 ‘(1.0)재료, 용구, 제작과정’과 유사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을 블룸의 분류학과 비교해 보면 
원리와 일반화, 모형, 구조 등을 개념적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계승하였고, ‘메타 인
지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들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윌슨이 제시한 미술과 평가 항목으로서 ‘지식’의 하위 유목들은 <표 Ⅱ-6>과 같
고, 아래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다만 윌슨이 유목화한 지식은 ‘행동’ 
영역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기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6> 윌슨의 미술과 평가항목 중 ‘지식’의 하위 유목

  (B.1) 용어(terminology) 
  미술 용어의 뜻을 기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채도’나 ‘에칭’ 등의 용
어를 들으면 그 의미를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다. 미술에서 용어의 학습은 
제작과 감상에 있어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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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사실(fact) 
  미술 작품의 작가, 제작 연대, 지역, 관련된 역사적 사건 등 변하지 않는 객관적
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B.3) 관습(convention) 
  미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통적인 기호, 상징과 알레고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기독교 미술에서 성모 마리아는 푸른색 옷에 붉은 망토를 걸친다거나, ‘백
합’은 순결을 상징한다는 등 특정 소재에 놓인 관습적인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한다. 
미술사학에서는 이러한 사물들을 ‘도상’이라고 하며, 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
을 ‘도상해석학’이라고 한다. 미술에서의 관습, 즉 도상을 아는 것은 미술을 통해 특
정 문명의 역사와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과 연계된다.
  (B.4) 동향과 순서(trend and sequence) 
  미술사에서 특정 시기 미술의 동향과 전후의 미술사적 맥락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는 큐비즘, 야수파, 표현주의 등 사실적 묘사를 거부하는 추상
적 미술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큐비즘은 19세기 후반 세잔과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아는 것이다. 동향과 순서는 미술사에 대한 수평적·수직
적 이해를 도모한다.
  (B.5) 분류와 범주(classification and category) 
  미술 작품들을 특정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장르, 
주제, 시대, 양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와 범주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
술 작품들을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등 미술의 장르에 따라, 20세기 이전, 20세
기 이후 등 시대에 따라, 인물, 정물, 풍경 등 소재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미
술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미
술 작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B.6) 기준(criteria) 
  미술 작품의 미적 특성과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관점을 아는 것이다. 사
실적 재현의 수준, 작가 내면의 표현 정도, 주제 전달력, 조형적 완성도 등 작품 평
가의 다양한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활동은 비평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된다.
  (B.7) 방법론(methodology)   
  작품 제작 방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자기 제작의 순
서와 단계별 제작 방법과 같은 실제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법론적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 보다 실제 수행을 통한 행동으로 습득해야 온전한 자기 지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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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윌슨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감상 제작

행동 영역 범주 하위 유목

(A.0) 지각  (A.1) 미술 작품 내, (A.2) 미술 작품 간,
 (A.3) 미술 작품의 그룹 간에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들

(B.0) 지식  (B.1) 용어, (B.2) 사실, (B.3) 관습, (B.4) 동향과 순서, (B.5) 분류와 
범주, (B.6) 기준, (B.7) 방법론, (B.8) 이론 

(C.0) 이해  (C.1) 번역, (C.2) 해석

  (B.8) 이론(theory) 
  미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학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 등 미술의 본질에 관한 철학,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대중미술, 페미니즘 등 
미술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론의 학습은 미술
의 배경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며,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연계하
고 통합하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3) 행동 영역

  블룸은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인지적 영역을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
라는 6단계로 위계화 하였다. 윌슨은 ‘인지적 영역’이라는 용어를 ‘행동 영역’으로 
수정하고 ‘지각-지식-이해-분석-평가-감상-제작’이라는 7단계의 범주를 설정하
였다.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지각’을 추가하고, ‘적용’을 삭제했으며, ‘평가’ 다음에 
‘감상’과 ‘제작’을 덧붙인 것이다. [그림 Ⅱ-5]는 블룸의 인지적 영역과 윌슨의 행
동 영역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Ⅱ-5] 블룸의 인지적 영역과 윌슨의 행동 영역 비교

  윌슨은 미술교육 평가의 행동 영역과 그 하위 요소들을 <표 Ⅱ-7>과 같이 설정
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하위 요소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표 Ⅱ-7> 윌슨의 미술교육 평가 항목 ‘행동’ 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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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분석
 (D-1) 조형 요소 간, 
 (D-2) 작품의 부분들 간, 
 (D-3) 작품의 부분들과 전체와의 관련성 분석

(E.0) 평가  (E.1) 경험적 평가
 (E.2) 체계적 평가

(F.0) 감상  (F.1) 가치 평가, (F.2) 감정 이입, (F.3) 감정

(G.0) 제작  (G.1) 기술 : 재료와 용구를 다루는 전문성
 (G.2) 창의성 : 경계의 확장, 경계의 해체, 창안, 미적 조직화

  (A.0) 지각(perception)
  블룸의 분류학과 비교해보면 윌슨이 지식 앞에 ‘지각’을 추가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이것은 지각이 단순한 감각 작용이 아닌 인지과정의 한 요소임을 고려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각이라는 인지 과정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미술 분야
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윌슨은 지각의 요소들로 (A.1)미술 작품 
내, (A.2)미술 작품 간, (A3)미술 작품의 그룹 간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들을 제시
했는데, 이것은 대상의 시각적 특징을 한눈에 알아채고 구별하는 미적 지각의 특성
을 반영한다. ‘지각’ 영역의 유목에 아른하임(Arnheim, 1954; 1969)의 시지각 이론
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B.0) 지식(knowledge) 
  지식의 하위 요소에는 (B.1)용어, (B.2)사실, (B.3)관습, (B.4)동향과 순서, 
(B.5)분류와 범주, (B.6)기준, (B.7)방법론, (B.8)이론이 있다. 이는 블룸이 제시한 
지식의 범주(용어, 특수한 사실, 형식, 분류와 유목, 준거, 방법론, 원리, 이론과 구
조 등)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것은 앤더슨 등(Anderson & Krathwohl, 2001)
이 개정 분류학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고과정이라기 보다는 사고의 내용으로, 행동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분류학의 맥락상 여기서 의미하는 지식의 개념은 특
정한 사실이나 이론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기억(재인, 회상)하는 인지적 행동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윌슨(Wilson, 1971)의 분류학에서 제시되는 지식의 
범주는 이후 다시 다루기로 한다. 

  (C.0) 이해(comprehension)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윌슨은 이를 (C.1)번역과 (C.2)해석으로 
나누었다. ‘번역’은 작품의 소재가 암시하는 주제,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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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해석’은 번역을 바탕으로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구
성하는 것이다. 번역이 소재 각각에 대한 직접적 해석과 관련된다면, 해석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을 전체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블룸이 
이해를 해석, 예증, 분류로 나누고,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
론, 비교, 설명으로 나누었다면, 윌슨의 분류학에선 이해의 요소가 번역과 해석으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앞선 분류학과의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다. 블룸,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은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인지 과정으로서 이
해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윌슨의 분류학은 미술교육의 평가를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이해, 즉 의미 해석과 관련된 행동 요소들만을 선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D.0) 분석(analysis)
  작품 구성 요소들의 특징과 상호 관련성, 전체와 부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해가 작품의 의미 해석과 관련 있다면 분석은 작품의 소재뿐만 아니라 
형태, 매체, 양식 등의 시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
여하는지를 분석한다. 하위 요소는 (D.1)조형의 요소, (D.2)부분들의 관련성, (D.3)
부분들과 전체와의 관련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블룸이 분석의 종류로 ‘요소, 관계, 
조직 원리’를 든 것과 유사한데, 윌슨은 이것을 작품의 시각적 형식 분석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앤더슨과 크래스 홀(Anderson & Krathwohl, 2001/2015)은 분
석의 하위 요소로 ‘구별, 조직, 속성 파악’을 제시했는데, 자료 부분들 상호간, 또는 
부분과 전체 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윌슨과 달리 자료의 부분들을 적절성이나 중
요성의 관점에서 구별하거나, 제시된 정보들 가운데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련성을 
조직하거나, 자료에 내재한 저자의 관점이나 의도 등 속성을 파악하는 등 좀 더 일
반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말하고 있다(90-95).
  
  (E.0) 평가(evaluation)
  작품의 미적 특성과 가치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의미한다. 크게 (E.1)경험적인 
평가와 (E.2)체계적인 평가로 나뉜다. ‘경험적인 평가’는 제작 의도에 비추어 작품
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평가’는 작가의 개인적 경
험, 세계관, 작품의 사회・문화적 의미, 미술계의 규범 등을 따져 작품이 얼마나 미
적 가치를 가지는가를 평가한다. 이처럼 평가에는 앞선 단계에서의 사고, 즉 작품에 
대한 감각적 지각, 미술의 지식, 주제와 상징의 이해, 요소들의 분석, 미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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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이 동원된다. 그런 점에서 블룸의 ‘종합’ 영역과도 속성이 비슷한데 
평가를 위해서는 이처럼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윌슨은 블룸의 인지적 영역 중 마지막 단계인 ‘평가’ 이후에 ‘감상’과 ‘제작’이라는 
미술 고유의 행동 영역을 추가하였다.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라는 일반적 의
미의 인지 유목 이후에 ‘감상’과 ‘제작’을 추가한 것은 이 역시 인지적 영역으로 보
았다는 의미이다. 

  (F.0) 감상(appreciation)
  감식(connoisseurship)과 관련하여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유하며 작품과 작
가가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감상에 ‘감식’이라는 미적 
판단의 개념이 있는 것은 감상이 단순한 향유를 넘어 지적 판단과 언어적 설명이라
는 인지적 행동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감상의 하위 요소로는 (F.1)가치평가, (F.2)감정이입, (F.3)감정이 있다. ‘가치평
가’는 작품의 미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작품과 관련된 전
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가란 작가, 건축가, 미술비평
가, 미술사가, 미술교사 등을 의미한다. ‘감정’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의 상태로, 즐거움, 재미, 기쁨, 슬픔, 스릴, 황홀, 만족, 경멸, 공포 등을 말한다. 작
품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작품에 몰입하고 반응
해야 한다. 감정은 그래서 작품 감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서 
작품의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 감정이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사고’와는 다른 정서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데, 윌슨은 이 또한 감상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인지적인 영역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감상 능력의 평가에 작품에 대한 정서적 반응 또한 포함된다는 것은 미술 교
과에 적용될 수 있는 예술적 사고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시 말
해 블룸 등의 분류학에서 정의적 목표에 속하는 감정을 인지적 영역의 행동 유목에 
배치한 것은 사고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예술적인 사고는 ‘통합적 
인지’라는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0) 제작(production)
  조형적 행위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미술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행위이
자 목표이다. 제작 과정에는 여러 미술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소재와 형식이 결합되
며 이를 통해 의미를 생산한다. 제작에 대한 평가의 하위 요소에는 (G.1)기능과 
(G.2)창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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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은 매체와 용구를 다루는 전문성으로, 물리적 재료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과 
절차적인 방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블룸 등의 분류학에서는 심리·운동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기능 또한 실제적 지식으로서 지적 영역에 통합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창의성’은 새롭고 의미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이다. 창의성의 요소에는 경계
의 확장, 창안, 경계의 해체, 미적 조직화가 있다.18) ‘경계의 확장’이란 기존 사물의 
관습적인 의미나 용도를 확장하는 것이고, ‘창안’은 기존 지식을 적용하여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재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경계의 해체’는 기존 가설이나 이론, 
개념을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만드는 것으로 가장 고차원의 
인지 수준에 속한다.19) ‘미적 조직화’는 결과물이 조화롭고 통일된 전체로서 질서 
있게 조직화되는 것을 말한다. 앞의 세 가지 요소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다면 미적 조직화는 대상에 내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미적 판단력과 
조형능력에 관련된다. 이것은 아무리 새롭고 독특한 사고의 산물이더라도 질서 있
게 조직화되지 않으면 미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창의성을 미술작품의 
창작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미술 교과에서 창의성의 요소에는 새
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독특한 사고를 미적으로 조직화 하
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것은 미술적 창의성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창의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의 수정 필요성

  윌슨(Wilson)이 구성한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1970년대 초에 나온 것으로, 이후 
4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기초
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미국 NAEA가 만든 ‘국가 미술교육 기
준’은 윌슨의 분류학을 기초로 설계되었는데, <표 Ⅱ-8>은 이를 잘 보여준다.20)

18) 창의성의 이 네 가지 요소는 아이스너(Eisner, 1962/1965b/1966)가 미술에 나타나는 
창의적 행동의 유형학에서 제시한 것이다. 아이스너는 미 중서부 지역의 사립학교에서 
표집된 85명의 6학년 학생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창의성의 유형을 분석하여 미술작품
에 나타나는 창의성은 ‘내용’과 ‘형태’라는 두 가지가 중심이 되고, 경계의 확장, 창안, 경
계의 해체, 미적 조직화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손지현, 2011: 
18). 윌슨은 아이스너의 이 이론을 분류학의 창의성 항목에 빌어 왔다.

19) ‘경계의 확장’의 사례로 지우개를 파 고무도장을 만드는 것, 피카소가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으로 황소머리를 만든 것을 들 수 있고, ‘창안’은 에디슨이 세상에 없었던 전구를 만
든 것, 피카소가 콜라주라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만든 것을, ‘경계의 해체’는 코페르니쿠스
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 콜더가 조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기존 개념
을 거부하고 움직이는 조각을 만든 것 등을 들 수 있다.(Eisner, 1962: 12; 강병직, 
2011: 13-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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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1971)의 내용 영역 NAEA(1994)의 내용 기준

재료, 용구, 제작과정 재료, 기법,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각적 구조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 활용하기

주제 주제, 상징, 아이디어의 범위를 선택하고 평가하기
미술의 형식
문화적 맥락 역사, 문화와 연관시켜 미술 이해하기

미술 이론과 비평 자신과 타인의 작품 간에 특징과 장점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표 Ⅱ-8> 윌슨의 미술교육 평가 ‘내용’ 영역과 NAEA의 국가미술교육 내용 기준

  이처럼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미술교육 내용학에 있어 고전이라 할 수 있
는 중요한 연구이다. 다만 최초 창안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변화된 현대
미술의 지형과 교육철학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학습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미술교육의 지형을 고려하여 추가, 보완하는 새로운 분류학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새로운 분류학 체계 개발에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인지 연구와 미술교육의 연관성, 교육목표분류학 체계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의 새로운 분류학 체계 개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미술의 지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분류학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각은 1960년대 이후의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연구 대
상이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인지과정에서 지각을 단순한 감각의 작용이 아닌, 인지 
주체에 의한 적극적인 선택 행위라는 이유에서 사고의 한 요소로 보았다. 그것은 
인간이 외부정보를 지각하고 저장, 인출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처리이론에서 명확하
게 설명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대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행위는 지각에서 시작되
는 것이므로 형태 인지와 관련된 미적 지각과 관찰, 시각화, 추상화 등 사고의 지각
적 요소들을 미술교과의 지식과 기능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 1994년 미국의 NAEA가 만든 ‘국가 미술교육 기준’은 2014년 미국의 새로운 국가 수
준 교육과정이 확정될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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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미술적 상징처리 과정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기 인지 연구에서는 피아제의 발달단계 이론에 근거하여 상징체계를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해석했지만, 1970~80년대를 
지나며 대두된 상징에 관한 매체 특정적 입장에서는 상징을 매체별로 상이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21) 이 입장에 따르면 미술에서의 상징체계는 감각을 통해 
지각한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고 상상한 것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표현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스너(Eisner, 1985)는 이러한 상징
의 사용과 해석에는 명제적․분석적 지식이 아닌, 직관적․통합적 지식이 활용되며, 논
리보다는 감각과 정서에 기초한 미적 앎(aesthetic knowing)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표상적인 상징보다는 주관적이고 표현적인 상징의 사용
과 해석을 위해 직관적 지식, 해석적 지식, 통합적 지식, 감각과 정서 등 직접적이
고 주관적인 인지의 요소들이 분류학의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 과정에서 신체와 환경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체화된 인지이론’이 그것으로, 레이코프와 존슨
(Lakoff & Johnson, 1999) 등 체화된 인지론자들은 정보처리이론이나 상징체계론 
등의 초기 인지이론들이 인지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사고과정으로 설명함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고, 인지는 뇌, 신체, 환경적 조건 속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지는 이해, 분석, 추론 등 논리적 사고과정 뿐만 아
니라, 감각 운동, 정서, 느낌 등 신체적 변화, 인지주체와 상호작용하는 주위 환경과 
도구들까지 인지의 맥락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지각, 감각, 정서
가 행위에 미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물(표현 
도구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도와 외부 정보의 탐색 행위까지도 분류학의 체계
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블룸(Bloom, 1956),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윌슨(Wilson, 1971) 등이 제시한 기존 분류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산출이 요구된다. 블룸(Bloom, 1956)의 
분류학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로서 사고의 종류를 여섯 단계의 위계로 구분한 
인지 구조와 각 사고별 하위 행동 유목들을 분류학 설계의 배경적 기초로 삼을 만
하다.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은 블룸과는 다

21) 상징에 관한 매체 특정적 입장의 대표적인 이론이 가드너(Gardner, 1983)의 다중지능
이론이다. 가드너는 저서 『마음의 틀(Flames of Mind)』에서 인간의 지능은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성찰지능이라는 7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
된다고 하였고, 이후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까지 포함하여 현재는 총 9개의 지능으로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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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지식’과 ‘인지과정’을 분리한 2차원적 학습목표 체계와 더불어 블룸 분류학에
는 없었던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과 사고의 요소들(메타 인지적 지식, 창조 등)을 
추가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계승할 필요가 있다. 윌슨(Wilson, 1971)의 분류학은 
블룸 분류학의 체계를 미술교과에 맞게 수정하고 미술교과의 평가항목들을 분류한 
것으로, ‘지각’과 같은 새로운 인지 영역, 미술교과 지식의 내용과 분류 체계 등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룸과 앤더슨 등의 분류학이 명제적이고 논리적인 인지 
요소만 다룬다는 근본적인 한계, 윌슨의 분류학이 미술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시각
에 기초하여 미술교과 지식과 사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는 극복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지에 대한 확장된 관점에서 기존 분류학에서 다루지 않
았던 미술 교과 특수적인 지식과 사고의 요소들을 추가하고, 미술교육의 현장 적합
성에 맞게 기존 분류학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술교
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방법 면에서의 시사점 역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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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개발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분류학과 이를 개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
(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분류학 모형에서 설정한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은 일반 교육학의 맥락에서 설정된 것으로, 미술 교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수학, 과학, 사회 등 비교적 논리가 분명한 교과의 지식을 
이해, 분석, 적용, 평가하는 등의 인지과정 차원을 규정한 것으로, 지각과 정서 등 
이와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갖는 미술 교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윌슨(Wilson, 1971)이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을 
만든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윌슨의 분류학 역시 현 시점의 미술
과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을 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행동’ 차원의 유목에 
인지 대상(지식)과 인지과정(사고)이 혼재하거나, 일반적 행동과 교과 특수적 행동
이 혼재해 하나의 위계선상에서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좀 더 체계적인 형태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22) 윌슨보다 이후에 나온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은 블룸에
서 비롯된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
학 체계를 기본 틀로 삼고 윌슨의 분류학을 이에 대입하고자 한다.23) 
  대부분의 분류학이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본 모형 또
한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기본 틀로 한다.24) 이러한 기본 틀에 정보처리이론, 
상징체계론, 체화된 인지이론 등 그동안의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적용하여 기존 분류학을 재구조화한 수정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번 장은 분류
학의 설계 원리와 분류학 초안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거쳐 수정된 최종안을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준다.

22) 윌슨(1971)은 ‘행동’ 영역의 유목을 ‘지각-지식-이해-분석-평가-감상-제작’으로 설
정하였는데, 이것은 블룸(1956)의 분류학(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을 참고했
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식’은 인지의 대상이지 인지 행위(행동)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감
상, 제작 역시 일반적인 행동 용어(지각, 이해, 분석, 평가)로 서술된 다른 항목들과 달리 
교과특수적인 행동 용어로서 인지적 행동의 위계 구조 선상에서 함께 나열하기에는 부적
절하다.

23) 블룸(1956)은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인지적 영역을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
로 제시했는데, 바로 그 같은 이유로 비판받았다. 그래서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
홀(2001)은 인지과정 차원의 유목에서 ‘지식’을 ‘기억’으로 바꾸고, 지식 항목을 독립시켜 
‘지식 차원’이라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었다.  

24) ‘인지기능’은 본 분류학 초안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된 용어이다. 최초 설
정한 용어는 ‘사고기술’이었는데, 용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는 최종 수정된 용
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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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학 설계의 원리와 방향

  가. 내용지식 체계 설계 원리

  블룸(Bloom, 1956),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윌슨
(wilson, 1971)의 분류학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분류학의 내용지식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명제적 지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주관적 지식의 영역을 신설한다. 이것은 블
룸, 앤더슨과 크래스홀, 윌슨의 분류학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다. 지식의 조건
을 객관성, 보편타당성으로 보면 주관적인 지식들은 지식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지
식의 절대성을 추구하는 고전주의적 지식관을 벗어나면 이것은 가능하다. 포스트모
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지식의 절대성은 부정되었으며, 상대성, 다양성의 원리가 학
문과 지식의 세계에 널리 퍼졌다. 미술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식관에 잘 맞
는 교과이다. 미술은 창작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위 속에서 명제적이고 객
관적인 지식만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과 현상에 대한 감각적인 이해, 창작과 해석에 
반영되는 개인적인 경험, 직관적인 느낌과 통찰에 의한 상황 해석 등 감각에 기반
하며 개별화 된 지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술의 창작과 해석에 수반되
는 주관적인 지식의 영역을 신설한다.
  둘째, 교과 내적인 지식만이 아닌, 교과와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식의 영역을 
신설한다. 윌슨은 블룸의 분류학 체계에 기초하여 미술교과 지식의 범주를 만들고 
미술적 지식의 내용을 산입하였다. 그런데 그가 다룬 미술 지식들은 모더니즘적인 
형식 분류에 기초한 것들로, 미술 내의 지식만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구분된 지식
의 영역은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미술의 상황과 융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 교과와 분야를 연계하
는 통합적인 지식의 영역을 신설하여 융합적 사고력 함양에 도움 되는 내용지식 체
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윌슨의 분류학에서 다루지 못한 현대 미술교육의 내용들을 보강한다. 윌슨
의 분류학은 197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후 전개된 많은 미술교육의 시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시각문화 등 다양한 
담론과 경향들이 현대미술과 미술교육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술교육에
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류학의 내용지식에 이러한 추가 내용들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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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지기능 체계 설계 원리

  미술교육의 ‘인지기능’ 체계는 내용지식 체계와 마찬가지로 기존 분류학의 한계를 
개선하고 현대 인지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의 설계 원리를 도출
하였다. 
  첫째,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 체계를 구안한다. 
‘명제적 사고’란 개념이나 논리에 기초한 사고로서, 문자, 수, 기호 등 추상적 표상 
형식을 사용하는 사고이다. 반면 ‘직관적 사고’란 신체 감각과 심상에 기초한 사고
로서, 이미지, 감각, 감정, 상상 등 직접적이고 정서적이며 비논리적인 요소들을 사
용하는 사고이다.25) 그런데 블룸,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서 직관적 사고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윌슨의 분류학에선 (A.0)지각이라는 범주와 (F.2)감정이입, 
(F.3)감정, (G.2)창의성 정도의 유목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애플랜드(Efland, 
2002/2006)는 인지에서 행위 주체의 상황적 경험(감각, 감정, 상상력, 동기 등)을 
배제하는 상징처리적 관점을 비판하고, 미술교육은 지식과 감각, 사고와 감정을 아
우르며, 명제적이고 비명제적인 상징을 포괄하는 통합 인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123-124). 실제 인간의 뇌는 논리와 직관, 사고와 감각 중 하나만 사
용하지 않으며,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인지기능 체계의 유목에 직관적 사고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명
제적 사고와 균형을 이루는 인지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개념을 도입한다. 고전적 인지 개념은 
정보처리이론이나 상징처리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인지를 감각에 의해 유입된 정보
(상징)를 저장-기억-분석-해석-평가하는 등의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정의한다(강
병직, 2013: 79).26) 다시 말해 인지를 외부 환경이나 신체와 분리하여 뇌에서 일어
나는 추상적인 사고 작용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적 이론
으로 ‘체화된 인지 이론’은 몸을 외부 세계와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물이 아닌 인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그 자체가 인지의 한 요소로 본다. 몸의 감각으로부터 
분리된 추상적 사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체화된 인지 개념은 

25) 여기서 ‘직관적 사고(intuitive thinking)’란 감각적 사고(sensuous thinking), 정서적 사
고(emotional thinking), 상상적 사고(imaginative thinking) 등 비명제적인 사고
(non-propositional thinking)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용어이다. 

26)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이해되는 고전적 인지 개념은 낮은 단계의 인지에서부
터 점진적으로 복잡한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높은 단계의 인지로 이행할수록 학습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것은 브루너의 교육 이론에 토대를 제공하였고, 미술에 대
한 지식과 이해를 강조하는 DBAE의 인지주의적 미술교육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Sullivan, 2005; 강병직, 2013: 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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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감각으로 치부된 지각과 정서를 인지의 한 요소로 끌어들이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강병직, 2013: 85), 지각과 정서가 결합된 사고 모형을 구성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따라서 분류학의 인지기능 체계에서 지각과 감각 등 몸을 통해 인식
하는 인지의 유목들을 추가한다.
  셋째, 신체에 한정된 인지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을 포함하는 ‘확장된 인지
(extended cognition)’ 개념을 도입한다. 체화된 인지이론에서는 외부적 요인으로 
여겨지는 환경 또한 인지의 한 요소로 보는 ‘확장된 인지’ 개념을 주장한다.27) 그렇
기에 현대 인지과학은 뇌 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정보 처리로서의 인지를 넘어 물
리적인 환경 속에서 몸을 통해 구현되는 마음,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작
동하는 상황적 인지 체계에 관심을 기울인다.28) 그렇다면 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
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 환경에 
분산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 체
계가 대안적인 틀로 고려될 수 있다. 마음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컴퓨터, 다른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인지의 확장성 
측면에서 분산된 인지 체계는 매력적이다(이정모, 2010b: 160-161)29).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서는 인지를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의미 처리 과정으로 보기 때
문에 인지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 부분을 보강한 인지 체계를 구안한
다. 

2.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초안

  이번 절은 위와 같은 설계 원리에 의거하여 분류학 체계를 만들어가는 세부적인 
과정들을 정리한다.

27) 클락과 찰머스(Clark & Chalmers, 1998)는 환경을 외적 변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고
전적 인지주의와 달리 환경을 인지의 연장(extension)이자 인지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본
다(강병직, 2013: 87). 

28) 컴퓨터,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에 적용되는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디자인은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 아래 작
용하는 인지 체계 연구에 기반한다.

29)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는 일일이 기억했던 전화번호를 이제는 휴대전화 안에 다 저
장해놓고 활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손으로 
글을 쓸 때는 생각이 잘 안 되지만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글이 술술 써지는 
현상들을 변화된 인지 체계의 사례로 들 수 있다(이정모, 2010b: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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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내용 영역 하위 요소

용어 미술 용어 미술 용어

사실
주제 대상, 사건, 테마(작품의 주제)
문화적 맥락 작가, 제작연도, 시대, 지역, 용도(작품의 사실

적 정보)
관습 주제 상징과 비유(도상해석학)

동향과 순서 문화적 맥락 양식, 문화(미술사)

분류와 범주
시각적 구조 양식적 특성(미술 양식)
미술의 형식 회화, 조소, 영화, 해프닝, 드로잉...(미술 장르)

이론
시각적 구조 감각적 특성(조형요소), 구성(조형원리)
미술이론과 비평 미술이론(미학)

방법론 재료, 용구, 제작과정 재료, 용구, 제작과정(표현 매체)

  가. 내용지식 체계 초안

  윌슨(Wilson, 1971)은 미술교육평가분류학에서 미술교육 평가의 ‘내용’ 영역으로 
(1.0)재료, 용구, 제작과정, (2.0)시각적 구조 (3.0)주제, (4.0)미술의 형식, (5.0)
문화적 맥락, (6.0)미술이론과 비평이라는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것들은 
윌슨이 미술교육에서 평가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한 것들로, 미술교과의 구조에 해
당하는 지식들이다. 한편 ‘행동’ 영역의 ‘(B.0)지식’ 항목에는 (B.1)용어, (B.2)사실, 
(B.3)관습, (B.4)동향과 순서, (B.5)분류와 범주, (B.6)기준, (B.7)방법론, (B.8)이
론을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을 표현(1.0~4.0), 미술사(5.0), 미술비평(6.0)이라는 
미술의 학문적 영역에 기초하여 분류했다면, ‘행동’ 영역의 ‘지식’ 항목(B.1~B.8)들
은 대략적인 지식의 위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차이점이 있다. ‘내용’과 ‘지식’은 모두 
학습의 내용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분리된 이 두 항목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용’과 ‘지식’의 항목들을 비교해보면 ‘내용’은 교과 특수적인 
지식이고,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의 위계를 나타내므로 분류학의 체계상 ‘지식’을 
‘내용’보다 상위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의 종류를 상위에 두고 교과 특수적인 
‘내용’ 영역과 그 하위 요소들을 배치해보았는데, 이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윌슨 분류학의 ‘지식’과  ‘내용’ 영역을 통합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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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과 크래스홀 윌슨

지식 범주 지식 유목
미술 교육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용어 미술용어

구체적 사실과 요소
사실
관습
동향과 순서

작가와 작품의 정보
도상해석학
미술사

B. 개념적 지식

분류와 유목 분류와 범주 미술 양식, 미술 장르

원리와 일반화 시각적 구조 조형요소와 원리

이론, 모형, 구조 이론 미술이론(미학)

C. 절차적 지식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 방법론 재료, 용구, 제작과정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
정하기 위한 기준 기준 준거와 판단 기준

D.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기준 미술이론과 비평 준거와 판단 기준(미술비평)

  한편 윌슨(Wilson, 1971)보다 이후에 나온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 분류학은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으로 조직된 교육목
표의 항목에서 ‘지식’ 차원을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 유목들을 제시하였다. 지식의 성격을 크게 범주화한 다
음 그 하위 지식들을 유목화했다는 점에서 윌슨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다. 그래서 앤
더슨과 크래스홀의 ‘지식’ 차원에 윌슨의 미술교육 지식 유목과 내용 요소들을 대입
해 보았는데, 이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앤더슨 등의 ‘지식 범주’에 윌슨의 미술교육 ‘지식’과 ‘내용’을 적용한 구조

  이와 같이 윌슨의 미술교육 내용 분류는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지식 차원에 대략
적으로 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적 지식’에서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해
당하는 항목과 ‘메타 인지적 지식’에 해당하는 항목이 비는 것을 볼 수 있다. 앤더
슨과 크래스홀(Anderson, Krathwohl, 2001/2015)은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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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미술 용어
사실적 정보 작가와 작품, 시대와 지역, 도상과 상징

B. 개념적 
지식

분류와 범주 미술 장르, 미술 양식, 제재와 주제 등
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미술문화(시각문화)
이론 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C. 절차적 
지식

절차적 방법 표현 매체, 표현 방법, 미술비평
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절차와 방법의 판단 절차와 방법(제작과정)에 대한 비평적 판단

D.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과제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자기 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흥미, 신념 등

을 “고정된 결과를 얻는 데 그치는 기능이나 알고리즘과 달리, 미리 결정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개방적인 사고와 연구 방법에 관한 지식”(61)이라고 정의하였
다. 그렇다면 미술에서 ‘개방적인 사고와 방법’에 관한 지식이란 창의적인 사고와 
창작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윌슨(Wilson)이 행동 영역
의 마지막 항목으로 분류한 ‘(G.0)제작’의 하위 요소로서 ‘(G.2)창의성’에 관한 해
설과 일치한다. 윌슨은 여기서 창의성의 요소를 ‘경계의 확장, 창안, 경계의 해체, 
미적 조직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식의 유형상 ‘사고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명명
하고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을 그 내용으로 배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계의 확장’ 등 윌슨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 더 다양한 사고법들이 제시될 수 있
다. ‘(D.0)메타 인지적 지식’에 관한 내용은 윌슨의 ‘행동’ 영역에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앤더슨 등의 유목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앤더슨
과 크래스홀의 ‘지식’ 유형에 월슨의 미술교과 ‘지식’과 ‘내용 요소’들을 대입하여 산
출한 내용지식 체계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앤더슨 등의 ‘지식 범주’에 윌슨의 ‘지식’과 ‘내용요소’를 대입한 내용지식 체계

  여기까지가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지식 차원에 윌
슨(Wilson, 1971)의 지식과 내용 항목을 결합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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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술교육의 본질과 현대미술교육의 동향을 포괄하지 못한다. 이 분류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첫째, 지식의 종류로 명제적 지식만 다루고 있다는 것과, 둘째, 미술 영역 내의 
지식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미술이 명제적 지식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비명제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번째는 장르의 구분이 무
의미한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여러 분야를 연계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고자 하
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앤더슨과 크래스홀
의 분류학이 논리와 언어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식들을 상정한다는 점에
서, 윌슨의 분류학은 형식주의에 기초한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미술의 지식들을 다
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지점이다. 물론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블룸 분류학을 개
정하여 새로 제안한 메타 인지적 지식이 ‘인지 과제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 상황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을 포함하기는 하나 이것 역시 과제의 맥락
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에 근거해 문제해결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전히 
논리적인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미술에서의 지식은 논리와 언
어를 뛰어넘는 상상과 비논리, 감각과 감성에 기초한 것들이 많고, 주어지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류학이 제시하
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술교육의 내용지식 유목을 확장하였다. 
첫째, 명제적 지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명제적인 지식의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 영
역은 언어와 논리가 아닌 이미지와 감각, 정서와 상상 등 미술적 요소에 기초한 지
식들로, 연구자는 이 같은 지식들을 ‘미적 지식(aesthetic knowledge)’이라 부르고 
그 하위 유목들로 체화된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을 설정하였다.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이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이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뇌와 신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통해 습
득하는 지식이다. 실제 환경에서 모든 감각을 활용해 대상과 만나면서 미적 요소를 
지각하고 이와 결부된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며, 구체적인 환경(공간)에서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터득하는 실제적인 지식이다. 
  해석적 지식(interpretive knowledge)이란 닫힌 의미의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개
개인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열린 의미로
서의 지식이다. 학습자는 작품과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종의 경향성, 즉 자신만
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데, 이와 같은 각자의 방식대로 작품을 해석하고 창조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로서의 지식을 습득한다.
  직관적 지식(intuitive knowledge)이란 논리나 계산이 아닌 대상에 대한 직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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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 용어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미술 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B.3)이론 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등

(B.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
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C.0 미적 지식 (C.1)체화된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신체와 환경적 맥락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

험과 통찰을 통해 주어지는 지식으로,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현상학적 지식이다. 이 
같은 미적 지식은 개념과 원리 위주의 명제적 지식을 확장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
의 다음에 위치시켰다.
  둘째, 미술이 다양한 분야들과 연결되고 만나는 ‘통합적 지식(integrated knowledge)’ 
을 추가하였다. 이 유목은 미술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애플랜드
(Efland, 1995)의 래티스 모형, 주제 중심, 개념과 원리 중심, 문제 중심의 통합을 
제시하는 잉그람(Ingram, 1979), 포가티(Forgarty, 1991), 드레이크(Drake, 1993) 
등의 통합교과 모형을 상정한다. 이 유목은 주로 특정 주제나 원리, 문제해결 상황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이론과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석적이
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지식’의 하위 유목으로 배치하였
다. 그리고 내용 요소로 미술과 타 분야(미술과 수학, 과학, 사회,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회적·국가
적·인류적 문제, 학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방향에서 지식의 영역과 유목을 확장하였고, 앤더슨과 크래스홀, 
윌슨이 사용한 용어들을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
다. 그리하여 산출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내용지식’ 체계 초안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내용지식’ 체계(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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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해석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에 의한 지식

(C.3)직관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서 느
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 절차적 지식

(D.1)절차적 방법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표현 방법과 절차, 비평 방법
과 절차 등

(D.2)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D.3)절차와 방법
의 판단 절차와 방법의 사용시점과 적용에 관한 비평적 판단

E.0 메타 인지
적 지식

(E.1)전략적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E.2)과제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E.3)자기 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흥미, 신념 등

 *배경 음영: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분류학 체계에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

  위와 같이 미술교육의 내용지식을 다섯 가지 범주와 각 범주별 하위 유목으로 분
류하였고, 각 유목에서 다룰 수 있는 미술교육의 내용요소들을 추가로 산출하여 제
시하였다. 

  나. 인지기능 체계 초안30)

  
  윌슨(Wilson, 1971)은 미술교육평가분류학에서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상 ‘인지적 영역’이라는 용어를 ‘행동 영역’으로 수정하고 ‘지각-지식-이해-
분석-평가-감상-제작’이라는 7개의 유목을 설정하였다. 블룸의 ‘지식-이해-적용
30) 본 연구에서는 분류학의 행동 영역을 ‘인지 기능(cognitive competence)’ 차원으로 설

정하였다. 최초 설계 당시에는 ‘사고 기술(thinking skill)’로 영역을 설정했으나, 델파이조
사 과정에서 ‘인지 기술’로, 최종적으로 ‘인지 기능’으로 수정되었다. 이 영역은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에서는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으
로, 윌슨(Wilson, 1071)의 분류학에서는 ‘행동(behavior)’으로 명명된다. 본 연구에서 이 
영역의 명칭을 ‘인지 기능’으로 설정한 이유는 교육목표로 하는 행동의 기능적 측면, 즉 
‘능력(competence)’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인지 과정’이라는 용어는 각 인지 유목들을 
하나의 인지 과정 안에서 연속되는 요소로 보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유목들 각각의 기능
적인 성격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윌슨처럼 단순한 ‘행동’으로 지칭하면 인지라는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지 행동(cognitive behavior)’으로 지칭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직감, 정서, 가치화 등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내면적 요소들
을 포함하는 데 무리가 있고, 이 역시 교육의 목표로서 기능적 성격이 부각되지 않는다
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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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지각(perception)

  지식(knowledge)   지식(knowledge)   기억(remembering)
  이해(comprehension)   이해(comprehension)   이해(understanding)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적용(applying)
  분석(analysis)   평가(evaluation)   분석(analysing)
  종합(synthesis)   감상(appreciation)   평가(evaluating)
  평가(evaluation)   제작(production)   창조(creating)

인지과정 하위 유목 관련 용어 해설

1.0. 기억
1.1 재인  확인  기억 속 지식과 일치성 여부 확인
1.2 회상  인출  단서에서 관련된 정보 상기

2.0. 이해
2.1 해석  명료화, 바꿔 쓰기,

 표현, 번역  하나의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전환

2.2 예증  사례 제시, 실증하기  구체적 실례를 들어 설명

-분석-종합-평가’라는 인지 과정에서 ‘지식’ 앞에 ‘지각’을 덧붙이고, ‘적용’을 삭
제했으며, ‘감상’, ‘제작’이라는 미술 교과 특수적인 행동 유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블룸의 분류학을 수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은 인지
과정 차원을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조’라는 6개 유목으로 제시하였다. 세 
분류학의 유목 체계를 비교해보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인지과정’ 유목 비교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이 블룸 분류학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인지기능 차원에서도 내용지식과 마찬가지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체계 틀에 
미술교육 평가에 대한 윌슨의 분류학 내용을 대입하였다. 먼저 앤더슨과 크래스홀
의 인지과정 범주와 하위 유목들(Anderson & Krathwohl, 2001/2015: 76-7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인지과정’ 범주와 하위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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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류  유목화, 포섭  구체적 사례들을 일반적 개념이나 
원리에 따라 유목화

2.4 요약  추상, 일반화  정보의 핵심 내용을 요약
2.5 추론  결론, 예언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여 결과 예측
2.6 비교  대조, 결합, 도식화  둘 이상의 문제나 상황에서 유사점

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도식화
2.7 설명  모델 구성  어떤 체제의 인과관계 모델을 설명

3.0. 적용
3.1 집행  시행  친숙한 과제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

라 수행
3.2 실행  사용  친숙하지 않은 과제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활용

4.0. 분석

4.1 구별  변별, 식별, 선정  정보들을 중요성의 입장에서 구분

4.2 조직  구조화, 통합,
 윤곽 그리기

 정보들의 일관된 관련성을 발견하고 
구축

4.3 속성    
   파악  해체  정보에 들어있는 저자의 관점, 의도

를 파악

5.0. 평가
5.1 점검  검사, 탐지, 모니터  활동이나 산출물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
5.2 비판  판단  준거를 바탕으로 결과나 활동을 판단

6.0. 창조

6.1 생성  가설 세우기  문제에 대한 가설이나 대안을 설정

6.2 계획  설계  가설이나 대안에 따른 실제적 해결
방법을 구안

6.3 산출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
 
  블룸 분류학을 수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 분류학은 인지 활동의 대상인 
‘지식’을 인지과정에서 분리하였고, ‘기억’으로 용어를 바꾸어 좀 더 명확한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창조’를 가장 상위 단계에 두고 학습과 사고의 과정을 문제해결 중
심으로 수정함으로 인해 현재의 교육 지형과도 잘 맞는다. 그러나 기억부터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에 이르는 사고의 단계가 블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텍스트
의 학습에 기초한 명제적 사고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 교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지과정의 사고 활동 대부분이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 지
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이병기, 201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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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과 크래스홀 윌슨

인지과정 하위 요소 행동 영역 하위 요소

(A.0) 지각
 (A.1) 미술 작품 내, (A.2) 미술 작품 간, 
(A.3) 미술 작품의 그룹 간에 나타나는 시
각적 요소들

1.0. 기억  1.1 재인
 1.2 회상 (B.0) 지식

 (B.1) 용어, (B.2) 사실, (B.3) 관습, (B.4) 
동향과 순서, (B.5) 분류와 범주, (B.6) 기
준, (B.7) 방법론, (B.8) 이론 

2.0. 이해
 2.1 해석, 2.2 예증
 2.3 분류, 2.4 요약 
 2.5 비교, 2.6 추론 

(C.0) 이해  (C.1) 번역, (C.2) 해석

3.0. 적용  3.1 집행, 3.2 실행

4.0. 분석  4.1 구별, 4.2 조직
 4.3 속성파악 (D.0) 분석

 (D.1) 조형 요소 간, 
 (D.2) 작품의 부분들 간, 
 (D.3) 작품의 부분들과 전체와의 관련성 분석

5.0. 평가  5.1 점검, 5.2 비판 (E.0) 평가  (E.1) 경험적 평가
 (E.2) 체계적 평가

6.0. 창조  6.1 생성, 6.2 계획
 6.3 산출 (F.0) 감상  (F.1) 가치 평가, (F.2) 감정 이입, 

 (F.3) 감정

(G.0) 제작
 (G.1) 기술 : 재료와 용구를 다루는 전문성
 (G.2) 창의성 : 경계의 확장, 창안, 경계의 
해체, 미적 조직화

  그렇다면 미술교육의 인지적 행동 유목을 규정한 윌슨의 분류학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인지과정 유목과 미술교육에 
적용된 윌슨의 인지행동 유목을 비교해보았는데, 이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앤더슨 등의 ‘인지과정’ 유목과 윌슨의 미술교육 ‘행동 영역’ 유목 비교

 
  두 분류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앤더슨 등의 분류학은 영역 일반적인 인지 체계
를, 윌슨의 분류학은 미술교육에 적용되는 영역 특수적인 인지 행동을 설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래서 앤더슨 등과 비교했을 때 윌슨의 분류학은 서두에 ‘지각’이 들
어가고, ‘적용’이 없으며, ‘창조’의 자리에 ‘감상’과 ‘제작’이 위치한다. ‘지식’ 앞에 
‘지각’을 추가한 것은 이전까지 감각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지각에 인지적 성격을 부
여한 인지심리학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31) 또한 ‘평가’로 끝나는 블룸의 유목 이후 
31) 아른하임(Arnheim, 1966/1984; 52)은 눈으로 보는 행위, 즉 시지각은 “외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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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과 ‘제작’을 추가했는데, 이것 또한 미술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행동 영역의 하위 요소 각각에 대해 윌슨은 대부분 미술교
육의 내용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해 윌슨의 행동 영역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한 행동의 성격을 띠면서도 분류학의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 즉 포괄적
인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A.0)지각’에 대해선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작품 외의 다
른 대상이나 환경 등에 대한 지각의 풍부한 작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C.0)이
해’는 미술 작품의 소재가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번역하고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
는 것으로, ‘(D.0)분석’은 조형요소, 형태, 양식 등 작품 구성 요소들의 특징과 상호 
관련성, 전체와의 관계 등 작품의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E.0)평가’는 작품의 의도에 비추어 효과성을 판단하는 ‘경험적 평가’와, 지각, 이
해,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적 평가’로 설명하였다. 이 유
목들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지각-지식(기억)-이해-분석-평가로 이어지는 
유목들이 사실은 미술 작품에 대한 비평의 단계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여기서 제시하는 행동 유목들은 미술 교과의 평가 항목들로, 윌슨은 애초에 미
술교육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단계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각-기억-이해-분석-평가라는 인지적 행동에 대한 평가의 유목들이 모
두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미술교육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일반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유목인 ‘(F.0)감상’에 대해선 하위 요소로 가치평가, 감정이입, 감정을 
두었다. ‘가치평가’는 작품의 미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앞선 
단계의 ‘평가’와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감정이입’은 작품에 대한 전문가(작가, 
비평가, 미술사가, 미술교사)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감정’은 작품을 감상할 
때 몰입하면서 즐거움, 재미, 기쁨, 슬픔 등 여러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태도로 
설명한다. 감정이입과 감정은 감상에 포함된 행동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과연 
평가가 가능한지, 또한 인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G.0)제작’에 대해서는 ‘기능’과 ‘창의성’을 하위 요소로 두었다. 기능
은 매체를 다루는 전문성, 즉 기술적 숙련도에 대한 측정이고, ‘창의성’은 새롭고 의
미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능’은 미술교육에서 평가의 
요소이기는 하나 인지적 행동의 유목 안에서 사고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모호하다. 
‘창의성’에 대한 평가 요소도 “경계의 확장, 창안, 경계의 해체, 미적 조직화”라는 아

수동적 기록이 아닌 구조를 파악하는 인지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지각의 결과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해’와 ‘통찰’과 비슷하다”고 단언하며 지각의 인지적 가치를 주장하
였다(김선아, 2011, 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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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너(Eisner)의 이론을 인용했는데, 미술적 창의성의 개념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이지만 문제해결력으로서 창의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감상’과 ‘제작’은 교과 특수적인 행동 영역으로, 앞선 단계의 지각-지식(기
억)-이해-분석-평가라는 일반적인 행동 영역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의 논리
적 타당성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감상과 제작 활동은 그 속에 지각, 지식(기억), 이
해, 평가의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인지 활동의 일반적인 유목에 
이어서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처럼 미술교육 평가의 행동 영역에 대한 
윌슨의 분류학은 미술 작품을 중심에 두고, 그에 대한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라는 작품 비평 능력과 감상, 제작과 관련된 일부 능력들만을 다루고 있어 미술교
육 일반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 같은 이유로 본 분류학의 ‘인지기능’ 영역 체제는 내용지식과 마찬가지로 일반
적인 수준에서 인지의 단계를 유목화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인지과정 차원을 기초
로 삼았다. 그러나 지각, 정서, 체화된 사고, 확산적 사고 등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추가하여 미술 교과에 특화된 종합적인 분류학 모형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았다. 그래서 인지기능 체계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통해 기존 분류학과 차
별화 된다.
  첫째, 인지기능의 하위 유목으로 기존 명제적 사고에 덧붙여 ‘직관적 사고’의 요
소들(직감, 정서, 감정, 몰입, 통찰 등)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명제적 사고로만 구성
되는 기존 분류학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와 감각, 논리와 정서가 균형 있게 
배치되는 종합적인 인지 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둘째, 신체 감각을 통한 사고로서 ‘체화된 인지’의 유목들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범주로 ‘기억’ 앞에 ‘지각’을 신설하고, 각 범주의 하위 유목으로 신체 
감각에 기초한 사고의 유형들(관찰, 형상화, 신체적 사고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인지 체계를 추상적 사고에 의한 정신 작용으로 한정하는 기존 분류학들의 편
협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셋째, 개인의 신체에 한정된 인지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으로 확장되고 분산되는 
‘확장된 인지’, ‘분산된 인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범주에 ‘탐색
(exploring)’을 신설하여 외부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탐색적 사고(전략수립, 자
료수집)와 개인 내면을 탐색하는 확산적 사고들(상상, 구상, 유추, 변형 등)을 배열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에 따라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결합된 인지기능 체계 초안
을 <표 Ⅲ-8>과 같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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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범주
하위 유목

명제적 사고 직관적 사고

 1.0 지각(perceiving)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화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형상화, (2.4)감정, (2.5)몰입 

 3.0 탐색(exploring)  (3.1)전략 수립
 (3.2)자료 수집

 (3.3)상상, (3.4)구상
 (3.5)신체적 사고  
 (3.7)감정이입, (3.7)차원적 사고

 4.0 이해(understanding)

 (4.1)해석, (4.2)예증 
 (4.3)분류, (4.4)요약 
 (4.5)추론, (4.6)비교
 (4.7)설명 

 (4.8)추상화, (4.9)패턴 인식

 5.0 적용(applying)  (5.1)이행, (5.2)실행  (5.3)패턴 형성

 6.0 분석(analyzing)  (6.1)구별, (6.2)조직 
 (6.3)귀속  (6.4)유추, (6.5)변형 

 7.0 평가(evaluation)  (7.1)점검, (7.2)비판  (7.3)성찰 (7.4)가치화

 8.0 창조(creating)  (8.1)생성, (8.2)계획
 (8.3)산출  (8.4)통합 (8.5)통찰 

<표 Ⅲ-8>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인지기능’ 체계(초안)

 * 배경 음영: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분류학 체계에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

  위 체계표에서 인지기능 범주의 하위유목으로 ‘명제적 사고’는 앤더슨과 크래스홀
(Anderson & Krathwohl, 2001)이 『개정교육목표분류학』에서 제시한 ‘인지과정’ 
차원의 사고를(재인, 회상, 해석, 예증, 분류 등) 그대로 따른 것이고, ‘지각’과 ‘탐색’
에 속하는 명제적 사고(주의, 인식, 전략수립, 자료수집)는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이
다. ‘직관적 사고’는 루트번스타인 부부(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가 『생각의 탄생(Spark of Genius)』에서 제안한 ‘13가지 사고 도구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사고법들(관찰, 형상화, 신체적 사고,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등)을 인용한 것이다.32) 각각의 하위유목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미술수업에 적용할 
32) 생리학자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 Root-Bernstein)과 그의 아내이자 역사학자인 미

셀 루트번스타인(M. Root-Bernstein)은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과학자, 수학자, 공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고법을 정리하여 ‘13가지 생각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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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내용지식

1.0
지각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적용

6.0
분석

7.0
평가

8.0
창조

A.0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사실적 정보

B.0
개념적 
지식

분류와 범주

원리와 일반화

이론

통합적 지식

C.0
미적  
지식

체화된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

D.0
절차적 
지식

절차적 방법

사고 방법

절차와 방법 판단

E.0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 지식

자기 지식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자세히 해설한다. 

  다. 지식과 기능 분류표 초안
  
  위에서 정리한 미술교육의 지식(내용지식)과 행동(인지기능)의 유목들을 가로, 
세로 차원에서 결합하면 <표 Ⅲ-9>와 같은 미술교육목표분류표(초안)이 만들어진
다. 이 표는 내용지식의 범주와 유목, 인지기능의 범주만 추린 기본 체계이다.

<표 Ⅲ-9> 미술교육목표분류표 기본 체계(초안)

제시하였다. 이 사고법은 기존의 명제적 사고를 뛰어넘는 감각과 직관에 기초한 사고법
으로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
로 생각하기(신체기반사고)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이중
에서 ‘모형 만들기’와 ‘놀이’는 사고법이라기보다는 행동에 가까워 본 유목에서는 제외하
였다. 이외에 직감, 정서, 동기화, 감정, 몰입, 상상, 구상, 성찰, 가치화, 통찰은 연구자가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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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내용지식

1.0
지각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적용

6.0
분석

7.0
평가

8.0
창조

제
적
사
고

주의
인식

재인
회상

전략
수립 

자료
수집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

집행
실행

구별
조직

점검
비판

생성
계획
산출

직
관
적
사
고

관찰
직감
정서

동기화

형상화
몰입

상상
구상

신체적
사고

감정
이입

차원적
사고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귀속
유추
변형

성찰
가치화

통합
통찰

A.0
사
실
적 
지
식

전문용어

미술 용어

사실적 정보
작가와 작품
시대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
념
적 
지
식

분류와 범주

미술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이론

미학, 미술이론
조형론,

디자인이론 등

  위 분류표에서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의 하위요소들까지 추가로 정리한 상세 체계 
초안은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미술교육목표분류표 상세 체계(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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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
공통 개념

문제와 쟁점 등

C.0
미
적 
지
식

체화된 지식

미적 지각
직접 경험

해석적 지식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

직관적 지식

느낌과 통찰

D.0 
절
차
적 
지
식

절차적 방법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과 절차 
비평방법과 절차 

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절차와 방법 판단

제작과정 판단

E.0 
메
타 
인
지
적 
지
식

전략적 지식

문제해결 
일반전략

인지과제 지식

문제해결 
특수전략

자기 지식

자기 이해와 적용

  이 미술교육목표분류표는 미술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과 그것을 배우는 방법으
로서 ‘사고’를 2차원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즉, 학습경험으로서 ‘무엇을(지식)’이 
‘어떻게(사고)’와 결합되는 구조로,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
라 매우 다양한 수준의 교육목표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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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조사

  위와 같이 연구자가 개발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델파
이조사(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분류학 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 활용성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수정하여 좀 더 개선된 분류학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연구자 혼자 만든 분류학이 아닌, 미술교육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함께 만드는 분류학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집단은 초등교사, 중등미술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행
정가(장학사, 교장·교감, 연구원 등), 교수·강사 등 네 부류로 조직하였다. 현장에서 
미술을 가르치거나, 교육 행정을 맡고 있거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미술교육의 이론적·실제적 맥락에서 분류학 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연구자와 안면이 있거나 소개받은 인물들 중에서 모집하였다. 연
구자와의 친분이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내문에 이 
같은 부분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여자 조건에
는 미술, 미술교육, 미술이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
의 전공자로 하고, 현재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학력이나 경력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학력이나 
경력이 다양할수록 이 분류학의 현장 적합성 검토가 좀 더 실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여 인원은 각 집단별 10명~15명 정도로 하고, 중등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0명 이상씩 모집하였다.33) 그래서 총 64명의 전
문가들이 1차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들 중 47명이 2차 조사에도 이어서 참여하였
다.34)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1차 설문지를 보내고 PDF로 변환
한 파일을 회신 받았다. 그리고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분류학에 대해 2
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연구자의 판단을 반영하여 최종 분류학 체계를 
완성하였다. 참여자들의 수치화된 응답 결과는 분류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판
단하는 데 1차적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것보

33) 델파이 패널을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정확한 지침이나 합의는 없으나, 통계
적 관점에서 설문조사 표본의 크기로 한 변수에 최소 1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52-53)을 고려하여 한 집단 당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모
집하였다.

34) 이들 중 1차에서 2명, 2차에서 1명이 응답의 신뢰성이 낮아 표본에서 제외하여 1차에
는 62명, 2차에는 46명의 응답을 데이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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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초등교사 중등미술교사 교육행정가 교수·강사 합계

인원(명) 14 27 10 11 62
비율(%) 22.6 43.5 16.1 17.8 100

전공 초등교육 미술교육 미술학 기타 합계

인원(명) 14 32 12 4 62

다는 개인적으로 진술된 의견들을 더욱 중시하여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분류학 수
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과정 및 내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가. 1차 조사

  1) 실시 시기 및 조사 내용
  2018년 1월 17일(수)부터 1월 23일(화)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분류학에 관해 설명하였고, 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연구의 일반적 사항 : 연구 전제와 연구 목적의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효

용성, 목표설정 틀의 적합성, 목표영역 설정의 타당성
  (2) 내용지식 체계 : 범주 설정의 타당성, 각 범주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3) 사고기술 체계35) : 범주 설정의 타당성, 각 범주 하위유목의 적합성

  2) 참여자 분석
  총 64명의 전문가(교사, 교육행정가(장학사/교장/교감/연구원), 교수·강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중 선택이 한 번호로 몰려 신뢰성이 낮은 2건을 제외한 62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36) 

  (1) 직종 : 초등교사 14명, 중등미술교사 27명(중학교 13, 고등학교 14), 교육행
정가 10명(장학사 2, 교장 1, 교감 1, 연구원 6), 교수·강사 11명(교수 9, 강사 2)

  (2) 전공 : 초등교육 14명, 미술교육 32명, 미술학 12명(미술실기 9, 미술이론 
3), 기타 4명(교육철학 2, 심리학 1, 예술경영 1)

35) 본 분류학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행동차원이 ‘사고기술’로 설정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인지기능’으로 수정되었지만, 여기서는 델파이조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36) 연구 참여자 명단은 [부록1] 참고.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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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2.6 51.6 19.4 6.4 100

교육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인원(명) 8 7 28 15 4 62
비율(%) 12.9 11.3 45.2 24.2 6.4 100

지역 서울 경기·인천 충북 전북 합계

인원(명) 40 18 3 1 62
비율(%) 64.5 29 4.8 1.7 100

성별 남 여 합계

인원(명) 19 43 62
비율(%) 30.6 69.4 100

학력 학사 석사 박사 합계

인원(명) 16 27 19 62
비율(%) 25.8 43.5 30.7 100

   (3) 학력 : 학사 16명(석사수료 4 포함), 석사 27명(박사수료 4 포함), 박사 19명

  (4) 교육경력(근무경력) : 5년 미만(8명), 5년 이상~10년 미만(7명), 10년 이
상~20년 미만(28명),  20년 이상~30년 미만(15명), 30년 이상(4명)  

  (5) 지역 : 서울 40명, 경기·인천 18명, 충북 3명, 전북 1명

  (6) 성별 : 남 19명, 여 45명

  3) 응답 결과 분석
  
  (1) 선택지별 척도
  선택지는 5점 척도로 하였고, 선택지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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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는 미술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지능력(사고능력)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인지능력이란 대상(정보, 지식)을 지각하고 의미와 개념을 이
해하며 분석, 적용, 평가, 창조하는 등의 일련의 사고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술교
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다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타당함 매우 타당함
적합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 다소 적합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적합함 매우 적합함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2) 결과 분석 기준
  델파이 조사의 내용 타당도(적합도)는 대개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점 4.0 이상
을 ‘타당성 있음’의 기준으로 본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53). 1차 조사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평균점이 4.0을 넘어 본 분류학 체계가 타당성과 적
합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량평가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하는 델파이 조사의 특성상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4.3 미
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문항과, 4.3을 초과하더라도 비판적 의견 중 타당성
이 높은 문항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재질문하기로 하였다. 

  (3) 결과 분석
  실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
다.37)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Ⅰ. 연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응답 분석
  
1. 연구 전제의 타당성

37) 여기서 제시하는 문항은 실제 설문 문항을 요약한 것이다. 설문 문항 전문은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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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다소 타당하지 않음 ③보통임  ④다소 타당함  ⑤매우 타당함 
1-1. (위 1번 문항의 ①, ②, ③에 답한 경우) 그렇다면 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표현능력 향상   ② 정서 함양   ③ 소통능력 함양   ④ 여가와 취미에 활용
⑤ 기타(내용 기술):

문항 내용
응답자 수

표현
능력

정서
함양

소통
능력

취미
활용

기타

1-1 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3 5 4 2

2.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육목표 설정시 블룸(1956)의 분류학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 분류학은 지식과 행동이 하나의 차원에 분류되는 비체계성, 범주와 위계 설
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를 개선한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의 개정분류학은 명제적
인 지식과 사고만 다루고 있어 미술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윌슨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

연구 전제의 타당성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

에 둠

3.79 4.04 3.70 4.27 3.97 0.88 보류

 
[결과]

  
  미술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두는 것의 타당성, 만약 그렇지 않
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참여자
들은 대체로 인지능력 향상에 동의했지만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많은 
참여자들이 “인지능력 향상이 미술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정서함양, 소
통능력 향상, 표현능력 향상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응답 평균점이 모든 문항 중 가장 낮은 3.97로, 타당도 기준점(4.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분류학에서 정의하는 인지능력은 지각과 정서, 사고
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 것으로 보아 이 문항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자
세한 설명을 추가해 재조사하기로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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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미술교육에서 평가의 내용과 행동 항목을 규정하였으나 
유목 설정의 문제, 최신 내용 추가 필요성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설계를 중요한 연구문제로 둡니다. 이 같
은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연구는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개발하여 인지능력을 고려한 미술수업 설
계와 평가, 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목표 설정 도구를 제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
연구의 필요성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개발
4.64 4.26 4.20 4.45 4.37 0.75 필요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3
연구 목적의 중요성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활용한 목
표설정 도구 제안

4.57 4.37 4.40 4.64 4.47 0.67 중요

[결과]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의 경우 “분류학의 틀이 미술교과의 자유로운 성격
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3. 연구 목적의 중요성

[결과]

  본 연구의 목적으로서 미술교육에서 인지능력을 고려한 수업 설계와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목표 설정 도구를 제안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없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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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교육목표분류표는 미술교육의 내용지식과 사고기술을 조합하여 미술교육의 목표
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목표 설정 도구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표가 인
지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본 분류학은 미술교육 목표 설정의 틀을 내용지식(내용차원)과 사고기술(행동차원)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4
연구의 효용성

미술교육목표분류표의 활용성
4.50 4.22 4.30 4.55 4.35 0.62

효용 
있음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5
목표 설정 틀의 타당성
내용지식(내용 차원)
사고기술(행동 차원)

4.07 4.26 4.10 4.27 4.19 0.74 보류

4. 연구의 효용성

[결과]

  미술교육목표분류표가 인지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
수(4.35)로 분류표의 활용성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목표설정 틀의 타당성

[결과]

  분류학의 목표 설정 틀을 ‘내용지식’(내용차원)과 ‘사고기술’(행동차원)로 구성하
는 것에 대해 많은 참여자들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평균점(4.19)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서와 감정은 사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사고기술’로 분류하기 애매한 몇몇 유목들(직
감, 정서, 감정, 몰입, 성찰, 가치화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그래서 분류학 틀의 행동차원 용어(사고기술)는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다시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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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기능의 습득과 적용, 활용, 창조 등(심동적 영역)
을 인지 과정으로 보며, 흥미와 관심, 집중 등 정서적 영역(정의적 영역)을 인지와 상호
작용하는 요소로 봅니다. 본 분류학은 이같은 현대 인지 연구에 기반하여 미술교육의 목
표 설정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인
지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통합적 목표 설정 
방식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본 분류학의 ‘내용지식(Contents Knowledges)’ 차원은 (A.0)사실적 지식(사실적 정
보), (B.0)개념적 지식(개념과 원리, 일반화에 관한 지식), (C.0)미적 지식(미적 지각과 
해석, 직관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절차적 지식(재료와 용구, 표현과 비평의 방법과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6
목표 영역 설정의 타당성
지식, 기능, 태도 목표를 인지라는 
틀 안에서 설정

3.64 4.19 4.00 4.45 4.08 0.97 보류

6. 목표 영역 설정의 타당성

[결과]

  미술교육의 목표를 기존의 인지적(지식), 심동적(기능), 정의적(태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인지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
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평균점(4.08)이 1번 문항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 타당성 인
정 기준(4.0)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역시 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심동적·정
의적 영역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특히 초등교사의 타당성 판정이 낮게 
나왔고(3.64), 교수·강사 군에서는 높아서(4.45) 표준편차는 0.97로 1에 근접한 수
치였다. 세 가지 분리된 목표영역에 대한 블룸 분류학의 영향력이 현장 교사들, 특
히 초등교사들에게는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통합적 목표 설
정 방식이 심동적·정의적 영역을 배제하지 않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서 이 문항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2차에서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Ⅱ. 내용지식 차원에 대한 응답 분석

7. 내용지식 범주 설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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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에 관한 지식), (E.0)메타 인지적 지식(문제해결 전략 수립과 실행의 판단에 관
한 지식)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A.0)사실적 지식’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지식으로, ‘전문용어’와 ‘사실적 정보’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 등 좀 더 추상적인 지식
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들은 보다 
큰 체계의 지식들과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학문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되거나 조직됨으로써 교과 특수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7

Ⅰ. 내용지식 범주 설정의 타당성

(A.0) 사실적 지식 4.54 4.74 4.00 4.45 4.52 0.64 타당

(B.0) 개념적 지식 4.69 4.56 4.20 4.73 4.56 0.64 〃

(C.0) 미적 지식 4.62 4.41 4.00 4.27 4.36 0.77 〃

(D.0) 절차적 지식 4.62 4.41 4.10 4.55 4.43 0.66 〃

(E.0) 메타 인지적 지식 4.69 4.59 4.00 4.18 4.44 0.64 〃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8 (A.0) 사실적 지식

[결과]

  내용지식의 범주를 사실적, 개념적, 미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지식으로 설정하는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범주가 타당도 판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넘고 있다
(4.36~4.56). 그래서 이 분류 체계는 그대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8.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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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개념적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일정한 관점 아래 조직하고 통합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조화한 지식들이다. 개념적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이 발전하면 ‘원리와 일반화’로서의 지식이 되고, 그
것을 더욱 정교화하면 ‘이론’이 된다. 또한 모든 지식과 이론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점을 
가지는데,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치는 지식들을 ‘통합적 지식’이라고 한다.

(A.1) 전문용어
적합성 4.31 4.44 4.20 3.80 4.27 0.70 보류

중요성 4.46 4.41 4.20 3.80 4.28 0.73 〃

(A.2) 사실적 정보
적합성 4.44 4.44 4.10 4.50 4.40 0.61 〃

중요성 4.52 4.52 4.50 4.40 4.50 0.59 〃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9

(B.0) 개념적 지식

(B.1) 분류와 범주
적합성 4.46 4.37 3.90 4.00 4.25 0.81 보류

중요성 4.62 4.41 4.20 4.20 4.38 0.58 〃

(B.2) 원리와 일반화
적합성 4.54 4.30 4.00 4.10 4.27 0.65 〃

중요성 4.62 4.41 4.20 4.10 4.37 0.58 〃

(B.3) 이론
적합성 4.46 4.33 4.00 3.60 4.18 0.79 〃

중요성 4.54 4.33 4.30 3.60 4.25 0.72 〃

(B.4) 통합적 지식
적합성 4.62 4.41 4.10 4.27 4.38 0.83 〃

중요성 4.69 4.44 4.40 4.27 4.46 0.78 〃

  사실적 지식의 하위유목에 대해서는 (A.1)전문용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
(4.27)를 보였다. 그 이유로 복수의 응답자가 “전문용어는 개념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A.2)사실적 정보의 내용요소(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
화, 도상 등) 중 “도상은 (C.2)해석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A.0)사실적 지식의 하위유목들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추가 설명과 함께 재조사하기로 하였다.  

9.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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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미적 지식’은 개념과 논리에 따라 조직된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감각과 감성, 직관 
등 비논리적이고 통찰적인 사고로 조직되는 지식이다. 미적 지식의 범주는 미술 교과에 
적용되는 교과 특수적 지식으로, 신체 감각과 환경의 맥락 속에서 직접 경험으로 획득하
는 ‘체화된 지식’, 작품과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부여로서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해
석적 지식’,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검증이 아닌 느낌과 통찰로 획득하는 ‘직관적 지식’으
로 구성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0

(C.0) 미적 지식

(C.1) 체화된 지식
적합성 4.62 4.44 4.10 4.27 4.39 0.75 보류

중요성 4.69 4.48 4.30 4.27 4.46 0.76 〃

(C.2) 해석적 지식
적합성 4.69 4.48 4.20 4.18 4.43 0.69 〃

중요성 4.77 4.48 4.50 4.18 4.49 0.72 〃

  개념적 지식의 하위유목 중 (B.1)분류와 범주, (B.2)원리와 일반화, (B.3)이론의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4,18~4.27). 주로 각 유목의 내용요소에 관한 지적들
이 많았다. (B.1)분류와 범주(미술 장르, 양식, 미술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의 내용요소 중 “재료, 기법, 기능은 (A)사실적 지식에 속한다”,  (B.2)원
리와 일반화(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에서 “색채학, 시각문
화는 (B.3)이론에 속한다”, “미술문화와 시각문화는 개념적 지식으로 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B.4)통합적 지식은 사고기술에 가깝다”는 등의 의견이다. 이와 같
은 지적은 미술교육의 내용학과 관련된 문제로서 각 지식들의 성격과 활용되는 맥
락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문화가 ‘시각문화의 개념과 특징’ 등 내
용으로 다루어지면 ‘원리와 일반화’에 속하고, 대중문화론,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등
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면 ‘이론’에 속한다. 이처럼 (B.2)원리와 일반화와 (B.3)이론
의 구분, (B.4)통합적 지식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적 지식의 하위유목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추가 설명과 함께 
재질문하기로 하였다.

10.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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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
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기술, 기법, 알고리즘, 표현방법, 비평방법까지 ‘절차적 방법’에 관
한 지식, 교과 특수적 기법과 방법으로서 ‘사고방법’에 관한 지식, 그 절차들을 언제 어
떻게 사용할 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의 판단’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구
체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영역 특수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
기 때문에 ‘실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C.3) 직관적 지식
적합성 4.77 4.41 4.30 4.27 4.44 0.74 〃

중요성 4.85 4.41 4.50 4.18 4.48 0.74 〃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1

(D.0) 절차적 지식

(D.1) 절차적 방법
적합성 4.54 4.48 4.10 4.18 4.38 0.79 보류

중요성 4.77 4.48 4.30 4.45 4.51 0.59 〃

(D.2) 사고 방법
적합성 4.46 4.33 3.80 4.36 4.28 0.75 〃

중요성 4.69 4.37 4.20 4.64 4.46 0.59 〃

(D.3) 절차와 방법의 판단
적합성 4.46 4.37 3.90 3.82 4.21 0.85 〃

중요성 4.54 4.44 4.30 3.91 4.34 0.83 〃

  미적 지식은 연구자가 신설한 범주로, 유목들의 적합성과 중요성이 대체로 높게 
나왔다(4.39~4.49). 그러나 복수의 응답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
을 지식으로 볼 수 있는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명확하게 지식으로 성격 짓기
에는 주관성이 강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의 성격에 관한 개념 정
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지식의 조건을 보편타당성으로 볼 것인지, 의미의 구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식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미적 지식의 전체 
유목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보충 설명과 함께 재질문하기로 하였다.

11.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절차적 지식은 (D.2)사고방법(4.28)과 (D.3)절차와 방법의 판단(4.21)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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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 메타 인지적 지식’은 말 그대로 ‘인지에 관한 지식’이다.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
하고 관리,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즉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
한 계획이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의 적절성, 어려움, 개선방법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
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서 연습, 정교화, 조직화 등 ‘전
략적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 전략, 사고방법 등에 관한 ‘과제 
지식’, 과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효능감, 지식과 방법의 습득 정도를 
아는 ‘자기 지식’이 있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2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 전략적 지식
적합성 4.62 4.54 3.80 4.55 4.43 0.74 보류

중요성 4.69 4.62 4.20 4.45 4.53 0.67 〃

(E.2) 과제 지식
적합성 4.46 4.35 3.50 4.27 4.22 0.86 〃

중요성 4.46 4.54 4.30 4.27 4.43 0.69 〃

(E.3) 자기 지식
적합성 4.62 4.38 4.10 4.45 4.40 0.71 〃

중요성 4.69 4.41 4.30 4.45 4.46 0.71 〃

적합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D.1)절차적 방법과 (D.2)사고방법의 차이, (D.2)사고
방법의 내용요소인 창의적 사고법과 창의적 표현법의 차이, (D.3)절차와 방법의 판
단과 (E.0)메타 인지적 지식의 중복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판정을 보류하고 수정된 내용
에 대해 2차 조사에서 재질문하기로 하였다.

12.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메타 인지적 지식에서는 (E.2)과제 지식의 적합도가 다소 낮았다(4.22). 세부 의
견으로 “(E.1)전략적 지식  (E.2)과제 지식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 해
결을 위해 전략 수립(전략적 지식)을 하려면 먼저 과제 분석(과제 지식)을 해야 하
기 때문에 둘은 연속선상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E.3)자기 지식이 자기화
한 지식인지 자기에 대한 지식인지 의미의 모호성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메타 인지
적 지식 또한 판정을 보류하고 수정, 보완한 유목에 대해 2차 조사에서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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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분류학의 ‘사고기술(Thinking Skills)’ 차원은 (1.0)지각, (2.0)기억, (3.0)탐색, 
(4.0)이해, (5.0)적용, (6.0)분석, (7.0)평가, (8.0)창조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4

Ⅱ. 사고기술 범주의 타당성

(1.0) 지각 4.43 4.52 4.20 4.64 4.47 0.67 타당

(2.0) 기억 4.43 4.28 4.20 4.27 4.30 0.74 〃

(3.0) 탐색 4.50 4.52 4.10 4.64 4.47 0.64 〃

(4.0) 이해 4.71 4.56 4.10 4.64 4.53 0.67 〃

(5.0) 적용 4.57 4.63 4.30 4.55 4.55 0.64 보류

(6.0) 분석 4.50 4.48 4.10 4.64 4.45 0.71 보류

(7.0) 평가 4.57 4.44 4.00 4.64 4.44 0.82 타당

(8.0) 창조 4.29 4.19 4.30 4.73 4.32 0.86 타당

Ⅲ. 사고기술 차원에 대한 응답 분석

14. 사고기술 범주 설정의 타당성

[결과]

  사고기술의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모든 항목들의 적합도가 높았다(4.30~4.55). 
그러나 “(5.0)적용과 (6.0)분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떤지”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해’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이 인지 과정의 흐름상 자연스럽다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고기술의 각 범주 내 유목들을 명제적/직관적 사고로 구분하여 배치했는
데,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관찰,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변형 
등은 직관적 사고가 아니라 명제적 사고가 아닌지”와 같은 질문이다. 그런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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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각(perceiving)’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지하는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지각은 외부 정보를 사고에 전달하는 매개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인지심리학에서 지각은 사고를 포함하는 최초의 인지작용으로 여겨진다. 지각은 명제적 
사고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처리하여 정체를 ‘인식’한다. 또한 직관적 사고
로서 전 감각을 활용한 ‘관찰’로 미적 특질과 구조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본질적 특징
을 간파하며, 관련된 ’정서‘가 발동하여 대상에 대한 인지를 지속시키는 ’동기화‘로 이어
지거나 회피 반응을 통해 지각이 멈추기도 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5

(1.0) 지각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1.1) 주의 4.79 4.33 4.40 4.73 4.52 0.59 적합

(1.2) 인식 4.79 4.37 4.60 4.36 4.50 0.67 〃

직관적
사고

(1.3) 관찰 4.43 4.37 4.40 4.73 4.45 0.82 〃

(1.4) 직감 4.71 4.04 4.30 4.36 4.29 0.90 보류

(1.5) 정서 4.64 4.26 4.30 4.45 4.39 0.77 보류

(1.6) 동기화 4.71 4.41 4.30 4.36 4.45 0.69 보류

의 경우 대상의 세부 요소들을 체크하며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면 명제적 사고이
고, 전체와 부분의 조화, 색감, 느낌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직관적 사고에 속한다.  
사고가 명제적이냐 직관적이냐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인지 주체의 의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고, 특정 사고를 명제적/직관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시각
이다. 실제 사고는 두 영역을 넘나들며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범주화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분류
학의 사고기술에서 명제적/직관적이라는 구분은 삭제하고, 이에 대해 2차 조사에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후 문항에서 명제적/직관적 구분에 관한 질문
은 다루지 않는다.

15.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지각의 하위 유목들 중 (1.4)직감의 적합도가 다소 낮았다(4.29). 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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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억(memorizing)’은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지식)를 장기 기억에서 사고의 
영역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관련된 지식은 사실적, 개념적, 미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지식, 혹은 이들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주제나 대상에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재인’,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회상’,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와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형상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 그리고 감정에 의해 
더 깊고 넓게 회상하는 ‘몰입’으로 구성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6

(2.0) 기억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2.1) 재인 4.71 4.15 4.30 4.55 4.37 0.68 보류

(2.2) 회상 4.71 4.30 4.30 4.55 4.44 0.56 〃

직관적
사고

(2.3) 형상화 4.57 4.30 4.30 4.82 4.45 0.73 〃

(2.4) 감정 4.57 4.15 4.20 4.36 4.29 0.75 〃

(2.5) 몰입 4.79 4.15 4.40 4.55 4.40 0.73 〃

“(1.4)직감은 검증되지 않은 요소”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1.5)정서와 (2.4)
감정의 구분이 모호하다”, “(1.6)동기화(motivated)가 ‘동시에 일어남(Synchronizing)’
과 혼동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두 검토가 필요하여 판정을 보류하고 2차에서 수
정, 보완한 유목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16.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기억의 하위 유목들 중 (2.4)감정의 적합도가 다소 낮았다(4.29). 이것은 (1.5)
정서의 적합도(4.29)가 낮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데 답변을 검토하던 중 
(2.1)재인과 (2.2)회상의 의미를 잘못 안내한 것을 발견하였다. ‘재인’을 주제나 대
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으로, ‘회상’을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2.1)재인(recognizing)’
은 ‘재인식하다’는 뜻으로, 제시된 정보와 장기기억 속 지식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고, ‘(2.2)회상(recollecting)’은 주어진 단서에서 관련된 정보를 상기하
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은 2차 조사에서 다시 안내하고 의견을 재조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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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탐색(exploring)’은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피어 찾는 것으로, 인지의 확
장성을 특징으로 한다. 크게 ‘외부 정보 탐색’과 ‘내면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정
보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으로, 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계획하는 ‘전략 수립’,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자료 수집’으로 구성된다. 
내면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 없이 생각을 확장하는 ‘상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생각을 확장하면서 구체화하는 ‘구상’, 몸의 감각에 기초해서 느끼고 생각하
는 ‘신체적 사고’, 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을 지각하는 ‘감정이입’, 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생각하는 ’차원적 사고‘로 구성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7

(3.0) 탐색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3.1) 전략 수립 4.79 4.33 4.00 4.64 4.44 0.69 보류

(3.2) 자료 수집 4.79 4.41 4.10 4.64 4.48 0.64 보류

직관적
사고

(3.3) 상상 4.79 4.41 4.40 4.64 4.53 0.61 적합

(3.4) 구상 4.64 4.56 4.30 4.36 4.50 0.69 〃

(3.5) 신체적 사고 4.64 4.26 4.10 4.73 4.40 0.71 〃

(3.6) 감정이입 4.71 4.41 4.20 4.70 4.49 0.69 보류

(3.7) 차원적 사고 4.36 4.15 4.10 4.55 4.26 0.95 보류

요가 있다. 그리고 “(2.3)형상화(imagery)가 표현으로서의 형상화(shaping)와 혼동
될 수 있다”, “몰입은 기억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역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다시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였
다.

17. 탐색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탐색은 (3.5)차원적 사고(4.26)를 제외한 모든 유목들의 적합도가 높게 나왔다
(4.44~4.50). 그러나 세부 의견으로 “(3.1)전략수립의 의미가 모호하다”, “(3.2)자
료수집은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 “(3.6)감정이입과 (3.7)차원적 사
고는 (3.3)상상에 속한다”는 의견들이 타당성 있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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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해(understanding)’는 주어지거나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식의 도식은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 명제
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하는 등
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대상이나 현상의 핵심 원리와 
본질을 발견하는 ‘추상화’, 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규칙을 찾는 ‘패턴 인식’으로 구성된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8

(4.0) 이해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4.1) 해석 4.71 4.59 4.20 4.82 4.60 0.61 보류

(4.2) 예증 4.50 4.52 3.80 4.45 4.39 0.77 적합

(4.3) 분류 4.71 4.56 4.50 4.27 4.53 0.61 적합

(4.4) 요약 4.64 4.56 4.50 4.27 4.52 0.62 보류

(4.5) 추론 4.79 4.56 4.50 4.55 4.60 0.53 〃

(4.6) 비교 4.71 4.56 4.50 4.82 4.61 0.52 〃

(4.7) 설명 4.64 4.59 4.30 4.55 4.55 0.64 〃

직관적
사고

(4.8) 추상화 4.43 4.41 4.50 4.64 4.47 0.76 〃

(4.9) 패턴인식 4.64 4.30 4.50 4.64 4.47 0.73 〃

이 유목들은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수정, 보완된 유목에 대한 의견을 듣기
로 하였다.

18. 이해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이해는 (4.2)예증(4.39)을 제외한 모든 유목의 점수가 4.5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높았다(4.47~4.61). 그렇지만 다른 범주보다 검토할 만한 의견의 수가 더 많았다. 
“(4.1)해석과 (C.2)해석적 지식이 구분되는지”, “(4.4)요약이 미술과의 특성상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4.7)설명이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한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독립적인 유목으로서의 ‘설명’이 구분되는지”, “(4.8)추상화가 (4.4)
요약과 어떻게 다른지”, “(4.9)패턴 인식은 ‘이해’가 아니라 ‘분석’의 유목이 아닌지”
와 같은 유목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인지과정의 순서상 



- 103 -

‘(5.0)적용(applying)’은 이미 학습한 방법과 절차들을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과 관련 있는 사고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방법과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행’,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실행’
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활
용하는 경우로,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패턴 형성’이 있다.

‘(6.0)분석(analysing)’은 자료나 현상을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간, 부분과 전체 구조간의 
관련성,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부분들을 
전체 구조의 맥락 아래 분석하는 수렴적이고 판단적인 사고로,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9

(5.0) 적용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5.1) 이행 4.50 4.22 4.30 4.55 4.35 0.72 보류

(5.2) 실행 4.50 4.44 4.50 4.64 4.50 0.62 〃

직관적
사고

(5.3) 패턴형성 4.43 4.22 4.30 4.55 4.34 0.74 〃

(4.5)추론과 (4.6)비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지”와 같은 유목의 
배치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어 언급된 유목들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2차 조사에서 다시 의
견을 듣기로 하였다. 

19.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적용은 모든 유목들의 적합도가 대체로 높았다(4.35~4.50). 그러나 “(5.1)이행과 
(5.2)실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5.3)패턴형성보다는 패턴생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지”, “패턴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인데 (4.9)패턴인식을 이해의 범
주에, (5.3)패턴형성을 적용의 범주에 두는 것이 합당한지”라는 의견을 검토해볼 필
요가 있었다. 그래서 판정을 보류하고 2차에서 수정, 보완된 유목에 대한 의견을 듣
기로 하였다.
    
20. 분석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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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 면에서 구분하는 ‘구별’, 일련의 체계 속에서 조직화하는 ‘조직’, 이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귀속’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다면적이고 확산적인 
분석으로,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유추’, 다른 표상형식으
로 바꿔 표현하는 ‘변형’으로 구성된다.

‘(7.0)평가(valuating)’는 준거나 기준,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 작품이나 자신의 표현 과정
과 결과 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는 메타 인지적 지식이 
활용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내적 비일관성과 오류를 검증하는 ‘점검’, 외적 준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0

(6.0) 분석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6.1) 구별 4.57 4.44 4.30 4.36 4.44 0.64 적합

(6.2) 조직 4.57 4.52 4.30 4.45 4.48 0.64 적합

(6.3) 귀속 4.36 4.30 4.20 4.36 4.31 0.71 보류

직관적
사고

(6.4) 유추 4.50 4.56 4.40 4.55 4.52 0.53 적합

(6.5) 변형 4.43 4.37 4.40 4.36 4.39 0.66 보류

[결과]

  분석 또한 모든 유목들의 적합도가 대체로 높았다(4.31~5.52). 그러나 “(6.3)귀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6.5)변형과 (4.1)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6.5)변형은 
분석보다는 적용이나 창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들이 검토할 필
요가 있었다. ‘귀속’은 정보 이면의 관점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용어
가 잘못 사용되어 이를 ‘속성 파악’으로 수정하고 2차에서 재조사하기로 하였다.38) 
(6.5)변형 역시 검토 의견이 의미가 있어 판정을 보류하고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 
재조사하기로 하였다.

21.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38) ‘귀속(attribution)'은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한국어 번역
서(강현석 외 역, 2015)에서 사용한 용어로, 이 책에서 역자들은 분류학 원문의 
‘attribute’를 ‘~에 속한다’는 의미의 ‘귀속’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attribute에는 ‘속성’이
라는 뜻도 있는데, 앤더슨과 크래스홀은 정보 이면의 관점이나 저자의 의도를 ‘속성’이라
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이 번역된 용어를 인용하였으나, 그것이 오역임을 발견
하고 ‘속성 파악’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105 -

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비판’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명세화 된 준거
로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성찰’과 관심과 열정 등 내적 동
기를 내재화하는 ‘가치화’로 구성된다.

‘(8.0)창조(creating)’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결과물
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해, 적용, 분석 등 이전의 유목들이 전체의 부분인 특정 요소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창조는 이전에 배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문제
를 명세화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생성’, 문제해결 절차와 방법을 구안하는 ‘계획’,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산출’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지식과 
감각, 논리와 정서가 통합되는 종합지적인 방법으로서의 ‘통합’,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새로운 창조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1

(7.0) 평가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7.1) 점검 4.71 4.52 4.30 4.45 4.52 0.56 적합

(7.2) 비판 4.79 4.67 4.30 4.45 4.60 0.55 보류

직관적
사고

(7.3) 성찰 4.93 4.52 4.50 4.64 4.63 0.57 적합

(7.4) 가치화 4.86 4.37 4.50 4.55 4.53 0.61 적합

[결과]

  평가의 유목들은 모두 평균점이 4.5 이상(4.52~4.63)으로 매우 적합성이 높았다. 
그러나 세부 의견으로 “(7.2)비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가 강하여 적절하
지 않다”라는 지적이 타당성 있었다. 실제 비판(criticising)의 본래적 뜻은 준거를 
토대로 활동이나 결과물들의 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긍정적·부정적 판단을 
아우른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 이를 ‘비평’으로 수정
하고, 2차 조사에서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22. 창조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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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문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2

(8.0) 창조 하위 유목의 적합성

명제적
사고

(8.1) 생성 4.64 4.22 4.20 4.73 4.40 0.79 보류

(8.2) 계획 4.64 4.41 4.40 4.73 4.52 0.69 적합

(8.3) 산출 4.64 4.26 4.40 4.55 4.42 0.77 보류

직관적
사고

(8.4) 통합 4.64 4.30 4.20 4.45 4.39 0.83 적합

(8.5) 통찰 4.71 4.44 4.10 4.73 4.50 0.76 〃

  창조의 유목들 또한 대체로 적합성이 높았다(4.39~4.52). 그러나 “(8.1)생성은 
‘사물이 생겨남’이라는 과학용어로, 창조의 과정을 지칭하는 분류학 용어로는 적절
하지 않다”는 의견이 타당성 있었다. 그래서 이를 ‘문제 정의’로 수정하고 재조사하
기로 하였다. 또한 앞서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창조’ 하
위유목 중 세 번째에 있었던 ‘산출’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어 (8.1)문제정의, 
(8.2)계획, (8.3)통합, (8.4)통찰, (8.5)산출로 수정하고, 2차 조사에서 의견을 듣기
로 하였다.  

  나. 2차 조사

  1) 실시 시기 및 조사 내용
  2018년 4월 30일(월)부터 5월 6일(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1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타당성(적합성) 판정을 보류한 항목들을 2차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상대적으로 척도점수가 낮았던 문항(4.30 이하),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못했던 문항, 응답의 편차가 큰 문항, 용어 등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
한 문항,  타당성 높은 비판적 의견이 제기된 문항들이다. 1차 조사 결과 분석을 반
영해 수정된 분류학 표를 제시하였고, 재조사가 필요한 유목과 수정된 유목은 자세
한 설명을 추가하여 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일반적 사항 : 연구 전제의 타당성, 목표 설정 틀의 타당성,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2) 내용지식 체계 : 재조사가 필요한 각 범주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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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초등교사 중등미술교사 교육행정가 교수·강사 합계

인원(명) 9 21 10 6 46
비율(%) 19.6 45.7 21.7 13.0 100

1차 조사 대비 
참여율(%) 64.3 77.8 100 54.5 75.8

전공 초등교육 미술교육 미술학 기타 합계

인원(명) 9 27 6 4 46
비율(%) 19.6 58.7 13.0 8.7 100

학력 학사 석사 박사 합계

인원(명) 10 23 13 46
비율(%) 21.7 50 28.3 100

  (3) 인지기술 체계39) : 재조사가 필요한 각 범주 하위유목의 적합성

  2) 참여자 분석
  1차 조사에 참여했던 62명 중 총 47명의 전문가[교사, 교육행정가(장학사/교장/교
감/연구원), 교수·강사]들이 2차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중 선택이 한 번호로 몰려 신
뢰성이 낮은 1건을 제외한 46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40) 

  (1) 직종 : 초등교사 9명, 중등미술교사 21명(중학교 11, 고등학교 10), 교육행
정가 10명(장학사 2, 교장 1, 교감 1, 연구원 6). 교수·강사 6명(교수 5, 강사 1).

  (2) 전공 : 초등교육 9명, 미술교육 27명, 미술학 6명(미술실기 3, 미술이론 3), 
기타 4명(교육철학 2, 심리학 1, 예술경영 1)

  (3) 학력 : 학사 10명(석사수료 4 포함), 석사 23명(박사수료 4 포함), 박사 13명

39) 2차 조사에서는 분류학의 행동 차원을 1차 조사 때의 ‘사고기술’에서 ‘인지기술’로 변경
하여 용어의 타당성을 물어보았다. 2차 조사 결과 이 용어는 최종적으로 ‘인지기능’으로 
수정되었다.

40) 2차 조사 참여자 명단은 [부록1] 참조.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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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인원(명) 6 5 24 8 3 46
비율(%) 13 10.9 52.2 17.4 6.5 100

지역 서울 경기·인천 충북 전북 합계

인원(명) 32 10 3 1 46
비율(%) 69.6 21.7 6.5 2.2 100

성별 남 여 합계

인원(명) 15 31 46
비율(%) 32.6 67.4 100

  (4) 교육경력(근무경력) : 5년 미만(9명), 5년 이상~10년 미만(7명), 10년 이
상~20년 미만(28명),  20년 이상~30년 미만(15명), 30년 이상(4명)  

  (5) 지역 : 서울 32, 경기·인천 10, 충북 3, 전북 1

  (6) 성별 : 남 15, 여 31

  3) 결과 분석

  (1) 결과 분석 기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양적 평가는 항목
별 평균점 4.0 이상을 내용타당도(적합도)의 기준으로 삼았고, 질적 평가는 항목별 
추가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양적 평가 결과가 내용타당도(적합도) 기준인 4.0을 넘
더라도 개별 의견들이 타당성 있을 경우 양적 평가보다 우선시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타당(적합)’이라고 판정하고 확정
하였다. 반면, 지적이 타당성 있는 경우 유목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수정하였다. 수
정된 용어나 분류학 체계는 기 실시한 델파이 문항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 의견조사 없이 확정하였다. 이처럼 용어나 분류학 체계에 관해 전문
가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참고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였다. 
결과 분석표에서 1·2차 조사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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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조사(1번 문항)에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의 인지능력(사고능력) 
향상에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인지능력 향상이 미술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정서 함양, 소통능
력, 표현능력, 문화 이해력 향상 등이 미술교육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꼽았습니다. 그
러나 인지능력 향상을 미술교육의 목적에 두는 것은 정서와 표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 정서, 표현, 이해가 사고를 중심으로 일련의 인지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함양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인지 개념 아래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
상에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
연구 전제의 타당성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둠

1차 3.79 4.04 3.70 4.27 3.97 0.88 보류

2차 4.22 4.24 3.90 4.50 4.20 0.77 타당

  (2) 결과 분석
  정량 평가 결과 모든 항목들의 평균점이 4.0을 넘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본 분류
학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진술된 의견들
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필요한 경우 용어나 분류학 체계 등을 수정하였다. 실제 응
답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41)

<2차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Ⅰ. 연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1. 연구 전제의 타당성

[결과]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둔다는 연구 전제의 타당도가 4.20으로 1차 

41) 아래에 정리한 설문 문항은 실제 설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설문지 전문은 [부
록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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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조사(5번 문항)에서 본 분류학의 목표 설정 틀로 ‘내용지식’과 ‘사고기술’을 제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기술이 미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동 차원들(감정, 정서, 가치화 
등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정
서를 사고와 상호작용하는 인지과정의 한 요소로 보며, 인지라는 개념 아래 정서와 사고
가 포괄됩니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제안한 ‘사고기술’을 ‘인지기술’로 수정하여 미술교
육 목표 설정의 틀을 ‘내용지식’(내용 차원)과 ‘인지기술’(행동 차원)로 설정하는 것이 얼
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
목표 설정 틀의 타당성
내용지식(내용 차원)
인지기술(행동 차원)

1차 4.07 4.26 4.10 4.27 4.19 0.74 보류

2차 4.44 4.29 3.90 4.50 4.26 0.74 타당

조사(3.97)보다 상승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인지능력이 미술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인지능력이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에 기초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행정가 집단에서는 1차 조사 때(3.70)보
다는 다소 올라갔으나 여전히 적합도 기준(4.0)보다는 낮았다(3.9).

2. 목표 설정 틀의 타당성

[결과]

  행동 차원 목표 설정의 틀로 ‘사고기술’을 ‘인지기술’로 수정하는 것의 타당도가 
4.26으로, 1차 조사의 ‘사고기술’(4.19)보다 높게 나왔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감정이나 정서와 같이 의지
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마음을 숙련 개념의 ‘기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다. 타당한 의견이라 판단하여 ‘인지기술(cognitive skill)’을 ‘인지기능
(cognitive competence)’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감정이나 정서를 기술로 
규정하는 비 논리성을 벗어나 감정 기능, 정서 기능과 같이 인지의 기능적 차원으
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미술교육의 행동목표로서 숙련도 개
념의 ‘기술’보다는 능력 개념의 ‘기능(competence)’으로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교육적 적합성을 가진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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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사(6번 문항)에서 미술교육의 목표 설정 영역을 인지적(지식), 심동적(기능), 정
의적(태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인지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했습니
다. 이에 대해 “미술교육에서 기능과 태도적인 특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미술교육에서 기능과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적 인지의 작용 아래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보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추
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는 기존 
관행이 아닌 통합적 인지의 체계 아래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목표 설정 방식이 얼
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3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지식, 기능, 태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목표 설정

1차 3.64 4.19 4.00 4.45 4.08 0.97 보류

2차 4.56 4.29 3.80 4.67 4.28 0.74 타당

3.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결과]

  교육목표 설정을 인지적/심동적/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정하
는 방식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4.28)는 의견이었다. 1차 조사 때(4.08)보다 타당
도 수치가 높아졌다. 특히 초등교사들의 타당도 수치가 대폭 상승하였다(3.64→
4.56). 그런데 1,2차 조사 모두 초·중등교사들의 타당도 수치가 교수·강사들보다는 
낮았다. 인지적/심동적/정의적 목표로 구분된 블룸 분류학의 영향이 이론을 연구하
는 교수·강사 집단보다도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집단에 더 큰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교육행정가 집단(장학사, 연구원 등)에서는 오히
려 1차 때보다 타당도가 떨어졌는데(4.00→3.80), 그들 또한 “블룸 분류학이 여전
히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42) 그래서 이하 해설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인지기술’을 ‘인지기능’으로 바꾸
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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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0)사실적 지식’에 대한 1차 조사(8번 문항)에서 “전문용어는(B.0)개념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 지식은 일반성과 추상성이 강한 지식으로 
용어의 특수한 의미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는 사실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실적 정보의 내용 요소(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중 도상은 해
석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적 지식은 관람자가 작품과 소통
하며 개별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지식인데, 도상은 특정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적 지식에 속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사
실적 지식의 아래와 같은 하위 유목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4

(A.0) 사실적 지식

(A.1) 전문용어
적합성 4.11 4.43 3.90 4.33 4.24 0.81 4.27 적합

중요성 4.11 4.48 4.30 4.67 4.39 0.71 4.28 중요

(A.2) 사실적 정보
적합성 4.56 4.33 4.20 4.50 4.37 0.60 4.40 적합

중요성 4.67 4.38 4.30 4.67 4.46 0.54 4.50 중요

Ⅱ. 내용지식 차원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4.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A.0)사실적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A.1)전문용어와 (A.2)사실적 정보의 적합성
에 대해 ‘대체로 적합하다’(4.24/4.37)는 의견이었다. 1차 조사에서 전문용어가 개
념적 지식에, 도상이 해석적 지식에 속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유
목이 사실적 지식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였다. 특히 (A.2)사실적 
정보의 중요도는 1,2차 조사 모두 높게 나와(4.50/4.46) 작가와 작품, 시대와 지역 
등 미술사적 배경지식이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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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조사(9번 문항)에서 (B.0)개념적 지식에 대해서는 각 유목의 내용요소들에 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B.1)분류와 범주(미술 장르, 양식, 미술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의 하
위요소 중 ‘재료, 기법, 기능’은 (A.0)사실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료와 기법 자체는 사실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에 속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분류의 
기준으로서 재료와 기법을 의미합니다. 흔한 분류로서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수묵화 
등 재료에 의한 분류, 조각, 소조, 진채화, 담채화 등 기법에 의한 분류, 순수미술과 실
용미술, 고급미술과 대중미술 등 기능에 의한 분류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재료, 기법, 기
능은 (B.1)분류와 범주의 하위요소에 속합니다. 
  “(B.2)원리와 일반화(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에서 “색채학, 
시각문화는 (B.3)이론에 속한다”와, “미술문화, 시각문화는 개념적 지식으로 정립돼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색채학은 색채의 현상(주목성, 명시성, 색
채대비 등)을 설명하는 원리이고, 미술문화는 특정 시대나 국가의 미술문화(고려와 조선
시대 미술, 한중일 미술 등)에 대한 일반화로서 미술사적 지식으로 내용이 정립되어 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학과 미술문화는 원리와 일반화의 내용요소로 계속 둡
니다. 또한 시각문화와 관련하여 시각문화의 개념과 역할, 가치 등은 시각문화에 관한 
일반화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대중문화론, 소비주의,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시
각문화 현상을 읽는 담론으로서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인 내용의 뿌리에는 
담론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각문화는 ‘시각문화론’으로 수정하여 ‘(B.3)이론’의 내용요소
로 옮깁니다. 
  “(B.4)통합적 지식은 ‘(D.2)사고방법’, 또는 ‘(E.2)과제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었
습니다. ‘사고방법’은 창의적 사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식이고 ‘메타 인지적 지식’은 
자신의 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라면, 통합적 지식은 미술이 다른 분야와 연
결되는 내용지식이기 때문에 절차적 지식이나 메타인지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B)개념적 지식의 아래와 같은 하위 유목 구성이 얼마
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5

(B.0) 개념적 지식

(B.1) 분류와 범주
적합성 4.22 4.48 4.20 4.67 4.39 0.74 4.26 적합

중요성 4.56 4.48 3.90 4.83 4.41 0.68 4.36 중요

5.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 114 -

(B.2) 원리와 일반화
적합성 4.22 4.48 4.00 4.50 4.24 0.81 4.28 적합

중요성 4.56 4.29 4.00 4.67 4.41 0.65 4.34 중요

(B.3) 이론
적합성 4.11 4.57 4.10 4.67 4.39 0.82 4.20 적합

중요성 4.44 4.43 4.20 4.67 4.41 0.68 4.23 중요

(B.4) 통합적 지식
적합성 4.11 4.43 3.90 4.17 4.22 0.95 4.41 적합

중요성 4.67 4.52 3.90 4.17 4.37 0.79 4.48 중요

6. 1차 조사(10번 문항)에서 (C.0)미적 지식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
을 지식으로 볼 수 있는지”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지식으로 성격 짓기에는 
주관성이 강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지식관을 벗어나면 이것은 가
능합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근대적 지식관에서 지식은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지지만 
지식의 절대성이 부정되는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지식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현대 
구성주의 교육 역시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여 터득하는 지식을 온전한 자기지식으로 여
깁니다. 따라서 미적 지식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서 
개인별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아래와 같은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B.0)개념적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B.1)분류와 범주, (B.2)원리와 일반화, (B.3)
이론, (B.4)통합적 지식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4.24~4.41)는 
의견이었다. 적합도와 중요도가 1차 조사와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했으나, 원리와 일
반화(4.28→4.24), 통합적 지식(4.41→4.22)은 다소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 “통합적 
지식은 개념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사고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통합적 
지식을 통합적 사고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통합적 사고는 사고기술 차원의 
‘(8.3)통합’에 별도로 존재하고, 내용지식으로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통합적 개념, 
문제와 쟁점 자체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적 지식을 개념적 지식의 하
위유목으로 배치한 분류는 큰 문제가 없다.     

6.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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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0) 미적 지식

(C.1) 체화된 지식
적합성 4.67 4.43 4.20 4.50 4.43 0.61 4.39 적합

중요성 4.67 4.48 4.20 4.50 4.46 0.58 4.46 중요

(C.2) 해석적 지식
적합성 4.78 4.43 4.40 4.33 4.48 0.54 4.43 적합

중요성 4.78 4.43 4.44 4.33 4.49 0.50 4.49 중요

(C.3) 직관적 지식
적합성 4.67 4.14 4.30 4.33 4.30 0.72 4.44 적합

중요성 4.44 4.29 4.30 4.33 4.33 0.63 4.48 중요

7. 1차 조사(10번 문항)에서 (D.0)절차적 지식에 관해서는 “(D.1)절차적 방법과 (D.2)
사고방법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초 ‘(D.1)절차적 방법’은 비교적 
고정된 알고리즘을 가지는 방법과 절차(표현방법, 비평방법 등)를, ‘(D.2)사고방법’은 창
의적인 사고법과 표현법 등 과정이 열린 방법과 절차를 의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인 것’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고방법’은 ‘절차적 방법’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D.2)사고
방법'을 ‘(D.1)절차적 방법’에 포함하며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D.1)방법과 절
차’로 수정하여 미술에서 활용되는 모든 방법론적 지식을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D.3)절차와 방법의 판단이 (E.0)메타 인지적 지식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여기서 절차와 방법의 판단은 절차적 방법의 선택과 활용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서의 지식으로, 스스로의 인지과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메타 인지적 지식과는 다릅
니다. 그러나 ‘판단’이라는 용어가 메타 인지적 지식의 ‘판단’과 혼동될 수 있어 ‘(D.3)절
차와 방법의 판단’은 ‘(D.2)방법과 절차의 활용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D.1)절차적 방법과 (D.2)사고방법을 ‘(D.1)방법과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D)절차적 지식의 하위요소로 (D.1)방법과 절
차, (D.2)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은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0)미적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C.1)체화된 지식, (C.2)해석적 지식, (C.3)직관
적 지식의 적합도와 중요도가 대체로 높게 나왔다(4.30~4.49). 단 (C.3)직관적 지
식은 1차 조사에 비해 다소 적합도 수치가 떨어졌다(4.44→4.30). 추가 의견에 “직
관적인 것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측정 도구의 부재”가 있었다. 직관이 논리
적 근거가 부족한 인지로서 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직관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상상이나 느낌 등에 의존하므로 논리적 이유보다는 생
각의 방법 면에서 개인적 지식으로 성격 지을 수 있고, 생각의 참신함과 예리함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적 지식의 하위 요소는 이대로 확정하였다.

7.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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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7

(D.0) 절차적 지식

(D.1)절차적 방법, 
(D.2)사고방법을 
‘(D.1)방법과 절차’
로 통합 

타당성 4.67 4.29 4.44 4.50 4.42 0.71 타당

(D.1) 방법과 절차
적합성 4.67 4.14 4.22 4.50 4.31 0.66 4.38 적합

중요성 4.67 4.38 4.22 4.50 4.42 0.49 4.51 중요

(D.2) 방법과 절차
의 활용기준

적합성 4.67 4.14 4.22 4.33 4.29 0.72 4.28 적합

중요성 4.56 4.43 4.33 4.50 4.42 0.49 4.46 중요

8. 1차 조사(11번 문항)에서 (E.0)메타 인지적 지식에 관해서는 “(E.1)전략적 지식과 
(E.2)과제 지식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전략적 지식) 먼저 과제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과제 지식). ‘전략적 지식’은 문제
해결의 일반 전략에 관한 지식이고, ‘과제 지식’은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사용 
기준에 관한 지식으로, 두 지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 명확화를 위해 (E.1)
전략적 지식을 ‘(E.1)전략 지식’으로, (E.2)과제 지식은 ‘과제 자체에 관한 지식’으로 오
해될 소지가 있어 ‘(E.2)전략사용지식’으로 수정합니다. (E.3)자기 지식은 의미 명확화를 
위해 ‘(E.3)자기이해지식’으로 수정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E.0)메타인지
적 지식의 하위요소로서 (E.1)전략 지식, (E.2)전략사용지식, (E.3)자기이해지식은 얼마
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D.0)절차적 지식의 하위 유목인 (D.1)절차적 방법, (D.2)사고방법을 (D.1)방법
과 절차로 통합하는 것은 비교적 타당도가 높았다(4.42). 수정된 유목인 (D.1)방법
과 절차, (D.2)방법과 절차 활용기준 또한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었다(4.31/4.29). 
두 유목 모두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4.42), 방법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면 자
칫 사고의 유연성을 해칠 수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적절한 선에서는 미술 교과에 중
요한 지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D.1)방법과 절차, (D.2)
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으로 수정된 유목은 이대로 확정하였다. 

8.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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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
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8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 전략 지식
적합성 4.22 4.43 4.00 4.50 4.30 0.88 4.43 적합

중요성 4.22 4.48 3.90 4.67 4.33 0.89 4.53 중요

(E.2) 전략사용지식
적합성 4.67 4.52 3.90 4.50 4.41 0.71 4.22 적합

중요성 4.67 4.52 3.90 4.50 4.41 0.71 4.43 중요

(E.3) 자기이해지식

적합성 4.44 4.43 4.30 4.67 4.43 0.71 4.40 적합

중요성 4.44 4.71 4.10 4.83 4.54 0.58 4.46 중요

9. 1차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의
견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변형 등은 직관적 사고
가 아니라 명제적 사고가 아닌지”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애초에 명제적 사고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관적 사고를 설정한 것은 기존 분류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만을 다룸으로써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 또한 요구되는 미술 교과에 그대로 적
용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두 영역을 넘나들며 통합적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범주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
어 ‘관찰’의 경우 대상의 세부 요소들을 확인하며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면 명제적 사
고이고, 전체와 부분의 조화, 색감, 분위기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직관적 사고에 해당
합니다. 이처럼 사고가 명제적이냐 직관적이냐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인지 주체의 의도
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류학에서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애되 명제적으

[결과]

  (E.0)메타 인지적 지식의 하위 유목으로 (E.1)전략 지식, (E.2)전략사용지식, 
(E.3)자기이해지식의 적합도와 중요도는 대체로 높게 나왔다(4.30~4.54). 이것들은 
(E.1)전략적 지식, (E.2)과제 지식, (E.3)자기 지식의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용어가 대체로 타당함을 보여준다. 특히 ‘과제 지식’을 ‘전략사용지식’으로 수정하면
서 적합도가 대폭 상승하였다(4.22→4.41). 과제 지식이 과제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Ⅲ. 인지기능 차원에 대한 응답 분석
9. 인지기능 유목에서 명제적/직관적 사고 구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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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한정된 분류학상 사고의 유목에 직관적 요소를 가진 사고를 추가하는 방식이 얼마
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후 문항에서 명제적/직관적 구분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9
인지기능 체제 변경의 타당성
인지기능 체제에서 명제적/
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앰

4.11 4.33 3.90 4.17 4.17 0.82 타당

10. 1차 조사에서 “(5.0)적용과 (6.0)분석은 분류학의 순서상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떤
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이 인지 과정
의 흐름상 자연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이 의견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6.0)분
석은 (4.0)이해의 확장이라는 점, (5.0)적용의 유목 중 (5.2)실행에는 그보다 상위단계
인 (6.0)분석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5.0)적용과 (6.0)분석의 위치를 바꾸
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류학의 범주상 ‘(4)이해, (5)적용, (6)분석’을 
(4)이해, ‘(5)분석, (6)적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라 이후 문항에서 각 유목의 번호도 (5.0)분석, (6.0)적용에 맞추어 수정됩니다.)

[결과]

  인지기능 유목 체계에서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대
체로 타당하다(4.17)는 의견이었다. 타당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고, 표준편차도 
0.82로 다른 유목들에 비해 높다. 이 문항에 대한 의견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중에 “그 같은 구분이 명제적 사고와는 다른 미술적 
사고의 존재를 보여주는 점에서 미술교과에 의미 있는 구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
고, 타당성의 기준(4.0)은 넘는 수치라서 인위적인 구분은 없애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분류학 표에서의 구분된 배치를 없애는 것이지 명제적/직관적 사고 자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는 서로 다른 방식의 사고
로, 그것의 구분은 분류학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는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분류한 인지기능 차원의 명제적 사고에 추가 배치된다.  

10. 인지기능 범주 중 ‘이해-적용-분석’을 ‘이해-분석-적용’으로 수정한 체
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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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0
인지기능 순서 변경의 타당성
이해-적용-분석을 ‘이해-분
석-적용’으로 변경

4.33 4.67 4.20 4.33 4.46 0.58 타당

11. ‘(1.0)지각(perceiving)’에 관한 1차 조사(14번 문항)에서 “(1.4)직감은 검증되지 않
은 요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직감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직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거렌처
(Gigerenzer, 2007)는 사람에게 발현되는 직감을 ‘진화된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계산이나 분석 없이도 무의식적 기억에 의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
위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감은 생태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
에 의해 그 존재와 성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정서와 (2.4)감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리
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는 감정(feeling)을 생리적 반응(두근거림, 웃음, 눈물, 공포 등)
을 포함하는 느낌으로, 정서(emotion)를 심리적 반응(행복감, 자신감, 우울함, 집착 등)
을 포함하는 마음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대개 학술용어로 감정보다는 
정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며, 이때의 정서(emotion)는 감정과 정서의 의미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본 분류학에서도 (2.4)감정은 삭제하고 (1.5)정서에 통합합니다. 
  다음으로 “(1.6)동기화(motivated)는 ‘동시에 일어남(Synchronizing)‘과 의미가 혼동된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1.6)동기화는 (1.6)동기부여
(motivated)로 수정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지각의 유목 중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인지기능 범주의 순서 중 ‘이해-적용-분석’을 ‘이해-분석-적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도가 높았다(4.46). 그중 중등교사는 “매우 타당함”을 의미하는 높은 타당
도(4.67)를 보였다. 블룸,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서는 ‘이해-적용-분석’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분류학에서는 ‘이해-분석-적
용’으로 순서를 바꾸기로 하였다.    

11.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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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1

(1.0) 지각 

(1.4) 직감 적합성 4.44 4.29 4.00 4.33 4.26 0.74 4.29 적합

(1.5) 정서 적합성 4.56 4.24 4.10 4.50 4.30 0.75 4.39 〃

(1.6) 동기부여 적합성 4.56 4.29 3.90 4.50 4.28 0.88 4.45 〃

12. ‘(2.0)기억(memorizing)’에 관한 1차 조사(15번 문항)에서는 (2.1)재인과 (2.2)회상
의 의미를 잘못 안내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재인’을 주제나 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
를 상기하는 것으로, ‘회상’을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의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2.1)재인(recognizing)’은 ‘재인식하다’는 뜻으
로, 제시된 정보와 장기기억 속 지식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답안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선택형 문항이 재인과 관계됩니다. ‘(2.2)회상
(recollecting)’은 주어진 단서에서 관련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학습한 그림을 다시 보며 작가가 누구인지, 어느 미술사조에 속하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입니다. 1차 조사에서 잘못 안내한 재인과 회상의 의미를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2.3)형상화(imagery)가 표현으로서의 형상화(shaping)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형상화는 정보와 생각을 마음에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인데, 이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상입니다. 그래서 (2.3)형상화는 (2.3)심상화(imagery)로 수정합니다. 그리
고 앞서 감정과 정서를 합쳐 ‘(1.5)정서’로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2.4)감정은 삭제합
니다. 
  ‘(2.5)몰입(immersing)’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기억에 따른 정서적 접근반응으로 

[결과]

  (1.0)지각의 하위 유목 중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에 대해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4.26~4.30). 하지만 1차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적합도가 
하락했다. 특히 ‘(1.6)동기부여’의 적합도가 가장 하락했는데(4.45→4.28), 1차 조
사의 수치는 ‘(1.6)동기화’로 조사한 것이었다. 적합도가 4.28로 기준은 충족하지만 
“동기부여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주체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복
수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동기는 외부에서 부여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동기부여
를 하기도 한다.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동기화’를 ‘동기부여’로 수정하여 확정
하기로 하였다. 

12.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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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몰입은 기억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몰입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실 몰입은 지각, 기억, 탐색, 이해, 분석, 적용, 평가, 창조 
등 분류학상 인지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동기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2.5)몰입’은 ‘(1.6)동기부여’에 통합하면서 삭제합니다.  
  이 같은 보충설명을 기초로 할 때 ‘기억’의 하위 유목으로 (2.1)재인, (2.2)회상, 
(2.3)심상화가 얼마나 적합하고, (2.4)감정과 (2.5)몰입을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2

(2.0) 기억

(2.1) 재인 적합성 4.67 4.43 4.10 4.33 4.39 0.64 4.37 적합

(2.2) 회상 적합성 4.56 4.48 4.10 4.33 4.39 0.57 4.44 〃

(2.3) 심상화 적합성 4.67 4.52 4.20 4.50 4.48 0.54 4.45 〃

(2.4) 감정 - 삭제 타당성 4.33 4.62 3.89 4.50 4.40 0.71 타당

(2.5) 몰입 - 삭제 타당성 4.44 4.52 3.67 4.50 4.33 0.70 〃

13. ‘(3.0)탐색(exploring)’에 관한 1차 조사(16번 문항)에서는 “(3.1)전략수립의 의미가 
모호하다”, “(3.2)‘자료수집’은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전략수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수집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자료
의 목록은 주제에 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효과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략수
립 단계의 핵심은 글, 생각, 이미지의 핵심을 키워드로 산출하는 것(키워딩)입니다. 그렇

[결과]

  (2.0)기억의 하위 유목 중 (2.1)재인, (2.2)회상, (2.3)심상화에 대해 대체로 적
합하다는 의견이었다(4.39~4.48). 재인과 회상은 1차 조사 때 의미를 잘못 설명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수정된 의미로 확정하였다. 또한 1차 조사 때의 (2.3)형상
화를 (2.3)심상화로 변경한 것은 “매우 적합”에 근접한 수치(4.48)가 나와 이대로 
확정하였다. (2.3)감정과 (2.5)몰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도(4.40/4.33)가 
높아 이 유목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13. 탐색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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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산출된 키워드는 다시 관련된 키워드들과 연결(링킹)함으로써 탐색의 범위를 좁히거
나 반대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기에 (3.1)전략
수립과 (3.2)자료수집을 이와 관련된 사고인 ‘(3.1)키워딩(key wording)’과 ‘(3.2)연결
(linking)’로 대체하였습니다. 
  “(3.6)감정이입과 (3.7)차원적 사고는 (3.3)상상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정
이입은 다른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 대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3.6)감정
이입은 (3.3)상상의 한 종류이기에 탐색의 범주에서 삭제합니다. 반면 차원적 사고는 대
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원 이미지를 3차원으로, 3차원 사
물을 2차원으로 변형시키는 사고입니다. 크게는 상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의 
차원(공간)을 바꾸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 공간 지각력과 계산적 사고가 사용되기 때문
에 제한 없는 확장적 사고인 상상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7)차원적 사고
는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3.0)탐색의 하위 유목에서 (3.1)전략수립, (3.2)자료수집, (3.6)감정이입을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신설된 (3.1)키워딩, (3.2)연결, 유지된 (3.3)상상, 
(3.6)차원적 사고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3

(3.0) 탐색

(3.1) 전략수립
 - 삭제

타당성 4.56 4.24 4.00 4.67 4.30 0.58 부당

(3.2) 자료수집
 - 삭제

타당성 4.44 4.10 4.10 4.67 4.24 0.67 타당

(3.6) 감정이입
 - 삭제

타당성 4.22 4.48 4.10 4.67 4.37 0.64 〃

(3.1) 키워딩 적합성 4.56 4.19 4.10 4.67 4.30 0.80 적합

(3.2) 연결 적합성 4.56 4.52 4.30 4.67 4.50 0.54 〃

(3.3) 상상 적합성 4.56 4.33 4.20 4.83 4.41 0.53 4.53 〃

(3.6) 차원적 사고 적합성 4.11 4.14 4.00 4.67 4.17 0.79 4.50 〃

[결과]

  (3.0)탐색의 하위 유목에서 (3.1)전략수립, (3.2)자료수집을 삭제하는 것은 대체
로 타당하다(4.30/4.24)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3.1)전략수립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외부 정보를 탐색하기 전 주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의미 있는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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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0)이해(understanding)’에 관한 1차 조사(17번 문항)에서는 “‘(4.1)해석’과  
‘(C.2)해석적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석은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해석적 지식은 작품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관
점에서 의미부여한 지식입니다. 따라서 사고행위로서의 ‘해석’과 지식의 유목으로서 ‘해
석적 지식’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4.4)요약이 미술과의 특성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
약은 미술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말과 글, 이미지, 경험 등의 요지를 간추리
는 사고로, 자신이 이해한 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술 학습에서도 유용합니다.
  “(4.7)‘설명’이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한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독립적인 유
목으로서의 ‘설명’이 구분되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설명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특정 원리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으로, 현상의 인과관계 파악이 핵심입니다. 그런
데 이 같은 의미가 ‘설명’이라는 용어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같은 인과관계
의 파악은 추론과 중복되기 때문에 ‘(4.7)설명’은 이해의 유목에서 삭제합니다. 
  한편 ‘(4.0)이해’의 범주에 개념이나 원리 등을 깨달아 안다는 ‘파악(comprehending)’
을 신설하고 이해 유목의 첫 자리에 위치시키고자 합니다. 이해의 다른 유목들(해석, 예
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는 1차로 이해한 것을 해석, 예증, 분류하는 등의 2차적 사고
로, 특정 지식을 최초 습득하는 1차적 이해가 기존 유목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과정의 순서상 (4.6)비교가 (4.5)추론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서들 간의 비교가 여러 단서들 간의 관계성을 따지는 추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론과 비교는 위치를 바꿔 ‘(4.5)비교, (4.6)추론’으로 수정합니다. 
이와 함께 ‘파악-해석-예증-분류-요약-비교-추론’으로 구성된 하위 유목의 순서를 
‘파악-요약-해석-예증-분류-비교-추론’으로 변경합니다. 인지과정의 순서상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간추려 요약하고, 다른 표상형식으로 해석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
명하는 등의 순서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4.8)‘추상화’가 (4.4)‘요약’과 어떻게 다른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약과 추상화

삭제하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키워딩과 연결은 ‘자료수집’을 대체
하지만 전략수립까지 대체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타당한 의견이라 판단하여 
‘(3.1)전략수립’은 유지하고, ‘(3.1)자료수집’만 삭제하기로 하였다. 신설한 (3.1)키
워딩은 ‘대체로 타당하다’(4.30)는 의견이었으나, “한글 용어가 좋겠다”는 추가 의견
들이 많았다. 그러나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해 이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2)연
결은 ‘매우 타당함’에 해당하는 수치(4.50)가 나왔다. (3.6)감정이입을 삭제하고 
(3.6)상상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도(4.41)가 높았다. 반면 (3.6)차원적 사고를 유지
하는 것은 적합도가 다소 낮았으나(4.17),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하였다. 

14. 이해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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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핵심을 추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summarizing)이 주어진 자
료나 이미지, 경험 등의 요지를 간추리는 것이라면, 추상화(abstracting)는 대상이나 현
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가며 핵심 원리나 본질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요약은 정해진 답이 있지만 추상화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덧붙여 “(4.9)패턴 인식은 ‘이해’가 아니라 ‘분석’의 유목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왜냐하면 패턴 인식은 현상의 여러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으
로, 이해보다는 분석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패턴 인식은 ‘(4)이해’의 범주
에서 ‘(6)분석’의 범주로 위치를 옮깁니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정리하면 본 분류학의 (4.0)이해 범주는 ‘파악’을 신설하고, ‘설
명’을 삭제하며, 순서 조정을 통해 (4.1)파악, (4.2)요약, (4.3)해석, (4.4)예증, (4.6)분
류, (4.5)비교, (4.7)추론, (4.8)추상화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4.9)패턴인식은 ‘(5)분석’
의 하위유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하위유목의 배치 조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그에 따른 ‘(4.0)이해’의 하위유목들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4

(4.0) 이해

(4.1) 파악 - 신설 타당성 4.44 4.29 3.80 4.17 4.20 0.88 타당

(4.7) 설명 - 삭제 타당성 4.33 4.19 4.20 4.50 4.26 0.71 〃

파악-요약-해석-
예증-분류-비교-
추론으로 재배열

타당성 4.56 4.19 3.60 4.67 4.20 0.82 〃

(4 .9)패턴인식을 
(5)분석의 하위유
목으로 이동

타당성 4.89 4.57 4.10 4.50 4.52 0.54 〃

(4.1) 파악 적합성 4.44 4.24 3.90 4.17 4.20 0.85 적합

(4.2) 요약 적합성 4.67 4.43 3.90 4.33 4.35 0.60 4.52 〃

(4.3) 해석 적합성 4.67 4.43 4.00 4.50 4.39 0.61 4.60 〃

(4.8) 추상화 적합성 4.56 4.14 4.10 4.83 4.30 0.78 4.47 〃

[결과]

  (4.0)이해의 하위 유목으로 “깨달아 알다”라는 뜻의 (4.1)파악을 신설하고, (4.7)
설명을 삭제하며, 이해의 하위 유목 순서를 ‘해석-예증-분류-요약-추론-비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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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0)분석(analysis)’에 관한 1차 조사(19번 문항)에서는 “(5.3)'귀속'의 의미가 불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귀속은 ‘~에 속하다’는 ‘attribute’의 번역어인데, 연구자
는 이 번역어가 잘못되었음을 1차 조사 후 발견했습니다. attribute는 ‘~에 속하다’(귀
속)는 의미 외에 ‘속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분류학에서 규정한 
attribute의 의미는 정보 이면에 놓인 관점이나 의도(속성)를 파악하는 것으로, ‘귀속’과
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속(attribute)’은 ‘속성 파악(attribute comprehending)’으
로 수정합니다. 
  “(5.5)변형과 (4.3)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5.5)변형은 (5.0)분석보다는 (6.0)적용
이나 (7.0)창조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해석과 (5.5)변형
은 모두 정보나 대상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로서의 해석은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분석으로서의 변형은 
대상이나 현상의 속성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석은 정보
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이고, 변형은 속성의 분석을 근거로 하는 사고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이 적용이나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변형은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패턴을 형식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해’ 범주의 ‘(4.9)패턴 인식’을 ‘분석’ 범주로 옮겨와 (5.4)유추, (5.5)
변형을 ‘(5.4)패턴인식, (5.5)변형, (5.6)유추’의 순으로 재배열합니다. 현상들 속에서 일
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고(패턴 인식), 그것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하며(변형), 어떤 
사물을 속성이 유사한 다른 사물에 비유하는 것(유추) 순으로 분석의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5.0)분석의 유목을 (5.1)구별, (5.2)조직, (5.3)속성파악, (5.4)패턴인식, 
(5.5)변형, (5.6)유추 순으로 재배열한 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아래의 유목들은 (5.0)분
석의 하위유목으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추상화-패턴인식’에서 ‘파악-요약-해석-예증-분류-비교-추론-추상화’로 재
배열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4.20), (4.9)패턴인식을 (5.0)분석의 하위유
목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4.52)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적합성을 재조사한 (4.2)요약, (4.3)해석, (4.8)추상화도 대체로 적합도 수치가 높
았다(4.35/4.39/4.30). “(4.1)파악과 (5.3)속성파악의 용어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
었으나 적합한 대체용어를 찾지 못해 유지하기로 하였다.       

15. 분석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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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0)적용(application)’에 관한 1차 조사(18번 문항)에서는 “(6.1)이행과 (6.2)실행
의 차이가 무엇인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1)이행(executing)은 방법과 절차를 배
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6.2)실행(implementing)은 방법과 절차를 배운 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행이 배운 것을 연습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실행은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두 단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류학상 이행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6.1)이행(executing)’
을 ‘(6.1)연습(exercising)’으로 수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6.1)연습(exercising), (6.2)
실행(implementing)으로 의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패턴형성보다는 패턴생성이라는 용어가 어떤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유목의 의미가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 판단하여 ‘(6.3)패턴
형성’을 ‘(6.3)패턴생성’으로 수정합니다. 
  이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6)적용’의 하위 유목으로 (6.1)연습, (6.2)실행, (6.3)
패턴생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5

(5.0) 분석 

구별-조직-속성파악
-패턴인식-변형-유
추 순으로 재배열

타당성 4.44 4.30 3.80 4.50 4.24 0.74 타당

(5.3) 속성 파악 적합성 4.67 4.33 4.10 4.33 4.35 0.63 4.31 적합

(5.4) 패턴 인식 적합성 4.67 4.48 4.00 4.50 4.41 0.53 4.47 〃

(5.5) 변형 적합성 4.67 4.24 4.00 4.50 4.30 0.72 4.39 〃

  (5.0)분석의 하위 유목 순서를 ‘구별-조직-속성파악-유추-변형’에서 (4.0)이해
의 ‘패턴인식’을 옮겨와 ‘구별-조직-속성파악-패턴인식-변형-유추’로 재배열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지과정의 순서상 대상이나 현상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
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형’하며, 본질을 공유하는 다른 대상으로 ‘유추’하는 순서
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4.24)는 의견이었다. (5.3)속
성파악, (5.4)패턴인식, (5.5)변형 또한 대체로 적합도가 높았다(4.35/4.41/4.30). 
“변형이 꼭 필요한 유목인지”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술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
아 유지하기로 하였다. 

16.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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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6

(6) 적용

(6.1) 연습 적합성 4.56 4.33 4.20 4.17 4.33 0.72 4.35 적합

(6.2) 실행 적합성 4.56 4.48 4.30 4.50 4.46 0.62 4.50 〃

(6.3) 패턴생성 적합성 4.56 4.52 4.20 4.33 4.43 0.58 4.34 〃

17. ‘(7.0)평가(valuating)’에 관한 1차 조사(20번 문항)에서는 “(7.2)비판(criticising)이
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가 강하여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분류학상 평가의 하위요소로서 ‘비판’의 본래적 뜻은 외적 준거를 토대로 활동이나 
결과물들의 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판단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비
판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 이를 ‘비평’으로 수정합니다. 이처럼 (7.2)비판
을 (7.2)비평(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질적 가치 판단)으로 수정할 경우 이 유목은 ‘평가’
의 하위 유목으로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7
(7.0) 평가 

(7.2) 비평 적합성 4.67 4.67 4.40 4.67 4.61 0.53 4.52 적합

[결과]

  (6.0)적용의 하위 유목으로 (6.1)연습, (6.2)실행, (6.3)패턴생성은 대체로 적합
도가 높았다(4.35/4.46/4.43). 그중 (6.1)연습은 ‘(6.1)이행’의 대체 용어로서 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따라서 적용의 하위유목은 이대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17.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7.0)평가의 하위 유목 중 (7.2)비판을 (7.2)비평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
우 적합하다(4.61)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 유목은 이대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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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0)창조(creating)’에 관한 1차 조사(21번 문항)에서 “(8.1)‘생성’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래 ‘생성(generating)’은 ‘사물이 생겨남’을 뜻
하는 과학 용어인데, 문제를 명세화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분류학상 용어로 적절하지 않
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를 살려 ‘생성’을 ‘문제 정의(defining problems)’로 수정
합니다. 창조는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므로, 문제 상황이 확실해야만 창조적인 
해결책 또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창조의 명제적 사고로서 (8.1)문제정의, 
(8.2)계획, (8.3)산출, 직관적 사고로서 (8.4)통합, (8.5)통찰로 구분했던 것을 명제적/
직관적 구분을 없앰에 따라 (8.1)문제정의, (8.2)계획, (8.3)통합, (8.4)통찰 (8.5)산출
로 수정합니다. 이처럼 수정된 창조 유목의 배열이 얼마나 타당하고, (8.1)생성을 (8.1)
문제정의로 수정한 것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내용
직종별 평균

전체 
평균

표준
편차

1차 
조사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8

(8.0) 창조

문제정의-계획-통
합-통찰-산출로 
재배열

타당성 4.67 4.48 4.00 4.33 4.41 0.65 타당

(8.1) 문제 정의 적합성 4.67 4.33 4.33 4.50 4.42 0.61 4.40 적합

18. 창조 하위유목의 적합성

[결과]

  (8.0)창조의 하위 유목을 ‘문제정의-계획-산출-통합-통찰’에서 ‘문제정의-계획
-통합-통찰-산출’로 수정하는 것도 높은 타당도가 나왔다(4.41). 그리고 ‘(8.1)계
획’을 ‘(8.1)문제정의’로 수정하는 것 또한 타당도가 높았다(4.42). 그래서 창조의 
하위 유목들도 이대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다. 1,2차 조사 결과 종합

  연구자가 설계하고 제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초안, 수정안)에 대한 1,2차 델파
이 조사 결과는 <표 Ⅲ-11>과 같이 정리된다. 표에서 1차 평균만 있는 경우는 1
차 조사에서 ‘타당함(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고, 2차 평균까지 있는 경우는 1
차에서 판정을 보류하고 2차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이다. 5점 척도 기준 4.0 
이상을 ‘타당성(적합성) 있음’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결과 모든 항목들이 타당성
(적합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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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1차 
평균

2차 조사 직종별 평균  2차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

연구 전제의 타당성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둠

3.97 4.22 4.24 3.90 4.50 4.20 0.77 ○

2
연구의 필요성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개발 
필요성

4.37 ○

3
연구 목적의 중요성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활용한 
목표설정 도구 제안

4.47 ○

4
연구의 효용성

미술교육목표분류표의 활용성 4.35 ○

5

목표 설정 틀의 타당성

내용지식(내용 차원)
인지기술(행동 차원)

4.19 4.44 4.29 3.90 4.50 4.26 0.74 ○

6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통합적 인지 체계 아래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

4.08 4.56 4.29 3.80 4.67 4.28 0.74 ○

7

Ⅰ. 내용지식 범주 설정의 타당성

(A.0) 사실적 지식 4.52 ○

(B.0) 개념적 지식 4.56 ○

(C.0) 미적 지식 4.36 ○

(D.0) 절차적 지식 4.43 ○

(E.0) 메타 인지적 지식 4.44 ○

8

(A.0) 사실적 지식

(A.1) 전문용어
적합성 4.27 4.11 4.43 3.90 4.33 4.24 0.81 ○

중요성 4.28 4.11 4.48 4.30 4.67 4.39 0.71 ○

(A.2) 사실적 정보
적합성 4.40 4.56 4.33 4.20 4.50 4.37 0.60 ○

중요성 4.50 4.67 4.38 4.30 4.67 4.46 0.54 ○

9

(B.0) 개념적 지식

(B.1) 분류와 범주
적합성 4.25 4.22 4.48 4.20 4.67 4.39 0.74 ○

중요성 4.38 4.56 4.48 3.90 4.83 4.41 0.68 ○

<표 Ⅲ-11> 미술교육목표분류학(초안, 수정안) 1,2차 델파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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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1차 
평균

2차 조사 직종별 평균  2차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B.2) 원리와 일반화
적합성 4.27 4.22 4.48 4.00 4.50 4.24 0.81 ○

중요성 4.37 4.56 4.29 4.00 4.67 4.41 0.65 ○

(B.3) 이론
적합성 4.18 4.11 4.57 4.10 4.67 4.39 0.82 ○

중요성 4.25 4.44 4.43 4.20 4.67 4.41 0.68 ○

(B.4) 통합적 지식
적합성 4.38 4.11 4.43 3.90 4.17 4.22 0.95 ○

중요성 4.46 4.67 4.52 3.90 4.17 4.37 0.79 ○

10

(C.0) 미적 지식

(C.1) 체화된 지식
적합성 4.39 4.67 4.43 4.20 4.50 4.43 0.61 ○

중요성 4.46 4.67 4.48 4.20 4.50 4.46 0.58 ○

(C.2) 해석적 지식
적합성 4.43 4.78 4.43 4.40 4.33 4.48 0.54 ○

중요성 4.49 4.78 4.43 4.44 4.33 4.49 0.50 ○

(C.3) 직관적 지식
적합성 4.44 4.67 4.14 4.30 4.33 4.30 0.72 ○

중요성 4.48 4.44 4.29 4.30 4.33 4.33 0.63 ○

11

(D.0) 절차적 지식

(D.1) 방법과 절차
적합성 4.38 4.67 4.14 4.22 4.50 4.31 0.66 ○

중요성 4.51 4.67 4.38 4.22 4.50 4.42 0.49 ○

(D.2) 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

적합성 4.28 4.67 4.14 4.22 4.33 4.29 0.72 ○

중요성 4.46 4.56 4.43 4.33 4.50 4.42 0.49 ○

12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 전략 지식
적합성 4.43 4.22 4.43 4.00 4.50 4.30 0.88 ○

중요성 4.53 4.22 4.48 3.90 4.67 4.33 0.89 ○

(E.2) 전략사용지식
적합성 4.22 4.67 4.52 3.90 4.50 4.41 0.71 ○

중요성 4.43 4.67 4.52 3.90 4.50 4.41 0.71 ○

(E.3) 자기이해지식
적합성 4.40 4.44 4.43 4.30 4.67 4.43 0.71 ○

중요성 4.46 4.44 4.71 4.10 4.83 4.54 0.58 ○

13

Ⅱ. 인지기능 범주 설정의 타당성

(1.0) 지각 4.47 ○

(2.0) 기억 4.30 ○

(3.0) 탐색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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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1차 
평균

2차 조사 직종별 평균  2차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4.0) 이해 4.53 ○

(5.0) 분석 4.55 ○

(6.0) 적용 4.45 ○

(7.0) 평가 4.44 ○

(8.0) 창조 4.32 ○

14

(1.0) 지각 

(1.1) 주의 적합성 4.52 ○

(1.2) 인식 적합성 4.50 ○

(1.3) 관찰 적합성 4.45 ○

(1.4) 직감 적합성 4.29 4.44 4.29 4.00 4.33 4.26 0.74 ○

(1.5) 정서 적합성 4.39 4.56 4.24 4.10 4.50 4.30 0.75 ○

(1.6) 동기부여 적합성 4.45 4.56 4.29 3.90 4.50 4.28 0.88 ○

15

(2.0) 기억

(2.1) 재인 적합성 4.37 4.67 4.43 4.10 4.33 4.39 0.64 ○

(2.2) 회상 적합성 4.44 4.56 4.48 4.10 4.33 4.39 0.57 ○

(2.3) 심상 적합성 4.45 4.67 4.52 4.20 4.50 4.48 0.54 ○

16

(3.0) 탐색

(3.1) 전략 수립 적합성 4.44 ○

(3.2) 키워딩 적합성 4.56 4.19 4.10 4.67 4.30 0.80 ○

(3.3) 연결 적합성 4.56 4.52 4.30 4.67 4.50 0.54 ○

(3.4) 상상 적합성 4.53 4.56 4.33 4.20 4.83 4.41 0.53 ○

(3.5) 구상 적합성 4.50 ○

(3.6) 신체적 사고 적합성 4.44 ○

(3.7) 차원적 사고 적합성 4.26 4.11 4.14 4.00 4.67 4.17 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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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1차 
평균

2차 조사 직종별 평균  2차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17

(4.0) 이해

(4.1) 파악 적합성 4.44 4.24 3.90 4.17 4.20 0.85 ○

(4.2) 요약 적합성 4.52 4.67 4.43 3.90 4.33 4.35 0.60 ○

(4.3) 해석 적합성 4.60 4.67 4.43 4.00 4.50 4.39 0.61 ○

(4.4) 예증 적합성 4.39 ○

(4.5) 분류 적합성 4.53 ○

(4.6) 비교 적합성 4.61 ○

(4.7) 추론 적합성 4.60 ○

(4.8) 추상화 적합성 4.47 4.56 4.14 4.10 4.83 4.30 0.78 ○

18

(5.0) 분석 

(5.1) 구별 적합성 4.44 ○

(5.2) 조직 적합성 4.48 ○

(5.3) 속성 파악 적합성 4.31 4.67 4.33 4.10 4.33 4.35 0.63 ○

(5.4) 패턴 인식 적합성 4.47 4.67 4.48 4.00 4.50 4.41 0.53 ○

(5.5) 변형 적합성 4.39 4.67 4.24 4.00 4.50 4.30 0.72 ○

19

(6.0) 적용

(6.1) 연습 적합성 4.35 4.56 4.33 4.20 4.17 4.33 0.72 ○

(6.2) 실행 적합성 4.50 4.56 4.48 4.30 4.50 4.46 0.62 ○

(6.3) 패턴생성 적합성 4.34 4.56 4.52 4.20 4.33 4.43 0.58 ○

20

(7.0) 평가 

(7.1) 점검 4.52 ○

(7.2) 비평 적합성 4.60 4.67 4.67 4.40 4.67 4.61 0.53 ○

(7.3) 성찰 4.63 ○

(7.4) 가치화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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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 용어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등

(B.3)이론 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등

(B.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 미술과 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 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문항 내용
1차 
평균

2차 조사 직종별 평균  2차 
평균

표준
편차

판정초등
교사

중등
교사

교육
행정

교수
강사

20

(8.0) 창조

(8.1) 문제 정의 적합성 4.40 4.67 4.33 4.33 4.50 4.42 0.61 ○

(8.2) 계획 4.53 ○

(8.3) 통합 4.39 ○

(8.4) 통찰 4.50 ○

(8.5) 산출 4.42 ○

3.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최종안
  
  가. 내용지식 체계 최종안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내용지식 체계 초안은 위와 같은 1,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 Ⅲ-12>와 같이 수정되었다. 

<표 Ⅲ-12>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내용지식’ 체계(수정안)



- 134 -

(C.0) 미적 지식

(C.1)체화된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신체와 환경적 맥락
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

(C.2)해석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에 의한 지식

(C.3)직관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서 
느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 절차적 지식
(D.1)방법과 절차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발상법, 표현 방법과 절

차, 비평 방법과 절차 등
(D.2)방법과 절차
 활용기준 방법과 절차의 선택과 활용 시점에 관한 기준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전략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학습전략, 조직
전략, 기획전략, 문제해결전략 등)

(E.2)전략사용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사용 지식

(E.3)자기이해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지식습득 수준, 동기, 흥
미, 신념 등

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 용어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장르, 양식, 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장르별 미
술이론 등

(B.3)이론

-미학: 미론, 예술론, 미적 인식론, 미적 가치
론 등 

-미술학(미술이론): 조형예술론, 조형론, 양식
론, 미술사회론, 미술경영론, 디자인이론 등

-미술사학: 시대별·지역별 미술론, 작가론, 작
품론, 미술사방법론 등

-시각문화론: 대중문화론, 광고론, 미디어론,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강조된 글씨: 수정될 부분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지식 체계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하여 확정된 내용지식 체계는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미술교육목표분류학 ‘내용지식’ 체계(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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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통합적 개념
-미술과 타 분야: 미술과 수학, 과학, 사회,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 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C.0) 절차적 지식
(C.1)방법과 절차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발상법, 표현 방법과 절

차, 비평 방법과 절차 등
(C.2)방법과 절차
 활용기준 방법과 절차의 선택과 활용 시점에 관한 기준

(D.0) 미적 지식

(D.1)체화된 경험 지각적 특질, 경험적 정보, 숙련된 기술 등

(D.2)해석적 의미 작품 해석 의미, 현상 해석 의미 등 

(D.3)직관적 과정 표현 주제, 문제 해결 방법 등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일반적 전략 기획전략, 학습전략, 조직화 전략, 문제해결전략 
등

(E.2)맥락적 전략
-과제 유형별 전략: 연습형 전략, 탐구형 전략, 

창작형 전략 등
-수행 단계별 전략: 문제발견전략, 탐색전략, 

실행전략, 평가전략 등

(E.3)자기정보 과제에 비춘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지식습득 수
준, 동기, 흥미, 신념, 가치부여 등

 *강조된 글씨: 수정된 부분 

  분류학 체계의 최종적인 수정은 델파이조사를 거쳐 수정된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
하고 중복 용어를 최소화하는 등 사후 보강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류학 초안, 
수정안과 비교하여 최종안 내용지식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 미적 지식이 인지 주체의 신체와 경험, 직관에 기초한 
주관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알고리즘적인 절차적 지식보다 복잡성이 높다
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C.0)미적 지식, (D.0)절차적 지식을 (C.0)절차적 지식, 
(D.0)미적 지식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하위유목 번호도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유목들의 명칭에서 중복되는 용어를 최소화하여 분류학 체계의 위계구
조를 보강하였다. 그 사례로 (B.0)개념적 지식의 하위유목으로 (B.4)통합적 지식이, 
(D.0)미적 지식의 하위유목에 (D.1)체화된 지식, (D.2)해석적 지식, (D.3)직관적 
지식이, (E.0)메타 인지적 지식의 하위유목에 (E.1)전략지식, (E.2)전략사용지식, 
(E.3)자기이해지식이 있는데, 범주와 유목 모두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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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위계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B.4)통
합적 지식을 (B.0통합적 개념으로, (D.1)체화된 지식, (D.2)해석적 지식, (D.3)직관
적 지식을 (D.1)체화된 경험, (D.2)해석적 의미, (D.3)직관적 과정으로, (E.1)전략 
지식, (E.2)전략사용지식, (E.3)자기이해지식을 (E.1)일반적 전략, (E.2)맥락적 전
략, (E.3)자기 정보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학의 내용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B.3)이론
의 경우 초안과 수정안에서는 미학, 미술이론, 시각문화론 등 포괄적인 학문 영역이 
제시되면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최종안에는 미학(미론, 예술론, 미
적 인식론, 미적 가치론 등), 미술학(조형예술론, 조형론, 양식론, 디자인이론 등), 
미술사학(시대별·지역별 미술론, 작가론, 작품론, 미술사방법론 등)에 속하는 이론
들을 추가하여 내용지식적인 부분을 보강하였다. 분류학 설계시 각 유목들의 내용
요소는 1차적으로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윌슨
(Wilson, 1971)의 분류학에 기초했지만 이처럼 현대 미술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지식들을 연구자의 시각에서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이 내용 요소들은 일종의 
예시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분류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목의 성격에 맞
게 추가하거나 수정,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내용지식 체계의 범주
와 유목들을 자세히 해설한다. 

  [A.0] 사실적 지식(Objective knowledge)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지식이다. 의미상 ‘현실적(realistic)’보다는 ‘객관적
(objective)’에 가깝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전문용어)나 구체적 사실(역사적 사실) 
등 특수한 개념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지식으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지식과는 차
이가 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들은 보다 큰 체계의 지식들과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학문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되거나 조직됨으로써 교과 
특수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A.1) 전문 용어(terminology)
  학문 내에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교과 특수적인 지식이다. 
미술 교과의 전문용어는 주로 매체(그래피티, 템페라, 드라이포인트, 브론즈, 그래픽
디자인, 영상디자인, 금속공예 등)나 기법(스푸마토, 콜라주, 갈필, 어셈블리지, 일
러스트레이션, 홀치기 염 등)에 관한 정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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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사실적 정보(objective information)
  부정할 수 없는 특수한 사실에 관한 지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포함하기 때
문에 개념이나 원리 등 추상적인 지식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
들이다. 주로 미술사 관련 정보(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들이 여기에 
속한다.  

  [B.0]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조직하고 통합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조
화 한 지식들이다.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방식을 따르
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는 ‘분
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이라는 유목이 있는데,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연
계되는 ‘통합적 개념’이라는 유목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B.1) 분류와 범주(classification & category)
  특정한 기준에 따라 개념들을 분류하고 유목화 하는 지식이다. 개념들의 의미 구
조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분류와 범주는 개념적 지식의 가장 초보적 단계이자 기본
적인 단위이다. 분류와 범주는 개념들을 관련시키는 연결점, 즉 일반적 속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사실적 지식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실에 대
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공통된 특성으로 묶고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 개
념에 의한 지식을 말한다. 
  분류와 범주의 내용요소로는 장르, 양식, 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이 
있다. 물론 분류체계로서 내용요소는 관점에 따라 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 
요소들에 의해 미술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장르별(드로잉, 회화, 판화, 조소, 영상미
술, 디자인, 공예 등), 양식별(사실적 양식, 표현적 양식, 상상적 양식, 추상적 양식 
등), 사조별(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 제재별(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산수화, 화조화 등), 주제별(사랑, 전쟁, 신화, 풍속, 종교, 선전 등), 재료별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수묵화 등), 기법별(진채화, 담채화, 조각, 소조 등), 기능
별(순수미술, 실용미술, 고급미술, 대중미술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드
로잉, 유화, 진채화, 조각 등의 용어 자체는 전문용어로서 사실적 지식이지만 그것
들을 장르나 재료, 기법 등에 의해 범주화, 유목화하는 경우 분류와 범주에 의한 지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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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원리와 일반화(principle & generalization) 
  학문에서 현상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 그리고 학문적 
탐구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들이다. 원리와 일반화는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와 
현상들 간의 내적 관련성을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법칙이나 공식들을 포함하
기도 한다. ‘원리’의 내용 요소에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등이 있다.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은 작품을 제작하거나 감상할 때 방법적인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일
반화’의 내용요소로는 미술문화(시대별·지역별 미술문화), 장르별 미술이론 등이 있
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와 바로크,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미술의 특징, 그리스와 로
마, 한국·중국·일본 미술의 특징, 정물화, 풍경화, 판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의 
특징과 조건 등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지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B.3) 이론(theory)
  학문에서 현상을 기술, 해석,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로서의 지식들이다. 원리
와 일반화가 특정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지식이라면 이론은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관점이나 체계로서의 지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특
정 현상에 대한 원리와 일반화가 좀 더 광범위한 현상에 적용되며 체계적으로 조직
되면 이론이 된다. 그래서 이론은 패러다임, 방법론, 모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술에서의 이론은 크게 미학, 미술학(미술이론), 미술사학, 시각문화론 등의 학
문에서 찾을 수 있다. ‘미학’은 미와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학문으로, 미론, 예
술론, 미적 인식론, 미적 가치론 등의 이론을 포함한다. ‘미술학’은 미술의 다양한 
영역과 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조형예술론, 조형론, 양식론, 미술사회론, 미술경영
론, 디자인이론 등이 포함된다. ‘미술사학’은 미술의 역사와 배경적 맥락, 작가와 작
품에 대한 학문으로, 시대별·지역별 미술론, 작가론, 작품론, 미술사방법론 등의 이
론이 있다.43) ‘시각문화론’은 시각문화의 양상에 관한 비판적 고찰의 학문으로, 대
중문화론, 광고론, 미디어론,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등이 포함된다. 

  (B.4) 통합적 개념(integrated concept)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지식이다. 

43) 미술사학은 사실적 지식(사실적 정보), 원리와 일반화(미술문화), 이론(시대별·지역별 
미술론, 작가론, 작품론 등) 등 여러 단계의 지식 영역에 걸쳐 있다. 미술사적 지식이 어
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지식이 다루어지는 맥락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와 작품 자체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이지만 특정 관점에 따라 작가와 작
품을 설명한다면 이론에 속한다. 시대별·지역별 미술도 특정 시대나 지역 미술의 일반적 
특징은 일반화로서의 지식에, 특정 관점에 따른 해당 시대나 지역 미술의 특징은 이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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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과 이론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 지점을 가진다. 또한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그래서 통합적 지식은 ‘미술과 타 분야’, ‘공통 개념’, ‘문제와 쟁점’ 등의 내용 
요소를 갖는다. 김형숙(2012c)은 융합인재(STEAM) 교육과정의 단계를 교과내 수
업형(하나의 중심 교과에 여러 교과들을 연계), 교과 연계 수업형(공통 주제를 중
심에 두고 여러 교과들을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형(자율적인 융합학습을 중심으로 
전체 교과들을 재구성)으로 제시하였다(74-75).44) 이에 의하면 ‘미술과 타 분야’
는 교과내 수업형, ‘공통 개념’은 교과 연계 수업형, ‘문제와 쟁점’은 교육과정 재구
성형에 대입할 수 있다.
  ‘미술과 타 분야’는 미술이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관련성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
의 중심 교과에 다른 교과의 관련 내용이 연계되는 다학문적 통합과 비슷한 방식이
다. 미술로 다른 분야의 개념과 원리를 표현하거나 다른 분야의 내용이 미술에 대
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경우, 미술의 시각에서 다른 분야를, 다른 분야의 시각에서 
미술을 이해하는 내용지식들을 구성할 수 있다. 미술과 다른 예술(음악, 공연, 문학 
등), 다른 학문(수학, 과학, 사회, 경제 등)과의 관련성은 미술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폭넓은 관점에서 미술을 인식하게 해준다. 
  ‘공통 개념’은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의 지식이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교과가 공유하는 간학문적 통합의 방식으로, 중심이 되는 개념을 ‘빅 
아이디어(Big Idea)’라고 부른다. 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추상성이 높
은 개념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공통 개념을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습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가령 ‘시간’이라는 개념
을 과학에서 정의하는 것과, 수학, 역사, 미술 등 다른 교과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각 분야에서 다루는 시간의 개념이 내용지식이 될 수 있다. 학습자
들은 이를 탐구함으로써 같은 개념이 여러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해석되는 양
상에 대해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문제와 쟁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인 문제나 쟁점에 관한 지식이
다. 그러나 문제나 쟁점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해결이나 판단을 위해 활용되는 여
러 분야 지식들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
으로 여러 교과가 통합되는 탈학문적 통합 방식의 지식이다. 그 ‘문제’에는 개인적/

44) 이 단계를 통합교육과정 모형(이은적, 2006)과 비교하면 교과내 수업형은 하나의 교과 
내용에 다른 교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다학문적 통합’, 교과 연계 수업형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관련 내용이 통합되는 ‘간학문적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형
은 교과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여러 교과가 특정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를 중심으로 통
합되는 ‘탈학문적 통합’에 해당한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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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쟁점’에는 학문적/윤리적/가치 판단적 쟁점 등 다양한 
층위의 문제와 쟁점들이 있다. 특정 문제나 쟁점이 수업의 주제가 될 경우 일차적
으로 문제와 쟁점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해
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는 통합적 지식 구조의 이해가 요청된다. 
그래서 문제와 쟁점 유목은 내용지식으로서 문제와 쟁점 그 자체에 대한 지식과 함
께 그것의 해결을 위해 어떤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융합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지식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유목은 (B.0)개념적 지식과 (E.0)메타 인지적 지식
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C.0]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은 도구나 매체의 
간단한 조작 방법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지식까지 교과 특수적인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지식들이다. 기술, 기법, 알고리즘, 단계와 계열 등 무언가를 행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들을 포함한다. 절차적 지식은 무엇에 대해 ‘아는 것’
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C.1) 방법과 절차(method & procedure)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식들이다. 미술 
교과 특수적인 ‘방법’에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표현 기법, 표현 방법, 발상법, 비
평 방법, ‘절차’에는 표현 절차, 비평 절차 등이 있다. 

  (C.2) 방법과 절차 활용 기준(method & procedure utilizing standard)
  특정한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기준에 관한 지식이다. 방법과 절차를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방법과 절차의 활용은 그것을 언제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지식은 언제 어떤 방법을 사
용할지 아는 것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에는 이전에 활용
했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험적 지식들이 포함된다. 즉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방법
을 활용했더니 효과가 있었거나 없었던 경험은 그 기준을 조건화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배운 후 제재나 주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기법을 선
택하는 경우 이 지식들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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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 미적 지식(Aesthetic knowledge)

  개념과 논리에 따라 조직된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감각과 정서, 직관 등 비논리
적이고 통찰적인 사고로 조직되는 지식이다. 블룸(Bloom, 1956)이나 윌슨(Wilson, 
1971), 앤더슨 등(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에는 없지만 본 연구에
서 새롭게 제시되는 지식의 영역이다. 미술에서의 창작과 감상이 과학이나 수학처
럼 명확한 논리와 검증에 기초한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인지 주체의 직접 경험과 
개인적 의미 부여, 직관적 사고에 의한 주관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적 지
식은 미술 교과에 특화된 지식이다. 이 범주의 지식들은 사실, 개념, 방법 등 다른 
영역의 지식들을 포함하지만 신체를 통한 획득이라는 점과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
화 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D.1)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
  신체 감각과 환경적 맥락 속에서 직접 경험으로 획득하는 지식이다. 개념이나 원
리의 추상적 이해가 아닌 몸을 통해 체득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직접성과 구체성
을 띤다. 유사 용어로 지각적 경험, 신체적 경험 등이 있다. 체화된 경험의 내용 요
소에는 ‘지각적 특질’, ‘경험적 정보’, ‘숙련된 기술’ 등이 속한다. 
  ‘지각적 특질’은 대상의 미세한 특징을 직접 지각함으로써 획득하는 지식이다. 인
지기능 차원의 미적 지각과 관련된다. 책에서만 보던 화가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관
람하면서 작품에 표현된 미묘한 색감과 질감, 분위기 등의 특징을 발견하거나, 자연
물이나 인공물을 관찰하면서 그 자세한 미적 특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한다. 
  ‘경험적 정보’는 인지 주체의 직접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이다. 특정 장소나 
도시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정보를 가지게 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활동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이다. 
  ‘숙련된 기술’은 특정 재료와 기법을 반복 사용하면서 손에 익은 능숙한 실력을 
말한다. 이것은 절차적 지식과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절차적 지식이 무언가를 실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식이라면, 체화된 지식은 그것이 
반복된 연습을 통해 신체에 자동화되는 상태에 이른 지식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
가 있다.

  (D.2) 해석적 의미(interpretive meaning)
  작품이나 현상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인지 주체가 스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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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는 지식이다. 미리 결정되어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작품이나 현상을 
상호 텍스트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주관적인 지식이다. 하지만 일정한 원칙 
없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성과 이유를 가진다. 따라
서 지식으로서 보편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학습자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체계와 
논리를 가지는 자기 지식이다. 해석적 의미의 내용요소로는 ‘작품 해석 의미’와 ‘현
상 해석 의미’를 들 수 있다.
  ‘작품 해석 의미’는 작품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로서의 지식이다. 작품
에 사용된 도상에 개인적인 경험을 투사하거나 색채와 분위기의 해석에 자신의 느
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등 개별화된 해석의 패턴을 통해 의미가 생산된다. 물
론 이것은 절차적 지식의 비평방법과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비평방법이 여러 가지 
비평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라면, 미적 지식으로서 해석적 의미는 
그러한 방법들 중 특정한 방법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용하거나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형화된 일반적 해석이 아닌 독특하고 다양한 해석이 생산될 수 
있다.
  ‘현상 해석 의미’는 작품 해석 의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현상을 개인적인 시각에
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식이다. 일반화된 지식은 과학적인 원리를 중심으
로 현상을 해석하지만 미적 지식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으며, 개인
적인 경험과 상상력이 동원되며, 오히려 권장된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표현활동을 
해도 작품들이 모두 다른 것은 주제를 해석하는 패턴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석적 의미는 학습자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자신만의 창작 세
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지식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D.3) 직관적 과정(intuitive process)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유가 아닌 느낌과 통찰로 획득하는 과정적 방법으로서의 
지식이다. 예술가들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논리성은 부족
하지만 참신함과 기발함으로 인해 예술적 창조의 상황에 적합하다. 직관적 과정의 
내용 요소로는 ‘표현 주제’와 ‘문제해결방법’ 등을 들 수 있다.
  ‘표현 주제’는 특정 주제에 대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 
표현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창작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참신
한 아이디어 생산과 관련 있다.
  ‘문제해결방법’은 문제를 인식한 상황에서 최초로 떠오르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
여 해결하는 것이다. 논리적 타당성이나 이유는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느낌이나 직
감이 가는 대로 실천하는 방법적 지식이다. 이 같은 과정은 직관에 의사결정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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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것으로, 논리적이고 과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비판을 받
기도 하지만 미적 창조나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효용성이 
크다.  

  [E.0] 메타 인지적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

  말 그대로 ‘인지에 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고 관리, 통제, 조절
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이다.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이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의 적절성, 어려움, 개선 방법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메타 인
지적 지식은 메타인지 전략 자체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그 전략은 메타인지를 실
시하는 과정(탐색, 분석, 평가 등)에서 배경적 지식으로 활용된다.

  (E.1) 일반적 전략(general strategy)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에 관한 지식이다. 절차적 지식처럼 특정 과제에만 
유용한 교과 특수적 지식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모든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에 관한 지식이다. 기획 전략(목표 설정, 준거 설정, 브레인스토밍 등), 학습 전략
(암기, 예시, 연습, 실행 등), 조직화 전략(관련짓기, 그룹화, 맵핑 등), 문제해결 전
략(발견식 사고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CPS, TRIZ 등) 등이 있다. 

  (E.2) 맥락적 전략(contextual strategy)
  과제의 유형과 조건에 따른 전략 사용 기준에 관한 지식이다. 과제마다 제시되는 
상황, 맥락,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의 유형별, 단계별 사용 전략과 시점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
여 과제로부터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 역시 ‘(C.2)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처럼 조건적 지식이다. 학습자는 과제의 유형과 단계별 전략에 관한 지식
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반복된 전략 사용 경험을 통해 개발된다. 이 지식이 절차적 
지식과 다른 점은 교과 특수적 방법이 아닌 일반적 전략의 활용에 관한 지식이라는 
점이다. 
  맥락적 전략의 내용요소로는 과제 유형별 전략, 수행 단계별 전략 등을 들 수 있
다. ‘과제 유형별 전략’에는 연습형, 탐구형, 창작형 과제 등에 관한 전략이 있다. 
연습형 과제에는 기억, 이해, 적용 전략, 탐구형 과제에는 문제접근, 조사, 실험․실습 
전략, 창작형 과제에는 발상, 의미구성, 차별화, 정교화 전략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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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범주 하위 유목

 1.0 지각(perceiving)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심상화

 3.0 탐색(exploring)
 (3.1)전략수립
 (3.2)키워딩
 (3.3)연결

 (3.4)상상, (3.5)구상
 (3.5)신체적 사고  
 (3.7)차원적 사고

  대부분의 과제는 문제발견-탐색-실행-평가의 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행 단
계별 전략’에는 문제발견 전략(관찰, 기억, 설문조사 등), 탐색 전략(자료수집, 자료
검증, 실행계획 등), 실행 전략(역할분담, 계획수행, 시험적용 등), 평가 전략(효과
검증, 성과측정, 성찰 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단계별 전략은 실제 주어지
는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E.3) 자기 정보(self information)
  과제 해결에 비춘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와 관심사, 지식 습득 수준, 경험, 효능
감, 가치 부여, 신념 등에 관한 정보로서의 지식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문
제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전시 기획과 모형 제작’이라는 
모둠 과제는 전시회 주제 선정, 자료 조사와 분석, 작품 분류 및 배치, 전시장 모형 
디자인, 팸플릿 제작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요구한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
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비추어 전시회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 습득 수준에 비추어 조사해야 할 자료의 내용과 분량을 결정하며, 수집한 자
료의 분석과 분류를 위해 비슷한 사례의 전시회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전시회 모
형과 팸플릿 제작시 디자인, 재단, 조립, 채색 및 장식 등에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모둠원들의 특성과 장점에 비추어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과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최적의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식으로, 메타 인지적 지식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나. 인지기능 체계 최종안

  인지기능 체계 초안은 1,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 Ⅲ-14>와 같이 
수정되었다. 

<표 Ⅲ-14>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인지기능’ 체계(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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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범주 하위 유목

 1.0 지각(perception)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심상화

 3.0 탐색(exploring)  (3.1)전략수립, (3.2)키워딩,  (3.3)연결
 (3.4)상상, (3.5)구상, (3.5)신체적 사고, (3.7)차원적 사고

 4.0 이해(understanding)  (4.1)파악, (4.2)요약, (4.3)해석, (4.4)예증
 (4.5)비교, (4.6)분류, (4.7)추론, (4.8)추상화

 5.0 분석(analyzing)  (5.1)구별, (5.2)조직, (5.3)속성파악
 (5.4)패턴인식, (5.5)유추, (5.6)변형 

 6.0 적용(applying)  (6.1)연습, (6.2)실행, (6.3)패턴생성

 7.0 창작(creating)  (7.1)문제인식, (7.2)해결계획, (7.3)통합 (7.4)통찰, (7.5)창출

 8.0 평가(evaluating)  (8.1)점검, (8.2)비평, (8.3)성찰 (8.4)가치화

 4.0 이해(understanding)

 (4.1)파악, (4.2)요약
 (4.3)해석, (4.4)예증
 (4.5)비교, (4.6)분류
 (4.7)추론 

 (4.8)추상화

 5.0 분석(analyzing)  (5.1)구별, (5.2)조직
 (5.3)속성파악

 (5.4)패턴인식 
 (5.5)유추, (5.6)변형 

 6.0 적용(applying)  (6.1)연습, (6.2)실행  (6.3)패턴생성

 7.0 평가(evaluation)  (7.1)점검, (7.2)비평  (7.3)성찰 (7.4)가치화

 8.0 창조(creating)  (8.1)문제정의, (8.2)계획  (8.3)통합 (8.4)통찰, (8.5)산출

 *강조된 글씨: 수정될 부분 

  이 인지기능 체계 수정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확정한 것
이 <표 Ⅲ-15>이다. 

<표 Ⅲ-15>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인지기능’ 체계(최종안)

 *강조된 글씨: 수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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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체계는 분류학 초안에서 명제적 사고/직관적 사고를 구분했던 것을 2차 
조사 후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안의 분류학 표에서는 두 사고를 구분
해 제시하던 것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것을 제외한 최종적인 
수정은 모두 (8.0)창조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8.0)창조를 (8.0)창작으로 수정하였다. ‘창조’는 앤더슨과 크래스홀
(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에서 ‘Creating’으로 명명된 범주이다. 이
것을 한국어 번역서(Anderson & Krathwohl, 2001; 강현석 외 역, 2005)에서는 
‘창안’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미술에서의 Creating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의 창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초에는 ‘창조’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최종 검
토 과정에서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상당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목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창작’으로 수정하였다. 미술에서의 창조
가 대부분 작품 창작으로 이루어지고, 보고서나 비평문 등 일반적으로 작품이 아닌 
과제는 인지기능의 다른 유목들(탐색, 이해, 비평 등)에서 다루거나 새로운 아이디
어에 의한 작업이라면 이것 역시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를 ‘창작’으로 
변경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음으로 (7.0)평가와 (8.0)창작의 순서를 바꾸었다. 앤더슨과 크래스홀
(Anderson & Krathwohl, 2001)은 블룸(Bloom, 1956) 분류학의 ‘(5.0)종합
(Synthesis)-(6.0)평가(Evaluation)’에서 ‘(5.0)종합’을 ‘(6.0)창안’으로 변경하고 
‘평가’의 상위에 올려 ‘(5.0)평가(Evaluating)-(6.0)창안(Creating)’ 순으로 변경하
였다. ‘평가’가 자료나 방법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창안’이 자료나 
방법을 활용해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인지과정의 순서가 자
연스럽다. 새로운 것의 창출을 평가보다 상위 단계의 사고로 본 것도 그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미술의 교수학습은 일반적으로 ‘평가-창작’보다는 ‘창작-평가’의 순서
를 따른다. 학생들의 창작품에 대한 평가는 누락할 수 없는 수업의 필수 과정으로, 
작품의 질적 가치를 판단함은 물론 평가 내용을 다음 창작에 반영하여 발전시킨다
는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미술에서의 인지과정은 ‘평가-창작’보다는 ‘창작-평가’
가 자연스럽다. 창작과 평가 중 어느 것이 더 고차원적 사고인지에 대한 위계적인 
판단보다는 인지과정의 자연스런 순서를 우선시하여 (7.0)창작, (8.0)평가로 변경
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수업의 일반적인 과정에 맞추는 것이 분류학의 활용에 유
리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7.0)창작의 하위유목 중 (7.1)문제정의를 (7.1)문제인식으로, (7.2)계획
을 (7.2)해결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용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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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이다. 그리고 (7.5)산출을 (7.5)창출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창작’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로서 산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의 생산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래에
서는 이 같은 수정을 반영한 인지기능의 범주와 유목들을 자세하게 해설한다.

  [1.0] 지각(Perception)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지하는 것이다(이모영, 2009: 30). 
지각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외부세계의 정보를 사고에 전달하는 매개물 정도로 여
겨졌고, 사고(thinking)는 지각을 통해 뇌에 전달된 정보를 연산하거나 추리하는 등
의 과정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 연구를 통해 지각은 단
순한 감각 작용이 아닌, 최초의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고의 한 요소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아른하임(Arnheim)의 시지각 이론이다. 인간의 눈은 
대상을 지각할 때 무의미한 빛의 배열을 수동적으로 파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배
열에 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른하임(Arnheim, 1969)은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에서 “사고라
는 인지 작용은 지각 너머의, 지각보다 상위에 있는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지각 자
체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이다”라고 설명한다(Root-Bernstein, 1999/2007; 73 재인
용). 지각의 하위유목은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로 구성된다. 

  (1.1) 주의(attention)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행위다. 사람의 
지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들을 무시 혹은 여과하고 필요한 정보
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지각은 단지 대상에 시선을 향하는 것 이상의 주의를 요하
는데, 이는 주의와 인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아른하임(Arnheim, 1969)은 이
를 시각의 ‘능동적 선택성’으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사고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의는 
곧 단순한 감각 작용이 아닌 생각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이현아, 2008: 104-105). 

  (1.2) 인식(recognizing)
  선택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얼굴이
나 문장, 말의 내용 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상 인식 과정
으로서 ‘형태 재인(pattern recognition)’이라고 한다(이정모 외, 2003: 27). 인식은 
이처럼 지각된 표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지각을 대상의 의미 처리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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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고전적 인지이론의 정보 처리적 접근으로 설명된다. 

  (1.3) 관찰(observing)
  인식한 대상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세세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1.1)주의’가 
외부 정보 중 흥미를 끄는 것에 대한 선택 행위에 가깝다면, ‘관찰’은 선택한 대상
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인지 행위다. 또한 ‘주의’가 주로 의미 파
악을 위한 시각과 청각에 국한된다면, ‘관찰’은 후각, 미각, 촉각, 운동감각 등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45) 모든 지식과 발견이 관찰에서 시
작된다는 것은 과학에서도 기본적인 탐구 원리이다. 과학자들과 행위분석가들은 실
험 대상을 끈질기게 관찰하여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그 의미를 파악
하고자 한다.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을 넘어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고 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각과 사고가 동시에 작용한다. 형태심리학의 시지각 이론에서
는 우리의 눈이 대상을 관찰할 때 정체 인식을 넘어 전체와 부분을 아우르는 구조
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한다(Arnheim, 1954). ‘시각적 사고’로 지칭되는 이 관찰 
능력은 명제적 사고로는 파악하기 힘든 미적 특질을 지각하고, 구조를 이해하며, 문
제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역동적 사고, 탐구적 사고, 발견적 사고를 이끌어낸다. 

  (1.4) 직감(intuition)
  대상이나 현상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파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직감’이라는 인지 작용이다.46) 직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이나 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본질을 알아채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단
계적인 정보처리과정을 생략하고 마음에 결론으로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즉
각적인 행위 유발성, 또는 인지적 예측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가게에 진열된 수많은 옷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는 행위나 어
떤 사람의 첫인상만 보고도 성격이나 성향 등의 특징을 간파하는 것은 직감이 작용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단계적인 정보처리 없이도 인지 주체의 즉각적인 행위를 유발하
는가? 직감이나 정서와 같은 인지 작용은 객관화가 어려워 1970년대 이전의 인지
이론에서는 배제됐던 것들로, 1980년대 이후의 신체생리학과 진화심리학 등에서 그 

45)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은 ‘관찰’에 대해 의미 
소통의 기본 요소인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과 미각은 향수 제조업자, 요리사, 생
물학자 등에, 촉각과 운동감각은 도공, 조각가, 무용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지도구라며, 
공감각을 관찰의 중요한 속성으로 설명한다(68-69).

46) ‘직감’의 유사용어는 ‘직관’이다. 영어로는 둘 다 ‘intui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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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가 탐구되고 있다(이정모, 2009: 594). 그 대표적인 이론이 깁슨(Gibson, 
1978)의 ‘생태학적 지각이론’이다. 진화심리학의 입장에 있는 이 이론에 의하면 지
각의 중요한 임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자신에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다(이모영, 2009: 36). 이것은 동물들이 
천적을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거나, 강아지가 난생 처음 물에 빠져도 본
능적으로 수영을 하는 반사운동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이처럼 직감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아래 형성된 적응 기제에 기초하며, 유
기체의 DNA 속에 잠재해 있다가 지각이 그것을 자극하면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기
거렌처(Gigerenzer, 2007)는 사람에게 발현되는 직감을 ‘진화된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즉각적
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림셈법이라는 것이다(30-34).47) 다시 말해 복잡한 계
산이나 분석 없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 기억에 의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
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물론 무의식적 기억은 종족의 자기 보호를 위해 태생적으
로 타고 나지만 후천적으로 체득되는 경우도 많다.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은 각 개인이 살면서 쌓아온 무의식적 기억이 다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진화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 유전적 영향
과 환경 입력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설명한다(이정모, 2009: 617).

  (1.5) 정서(emotion)
  직감은 대부분 인지 대상이 불러오는 정서와 함께 발생한다. 정서는 기쁨, 슬픔, 
즐거움, 흥미, 놀람, 공포, 혐오, 분노 등 인간과 동물에 걸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
한 감정이 발동하는 현상이다. 레저러스(Lazaras, 1981)에 의하면 정서는 주관적인 
느낌, 생리적 반응, 행위 충동이라는 3단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 
작용이다(이정모, 2009: 595 재인용). 대상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주관적인 느낌, 
그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감정의 발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행위 유발성의 
순서로 정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가 정서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행
위가 유발된다는 인지 선행론을 지지한다.48) 대표적인 인지 선행론자인 플루칙
47) 기거렌처는 직관에 의거한 ‘어림셈법’으로 야구선수가 공의 궤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

지 않고도 몸의 감각에 의지해 정확하게 낙하지점을 잡는 것이나, 경찰이 군중들 속에서 
육감적으로 범인을 느끼는 현상, 백화점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
다는 통계 결과 등을 예시로 든다. 

48) 반면 정서선행론자인 자이언스(Zajonc, 1980)는 정서가 먼저 일어나고 인지가 뒤따른
다고 주장하였다. 선호나 회피 반응은 의식 없이도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 상황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정서가 일어나 인지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다마
지오(Damasio, 1994)는 인지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중요한 인지적 결정에는 뇌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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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chik, 1962), 샥터와 싱어(Schacter & Singer, 1962)는 자극 상황에 대한 인
지적 평가(선호 평가)가 정서를 유발하는데, 긍정적 정서는 접근 반응을, 부정적 정
서는 회피 반응을 부른다고 설명한다(이정모, 2009: 600-601 재인용). 다시 말해 
흥미나 호기심, 놀라움 등의 긍정적 정서는 상황에 대한 접근 반응을, 지루함, 공포, 
혐오 등의 부정적 정서는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는 접근 
반응을 통해 대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깊이
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6) 동기 부여(motivated)
  접근 반응은 행위 주체의 동기를 유발하여 대상이나 현상에 몰입하도록 하고, 회
피 반응은 상황을 피하거나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아 지각을 멈추는 결과를 낳는
다. 아무런 정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회피 반응과 마찬가지로 동기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대체로 지각에서 사라진다. 이처럼 지각 대상이 사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지각을 지속시키는 ‘동기 부여’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인지 선행
설과 정서 선행설 논쟁과 상관없이 동기 부여 현상은 정서가 이후의 인지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동기 부여가 사고와 학습의 출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지각은 대상의 인식이라는 명제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관찰, 직감, 정서, 
동기 부여라는 직관적 사고를 유발한다. 그것들은 사고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의
적 요소들로, 인지의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각’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준다.49) 

  [2.0] 기억(Memorizing)

  기억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대상에 관련된 정보를 사고의 영역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학습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차원으로 인식된다. 기억은 

담당 부위가 먼저 가동된다는 것을 밝혀 정서 선행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이정모, 
2009: 604-605).   

49) 사고과정에서 지각과 정서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가들 중 대표적인 경우로 게첼스와 칙
센트미하이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미술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창의적 사고과정 중 첫 
단계로 ‘지각, 정서, 사고에서의 갈등 경험’을 들며 지각과 정서, 사고를 창의적 사고의 
출발로 보았으며, 효과적인 문제 발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각과 정서, 사고의 역동
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Getzels & Csikszenmiyalhu, 1976; 강병직, 
2011, 12-13 재인용).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을 수정한 또 다른 모형으로 ‘신 교육목표
분류학’을 설계한 마자노 역시 사고와 학습의 최초 단계로 ‘자기 체제(self system)’를 
제시한다. 자기 체제는 개개인이 새로운 상황이나 과제를 만나면 문제의 중요성, 효능감, 
정서적 반응, 동기라는 네 가지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여 과제 수행에 참여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Marzano, R. J. 2007/2012: 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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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재인, (2.2)회상, (2.3)심상화로 구성된다. 재인과 회상은 그 자체에만 머무르
면 단편적인 암기학습이 되지만 지식을 구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맥락 속에 놓
일 때 보다 광범위한 유의미 학습에 통합된다(Anserson & Krathwohl, 2001/2015: 
78-79). 

  (2.1) 재인(recognizing)
  재인(再認)은 ‘재인식하다’는 뜻으로, 제시된 정보와 장기기억 속 지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정보를 기억 속 지식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제시된 문장의 ○, × 여부, 문제의 답안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선택형 문항 등이 재인이라는 사고와 관계된다. 관련 용어는 ‘확인’이다. 

  (2.2) 회상(recollecting)
  단서가 주어질 때 장기기억에서 관련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단
서가 주어지면 이전에 학습한 정보들을 기억해낸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학습한 그림
을 다시 보며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어느 미술사조에 속하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제공되는 단서들의 양과 질에 따라 학생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50) 관련 용어는 ‘재생’, ‘상기’이다.

  (2.3) 심상화(imagery)
  어떤 주제나 대상에서 시각적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억
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추상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형상으로 떠오른
다. 예를 들어 ‘오솔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솔길의 개념보다는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 추상적 개
념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먼저 붙잡는 원리에 기인한다. 시각적 사고가 발달한 사
람일수록 더욱 정교한 영상을 떠올린다.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들은 마음속에 떠오
른 생생한 기억, 대개는 시각적인 기억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시각적 기억이 풍부하
고 정교할수록 문장 역시 풍부한 표현력을 갖는다. 이처럼 시각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심상화 능력은 모든 창조에 있어 기초가 된다. 

50) 연구자는 1차 델파이조사(15번 문항)에서 (2.1)재인과 (2.2)회상의 의미를 잘못 안내
하였다. 1차 조사에서 ‘재인’을 주제나 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으로, ‘회
상’을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2차 델파이조사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그에 대해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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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탐색(Exploring)

  탐색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피어 찾는 것이다. 주어진 정보의 분석이나 해석처
럼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인지의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
다. ‘지각(perceiving)’과 함께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의 분류
학에는 없지만 연구자가 추가한 범주이다. 탐색에는 외부 정보 탐색과 내면 탐색이 
있다. 외부 정보 탐색은 ‘확장된 인지’의 관점에서 인지가 개인의 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체,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작동한다는 원리를 고려하였다. 기억
에만 한정되는 인지는 한계를 지닌다. 사고와 학습,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외부 지식
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 내적 기억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 인지의 확장성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51) 
  외부 정보 탐색의 유목 구성은 학교도서관학계에서 정보 활용 과정의 개념적 모
형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아이젠버그와 버코비츠(Eisenberg & Berkowitz, 1990)의 
‘Big6 Skills 모형’(이병기, 2011: 109)을 참고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여섯 단계의 
정보 활용 과정(과제 정의, 정보 탐색 전략, 정보 소재 확인 및 접근, 정보 이용, 정
보 종합, 정보 평가)을 제시한다.52) 연구자는 이 모형에서 ‘과제 정의’와 ‘정보 탐색 
전략’을 인용하여 (3.1)전략 수립 유목을 설정하였고, ‘정보 소재 확인 및 접근’을 
바탕으로 (3.2)키워딩(key-wording)과 (3.3)연결(linking)을 추가하였다. 키워딩과 
연결은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현대 정보 환경을 고려하였
다. Big6 Skills 모형의 전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과정들(정보 이용, 
정보 종합, 정보 평가)이 ‘인지기능’의 다른 범주 내용들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내면 탐색은 주어진 정보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며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
다. 주로 미술가들이 작품 창작을 위해 기존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과 인식 등을 바
탕으로 상상, 구상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탐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학습자
들은 제한된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고, 표현
방법을 구상하며, 신체감각을 통해 생각하고, 차원을 달리해 바라보는 등의 방법으
로 생각을 확장한다. 그래서 내면 탐색은 (3.4)상상, (3.5)구상, (3.6)신체적 사고, 

51) ‘자료 탐색’은 오스본과 판즈(Osborn & Parnes, 1963)의 ‘창의적 문제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에서 사고의 단계로 등장하기도 한다. 오스본과 판즈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위를 위한 계획’이라는 3단계로 제시하
였는데, 여기서 첫 단계인 ‘문제의 이해’의 하위 단계(기회 조성-자료 탐색-문제 구성)
에서 나온다. 

52) 이 단계에 대해 모형의 개발자인 아이젠버그는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의 단계(지식-
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Eisenberg, et al., 
1990: 5-9; 이병기, 2011: 1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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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원적 사고로 유목이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민감한 감수성과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강병직, 2011: 15).53) 탐색의 
하위유목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3.1) 전략 수립(establishing strategies)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과제 분석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보아야 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 수집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지식과 능력 수
준 등을 확인하는 ‘(E.3)자기정보’가 동원된다.

  (3.2) 키워딩(key-wording)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야 할 정보의 핵심 단어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과제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키워딩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
하는 사고이다. 물론 키워드는 하나에 머물지 않고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검색한 자료의 범
위 내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검색하는 단계별 검색을 통해 자료의 범위를 좁히
고 구체화하며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3.3) 연결(linking)
  키워딩이 핵심단어를 통해 범위를 좁혀가며 자료를 얻는 방법이라면 연결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로 탐색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실제 정보들은 복잡
한 연결망 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획득해가는 경로는 또한 수많은 다른 경로
와 연결(linking)되기 때문에 그 경로를 잘 컨트롤해야만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정
보에 다다를 수 있다. 연결은 그 경로를 컨트롤하는 사고이자 새로운 자료를 찾아
가는 확산적 사고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 목록의 범위와 수준이 확장되는
데, 그것은 또한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이 수정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메타 
인지적 지식’이 동원된다.
  물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 하우엔슈타인(Hauenstein, 
53) 강병직(2011)은 이 연구에서 미술적 맥락과 미술가들이 실제 작품 창작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토대로 미술에서의 창의적 사고과정을 ‘탐색-주제 발견-발명-경계 허물기-미적 
판단’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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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4)은 정보의 내용은 텍스트, 도표, 그림, 사진, 영상, 강연, 시연, 의견 등
의 형태로 존재하고, 소재는 인터넷, 도서관, 서점, 정보센터, 아카이브(기록물보관
소), 박물관, 미술관, 전문가, 동료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존재한다고 말한다
(35-36). 그래서 소재는 확인되지만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는 현장에서 직접 수집
할 필요가 있다. 키워딩과 연결은 이처럼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
를 찾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3.4) 상상(imaginating) 
  행위 주체의 내면을 탐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도구이다. 제재, 주제, 테마 등 
사고를 촉발하는 다양한 기제들로부터 생각을 자유롭게 확장해가는 방법이다. 상상
은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 이곳이 아닌 다른 곳, 현실이 아닌 비현실 등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방법에 있어서도 사물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소재를 다른 재질로 바꾸거나, 사물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배
치하거나, 만날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거나, 자연법칙을 
무시하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를 묘사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교묘하게 뒤
섞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른 인물이나 대상에 이입하거나,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 
하는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아닌 비논리적, 확산적, 
공상적 사고로, 상상은 창조를 낳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영화 속 상상이 수십 년 
후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예술적 상상력은 과학과 기술을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앞서가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54) 미술수업에서 상상은 ‘미래 세계 표현하기’, ‘불가
능한 시공간 표현하기’ ‘나의 내면 표현하기’ 등 그 자체로 하나의 표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창의적 발상을 요구하는 모든 수업에서 기초적인 사고의 도구가 된다.  
  
  (3.5) 구상(conceiving) 
  주어진 주제나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그것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
체화하는 사고이다. 상상과 구상은 모두 사고의 확장성에 기초한다는 공통점이 있
지만, 상상이 아이디어의 형태와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비 맥락적 사고인데 반
해 구상은 특정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맥락적 사고라는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주거 공간 디자인하기’라는 과제가 주어진다면 상상은 
미래의 환경이나 주거 공간의 조건 등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54) 김형숙(2012a)은 이것을 과학과 예술의 상보성으로 설명한다. 예술은 과학기술에 창의
적 모델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은 예술에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은 예
술의 상상력과 감성적 체험, 시각화 원리를 활용하고, 예술은 과학기술에서 발견과 원리
를 활용한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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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것이고, 구상은 미래의 대기, 토양, 생활 패턴 등 주거 환경의 
기본적 조건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상이 생각의 출
발로서 경계와 범위가 없는 확산적 사고라면, 구상은 거기에 특정한 조건과 범위가 
부여된 가운데 생각을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사고이다. (3.4)구상(conceiving)이 
(8.0)창조의 유목인 (8.2)계획(planing)과 다른 점은 ‘계획’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체 절차와 방법을 순차적으로 설계하는 논리적 사고라면, ‘구상’은 특정한 조건 아
래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화해가는 직관적 사고라는 점이다. 

  (3.6) 신체적 사고(body thinking)55)
  신체 감각에 집중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나 이야기, 움직임, 소리 등을 만들어내는 
사고이다. 앞선 (1.0)지각 단계의 ‘(1.3)관찰’이 온 몸의 감각을 동원해 대상의 다
양한 측면을 인지하는 사고라면, ‘(3,6)신체적 사고’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대상
을 인지하되 그때의 느낌을 연계적 상상으로 확장시키는 데 차이점이 있다. 또한 
‘(3.3)상상’이 주로 뇌(생각)에서 발생하는 의식적인 상상이라면, 이것은 뇌가 아닌 
신체의 감각 자체가 새로움을 창출하는 무의식적인 상상에 가깝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점점 리듬에 몸을 맡겨 무아지경에서 새로운 동
작을 이어가는 것은 그 과정에서 몸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용수는 
동작을 할 때 온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새로운 자세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그
때 작용하는 기제가 ‘고유 수용 감각적 사고’이다(Root-Bernstein, 1999/2007; 
217).56) 작곡가가 피아노를 치며 작곡할 때 손가락에 내재된 음률의 기억이 상상
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음률을 만드는 것, 잭슨 폴록이 캔버스 위에서 몸을 움직여
가며 물감을 흩뿌려 액션페인팅을 제작한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신체적 사고’는 주로 신체 운동과 관련된 사고이지만 미술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연필을 잡고 손가는 대로 그려보는 ‘자동기술법’, 자신의 그림을 보지 않고 대
상에만 시각을 집중하여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상을 선 
하나로 계속 이어 그리는 ‘한선 드로잉’, 점토를 주무르고 떼고 붙이는 등 흙의 느
낌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형상을 만드는 ‘점토 조형’ 등이 모두 대뇌의 개입보다는 
손(촉각)과 눈(시각)의 작용에만 집중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로, 대부분 의도치 
않았던 자유로운 형상을 만들어낸다.  
55) 원저의 ‘body thinking’을 번역서(박종성 역, 2007)에선 ‘몸으로 생각하기’로 번역했지

만, 연구자는 다른 용어와의 통일성을 고려해 ‘신체적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6) 고유수용감각은 1980년대 생물학자 셰링턴(C. S. Sherrington)이 발견한 것으로, 몸이 

느끼는 움직임, 떨림, 압박감, 위치감, 평형감 등의 신체 감각적 정보들이다. 이것은 시각
이나 청각처럼 의식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와 연결되어 외부 자극에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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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차원적 사고(dimensional thinking) 
  한 가지 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3차원 공
간에서 2차원 평면으로, 또는 그 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심지어 다른 시간, 다른 세
계로 옮기는 공간과 차원에 관한 상상력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은 3차원 공
간을 2차원 평면에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과학적 상상력의 산물이었고, 입체파 미술
은 3차원 물체가 가진 다면성을 2차원 평면에 묘사할 때 나타나는 한계를 해체와 
조합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이다. 콜더(Calder)는 철사와 철판을 조합하여 3
차원 공간에 형상화하고 움직임이라는 시간성까지 추가한 모빌을 창안하였다
(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 274-284). 이처럼 공간과 차원
의 이동에 관한 사고는 평면과 공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
력을 요구한다. 미술 수업에서 종이접기나 팝업 카드, 선재·면재·양재를 이용한 추
상조소 같은 제재는 평면과 입체의 관계에 대한 기하학적 이해와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렇게 제작된 입체 작품에 빛을 비추면서 방향을 바꿔 가면 
2차원적인 그림자들이 생기는데, 이 그림자들만 보고 3차원 입체 작품의 형태를 그
려보는 것도 차원적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4.0] 이해(Understanding)

  ‘이해’는 주어지거나 수집한 자료들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새
로 습득한 지식(후속지식)이 이전의 지식(선행지식)과 관련을 가질 때 이해하게 된
다. 그것은 후속지속을 선행지식의 도식(패턴)에 ‘동화’시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
이다. 만약 후속지식이 선행지식과 차이가 있다면 학습자는 인지적 부조화를 겪고, 
선행지식을 재검토하는 등 ‘조절’을 통해 새로운 도식을 만든다. 지식의 도식은 개
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Anderson & 
Krathwhol, 2001/2005: 80-81).57) 
  (4.0)이해의 하위 유목은 (4.1)파악, (4.2)요약, (4.3)해석, (4.4)예증, (4.5)분
류, (4.6)비교, (4.7)추론, (4.8)추상화로 구성된다. 앤더슨과 크래스홀 분류학의 이
해 유목(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과 비교하면 본 분류학에서는 설
명이 삭제되고, 파악과 추상화가 신설되었으며, 유목의 배치 순서가 조정되었다. 이
것은 좀 더 자연스런 인지과정을 고려하여 이해의 유목을 재배열한 것이다. 
  ‘이해’는 인지기능 범주 중 가장 많은 명제적 사고의 유목을 갖는다. 그것은 사고
57)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은 인지심리학자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중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다.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hol, 2001)은 피아
제의 학습이론을 참조해서 이해 영역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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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이 기본적으로 개념과 원리의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명제적 이해는 미리 정해진 틀 내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새로움을 
낳는 이해에 도달하기 힘들다. 정해진 틀을 넘는 발견적 이해가 필요한데, 본 분류
학에서는 그것을 직관적 사고로서의 ‘추상화’로 제시하였다. 이해의 하위 유목에 대
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4.1) 파악(comprehending)
  개념이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 분류학에서 신설된 유목으로, 특정 지식
과 정보를 최초 습득하는 1차적 이해에 해당한다. 이해의 다른 유목들(요약, 해석, 
예증, 분류, 비교, 추론, 추상화)은 1차적으로 이해한 것을 요약, 해석, 예증, 분류, 
비교하는 등의 2차적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용어는 습득, 해득이
다. 

  (4.2) 요약(summarizing)
  정보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정보의 주제나 요점을 간
략하게 정리해야 한다. 작품의 비평문, 작가의 설명문, 관련 텍스트 등을 읽고 요점 
설명하기, 처음 보는 작품들에 적절한 제목 달아보기, 책이나 영화, 전시회 등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해 감상문 쓰기 등, 글이나 이미지, 현상 등의 핵심을 짧게 간
추리는 경우이다. 요약은 자신이 이해한 것의 핵심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미술 학습
에서도 유용하다. 관련 용어는 개요 쓰기이다.

  (4.3) 해석(interpreting)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번역 대상에 대한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식, 도표, 그림 등 비 언어적 매
체의 의미를 말이나 글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글의 내용을 삽화나 도표, 수식 등으
로 변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술 수업에서 해석은 작품
을 감상하며 주제를 해석하거나, 시나 소설 속 장면을 삽화로 그리거나, 주어진 데
이터를 도표나 기호, 그림 등으로 시각화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관련 용어는 번역하
기, 바꿔 쓰기, 명료화하기이다. 

  (4.4) 예증(illustrating)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내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
는 것이다. 학생들은 특정한 개념이나 원리가 주어지면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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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사 학습에서 인상주의 양식을 배운 후 제시된 여러 
작품들 중 인상주의 작품을 찾아내거나,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한 후 실생활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것 등이다. 관련 용어는 사례 들기, 실증하기이다.

  (4.5) 분류(classifying)
  여러 대상들을 그 성격에 맞는 유목에 배치하는 것이다. ‘예증’이 개념이나 원리
의 구체적 사례를 드는 것이라면, ‘분류’는 반대로 특정 사례에서 개념이나 원리를 
찾아내 그것이 속하는 유목에 배치하는 것이다. 색채 원리 수업을 한 후 제시된 여
러 색들을 유채색과 무채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보색 관계 등으로 분류하거나, 
디자인의 종류를 학습한 후 교실이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디자인들을 찾아서 
종류별로 분류해 보는 것 등이다. 관련 용어는 유목화하기, 범주화하기이다.

  (4.6) 비교(comparing)
  둘 이상의 대상, 사건, 현상들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비교 
대상의 부분이나 요소들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의 
미에 대한 수업에서 우리나라 자연과 전통 건축의 비슷한 특징을 찾아보게 하거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의 형태, 색, 장식, 미감 등을 비교하여 두 시대 미술의 차이
점을 설명하거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전통정원을 비교하여 각 나라 미술 문화
의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용어는 대조하기이다.

  (4.7) 추론(inferring)
  ‘미루어 생각한다’는 뜻으로 여러 사례나 단서들을 토대로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
어내는 것이다.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 따라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으로 나뉜다.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보편명제)을 전제로 특수한 개념이나 원리(특
수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명제들은 대전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논리적 귀결들이다. 그래서 지식과 개념의 확장은 힘들지만 논리
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키울 수 있는 사고방법이다. 삼단논법(모든 사람은 죽는다. 
→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이 대표적인 경우로 
수학이나 철학과 같은 형식논리학에서 많이 쓰인다.
  귀납적 추론은 일련의 특수한 현상이나 사실(개별사실)들에서 공통적인 원리(일
반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여러 사례들에서 공통된 원리를 발견하거나 특정
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추리나 추측과도 비슷한 개념이다. 여러 현상들에서 일
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개연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리적 필연성은 부족하지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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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이론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사고이다. 관련 용어는 추리하
기, 추측하기, 예측하기이다. 발견적 사고가 강조되는 미술수업의 특성상 귀납적 추
론은 유용성이 크다. 좋은 디자인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특징 발견
하기, 문제 상황의 여러 사례들에서 원인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상징들의 의미를 
종합하여 주제 해석하기 등 발견적 이해, 원인 파악, 주제 해석 등 여러 상황에서 
추론이라는 사고가 작용한다.

  (4.8) 추상화(abstracting)
  복잡한 체제에서 주변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겨 핵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현실은 불확실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추상화를 통해 
변수들을 제거해가면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추
상화 작업은 과학, 수학, 문학, 음악, 무용, 회화 등 모든 학문과 예술의 바탕으로, 
그 결과가 개념, 수식, 시구, 선율, 몸짓, 선과 색으로 응축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
해 핵심을 담은 추상화의 결과는 대상이나 현상 그 자체보다 더 큰 외연과 중요성
을 갖는다. 
  미술 수업에서 추상화는 일반적으로 대상의 단순화 표현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핵심의 표현’이라는 추상화의 원리에 입각할 때 미술에서 추상을 
형태의 단순화로만 이해하는 것은 추상의 일면만 보는 것이다. 루트번스타인
(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은 오렌지나 사람을 추상화할 때 
오렌지색이 칠해진 원이나 막대기 모양의 사람을 그리는 것은 너무 흔하고 진부한 
추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렌지와 사람의 촉감, 향기, 동작, 소리 등 어떤 것이든 그
것의 본질이 될 수 있고, 형식도 드로잉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춤, 혹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렌지나 사람의 추상화 결과는 오렌지주스, 심장 박동, 혹은 화
학성분 기호가 될 수도 있다(112-113). 제대로 된 추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본질
을 상상력 넘치게 표현하는 것이다. 
  추상화는 명제적 사고로서 ‘(4.2)요약’과 비슷하다. 요약이 주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라면, 추상화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대상이나 현상의 잘 보이
지 않는 원리나 본질을 발견하는 직관적 사고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사람
을 추상화한다면 단순한 뼈대로 추상화할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 세포로, 마음
(영혼)으로, 사회적 동물(관계)로 추상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요약은 정해진 답
이 있지만 추상화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추상화를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은 또한 명제적이다. 따라서 추상화는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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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분석(Analyzing)
  
  ‘분석’은 자료나 현상을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간, 또는 부분과 전체 구조간의 관
련성과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적 사고가 학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분석
은 이해의 확장이나 창작과 평가의 전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분
석(구별, 조직, 속성 파악, 패턴 인식)은 자료의 부분들을 전체 구조의 맥락에서 비
교하고 조직하며 그 이면에 놓인 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등의 수렴적이고 판단적
인 사고이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분석(변형, 유추)은 사물이나 현상이 작동하
는 특정한 패턴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형하여 표현하거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다른 대상에 비유하는 등 확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에 기초
한다. 분석의 하위 유목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5.1) 구별(distinguishing)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절성 면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적절한 정보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한다. 구별은 이해
의 ‘(4.6)비교’와 비슷하지만 비교가 서로 다른 대상의 부분들을 비교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라면, 구별은 전체 구조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적절한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술비평 수업에서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 증에서 주제 해석에 필
요한 주 소재와 부수적 소재들을 구별하는 것, 수집한 자료들을 중요성과 적합성 
면에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용어는 변별하기, 식별하
기, 구분하기이다. 

  (5.2) 조직(organizing)
  정보의 구성 요소들을 일련의 관련성 아래 구축하는 것이다. 조직은 ‘(5.1)구별’
과의 관련 속에서 이뤄진다.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합성 면에서 구별한 후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장의 의미적 구조를 조직한다. 그 구조는 정
보들의 체계를 보여주는 개요, 표, 지도, 위계도 등의 형태로 산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문화 수업으로 자신의 거주지 주변을 탐방하고 본인의 생활패턴을 보여주
는 지도를 제작한다면, 학생들은 메인 도로와 랜드 마크 건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을 조직하고, 이면 도로나 부수적인 건물들은 생략하거나 작
게 그림으로써 공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조직화한다. 특정 화가의 전시회를 기획
하고 모형을 만드는 경우 화가의 작품들을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 등 특정한 관점 
아래 분류하고 모으는 것도 화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직하는 것이다. 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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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구조화하기, 윤곽 그리기이다. 

  (5.3) 속성 파악(comprehending attribute)
  특정 정보에 내재된 관점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고로서 
이해의 ‘(4.1)해석’이 자료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라면, 속성 파악은 
자료의 이면에 놓인 저자의 의도, 즉 행간을 읽는 능력으로서 분석에 속한다. 속성 
파악은 주로 미술비평 수업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작가 작품에 관한 비평
문에 놓인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활동과 관계 된다. 예를 들어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작품을 보고 
작가는 자본주의와 대중문화가 바꾸어 놓은 현대 가정의 모습을 반어법적으로 비판
한다는 것,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글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등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용어는 해체하기
이다.

  (5.4) 패턴 인식(pattern recognizing) 
  무질서한 현상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정한 패턴, 즉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패턴을 알아낸다는 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을 의미하며, 패턴 인식 능력은 예측과 기대형성 능력의 기초가 된다. ‘패턴 인식’
은 이해의 ‘(4.7)추론’과 비슷하다. 현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인식
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추론의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론이 주로 여러 
단서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나 관계성을 통해 특정 현상의 원인이나 결론을 추리하
는 활동과 관련 있다면, 패턴 인식은 특정한 현상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그림이 계속 탁해지는 현상에 대해 여
러 색을 섞어 무채색을 자주 썼다는 데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추론이라면, 패턴 
인식은 무용수의 현란한 동작 속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동작의 패턴을 발견하거
나, 특정 화가의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그의 그림 스타일을 파악하고, 여러 그림들 
속에서 그 화가의 그림을 찾아내는 등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관련 용어는 규칙 
발견하기이다.

  (5.5) 유추(analogizing)
  특정한 대상이나 현상을 그것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내적 관련성을 가지는 다
른 것에 비유하는 것이다. 유추는 이해의 ‘(4.6)비교’와 비슷하지만, 단순한 외적 닮
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속성의 유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8) 그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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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추는 저자의 숨겨진 의도나 관점,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5.3)속성 파악’
과도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이처럼 유추는 대상의 감추어진 속성 파악이라는 분석
적 사고에 기초하면서도 상상력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생각도구 중 하나이다. 특히 
문학과 미술은 은유와 비유, 상징 등 유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술 분야 중 하
나이다. 독창적인 유추일수록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한다. 뉴턴이 떨어
지는 사과에서 중력의 법칙을 유추한 것은 사과와 중력이 아무나 연결할 만큼 드러
나는 연관성을 가지지 않기에 독창적이다. 삶을 여행에 비유하거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문학적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59) 
  미술 수업에서 유추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모든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절차적 지식의 ‘발상법’ 중 시네틱스(Synetics)는 유추라는 사고를 훈련하기에 
매우 적합하다.60) 예를 들어 공공건축 디자인을 할 경우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이
라는 사물을, 체육관에서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과학관에서 분자 구조를 유추하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단어에서 연상
되는 단어를, 또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말 잇기 게임처럼 계속 이어나가면 
유추의 구조도가 만들어진다. 학생들 모두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하여 10개 또는 20
개의 그림이 이어지는 구조도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결과물을 비교해보
는 것도 흥미롭다.   

  (5.6) 변형(transforming)
  여러 가지 사고기술들을 연속적,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특정 사고를 다른 
종류의 사고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사고의 변형’이라 하고, 이 때 작

58)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은 이를 오렌지와 야구
공, 태양의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오렌지가 야구공 같다.”는 비유적 표현은 외적 
형태의 닮음에서 공통점을 찾은 것으로, ‘비교(comparing)’는 될지라도 적절한 ‘유추
(analogizing)’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야구공을 태양에 비유했다면 그것은 유추에 속한
다. 야구공과 태양은 하늘에 아치를 그리면서 솟아오르고 떨어지는 공통점으로 인해 내
적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197-198). 

59) 물론 그 비유 자체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진부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60) 시네틱스(Synetics)는 고든(Willian J. Gorden)이 개발한 창의적인 발상법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같은 속성을 가진 다른 것들을 유추하는 것으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사고 방법이다.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유추를 통한 은유적인 해결책에서 시작하여 점점 구체적으
로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적 유추(새와 비행기처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여 다른 유사한 속성도 발견하는 것), 의인적 유추(자신이 해결할 문
제가 되거나 반대로 문제나 사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 
상징적 유추(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두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내는 것), 환상적 유추(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비현실적인 유추를 통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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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사고를 ‘변형적 사고’라고 한다. 변형적 사고는 상이한 분야를 연결하는 메
타 패턴을 드러내주어 글, 수식, 음악, 동작, 이미지 등 여러 형식에 나타나는 패턴
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시킨다. 변형은 이해의 ‘(4.1)해석’과 유사한데, 해석이 
특정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라면, 변형은 특정 현상의 패
턴을 발견하여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바흐
의 대위법61)은 음의 규칙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사고가 멜로디를 만드는 음악적인 
사고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칸딘스키의 ‘인상’ 시리즈는 교향악이 주는 음악적 
인상을 시각적으로 변환한 것으로, 멜로디, 음색, 화성 등의 음악적 패턴들을 추상
적인 색과 형의 패턴으로 변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표상형식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형하는 데는 그 표상형식의 기본 
구조, 즉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변형이 필요
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표상형식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지과
학에 기초한 현대의 미디어 연구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전자공학자, 물리학자, 신경
생리학자, 인지심리학자, 프로그래머, 영상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처럼 협업은 변형적 사고를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 
  미술과 과학의 융합 수업으로 창작연 만들기를 할 경우 학생들은 연의 비행원리
를 설명해주는 공기역학을 배우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 연이 뜰 수 있는 최적의 크
기와 무게를 계산하며, 여기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연을 만든다. 연을 띄울 
때도 바람을 받는 최적의 각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날려야 한다. 여러 학생들이 협
업하여 연을 제작하고 날리는 과정에서 물리학과 디자인이 결합된 변형적 사고가 
동원된다.  

  [6.0] 적용(Appling)
  
  ‘적용’은 이미 학습한 방법과 절차들을 연습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과 관련 있는 사고이다. 적용은 방법과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어 배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와(연습, 실행),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재구성하
여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패턴 생성)가 있다. 다시 말해 방법과 절차를 기
계적으로 적용하느냐, 상황에 맞춰 응용하느냐에 따라 유목이 구분된다.

61) 서로 다른 선율이 독립적으로 연주되면서도 일정한 규칙 아래 결합되며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고도로 발달한 다성 음악 작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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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연습(exercising)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다. 주로 친숙한 과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습한다. 수학에서 이차방정식을 활용한 연습문제 풀기의 경
우 학생들은 공식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적용만 하면 된다. 미술 수업에서 정사각
형 도형의 명암 표현 방법을 배운 후, 삼각뿔, 원기둥, 구체 등 다양한 기하도형으
로 바꿔가며 소묘를 연습하는 경우, 공예 수업으로 종이 노끈을 엮어 바구니를 만
드는 방법을 배운 후 그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바구니를 만들어 보는 활동, 비평 
절차를 배운 후 그 순서에 따라 특정 작품의 비평문을 작성해보는 활동 등이 해당
된다. 관련 용어는 시행, 집행이다.

  (6.2) 실행(implementing)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요구된다.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
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합한 절차가 없을 수도 있어 절차의 일부 수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행은 ‘(7.0)창작’과도 관련 있지만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
는 상황이라면 ‘실행’에 속한다. 수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판단
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 미술 수업에서의 ‘실행’은 우연의 효과에 기초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운 후 주제에 적합한 기법들을 선택하여 추상화를 제작하는 활동, 
다양한 비평 관점을 배운 후 특정 작품을 비평하는 데 적합한 관점을 선택하여 비
평문을 써보는 활동 등이 해당한다. 관련 용어는 사용하기이다. 

  (5.3) 패턴 생성(forming pattern)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롭고 더 많은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본 패턴을 
이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현상과 과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보통 둘 이상의 기본 패턴을 이해하면 그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터를 짤 때 안뜨기와 겉뜨기 두 종류
의 뜨개질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수많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무용도 몇 
가지 동작의 패턴들을 결합해 다양한 응용동작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요
소들을 결합하여 복잡한 것을 만드는 것은 패턴 생성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다.62) 미술 수업에서 패턴 생성은 조형요소와 원리 등 특정 표현 요소를 활용한 다
62) 자연 상태에서 파악된 모든 단백질은 20개 아미노산의 결합이며, 우주 안에 있는 수억 

개의 화학물질은 불과 100개 미만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0과 1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다(Root-Berns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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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응용 표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한 화
면 구성, 문자 패턴을 응용한 타이포그래피, 분위기별·주제별 색상 조합표 제작 등 
패턴의 기본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표현 등이다.

  [7.0] 창작(Creating)

  ‘창작’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새로운 구조를 가진 결과물을 산출
하는 것이다. 이해, 분석, 적용 등 이전의 유목들이 전체의 부분인 특정 요소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창작은 이전에 배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제시되는 문제는 기존 지식과 이론의 경계를 뛰어넘는 익
숙하지 않는 것들로서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데, 그것이 창의적 사고의 핵심을 이
룬다.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은 창작(창안)의 하위 유목을 
‘생성-계획-산출’로 설정하고, 그것을 ‘문제 제시’(과제 이해와 가설 설정), ‘해결방
법 구안’(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해결책 설계), ‘결과물 산출’(해결방법 수행 및 결
과 산출)이라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명제적 사고로서
의 창안 과정(생성-계획-산출)은 과학 실험이나 연구 보고서 등 논리적 사고를 활
용하는 창작의 맥락에 따른 것으로, 미술 교과에서의 ‘창작’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있다. 
  미술에서의 창작은 반드시 가설 설정과 증명과 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며, 또한 문제해결의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술에서의 
‘창작’은 상상과 유추 등 직관적인 사고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지각과 지식, 직관
에 기초한 통찰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본 분류학은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기
존 유목인 ‘생성-계획-산출’을 ‘문제인식-해결계획-창출’이라는 좀 더 명확한 용
어로 수정하고, 여기에 ‘통합, 통찰’이라는 직관적 사고의 유목들을 추가하였다. 그
리고 배치 순서를 ‘문제인식-해결계획-통합-통찰-창출’로 재배열하였다.

  (7.1) 문제 인식(recognizing problems)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의 명
세화 정도는 학생들이 인식할 문제의 범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가 매우 명세화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문제 인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거

Root-Bernstein, 1999/2007: 179). 이처럼 패턴은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만
들어지며, 세상을 이루는 기본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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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대로 매우 열린 문제라면 문제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
사는 학생들의 지적 탐구력 확장을 위해 명세화와 비명세화 사이의 적당한 지점을 
선택하여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선의 필요가 있는 학교 공간 재디자인하기’라는 문제를 제시한다면 
문제 인식의 범위는 학교 공간이라는 범위로 좁혀지고, 학생들은 그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기 위한 탐색을 해나갈 것이다. 그 결과 ‘식당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학생들은 ‘식당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공
간 디자인하기’로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세화 된다. 
관련 용어는 문제 정의하기, 문제 진술하기, 문제 명세화하기이다.

  (7.2) 해결 계획(solution planning)
  진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단계이다. 학생들은 문제의 원인과 해
결방법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증명을 위한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63) 또한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개의 하위 과제와 단계별 목표들을 설정한다. 
또는 연구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활동이다. 
  식당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사례에서 학생들은 “한 줄 서기를 
여러 줄 서기로 변경하면 대기시간이 줄 것이다”, “착석과 퇴석의 동선을 바닥에 화
살표로 표시하면 대기시간이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
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여러 줄을 설 수 있는 공간 디자인하기’, ‘착석
과 퇴석의 효율적 동선 설계하기’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관련 용어는 ‘설계하기’
이다. 

  (7.3) 통합(synthesizing)
  문제 해결과 관련한 그동안의 다양한 인지활동들(지각, 기억, 탐색, 이해, 분석, 
적용)을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 생산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사고이다. 학생들은 앞
선 단계에서 세운 해결 계획에 따라 지식과 감각, 논리와 상상, 경험과 정서 등을 
통합하여 최상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한 인지활동을 수행한다. 루트번스타인은 
이 단계를 최고의 상태에 이른 종합지적인 사고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통합적 사
고를 설명한다.

63)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2015)은 ‘가설 설정’을 창조의 하위 
유목인 ‘생성’ 단계에서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98-99). 그러나 이 분류학에서는 
‘생성’을 ‘문제인식’이라는 명확한 행동 용어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설 설정은 그 다음 유
목인 ‘해결계획’ 단계에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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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통합하는 것, 이러한 이해는 생각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감각적인 인상과 느낌을 종합하는 것이고, 둘째, 감
각적으로 종합된 것을 패턴이나 모형, 유추 등 고차원적인 형태로 구축하여 기억 속
에 저장하고 있는 추상적 지식과 함께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2007: 392)

  이처럼 통합은 인상과 느낌을 종합하고, 패턴인식과 유추 등의 고차원적 사고를 
추상적인 지식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미적 감수성의 가장 고급스런 형태
인 공감각과 함께 여러 가지 사고의 도구들이 활용된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
면 ‘여러 줄을 설 수 있는 공간 디자인하기’, ‘착석과 퇴석의 효율적 동선 설계하기’
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출을 위해 학생들은 그동안 줄을 섰던 경
험과 느낌, 학생들의 이동 패턴을 공간에 관한 수학적 지식과 결합하여 가장 효율
적인 대기줄 디자인과 동선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다양한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산출되기도 한다. 

  (7.4) 통찰(insight)
  모든 지식과 사고, 경험과 느낌이 하나로 통합되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순간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고도구들을 연속
적, 또는 동시 사용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 순간
이 대상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생기는 순간이다. 통찰은 이처럼 통합적
인 사고에서 비롯되며, 창조적 사고에서 가장 상위 단계에 존재한다. 물론 통찰이라
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고, 끈질기
게 대상을 관찰하는 인내심과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탐색의 경로가 필요
하다. 월러스(Wallas, 1926)는 이 같은 탐색 과정을 창조적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 
위한 ‘부화(incubation)’라고 불렀다.64) 
  교육은 이처럼 스스로 창조적인 학습자를 만들기 위한 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술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창조적인 학문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과정이다. 그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게 되는 ‘조명(illumination)’이라는 
단계는 지성과 감성, 나아가 학문과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합지적인 이해, 즉 
‘통찰’의 단계로서 창조의 핵심이 된다. 위의 사례에서 학생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64) 사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월러스는 창의적 사고과정을 ‘준비(preparation)-부화
(incubation)-조명(illumination)-확증(verification)’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piirto, 2004: 41-42; 강병직, 2011: 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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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 아이디어들을 검토하는 부화 단계를 거쳐 어느 순간 가장 효율적인 대기줄
과 동선 구성에 관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그것이 바로 ‘조명’으로서 통찰
이 작용하는 순간이다.  

  (7.5)창출(producing)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 결과, 또는 창조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동원된 지식과 느낌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지식, 또
는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기존 지식과 경험들을 종합
하여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산출물은 문제 인
식의 단계에서 세운 준거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디자인
한 대기줄의 디자인과 동선 계획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이동 거리를 최
소한으로 할 것’, ‘대기와 이동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준거를 충족한다면 식당
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패턴으로서의 창조적인 공간 디자인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준거에 의한 판단은 다음 단계인 ‘평가’에서 이루
어진다.
 
  [8.0] 평가(Evaluating)

  준거를 바탕으로 활동이나 산출물의 질적 수준과 가치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사
실 대부분의 인지 유목들은 판단 기능을 포함하지만 여기서 정의하는 평가가 다른 
인지 유목들과 차이를 가지는 점은 판단의 기준, 즉 ‘준거(criteria)’를 가진다는 점
이다. 가령 특정 명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억)이나 여러 사례들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추론)은 특별한 준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주장에서 논
리적 결함을 찾아내는 데는 논리적 일관성이, 여러 문제해결 방안들 중 가장 효율
적인 것을 선택하는 판단에는 효율성이라는 준거가 작용한다. 
  준거가 평가 대상의 어떤 특성을 지칭하느냐에 따라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로 나
뉜다. 내적 준거는 평가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외적 준거는 대상의 외부에서 
부여된 기준을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명제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내적 준거를 토대
로 하는 ‘(8.1)점검’과 외적 준거를 토대로 하는 ‘(8.2)비평’으로 구성된다. 한편 직
관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명세화된 준거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의 영역
(관심, 열정, 끈기, 감동 등)을 포괄하며, 자신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폭넓게 
판단하는 ‘(8.3)성찰’과 바람직한 태도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8.4)가치화’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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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점검(inspecting)
  내적 준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자료나 방안의 내적 일관성이나 오류 여
부 등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제품 디자인을 계획했다면 
불편함에 대한 전제와 개선방안 사이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확보한 자료들 상호
간에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사고이다. 관련 용어는 검증, 
검사, 확인이다.

  (8.2) 비평(criticising)
  외적 준거를 토대로 평가 대상의 우수성과 질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외
적 준거로 흔하게 활용되는 준거에는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있다. 학생들은 
명세화 된 준거를 바탕으로 기존 작품이나 스스로의 활동, 산출물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의 특징적인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살
펴보고 이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판단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미술비평 수업에서 작가의 작품이나 학생들 스스
로의 작품에 대해 주제와 형식의 조화,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을 준거로 작품의 우
수성을 판단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8.3) 성찰(introspecting)
  명세화 된 준거로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의 영역을 평가한다. 작품이 주는 
미세한 울림과 감동은 객관적인 준거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아이스너(Eisner)
는 그래서 미술작품의 평가에는 외적 타당성이나 객관성으로 커버할 수 없는 주관
적인 판단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감식안’이라고 하
였다. 성찰은 이처럼 평가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한다. 특히 자신의 창작 과
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는 점검과 비평보다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학습 태도와 
노력, 성장의 정도에 대한 ‘성찰’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이다. 

  (8.4) 가치화(valuing)
  학습한 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장,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바람직한 태도, 자기 주도
적 학습과정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찰은 객관적인 준거를 넘어 정서와 
감동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태도에 더욱 강한 지속성을 
부여한다. 가치화가 된 학습자는 외적 동기가 없어도 내적 동기를 통해 스스로 학
습을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지식과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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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내용지식

1.0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적용

6.0
분석

7.0
창작

8.0
평가

A.0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사실적 정보

B.0 
개념적 
지식

분류와 범주

원리와 일반화

이론

통합적 개념

C.0
절차적 
지식

방법과 절차

방법과 절차
 활용 기준

D.0 
미적  
지식

체화된 경험

해석적 의미

직관적 과정

E.0 
메타 

인지적 
지식

일반적 전략

맥락적 전략

자기 정보

  다. 지식과 기능 분류표 최종안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분류학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2차원적으로 결
합한 미술교육목표분류표 최종안은 <표 Ⅲ-16>와 같다.

<표 Ⅲ-16> 미술교육목표분류표 기본 체계(최종안)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의 유목들과 각각의 하위요소들까지 포함한 상세화 된 체계
는 <표 Ⅲ-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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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내용지식

1.0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분석

6.0
적용

7.0
창작

8.0
평가

인식
관찰
직감
정서

동기부여

재인
회상

심상화
전략수립
키워딩
연결
상상
구상

신체사고
차원사고

파악
요약
해석
예증
분류
비교
추론

추상화

구별
조직

속성파악
패턴인식

유추
변형

연습
실행

패턴생성
문제인식
해결계획

통합
통찰
창출

점검
비평
성찰

가치화

A.0 
사
실
적 
지
식

전문용어
미술 용어

사실적 정보
작가와 작품
시대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
념
적 
지
식

분류와 범주
장르, 양식, 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이론
미학, 미술학, 

미술사학, 
시각문화론 등
통합적 개념

미술과 타 분야
공통 개념

문제와 쟁점 등

C.0  
절
차
적 
지
식

방법과 절차
재료와 용구

발상법
표현방법과 절차 
비평방법과 절차 
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
방법과 절차의 

선택과 활용기준
D.0  
미
적 

체화된 경험
지각적 특질

<표 Ⅲ-17> 미술교육목표분류표 상세 체계(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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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정보
숙련된 기술
해석적 의미
작품의 의미
현상의 의미
직관적 과정
표현 주제

문제해결방법

E.0
메
타 
인
지
적 
지
식

일반적 전략
기획, 학습, 조직, 

문제해결전략
맥락적 전략
맥락에 따른 

전략 활용 기준
자기 정보
강점, 약점, 

지식습득 수준, 
동기, 흥미 등

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본 연구(2018)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용어
-특수한 사실

-용어
-사실

-전문용어
-구체적 사실과 요소 

-전문용어
-사실적 정보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
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개념적 지식 ∙개념적 지식
-분류와 유목
-형식
-경향과 계열성

-분류와 범주
-관습
-동향과 순서

-분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 모형, 구조

-분류와 범주
-원리와 일반화
-이론

  이와 같이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최종적으로 5개의 내용지식 수준과 8개의 인지
기능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이 분류표는 미술교과에서의 지식과 사고를 결합하여 
다양한 수준의 교육목표 및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분류학의 
체계를 블룸(Bloom, 1956), 윌슨(Wilson, 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분류학 체계와 비교해보면 <표 Ⅲ-18>(지식 영역), <표 Ⅲ
-19>(인지 영역)과 같다.65)

<표 Ⅲ-18>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 본 연구의 ‘지식’ 영역 비교

65) 각 분류학의 세부 유목 순서는 분류학 간의 비교를 위해 연구자가 일부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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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것과 추상
적인 것에 관한 지식

-이론 -통합적 개념-원리와 일반화
-이론과 구조
-지적 능력과 기술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
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

-방법론
-준거

-방법론
-기준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
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방법과 절차
-방법과 절차 활용 

기준

∙미적 지식
-체화된 경험
-해석적 의미
-직관적 과정

∙메타 인지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기 지식

-일반적 전략
-맥락적 전략
-자기 정보

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본 연구(2018)

지각 시각적 요소 지각 주의, 인식, 관찰
직감, 정서, 동기부여

지식 지식

용어, 사실
관습, 
동향과 순서
분류와 범주
기준, 방법
론, 이론

기억 재인, 회상 기억 재인, 회상, 심상화

탐색
전략수립, 키워딩, 연결
상상, 구상, 신체적 사고
차원적 사고 

이해 번역, 해석 
추론 이해 번역, 해석 이해 해석, 예증, 분류 

요약, 비교, 추론 이해 파악, 요약, 해석, 예증
비교, 분류, 추론, 추상화

적용 분석 조형요소간 
관련성 적용 집행, 실행 분석 구별, 조직, 속성파악

패턴인식, 유추, 변형

 <표 Ⅲ-19>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 본 연구의 ‘인지’ 유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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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소들 간 
관련성,
조직원리

분석 구별, 조직
속성파악 적용 연습, 실행, 패턴생성

종합
창안,
계획과 절차,
관계 도출 

평가 경험적 평가
체계적 평가 평가 점검, 비판 창작 문제인식, 해결계획

통합, 통찰, 창출

감상
가치평가
감정이입
감정

평가 제작 기술
창의성 창안 생성, 계획, 산출 평가 점검, 비평, 성찰, 가치화

  위의 비교표에서 보듯 본 분류학은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차원에 기존 분류학에는 
없는 새로운 유목들을 많이 추가함으로써 지식과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내용
지식’ 차원의 통합적 개념, 미적 지식(체화된 경험, 해석적 패턴, 직관적 과정), ‘인
지기능’ 차원의 지각(주의, 인식, 관찰, 직감, 정서, 동기부여), 탐색(전략수립, 키워
딩, 연결, 상상, 구상, 신체적 사고, 차원적 사고), 이해(파악, 추상화), 분석(패턴인
식, 유추, 변형), 적용(패턴생성), 창작(통합, 통찰), 평가(성찰, 가치화) 등이 그것
이다. 이와 같은 유목들은 기존 분류학의 명제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에 신체적·정서
적·직관적·통합적 지식과 사고를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유목들은 미술교과 특수적인 지식과 
사고들로서, 미술 교과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능력들의 교육적 가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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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활용 방안

  앞 장에서 미술교과 교육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결합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이 분류학 표를 교육의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분류학은 미술교과 수업설계와 평가, 교육과정 설계 및 분
석, 교재 개발, 영재성 측정과 판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술
교과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체계적으로 범주화, 유목화하여 미술교육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맥락에서 분류학 표의 활용전략
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활용 분야들 중 대표적으로 수업설계와 평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예시로 제안한다. 
  
1.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활용 전략

  가. 분류학 개발의 의미

  구체적인 활용 전략 탐색에 앞서 이 분류학이 왜 개발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목표분류학은 교과교육의 목표 설정 방식을 
학습해야 할 내용(지식)과 익혀야 할 행동(기능) 차원으로 구조화 한 것이다. 그것
을 미술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미술 또한 하나의 교과로서 분명한 내용체계를 가
진다는 것이고, 학습 내용과 행동에 따른 구조화 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그동안 미술 교과는 사고나 인지와는 거리가 먼 정서 함양을 담당하는 교과
이거나 표현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분류
학의 개발은 이제 학교교육에서 그런 주변적인 위치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로 거듭나야 함을 시
사한다. 분류학의 개발은 그런 차원에서 미술교과의 학문적 기반과 인지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분류학 또한 미술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지식과 익혀야 할 
인지기능을 구조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과와는 차별화되는, 미술 
교과의 정체성과 인지적 특성에 기초하여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을 산출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그래서 블룸이나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류학에 단순히 미술 교과의 내
용을 대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에 특화된 지식과 행동 영역을 추가하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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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을 삭제, 통합하거나 배열을 달리하는 등 미술교육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재
구조화하였다. 미술 교과의 내용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술교육의 유일한 
내용 분류학으로 기능해 온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에 기초를 두면서도 새로운 
미술교육의 내용과 행동 영역을 추가하여 현재화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산출한 분
류학 체계를 초·중등 미술교사, 미술 전공 장학사, 교장·교감, 연구원, 대학교수, 강
사 등 미술교육 전문가 60여명이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내어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 분류학을 미술교육의 여러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분류학 개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실행 문제이다. 분류학의 체계는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아이디어의 틀을 제
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살을 붙이고 구체화하는 것은 연구자를 포함, 현장 교사, 장
학사, 연구사, 교육과정 개발자, 교수, 강사,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다. 그래서 
분류학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 전문가들의 교육적 상상
력과 실행,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나. 분류학의 활용 전략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의 저자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arthwohl, 
2001/2005)은 자신들의 분류학 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째, 교육목표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둘
째, 그 목표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으며, 셋째, 목표, 교육활동(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를 결정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109). 이것은 교육목표의 설정이 교육설계와 교
육활동, 평가까지 일관되게 아우르는 중요한 축이 됨을 시사한다. 연구자가 제안한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역시 학습목표 설정부터 교수학습활동 구성, 성취기준 마련 등 
교육활동을 아우르는 체제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분류학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무엇(내용지식)”과 “어떻게(인지기능)”가 결합되는 구조를 고려한다. 이것
은 어떤 ‘지식’을 어떤 ‘인지활동’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교
육활동 설계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교수학습활동은 내용과 행
동,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의 목표와 활동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 분류학은 내용지식을 5가지 범주로, 
인지활동을 8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각 범주는 또한 여러 개의 하위유목들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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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범주와 유목들은 어느 정도 위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앞쪽의 유목을 먼저 선택하고, 수준이 올라갈수록 뒤쪽 
유목을 선택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활동에서도 수업의 전반부나 선행 차시 활동으로 앞쪽 유목을, 중·후반부나 후행 차
시 활동으로 뒤쪽 유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적 지
식을 지각, 기억, 탐색, 이해하는 활동을 전반부에, 절차적 지식, 미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을 분석, 적용, 평가, 창조하는 활동을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
나 모든 교수학습 상황이 반드시 이와 같은 위계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 설계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을 염두에 둔 전문가적인 식견과 판단이 요구된다. 그
런데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의 학습능력을 가지
고 있는지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해당 연령대를 구성하는 
학습자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 가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의 사전학습에 대한 
정보 없이 분류학 표를 활용해야 할 때 극복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
다(Anderson & Karthwohl, 2001/2015: 121).
  둘째, 통합적 인지의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통합적 인지란 사
고(이해), 기능(표현), 정서(태도)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인지능력이라는 맥락 아래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기능이 사고의 작용 아
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정서와 같은 정의
적 요소까지도 사고와 상호작용하는 인지과정의 한 부분으로 본다. 다시 말해 인지
라는 개념 아래 정서와 사고가 포괄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전제로 삼는 인지능력
은 사고, 기능, 정서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 개념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분류학은 
인지적/심동적/정의적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세 가지 역량 요소들이 하
나의 분류학 체계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향상을 미술교육의 목
적에 두는 것은 이해만 강조하고 표현과 정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표현, 
정서가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인지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함양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셋째, 교육목표 설정시 반드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하나씩 설정하는 
관행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두 번째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목표를 인지적(지식), 심동적(기능), 정의적(태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블룸
(Bloom, 1956)이 인지적 영역에서 교육목표분류학을 설계한 후, 블룸의 제자인 크
래스홀 등(Krathwohl, et al. 1964)이 정의적 영역을 추가하고, 심슨(Simpson, 
1966)과 해로우(Harrow, 1972) 등이 심리․운동적 영역을 추가하여 세 가지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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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분류학이 완성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교육목표를 이 세 가지 영역별로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온 교육계의 관행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별개로 보지 않으며, 인지 작
용 아래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영역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
정하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분류학에 놓인 문제의식이다. 해당 학
습 단원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인지적 영역에만 관계된다면 인지적 목표만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고,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 골고루 있다면 영역
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반드시 영역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교육활동을 기계적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다.
  넷째, 다양한 지식과 인지활동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대개 많은 교육자들은 지금
까지 자신이 해왔던 교육 방식에 치우쳐 교육 내용이나 학습 활동이 일정한 경향성
을 띠는 경우가 많다. 학습 주제에 상관없이 항상 비슷한 구조의 교수학습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추상화 수업을 할 경우 추상화의 개념과 종
류를 이해하고, 학습한 추상화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한다고 하자. 
이 경우 교수학습 활동은 개념적 지식의 이해(파악), 이해의 실행(적용)으로 구성
된다. 그런데 추상화가 아닌 드로잉, 조소, 디자인, 공예 등 어떤 주제의 수업을 하
더라도 항상 이 같은 패턴으로 수업이 전개된다면 학습자는 항상 개념적 지식과 실
행이라는 매우 한정된 지식과 제한된 인지활동만을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
은 교육설계자가 분류학 표를 활용할 경우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수업이 분류학 표에서 항상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지
식과 사고의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의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류학 표를 활용할 경우 지식과 인지활동의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교육목표, 교수학습활동, 평가가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교육 설계
의 출발로서 특정 교육목표를 설정했다면 교수학습활동과 평가는 그에 일치되게 구
성되어야 한다. 교수학습활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
성되어야 하고, 평가는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처럼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만 치중할 경우 결과물 중심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이해 여부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
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목표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면서 
단계별 평가 방법까지 함께 계획해야 교수학습의 일관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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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활용 사례

  가. 수업설계 및 평가 분야

  1) 인지 중심 수업설계의 개념과 전략
    
  미술 교과 수업을 인지 중심으로 설계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미술수업을 통한 학
습자들의 인지능력 함양을 중요한 목적에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를 수
립할 때 학습 주제와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인지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사고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능적인 요소
(방법과 절차 등)와 정의적인 요소(정서, 태도 등)를 포괄한다. 이 같은 통합적 인
지의 개념이 미술 교과의 특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의 인지적 특성은 그동안 지각과 관련한 시각적 사고의 개념으로 정의
되거나, 의미의 해석과 전달이라는 상징체계의 맥락에서 접근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고전적 인지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상한 체화된 인지이론은 
미술 교과의 새로운 인지 영역으로 신체와 환경이라는 맥락을 주목하게 하였다. 고
전적 인지주의를 통해 미술 교과 또한 추상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체화된 인지는 물질적인 신체와 상호 소통적 환경이라는 맥
락을 통해 미술 교과에 좀 더 특화된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하거나 배제하지 않
기 때문에 양자를 포괄하는 내용지식과 인지기능의 유목으로 분류학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개념적 지식과 직관적 지식, 추상적 사고와 신체적 사고 중 어느 한쪽만을 
취하지 않으며 교수학습 주제와 방법에 따라 적합한 지식과 행동의 유목을 분류학 
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설계자는 학습의 주제와 내용이 결정되면 수업의 핵심이 되는 지식과 행동
의 이원적 체계로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교수학습활
동을 계획하고 단계별로 세밀하게 조직한다. 이때 각 활동과 관련되는 지식과 행동
의 종류를 ‘수업 구조도’에 표시하면 교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평가를 포함하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형성평가 계획
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수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총괄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처럼 학습목표와 학습활동, 평가는 하나의 일관된 체제 아래 계
획되고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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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맵 그리기 학습 유형 조사, 표현, 발표 및 비평

학습
목표

①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주변 공간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② 주변 공간을 지도로 추상화하여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③ 공간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 발표하고 비평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내용지식 인지기능 평가방법

1. 도입

① 시각문화의 개념 알기
② 위성사진과 지도를 비교하여 차

이점 설명하기
③ 지도 제작 방법 이해하기

- 개념
- 원리

- 표현방법

- 이해
- 이해

- 이해

2. 전개

① 우리 지역의 특징 조사, 분석하기
② 우리 지역의 특징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하기
③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 세 곳의 

사진을 지도에 붙이고 설명 쓰기  

- 사실적 정보
- 체화된 경험

- 해석적 의미

- 탐색, 분석
- 패 턴 인 식 , 

추상화
- 적용

-활동지 평가
-관찰 평가

3. 정리
①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
② 상호 비평하기

- 해석적 의미
- 작품의 가치

- 발표
- 판단

-관찰 평가
-작품 평가

교수·학습 요소 구조도 표

단계 활동
내용지식 인지기능

A B C D E 1 2 3 4 5 6 7 8

  
  2) 분류학의 적용 사례 : 나의 라이프 맵 그리기

  자신의 생활 근거지 주변의 지도를 그리는 수업이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대
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중 미술을 선택한 4개 수업반 학생들(92명)을 대
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조사한 보고서를 쓰고, 실제 지도를 보며 주요 도로와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
역을 단순화하여 지도를 그린다.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 세 군데를 골라 
지도의 해당 위치에 사진을 붙이고 설명을 쓴다. 지도와 건물들은 실제 모습을 참
고하되 자신의 시각에서 추상화하거나 변형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그려진 지
도는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담은 주관적인 지도로 재탄생한다. 이 수업의 목표,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요소(내용지식, 인지기능), 평가방법을 표시한 수
업 구조도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나의 라이프 맵 그리기’ 수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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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지
식

개
념
지
식

절
차
지
식

미
적
지
식

메
타
인
지

기억 탐색 이해 분석 적용 창작 평가

1-1 개념 이해 ○

1-2
사진과 
지도의 

차이 비교
○ ○ ○

1-3
지도 

제작방법 
이해

○ ○

2-1
지역 특징 

조사, 
분석

○ ○ ○

2-2 지도 제작 ○ ○ ○ ○ ○
2-3 스토리 

구성 ○ ○ ○ ○
3-1 작품 발표 ○ ○
3-2 상호 비평 ○ ○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주요 인지능력은 분석 능력, 추상화 능력, 스토리 구성 
능력이다. 그에 따른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주변 공간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능력)
  ② 주변 공간을 지도로 추상화하여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추상화 능력)
  ③ 공간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 발표하고 비평할 수 있다. (스토리 구성 능력)

  첫 번째 목표인 ‘분석 능력’은 시각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변 공간
의 특징을 분석하는 활동과 관련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마트 폰이나 태블
릿 PC 등을 이용하여 위성지도와 지역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것
은 ‘(3.0)탐색’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위성지도를 보면서 지역의 자연 환
경,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문화 환경,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역의 특
징을 ‘(5.0)분석’한다. 지역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4.0)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시각문
화의 특징과 발현 양상이라는 개념적인 지식을 실제적 맥락에서 ‘(4.1)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하며, 교사는 이것을 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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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목표인 ‘추상화 능력’은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과 관련 있다. 공간의 구조
는 산과 하천 등 자연 지형과 대로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구획화 된다. 각 구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및 녹지지역 등으로 나뉘고, 거미줄 같은 이면도로를 통
해 2차적으로 구역화 된다. 각 구역에는 음식점, 도서관, 학교, 학원, 병원 등 구체
적인 생활시설들이 분산되어 있다. 학생들은 위성지도를 보면서 공간을 단순화, 즉 
‘(4.8)추상화’하여 자신만의 지도를 제작한다. 스스로 공간에 대해 ‘(5.0)분석’한 내
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도는 실제 공간의 주요 특징만 담을 뿐 있는 그대로 표
현되지 않는다. 자신의 시각에서 단순화, 추상화, 변형된 지도가 권장된다. 이 점에
서 추상화 능력은 형태의 단순화, 구조화와 함께 그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는 
추상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 다가간다. 그리고 그것은 ‘도입’ 단계에서 사진과 지
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4.1)파악’한 추상의 개념(B.0 개념적 지식)에 대한 
‘(4.0)이해’와 지도 제작방법(C.0 절차적 지식)을 실제 지도 제작에 ‘(6.0)적용’하는 
‘(6.2)실행’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여러 특징들(A.0 사실적 지식)을 자신의 시각
에서 ‘(5.0)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특화된 지도를 창안한다는 점에서 
‘(7.0)창작’에 속하는 행위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조언하
면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해 여부 등을 ‘관찰 평가’한다.
  세 번째 목표인 ‘스토리 구성 능력’은 지도에 자신만의 스토리를 입히는 활동과 
관련 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세 가지 공간의 사진을 지도의 해당 장소
에 붙이고 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란 자주 이용
하는 곳,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 자신의 생활과 마음을 보여주는 곳 등 각자에게 
특화된 공간이다. 이것은 실제 공간에서 신체적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D.1 체화
된 경험)으로, ‘(2.2)회상’을 통해 세 곳의 공간을 선택한다. 이 활동을 통해 지도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주관적인 지도로 재탄생한다. 라이프스타일이란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5.4)패턴 인식’이다. 그리고 지도에 
부여한 제작 의도, 즉 공간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생활 패턴을 발표하는 것은 작품
에 부여한 개인적 의미(D.2 해석적 의미)를 말로 번역(4.3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
고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토론하는 것은 ‘(E.0)메타 인지적 지식’을 활용해 ‘(8.2)
비평’을 행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의 발표력, 적극성, 참여도 등을 
‘관찰 평가’한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총괄 평가’
한다.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수업이지만 분류학을 활용하여 구조도에 교수·학습 요소들
을 표시해 가면 상당히 많은 지식과 인지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구조도는 교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여러 인지의 요소들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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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정릉 주변(학생 작품). 친구들
과 놀던 집 근처 초등학교, 진짜 맛있는 횟
집이 있는 정릉시장,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의 여러 기억들을 자세히 쓰
고 있다.

[그림 Ⅳ-2] 종암동 주변(학생 작품). 비교
적 자세하게 지형을 그린 관광지도 형식이
다. 자신의 집, 외할머니 댁, 집 앞 편의
점,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서의 추억을 서
술하고 있다.

[그림 Ⅳ-3] 창동역 주변(학생 작품). 도로 
사이사이의 구획을 이미지로 채워 칸 만화 
형식으로 그린 독특한 지도이다. 집 근처 
도서관, 생활용품점, 과자할인점 등을 소개
한다.

[그림 Ⅳ-4] 길음역 주변(학생 작품). 도로
와 건물들이 기계처럼 연결되는 독특한 형
식의 지도이다. 자주 가는 단팥빵 가게, 학
원,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를 소개하
고 있다.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다. 또한 미술교육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된다. 만약 구조도 표에 체크된 항목이 한쪽으로 몰
리는 경향성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다양화하는 형태로 수업 설계를 보완하거나, 
이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들을 다음 수업에서 포함하도록 설계한다. 그것
은 수업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인지능력의 고른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수업의 결과로 산출된 학생작품의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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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학생들의 작품은 비교적 자세하게 지형을 그려 실제 지도 같은 형식부터 
칸 만화, 상상화 형식의 매우 개성적인 지도까지 다양하다. 공간을 추상화하는 방식
이 각자의 체험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시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
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꼽고 소개하는 글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 패턴을 보여준
다. 
  비교적 간단한 수업임에도 이처럼 다양한 지식과 인지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미술교육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 시각문화에 대한 개념적 지식의 이해, 주변 
공간에 대한 분석, 개인적 생활패턴의 발견, 공간의 본질적 추상화, 공간에서 터득
한 체화된 지식의 활용, 해석적 의미 부여, 창의적 지도 창작, 메타 인지적 지식을 
활용한 비평까지 매우 스펙트럼이 넓은 지식과 인지기능의 요소들을 이 수업은 포
괄한다. 그것은 다른 교과가 아닌 미술 교과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폭넓은 지식
과 인지의 요소들이다.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에만 치중된 학교 교육의 현실에
서 주관적 지식과 직관적 사고 등 좀 더 폭넓은 지식과 사고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인지능력을 개발하는 데 미술 교과가 실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
여주는 사례이다.   

  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분야

  1) 인지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교육과정에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와 교사수준 등 여러 단계의 수준이 있
다.66) 본 연구에서는 그중 국가수준에서 개발되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한 국가 내 최상위 수준의 교육 계획으
로, 지역과 학교 수준, 교사수준 교육과정 설계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국가교육과
정을 설계하는 데는 ‘내용 중심 설계’와 ‘활동 중심 설계’라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
되어 왔다. 내용 중심 설계는 교과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구
성하는 것이고, 활동 중심 설계는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의 활동, 즉 학습경험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은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으나, 20세기 후반부터 

66)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계획’,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은 ‘교과평가
계획’ 등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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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점차 활동 중심 설계로 변모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
을 두는 ‘역량 중심 설계’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다. 다
시 말해 교과지식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것이 학생 활동, 
또는 역량 중심의 틀에 교과의 내용지식을 대입시키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
서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역
량이라는 체계에 인지능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는 역량을 인지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미국의 (신/구)미술과 교육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구)미술과 교육과정은 1994년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국가
미술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국가 미술교육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Art 
Education)’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미술과 내용기준은 ‘재료, 기법, 과정’, ‘구조와 
기능’, ‘주제, 상징, 아이디어’라는 미술의 표현 요소와 ‘역사, 문화와 연관한 미술 
이해’, ‘작품의 특징과 장점 판단’이라는 미술사, 미술비평의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윌슨(Wilson, 1971)이 분류한 미술 교과 평가 항목의 내용 기준으로
서 ‘매체, 도구, 제작과정’, ‘시각적 구조’, ‘주제’, ‘미술의 형식’, ‘문화적 내용’, ‘미술 
이론과 비평’이라는 항목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윌슨의 미술 교과 평가 항목은 
오랜 기간 미술 교과 내용학 분류의 토대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 미술
교육 기준 역시 미술과의 본질적인 내용 요소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년간 지속되어 온 국가 수준의 미술교육 기준을 ‘역량 강
화’라는 국제적인 교육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2014년 개정된 국가교육기준인 ‘핵심 
미술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방향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미적 소양을 기르는 데 있으며, 이를 함양하
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으로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소통’, ‘협
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진의남 외, 2014: 359). 이 네 가지 역량은 미술교육의 
목표를 단기간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미술교육의 목표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기른다는 맥락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 목표에 기초하여 핵심 미술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새롭게 개편하고 각 영역
의 핵심 기준과 수행 기준을 제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Ⅳ-2>(NCCAS, 
2014: 9-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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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과정
핵심 기준

PK-8학년

수행 기준

고등학교 수행 기준

숙달 완성 심화

창조하기
⦁미적 아이디어와 작업을 생산하고 개념화하기
⦁미적 아이디어와 작업을 구성하고 발전시키기
⦁미적 작업을 정련하고 완성하기

학년에 따
른 10개의 
수준

발표하기
⦁발표할 미술 작품을 선택, 분석, 해석하기
⦁발표를 위해 미적 기법과 작업을 발전시키고 

정련하기
⦁미적 작업의 발표를 통해 의미 전달하기

〃

반응하기
⦁미적 작품을 인지하고 분석하기
⦁미적 작품에서 의도와 의미 해석하기
⦁미적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적용하기

〃

연결하기
⦁작품 제작을 위해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연

결하고 통합하기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미적 아이디어와 작품

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기
〃

단계 수행 기준

유치원 이전 재료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기
유치원 재료를 가지고 탐색하고 상상하는 놀이에 참여하기
1학년 협력하여 재료를 가지고 탐색하고 상상하는 놀이에 참여하기

<표 Ⅳ-2> 미국 핵심 미술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구성

 
  개편된 핵심 미술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이전과 같은 미술의 핵심 내용 요소가 
아닌 창작과 소통에 수반되는 미적 과정을 기술하는 행동 용어(창조하기, 발표하기, 
반응하기, 연결하기)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수행 과정은 그에 관련되는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창조하기’에는 아이디어를 생산
하고 개념화하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전시키기, 작업을 정련하고 완성하기가 그 
기준이다. ‘’반응하기‘에서는 작품을 인지하고 분석하기, 작품에서 의도와 의미 해석
하기,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적용하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미적 과정에 
대해서는 또한 학년별로 요구되는 수행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중 ‘창조하기’의 첫 
번째 핵심 기준인 ‘미적 아이디어와 작업을 생성하고 개념화하기’의 수행 기준을 예
시로 제시하면 <표 Ⅳ-3>(진의남 외, 2014: 361)과 같다.
    

<표 Ⅳ-3> 미국 핵심 미술교육과정 ‘창조하기’의 학년별 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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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협력하여 미술 또는 디자인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는 브레인스토밍 수
행하기

3학년 상상적인 아이디어 만들기
4학년 창의적인 미술 또는 디자인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하는 브레인스토밍 수

행하기
5학년 미술 제작 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조합하기
6학년 협력하여 미술 제작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개념들을 조

합하기
7학년 창조 과정에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적용하기
8학년 전통적, 또는 새로운 매체로 창조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문서화하기

고등
학교

숙달 창조적인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 활용하기

완성 개별적, 또는 협력하여 학생의 기존 미술품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를 공식화하기

심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의적인 미술과 디자인의 아이디어
와 방향 계획을 생성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시각화하기

 
  이처럼 창조하기의 첫 단계인 ‘미적 아이디어와 작업을 생성하고 개념화하기’의 
수행 기준은 아이디어 생산과 개념화 작업을 위한 사고의 수준을 학년별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력 요건의 가이드라인
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별, 또는 지역별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재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 운영시 수행 기준으로 제시하는 
학생의 능력 요건만 갖추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관계없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는 방식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습
자가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
용요소보다는 학습자의 행위능력을 중심에 두며, 행위능력은 인지능력이 중심이 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무엇보다 중요
한 원리는 미술활동에 요구되는 인지 능력들을 선별하고 그 능력들을 학습자의 발
달 단계에 맞게 위계화하여 설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분류학의 적용 사례 :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에 연구자가 제안한 분류학을 적용해 보았다. 이
를 위해 먼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2015 개정 미
술과 교육과정은 ‘역량’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총론에서 모든 교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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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영역
핵심
개념

내용요소 기능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향

평가방향

• 감
수성
• 시 각 적 
소통 능력
•창의·융
합능력
•미술문화 
이해능력
•자기 주
도적 미술
학습능력

•미적인식
능력
•시각적 소
통 능력

체험

지각 자신과 환경
자신과 세계 탐색

발견
활용
인식
모색
참여
연계

내용
요소
+

기능

• 역 량 기 반 
교수·학습
•학생 중심
•체험 중심
•통합·연계·
융합중심

•역량별 교
수·학습방법
•학교교육과
정 운영의 
자율성

• 역 량 기 반 
과 정 중 심 , 
수행중심 평
가
•태도·과정·
결과의 고른 
평가
•인지적 ·심
동적·정의적 
요소의 균형 
평가
•다양한 평
가방법
•개별평가, 
모둠평가 활
용
•학습자 스
스로 점검과 
성찰의 기회 
제공

소통
이미지와 시각문화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

연결
미술과 다양한 분야
미술 관련 직업
미술을 통한 사회참
여
직업세계와 미술

•창의·융합
적 사고력
•창의·융합
적 표현력

표현

발상 주제와 의도
주제의 확장 탐색

계획
점검
활용
표현
확장
성찰

제작

표현과정과 점검
조형요소와 원리의 
효과
표현매체
조형요소와 원리의 
응용
표현매체의 융합
성찰과 보완

•작품이해력
•비평능력
•미술의 생
활화
•다문화적 
가치 존중 

감상
이해 미술의 변천과 맥락

미술문화의 교류
이해
해석
설명
활용
기획
판단

비평
작품 해석
작품 전시
작품 비평

적용되는 일반적인 역량으로서 핵심역량을 제시하는데, 각 교과별로 이 핵심역량에 
관계되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는 구조를 갖는다. 미술과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3). 그리고 이를 미술 교과의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표 Ⅵ-4>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이러한 역량 중심 구성 체계를 보여준다.

<표 Ⅵ-4> 2015 개정 중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역량 중심 구성 체계67)

  위의 표에서는 미술과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에 맞추어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

67) 이 표는 박소영 외(2015: 79)에서 제시된 표의 형식과 내용을 수정,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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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지각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
의 관계를 깨닫는 바탕이 된다. 자신과 환경 탐색하기

발견하기
상호작용하기
활용하기
모색하기
관련짓기

소통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작
용하는 도구로서 시각문화를 형성한다. 이미지와 시각문화

연결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
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미술과 다양한 분
야
미술 관련 직업

표현

발상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
하는 것은 표현의 토대가 된다. 주제와 의도 탐색하기

계획하기
점검하기
활용하기
표현하기제작

작품 제작은 주제나 아이디어에 작합한 조
형요소와 원리, 표현재료와 용구, 매체 등
을 계획하고 표현하며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표현과정과 점검
조형요소와 원리의 
효과
표현매체

감상
이해

미술작품은 시대와 지역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
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의 변천과 맥
락 설명하기

이해하기
해석하기
활용하기
전시기획하기비평 미술작품의 가치 판단은 다양한 관점과 방

법을 활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해석
작품 전시

준, 교수학습 방향, 평가의 방향이 일관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내
용체계 제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Ⅵ-5>(교육부: 2015: 7)와 
같다.

<표 Ⅵ-5>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 내용체계

  위의 표에서 보면 미술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은 체험, 표현, 감상으로, 2009 개
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영역별 내용만 제시한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68)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핵심 개념’을 추출
하고, 핵심 개념에 속한 일반화된 지식, 그에 따른 ‘내용 요소’와 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역량이 내용지식과 인

68)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미술’ 과목 내용체계의 대영역은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성된다. 중영역은 대영역 ‘체험’ 아래 지각, 소통, ‘표현’ 아래 주
제 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감상’ 아래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두었다. 그리고 영
역별 내용은 중학교를 예로 들면 중영역 ‘지각’ 아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소통’ 아래 시각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시하였다. 영역별 학습내용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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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지각 자신의 감각 자신과 대상 자신과 환경 자신과 세계대상의 탐색
소통 이미지와 의미 이미지와 시각문화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
연결 미술과 생활 미술과 타 교과 미술과 다양한 분야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미술 관련 직업 직업세계와 미술

표현

발상 다양한 주제 소재와 주제 주제와 의도 주제의 확장
상상과 관찰 발상 방법 표현과정과 점검

제작

표현 계획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의 

효과
조형요소와 원리의 
응용

표현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매체 표현매체의 융합
제작 발표 성찰과 보완

감상
이해 작품과 미술가 작품과 배경 미술의 변천과 맥락 미술문화의 교류

비평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해석 작품 비평감상 태도 감상 방법 작품 전시

핵심

개념

학습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지기능의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역량의 발현에 중점을 두어 내용체계를 설계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체계의 설계의 핵심인 전체 학년군에 배정된 내용
요소만을 따로 모아서 내용의 위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표 Ⅵ-6>(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5: 24)과 같다.

<표 Ⅵ-6>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학년군별 내용 요소

 
  내용 요소의 단어들이 다소 추상적인 관계로 ‘성취기준’에 제시된 ‘학습요소’들만 
다시 모아보았는데, 이는 <표 Ⅵ-7>과 같다. 

<표 Ⅵ-7>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영역별 학습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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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자연물
인공물
감각

자신의 특징
대상과 현상 자신과 환경의 관계 자아 정체성

세계와의 조화

소통 시각적 특징
이미지의 의미와 활용

시각문화
이미지 전달 방식

시각문화가 반영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연결 주변대상 타 교과의 활용 융합 방안
미술 관련 직업

미술을 통한 참여방안
미술과 진로

표현

발상
주제
주제 탐색 방법
표현 계획 탐색

소재
아이디어 발상

표현 의도
표현 과정

새로운 주제
창의적 표현

제작
조형요소
기본적인 표현 재료
와 용구

조형원리
표현 방법과 과정의 
탐색
작품제작과정 발표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의 탐색
과 활용 등

표현매체의 확장
성찰
작품수정 및 반영

감상

이해 미술작품
미술가

전통미술
현대미술
시대적 배경

미술의 변천 과정
작품의 배경

다양한 맥락
미술문화의 다양성
미술문화의 교류

비평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감상 태도

작품의 내용
작품의 형식
미술 용어
감상 방법

미술 용어와 지식
작품의 내용과 의미
전시 기획

비평 관점
가치 판단

  내용 요소와 학습 요소 배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체험’ 영역은 지각, 소통, 연결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감각을 활용한 주변 대상의 탐색, 이미지와 시각문화의 이해, 미
술과 생활/타 교과/사회/직업과의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교적 분명한 지식 체계를 
보여준다. ‘감상’ 영역 역시 ‘이해’는 미술작품과 미술가, 작품과 배경, 미술의 변천
과 맥락, 미술문화의 교류 등 미술사적 지식을, ‘비평’은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감상 방법, 미술용어와 지식, 전시 기획, 비평 관점, 가치 판단
이라는 미술비평과 관련한 내용지식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표현’ 영역의 경우 ‘발상’에 주제, 소재, 발상 방법, 표현과정의 점검, ‘제
작’에 표현계획,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방법, 표현매체, 성찰과 보완 등 장르를 불문
하고 모든 표현 영역에서 활용되는 공통 표현 요소들로 구성된다. ‘체험’과 ‘감상’ 
영역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 지식을 가지는 반면, ‘표현’ 영역은 표현방
법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으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행동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현 영역의 내용 요소(주제, 표현과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매체)
가 2009 개정 당시의 필수학습요소(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의 형태
를 이어가면서 수업의 제재로서 ‘무엇’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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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인지기능

범주 하위유목

체험

지각

3-4 자연물과 인공물
주변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

1. 지각
2. 기억

관찰
심상화

초5-6 자신의 특징
대상이나 현상의 시각적 특징

다양하게 탐색하기
발견하기

2. 기억
1. 지각

회상
직감

중 자신과 주변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 탐색하기, 나타내기 5. 분석 유추
고 자신의 내면세계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룰 방안
인식하기
모색하기

2. 기억
4. 이해

심상화
비교

소통

초3-4
초5-6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

느낌과 생각의 이미지화
찾기
전달하기

4. 이해
2. 기억

해석
심상화

중 시각문화 속 이미지의 전달방식 이해하기
활용하기

5. 분석
6. 적용

패턴인식
실행

고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

이해하기
토론하기

4. 이해
8. 평가

추론
비평

연결

초3-4 생활에서 활용되는 미술
미술과 자신의 생활

발견하기
관련짓기

4. 이해
4. 이해

예증
추론

초5-6 타 교과의 내용과 방법 미술활동에 활용하기 5. 분석 변형

중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상호영향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방안
미술관련 직업의 종류와 특징

사례 찾기
모색하기
이해하기

4. 이해
7. 창작
4. 이해

예증
통합
분류

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런 이유로 표현 영역은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시 내용 선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사에게 자율성이 있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
성도 강하게 주어진다. 제시된 성취기준을 만족시키는 어떤 제재라도 선정 가능하
기 때문에 성취기준 상의 ‘내용요소’와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취기준은 ‘내용요소+기능’의 형태로 서술되어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갖추
어야 할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할 수 있다’의 형
태로 진술된다. 여기서 ‘무엇을’이 해당 학습의 내용요소이고, ‘~할 수 있다’가 기능
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체험 영역의 ‘소통’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시각문화 속에
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로 진술되는데,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이 내용요소이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가 기
능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미술 과목의 성취기준(교육부, 2015: 6-28)을 내용요소
와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연구자가 제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표의 인지기능 
유목에 대입시켜보았는데, 이는 <표 Ⅵ-8>과 같다. 

<표 Ⅵ-8>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와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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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사회현상과 문제
미술을 통한 참여방안
다양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사례
자신의 진로

이해하기
모색하기
찾기
연계하기

4. 이해
7. 창작
4. 이해
6. 적용

해석
문제인식
예증
실행

표현

발상

초3-4
다양한 표현주제
주제 탐색

관심 갖기
떠올리기
관찰, 연상, 상상

1. 지각
2. 기억
3. 탐색

동기부여
회상
상상

초5-6
주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
다양한 발상방법과 아이디어
자료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내용

탐색하기
발전시키기
구체화하기

2. 기억
5. 적용
3. 탐색
7. 창작

회상
실행
구상
해결계획

중 표현의도에 적합한 주제 다양하게 탐색하기 3. 탐색
7. 창작

구상
해결계획

고 다양한 발상방법
새로운 주제

활용하기
탐색하기

6. 적용
7. 창작

실행
문제인식

제작

초3-4
표현방법과 과정
조형요소의 특징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관심 갖기
계획하기
탐색하기
적용하기
익히기, 사용하기

1. 지각
1. 창조
5. 분석
6. 적용
6. 적용

동기부여
해결계획
패턴인식
실행
연습

초5-6
조형원리의 특징
다양한 표현방법의 특징과 과정
제작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탐색하기
활용하기
탐색하기
활용하기
이야기하기

5. 분석
6. 적용
3. 탐색
6. 적용
4. 이해

패턴인식
실행
신체사고
실행
요약

중

주제에 적합한 표현과정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의 특징
표현과정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매체의 특징
다양한 표현효과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매체

계획하기
이해하기
점검하기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알기
탐색하기
선택하여 활용하기

7. 창작
4. 이해
8. 평가
6. 적용
4. 이해
3. 탐색
6. 적용

해결계획
파악
점검
실행
파악
신체사고
실행

고

조형요소와 원리의 응용
표현매체의 조합, 응용, 확장에 
의한 새로운 효과
주제, 표현의도, 재료, 표현방법, 
매체, 표현과정, 결과
작품에 대한 성찰
다음 작품계획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탐색하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작품 수정
반영하기

6. 적용
3. 탐색
8. 평가
6. 적용
6. 적용

패턴생성
신체사고
성찰
실행
실행

감상 이해
초3-4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과 미술가

관심 있는 미술작품과 미술가
관심 갖기
설명하기

1. 지각
2. 기억

동기부여
회상

초5-6 우리나라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미술작품과 시대적 배경의 관련성

비교하기
이해하기

4. 이해
5. 분석

비교
패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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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른나라 미술의 변천과정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

이해하기
설명하기

4. 이해
5. 분석

비교
속성파악

고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문화의 다양성
시대와 지역에 따른 미술 교류와 
상호 관련성

이해하기
설명하기

4. 이해
4. 이해

분류
비교

비평

초3-4
미술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미술작품 감상의 올바른 태도
미술작품

발표하기, 설명하기
알기
소중히 다루기

2. 기억
2. 기억
8. 평가

심상화
회상
가치화

초5-6
미술용어
미술작품의 내용과 형식
다양한 감상방법

활용하기
설명하기
알기
활용하기

6. 적용
5. 분석
4. 이해
6. 적용

실행
조직
파악
연습

중
미술용어와 지식
작품의 내용과 의미의 배경
작품, 관람자, 장소를 고려한 다
양한 전시

활용하기
해석하기
기획하기

6. 적용
4. 이해
7. 창작

실행
추론
창출

고
미술비평의 다양한 관점
작품의 가치
작품 관련 자료와 정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

알기
활용하기
판단하기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4. 이해
6. 적용
8. 평가
3. 탐색
5. 분석

파악
실행
비평
전략수립
조직

  이 성취기준분석표는 초·중·고교 미술 과목의 영역별 내용요소와 기능, 그와 관련
된 인지기능의 범주와 유목을 특정하고 있어 미술 과목의 전체 내용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설계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과 사고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과 재구성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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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연구자는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개발하고 수업설계와 교
육과정 분야에서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인지라는 새
로운 관점에서 설정함으로써 미술교육의 질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의 미술교육은 표현기능이나 정서함양과 같은 비 인지적인 측면을 강
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주류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학교교육의 본질이 지
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경험에 있다면 보통 교과로서 미술 교과의 중요성은 교
과의 학문적 기초로서 지식과 사고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통해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술 교과는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해 교과교육의 가치
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기여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사고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최근 들어 미술교육의 인지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창의․인성 교육, 융합 인재 교육 등 융․복합적 사고력 함양을 목적에 
두는 교육계의 큰 흐름 속에서 미술교육의 역할과 방법,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김형숙, 2012b; 2012c). 
  따라서 본 연구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미술이 어떤 점에서 인지와 관계되며, 
미술교육의 인지적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들을 탐구하였
다. 1960년대부터 전개된 인지과학의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심리학의 시지각 이론은 
그동안 감각 작용으로 치부된 지각을 사고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술 또한 사
고를 다루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상징체계론은 미
술은 시각적 상징을 통해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상
징체계를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미지의 생산과 해독을 다루는 미술교육
에 정당성을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기 인지이론들은 인지를 추
상적 사고과정으로 정의하는 고전적 인지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미술 또한 인지적 
교과라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는 되었지만 미술만의 독자적인 인지적 특성을 설명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체화된 인지이론은 인지를 
신체와 환경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미술적 인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이론들은 본 연구에서 미술적 지식과 사
고의 유목을 분류학에 추가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어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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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분류학,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육목표분류
학,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교
육목표분류학의 최초 제안자인 블룸(Bloom, 1956)은 교육목표로서 인지의 차원을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라는 여섯 단계로 위계화 하였다. 앤더슨과 크
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은 1차원적으로 설계된 블룸 분류학의 문제
를 개선하여 지식 차원을 사실적/개념적/절차적/메타 인지적 지식으로 분류하고, 인
지과정 차원을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조’로 수정하였다. 두 분류학은 일
반 교육의 맥락에서 지식과 사고의 체계를 위계적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미술교
육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언어에 기반한 명제적 사고만 다루
고 있어 미술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본질적인 난점을 가진다.
  미술교육에서 지식과 사고의 차원을 최초로 유목화한 윌슨(Wilson, 1971)의 미
술교육평가분류학은 블룸 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교육의 평가 항목들로 ‘내용’ 차원
의 지식과 ‘행동’ 차원의 인지 기능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 차원에서 
지식의 위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행동’ 차원에서도 일반적 행동(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다음에 교과 특수적 행동(감상, 제작)을 덧붙여 사고의 위계적 
체계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윌슨의 분류학을 수정하고 최신 
인지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설
계하였다. 가장 최근의 분류학인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 분류학의 틀을 기본으로 하되, 언어에 기초한 명제적 사고만 다루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각과 상상에 기초한 사고로서 직관적 사고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는 주로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이 제시한 창의
적 생각도구들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윌슨(Wilson, 1971)의 분류학에서 미술의 내
용 유목들을 가져와 분류학의 지식 유목에 대입하고 몇 가지 내용 요소들을 추가하
여 새로운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분류학 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교사, 장학사, 연
구원, 교수, 강사 등 미술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는 62명이, 2차 조사에는 46명이 참여하였다. 최초 제
안된 분류학 체계를 이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교과 적합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의거한 최종 수정을 통해 새로운 분류
학을 완성하였다.
  Ⅵ장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미술과 수업설계와 평가, 교
육과정 분석에 적용해 본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고등학교 2학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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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수업에 본 분류학을 적용하였고, 그 수업의 구조도와 결과로서의 학생 작품
들을 제시하였다. ‘나의 라이프 맵 그리기’라는 이 수업에서는 사실적 지식부터 메
타 인지적 지식까지, 지각에서부터 창작과 평가까지 분류학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의 거의 모든 유목들이 활용된다. 또한 체화된 경험, 해석적 패턴, 패턴인식, 추상화 
등 기존의 분류학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목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분야
에 대한 적용 사례로서 역량 중심으로 개발된 미국 미술과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인
지 중심 교육과정 개발 원리를 살펴보았다. 이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에 이 분류학의 인지기능 유목들을 대입하여 성취기준의 인지적 성격을 검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윌슨(Wilson, 1971)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 이후 인지능력에 기
초해 미술교육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분류학을 시도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이는 
교과교육학으로서 미술교육의 내용학 체계에 대한 연구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후 이 분야의 기초적 연구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앤더슨과 크래스홀(Anderson & Krathwohl, 2001)의 『개정교
육목표분류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추후 일반 교육학의 맥락에서 교육목표 
분류학의 수정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앤더슨 등의 분류학은 블룸 분류학의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명제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의 경계 안으로만 교육목
표로서 지식과 사고의 폭을 제한한다. 논리와 직관, 이성과 감성의 구분을 뛰어넘는 
통합적 지식, 융합적 사고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학 산출의 기초적 연구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미술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일반적 인식을 넘어 인지 교과로서 
미술 교과를 거듭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정보처리이론, 상징체계론, 체
화된 인지이론 등이 그것으로, 미술은 시각적 사고, 예술적 문해력(시각적 문해력), 
신체와 환경에 결부된 사고의 교육을 통해 기존 지식교육이 놓치고 있는 새로운 종
류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학교 교육으로서 모든 학
생들의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뿐더러 그 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교과로 
미술 교과의 위치를 규정한다. 여기에 기초하여 향후 미술적 지식과 사고에 관한 
인지과학적, 인지심리학적, 교과교육적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 
  넷째, 이 연구는 인지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를 제안하여 수업설계, 
교육평가, 측정 및 진단,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술교육의 
인지적 실천을 돕는다. 향후 이 분류학 체계에 기초한 다양한 미술교육 실천에 관
한 실행 연구를 이끌며 미술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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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설계하고 제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이와 같은 학술적 의의와 중요
성을 갖지만,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분류학 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오류 또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미술교
육 목표의 새로운 분류학 체계를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
자 한다. 이 분류학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더욱 논리적인 체계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학의 현장 적합성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까지는 실
시하지 못하였다. 현장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수업 사례를 제시했으나, 분류학 체계
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였다. 
또한 제시된 사례에서 분류학 체계상 모든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요소들의 활용성을 
적용해보지는 못하였다.
  둘째, 분류학 활용시 학교 급에 따른 목표 설정의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초·중·고 미술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으나, 분류학 활용시 학교 급별 
위계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제시
하지 못하였다.
  셋째, 분류학의 내용지식과 인지기능 차원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요소는 제
시하지 못하였다. 각 유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요소의 종류를 제안했으나 더 세
분화된 개별 내용요소들까지 담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자를 포함하
여 교사, 교수, 교육행정가, 교재 개발자, 교육과정 설계자 등 미술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앞으로 채워가야 할 영역이다. 
  넷째, 분류학의 활용 방안에 관한 보다 폭넓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크게 
수업 설계와 국가교육과정 분석에 분류학을 적용한 사례를 제안했으나 다양성이 부
족하다.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영재성 측정과 진단 등 좀 더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 연구의 범위가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 집중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분류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또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과정에 연구자는 물론, 미술교육과 인지과학, 인지심리학, 교육과정학 등 관련 분야
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은 인지능력에 기초한 미술교육의 모색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으로, 미술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 탐색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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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종 성명 전공 학력 근무처
경력
(년)

성별 지역
참여

1차 2차

1 강 초등교육 학사 S초등학교 3 여 서울 ○

2 초등교사 김○○ 초등교육 학사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

3 초등교사 김○○ 초등교육 학사 S초등학교 8 여 서울 ○

4 초등교사 강○○ 초등교육 학사 H초등학교 3 여 경기 ○ ○

5 초등교사 문○○ 초등교육 학사 G초등학교 8 남 경기 ○ ○

6 초등교사 유○○ 초등교육 학사 J초등학교 3 남 경기 ○

7 초등교사 정○ 초등교육 석사수료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8 초등교사 강○○ 초등교육 석사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

9 초등교사 권○○ 초등교육 석사 S초등학교 25 남 서울 ○ ○

10 초등교사 김○○ 초등교육 석사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

11 초등교사 이○○ 초등교육 석사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

12 초등교사 이○○ 초등교육 박사 S초등학교 15 여 서울 ○ ○

13 초등교사 김○○ 초등교육 박사 P초등학교 15 여 서울 ○ ○

14 초등교사 정○○ 초등교육 박사 G초등학교 25 여 경기 ○

15 중등교사 김○○ 미술교육 학사 S중학교 15 여 서울 ○

16 중등교사 이○○ 미술교육 학사 B중학교 15 여 서울 ○ ○

17 중등교사 정○○ 미술교육 학사 M중학교 15 여 서울 ○

18 중등교사 조○○ 미술교육 학사 M중학교 15 여 서울 ○ ○

19 중등교사 고○○ 미술교육 석사수료 N중학교 15 여 서울 ○ ○

20 중등교사 우○○ 미술교육 석사수료 D중학교 15 여 서울 ○ ○

22 중등교사 한○○ 미술학 석사수료 Y중학교 3 여 서울 ○ ○

22 중등교사 고○○ 미술교육 석사 U중학교 25 여 서울 ○ ○

23 중등교사 김○○ 미술교육 석사 A중학교 15 여 서울 ○ ○

24 중등교사 박○○ 미술교육 석사 M중학교 15 여 서울 ○ ○

[부록1]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69)

69) 조사 참여자 명단은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다.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 3년, 5년 이상~10년 미만은 8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5년, 20년 이
상~30년 미만은 25년, 30년 이상은 35년의 추정치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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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종 성명 전공 학력 근무처
경력
(년)

성별 지역
참여

1차 2차

25 정○○ 미술교육 석사 S중학교 8 남 서울 ○ ○

26 중등교사 이○○ 미술교육 박사수료 S중학교 5 여 서울 ○ ○

27 중등교사 이○○ 교육철학 박사 S중학교 15 남 서울 ○ ○

28 고등교사 박○○ 미술학 학사 S고등학교 3 여 서울 ○ ○

29 고등교사 강○○ 미술교육 석사 M고등학교 3 여 경기 ○ ○

30 고등교사 김○○ 미술교육 석사 S고등학교 8 남 서울 ○ ○

31 고등교사 김○ 미술교육 석사 D고등학교 15 남 서울 ○ ○

32 고등교사 신○○ 미술교육 석사 P고등학교 15 여 경기 ○

33 고등교사 유○○ 미술교육 석사 O고등학교 25 남 서울 ○

34 고등교사 이○○ 미술교육 석사 A고등학교 25 여 경기 ○

35 고등교사 이○○ 미술교육 석사 P고등학교 15 여 경기 ○ ○

36 고등교사 임○○ 미술교육 석사 V고등학교 25 남 경기 ○ ○

37 고등교사 정○○ 미술교육 석사 N고등학교 3 남 경기 ○ ○

38 고등교사 하○○ 디자인교육 석사 M고등학교 10 여 서울 ○ ○

39 고등교사 양○○ 미술교육 박사수료 K고등학교 25 여 서울 ○

40 고등교사 김○○ 미술교육 박사 P고등학교 35 여 경기 ○ ○

41 고등교사 김○○ 미술교육 박사 I고등학교 15 여 인천 ○ ○

42 장학사 김○○ 미술교육 석사 S교육청 25 남 서울 ○ ○

43 장학사 김○○ 미술교육 박사 K교육청 25 여 경기 ○ ○

44 교감 신○○ 미술교육 석사 K고등학교 35 여 서울 ○ ○

45 교장 전○○ 미술교육 석사수료 T중학교 35 남 서울 ○ ○

46 연구원 윤○○ 교육심리 석사 J연구소 15 여 서울 ○ ○

47 연구원 소○○ 예술경영 박사수료 M연구소 3 여 서울 ○ ○

48 연구원 한○○ 미술사 박사수료 H미술관 15 여 서울 ○ ○

49 연구원 박○○ 미술교육 박사 P연구소 25 여 충북 ○ ○

50 연구원 양○○ 미술교육 박사 P연구소 25 여 충북 ○ ○

51 연구원 오○○ 미술교육 박사 S미술관 15 여 서울 ○ ○

52 교수 강○○ 미술교육 박사 C대학교 15 남 충북 ○ ○

53 교수 김○○ 미술사 박사수료 K대학교 25 남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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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종 성명 전공 학력 근무처
경력
(년)

성별 지역
참여

1차 2차

54 김○○ 미술교육 박사 H대학교 15 여 서울 ○

55 교수 안○○ 미술교육 박사 K대학교 15 여 경기 ○ ○

56 교수 이○○ 미술교육 박사 K대학교 15 여 경기 ○

57 교수 김○○ 미디어 박사 S대학교 15 남 서울 ○ ○

58 교수 박○○ 미술학 박사수료 D대학교 8 남 서울 ○ ○

59 교수 이○○ 미디어 박사 Y대학교 8 여 서울 ○

60 교수 장○○ 미술사 박사 J대학교 25 남 전북 ○ ○

61 강사 고○○ 미술교육 박사 H대학교 25 남 서울 ○

62 강사 이○○ 교육철학 박사 K대학교 25 남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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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전문가 의견 조사(델파이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연구자의 박
사학위청구논문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의 일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인지 능력에 기초를 둔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를 구
안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분류학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관한 교과교육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분석과 시사점 도출 근거로 활용
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본 델파이조
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깊이 있는 식견 부탁드립니다. 혹 
연구자와의 친분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
다. 본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2차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8. 1. 8 
연구자 김동욱(서울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부록2]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델파이 1차 조사)

  응답하신 내용을 PDF문서로 변환(한글 프로그램: 파일→PDF로 저장하기)하여  1월 14일
(일)까지 연구자 이메일(donguuk@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사와 관련한 의
문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자 일반사항]
*선택형: 해당 답지의 밑줄에 ✔ 표시

1. 전공:             (예: 미술교육, 초등교육(주전공), 서양화, 동양화, 미학, 교육철학 등)
2. 근무처(직장명):                   
3. 직종: 
  ① 초등교사          ② 중학교 미술교사         ③ 고등학교 미술교사       
  ④ 수석교사          ⑤ 교감         ⑥ 교장         ⑦ 대학교수         
  ⑨ 대학강사          ⑧ 전문직(장학사/연구사)         ⑨ 연구원           
  ⑩ 기타(직접 기술)                
4. 학력:  ① 학사       ② 석사수료       ③ 석사       ④ 박사수료       ⑤ 박사     
5. 교육경력(근무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6. 성별: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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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지각(perception)
  지식(knowledge)   지식(knowledge)   기억(remembering)

[본 연구의 분류학에 관한 해설]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라는 본 연구는 인지 능력에 기초한 미술교육
목표분류학 체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분류학이란 교육목표 설정의 두 가지 
원천인 내용과 행동의 유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수업설계는 물론 교육평가,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는 기초적 학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블룸 등(1956)의 『교육목표분류학』으로, 1956년 인지적 영역의 분류학이 나온 이후 차례
로 정의적 영역(1964), 심리·운동적 영역(1972)이 완성되어 오늘날 교육목표를 인지적, 정
의적, 심동적 목표로 설정하는 기초가 되어 왔다.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윌슨(1971)이 블룸
의 교육목표분류학(인지적 영역)에 기초하여 미술교육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제안한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을 내었고, 이 분류학은 미국의 NAEA(국가미술교육협의회)가 만든 국
가미술교육 내용기준(1994)의 체계로 적용될 만큼 미국 미술교육 내용의 표준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블룸의 분류학은 1차원적인 인지과정 체제, 사고의 위계 구조 등에 대한 지속
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블룸의 제자인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이『개정교육목표분류학』을 
내면서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의 2차원적인 체제, 지식과 사고의 위계 조정 등을 통해 
개선되었다. 블룸의 분류학이 현재의 교육 지형에 맞게 수정되었다면 블룸의 분류학을 기초
로 미술교육의 평가 항목(지식과 행동 요소)들을 분류한 윌슨의 분류학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윌슨의 분류학은 개발된 지 40년 이상 지나 현대 미술과 현재의 교육철학을 충
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 시점에 맞는 분류학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윌
슨이 블룸의 분류학을 기초로 했듯 연구자는 블룸 분류학을 수정한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분
류학을 기초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체계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앤더슨 등의 교육목표분
류학이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처럼 미
술교육 역시 ‘내용지식’과 ‘사고기술’이라는 차원에 기초하여 목표분류학을 개발하고자 했다. 
미술교육에서 인지 능력이 주목받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전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DBAE, 아트 프로펠, 애플랜드의 래티스 모형 등이 인지주의에 기초하
여 설계된 미술교육 이론이자 실천이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지에 기초한 미술교육 모
색의 흐름이 더욱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지를 미술교육 목표 설정의 중심에 두는 것은 미
술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아래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개발을 위해 블
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 분류학에서 설정하는 인지과정 유목을 비교해보았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인지과정’ 유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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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comprehension)   이해(comprehension)   이해(understanding)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적용(applying)
  분석(analysis)   평가(evaluation)   분석(analysing)
  종합(synthesis)   감상(appreciation)   평가(evaluating)
  평가(evaluation)   제작(production)   창조(creating)

블룸(1956) 윌슨(1971) 앤더슨과 크래스홀(2001)

∙ 것에 관한 지식
-용어
-특수한 사실

-용어(미술용어)
-사실(대상, 사건, 테마, 작
가, 시대 등)

∙ 지식
-전문용어
-구체적 사실과 요소 

∙특수한 것을 다루는 방법
과 수단에 관한 지식
-형식
-경향과 계열성
-분류와 유목
-준거
-방법론

-관습(상징과 비유)
-동향과 순서(문화적 맥락)
-분류와 범주(양식적 특성, 
미술 장르)

-기준(준거와 판단기준)
-방법론(재료, 용구, 제작과정)

∙개념적 지식
-분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 모형, 구조

∙보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관한 지식

-이론(감각적 특성, 구성, 
미술이론)

∙절차적 지식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그리고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은 일반 교육
학의 맥락에서 교육목표 설정의 인지적 요소들을 위계화한 것이다. 블룸(1956)은 인지적 
영역의 목표로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라는 사고의 유목을, 앤더슨과 크래스홀
(2001)은 ‘지식’을 ‘기억’으로 수정하여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조’라는 유목을 인
지과정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블룸의 지식 범주를 따로 떼어내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의 네 가지 유목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윌슨(1971)
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은 블룸의 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교육에서 평가해야 할 항목들을 내
용과 행동차원으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행동차원의 평가항목은 ‘지각-지식-이해-분석-
평가-감상-제작’으로 구성된다. 지식 앞에 ‘지각’을 두고, 평가 다음에 ‘감상’과 ‘제작’을 추
가하여 미술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지각-지식-이해-분석-평가라
는 일반적인 행동 용어 다음에 감상, 제작이라는 교과 특수적인 용어가 배치되어 일반적인 
행동 수준의 위계를 훼손하는 점이 지적된다. 다시 말해 지각, 지식, 이해, 분석, 평가 등은 
감상과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는 행동요소로 일반성을 가지기 때문에 감상과 제작이라는 교
과 특수적 범주를 덧붙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윌슨이 설정한 행동차원의 
범주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세 분류학에서 제시하는 학습내용으로서 ‘지식’ 차원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블룸, 윌슨, 앤더슨과 크래스홀의 ‘지식’ 차원 유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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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
-이론과 구조
-지적 능력과 기술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용어, 디자인용어, 미술사용어, 비평용어 등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미술 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B.3)이론 미학, 미술이론, 조형론, 디자인이론 등

(B.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
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C.0
미적 지식

(C.1)체화된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신체와 환경적 맥락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

(C.2)해석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에 의한 지식

  윌슨은 미술교육평가분류학의 내용 차원으로 ‘용어, 사실, 관습, 동향과 순서, 분류와 범
주, 이론, 방법론, 기준’을 제시하였다. 블룸과 앤더슨의 분류학이 일반 교육학의 맥락에서 
지식 차원에 구체적 내용이 아닌 지식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면 윌슨은 블룸의 분류학을 
틀로 삼되 지식 유형의 하위요소로 미술의 구체적인 내용 범주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
런 점에서 윌슨의 분류학은 미술교육 내용학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고전적인 연구이다. 그
래서 이와 같은 윌슨의 미술교육 내용 분류 체계를 앤더슨 등의 지식 차원에 대입하였다. 
  그러나 앤더슨 등의 분류학은 학문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교과 내적인 지식만 다루고 있
고, 언어를 도구로 하는 명제적인 지식과 사고만 다룬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미술교육의 내용지식 차원에서 개념적 지식의 하위 유목으로 ‘통합적 지식’을, 
새로운 지식 범주로 ‘미적 지식(체화된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을 추가하였고, 사
고기술 차원의 사고 유목을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술교육의 새로운 내용 요소와 사고의 요소들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구안한 
연구자의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은 <표 3>, <표 4>의 체계를 갖는다.

<표 3>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내용 지식’ 차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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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술 범주
사고 유목

명제적 사고 직관적 사고

 1.0 지각(perceiving)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화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형상화, (2.4)감정, (2.5)몰입 

 3.0 탐색(exploring)  (3.1)전략 수립
 (3.2)자료 수집

 (3.3)상상, (3.4)구상
 (3.5)신체적 사고  
 (3.7)감정이입, (3.7)차원적 사고

 4.0 이해(understanding)
 (4.1)해석, (4.2)예증 
 (4.3)분류, (4.4)요약 
 (4.5)추론, (4.6)비교
 (4.7)설명 

 (4.8)추상화, (4.9)패턴 인식

 5.0 적용(applying)  (5.1)집행, (5.2)실행  (5.3)패턴 형성
 6.0 분석(analyzing)  (6.1)구별, (6.2)조직 

 (6.3)귀속  (6.4)유추, (6.5)변형 
 7.0 평가(evaluation)  (7.1)점검, (7.2)비판  (7.3)성찰 (7.4)가치화
 8.0 창조(creating)  (8.1)생성, (8.2)계획

 (8.3)산출  (8.4)통합 (8.5)통찰 

(C.3)직관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서 느
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
절차적 지식

(D.1)절차적 방법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표현 방법과 절차, 비평 방법
과 절차 등

(D.2)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D.3)절차와 방법
의 판단

절차와 방법의 사용시점과 적용에 관한 비평적 판
단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전략적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E.2)과제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E.3)자기 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흥미, 신념 등

 *배경 음영: 연구자가 추가한 내용

<표 4>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사고 기술’ 차원 제안

 *배경 음영: 연구자가 추가한 내용        

  위의 내용지식과 사고기술 차원을 결합하면 최종적으로 <표 5>, <표 6>과 같은 미술교
육목표분류표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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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기술
내용지식

1.0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적용

6.0
분석

7.0
평가

8.0
창조

A. 
사실적 
지식

전문용어
사실적 정보

B. 
개념적 
지식

분류와 범주
원리와 일반화

이론
통합적 지식

C. 
미적  
지식

체화된 지식
해석적 지식
직관적 지식

D. 
절차적 
지식

절차적 방법
사고 방법

절차와 방법 판단

D. 
메타 

인지적 
지식

전략적 지식
인지과제 지식

자기 지식

          사고기술

 내용지식

1.0
지각

2.0
기억

3.0
탐색

4.0
이해

5.0
적용

6.0
분석

7.0
평가

8.0
창조

제
적
사
고

주의
인식

재인
회상

전략수립
자료수집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

집행
실행

구별
조직

점검
비판

생성
계획
산출

직
관
적
사
고

관찰
직감
정서

동기화

형상화
몰입

상상
구상

신체사고
감정이입
차원사고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귀속
유추
변형

성찰
가치화

통합
통찰

<표 5> 미술교육목표분류학 기본 체계

<표 6>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상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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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실
적 
지
식

미술 용어
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 
개
념
적 
지
식

분류와 범주
미술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이론

미학, 미술이론
조형론,

디자인이론 등
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
공통 개념

문제와 쟁점 등

C. 
미
적 
지
식

체화된 지식
미적 지각
직접 경험

해석적 지식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
직관적 지식
느낌과 통찰

C. 
절
차
적 
지
식

절차적 방법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과 절차 
비평방법과 절차 

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절차와 방법 판단
제작과정 판단

D. 
메 전략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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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인
지
적 
지
식

일반전략
지식

문제해결 특수전략
자기 지식

자기 이해와 적용

[선택지의 척도]

항목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다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타당함 매우 타당함

적합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 다소 적합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적합함 매우 적합함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기재 예시] 
*선택형: 해당 문항의 선택지 숫자에 ✔ 표시

미술교육의 
목적

연구 전제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인지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

  
  이 미술교육목표분류표는 미술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과 그것을 배우는 방법으로서의 
‘사고’를 체계화한 것이다. 즉, 학습경험으로서 ‘무엇을(지식)’이 ‘어떻게(사고)’와 결합되는 
구조로, 지식과 사고의 결합 방식에 따라 어느 수준의 인지능력을 목표로 할 것인지 계획하
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지식과 사고를 여러 수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류
학은 실제적인 수업 설계는 물론, 교육 평가,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Ⅰ. 연구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
[참고사항]

[연구 전제의 타당성]
1. 이 연구는 미술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지능력(사고능력)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능력이란 대상(정보, 지식)을 지각하고 의미와 개념을 
이해하며 분석, 적용, 평가, 창조하는 등의 일련의 사고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술교육
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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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의 목적
연구 전제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인지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연구의 목적
연구 목적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1-1. (위 1번 문항의 ①, ②, ③에 답한 경우) 그렇다면 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
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표현능력 향상   ② 정서 함양   ③ 소통능력 함양   ④ 여가와 취미에 활용
⑤ 기타(내용 기술):

[연구의 필요성]
2.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육목표 설정시 블룸(1956)의 분류학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
나 블룸 분류학의 1차원적 체계, 범주와 위계 설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개선한 앤더
슨과 크래스홀의 개정교육목표분류학(2001)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언어와 논리에 
기초한 명제적 지식과 사고로만 구성되어 미술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윌슨의 미술교육평가분류학(1971)은 블룸의 목표분류학에 기초하여 미술교육 평가의 내용
과 행동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목 설정의 문제, 최신 내용 추가 필요성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제안을 중요한 
연구문제로 둡니다. 이 같은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연구 문제
연구의 필요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음)----(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미술교육목표분류학 

개발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연구 목적의 중요성]
3. 본 연구는 인지에 기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개발하여 인지에 중심을 둔 미술수업 설
계와 평가, 교재 개발, 교육과정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목표설정 도구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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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목표분류학을 

활용한 목표설정도구 
제안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연구의 효용성]
4. 미술교육목표분류표는 미술교육의 내용지식과 사고기술을 조합하여 미술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목표 설정 도구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표가 인지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의 효용성
연구의 효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도움 안 됨)----(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미술교육목표분류표의 

활용성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목표설정 틀의 적합성]
5. 본 분류학은 미술교육 목표 설정의 틀을 내용(내용지식)과 행동(사고기술) 차원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설정 틀
목표설정 틀의 적합성 선택지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내용(내용지식) 차원
행동(사고기술) 차원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목표영역 설정의 타당성]
6. 본 분류학은 미술교육의 목표 영역 설정을 기존의 인지적(지식), 심동적(기능), 정의적(태
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인지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기능의 습득과 적용, 활용, 창조 등(심동적 영
역)을 인지 과정으로 보며, 흥미와 관심, 집중 등 정서적 영역(정의적 영역) 또한 인지와 상
호작용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술교육의 목표 설정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인지라는 통합적인 체계 아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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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영역
 설정 방식

목표영역 설정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지식, 기능, 태도를  
인지라는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정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A)사실적 지식’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지식으로, ‘전문용어’와 ‘사실적 정보’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 등 좀 더 추상적인 지식
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들은 이처럼 
보다 큰 체계의 지식들과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학문적으로 유용한 방식
으로 통합되거나 조직됨으로써 교과 특수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식, 기능, 태도의 인지적 요소들에 주목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분류학의 내용지식 차원에 관한 질문
[내용지식 범주 설정의 타당성]
7. 본 분류학의 ‘내용지식(Contents Knowledges)’ 차원은 (A)사실적 지식(사실적 정보), 
(B)개념적 지식(개념과 원리, 일반화에 관한 지식), (C)미적 지식(미적 지각과 해석, 직관
과 통찰에 의한 지식), (D)절차적 지식(재료와 용구, 표현과 비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지식), (E)메타 인지적 지식(문제해결 전략 수립과 실행의 판단에 관한 지식)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지식 범주
내용지식 범주 설정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A) 사실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B) 개념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C) 미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D) 절차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E) 메타인지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범주 제시

[‘(A)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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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A.1) 전문용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A.2) 사실적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B) 개념적 지식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B.1) 분류와 범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개념적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일정한 관점 아래 조직하고 통합하여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조화한 지식들이다.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상을 바라보
고 사고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개념적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이 발전하면 ‘원리와 일반화’
로서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더욱 정교화하면 ‘이론’이 된다. 또한 모든 지식과 이론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점을 가지며,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공유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하거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
치는 지식들을 ‘통합적 지식’이라고 한다.

8. ‘(A)사실적 지식’은 (A.1)전문용어(미술용어, 디자인용어, 미술사용어, 비평용어 등), 
(A.2)사실적 정보(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
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9. (B)개념적 지식은 (B.1)분류와 범주(미술 장르, 양식, 미술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B.3)이
론(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등), (B.4)통합적 지식(미술과 타 분야(수학, 과학, 역사, 경
제, 문학,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
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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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원리와 일반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3) 이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4) 통합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C) 미적 지식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1) 체화된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C.2) 해석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C.3) 직관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C)미적 지식’은 개념과 논리에 따라 조직된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감각과 감성, 직관 
등 비논리적이고 통찰적인 사고로 조직되는 지식이다. 미술에서의 창작과 감상이 과학이
나 수학에서처럼 명확한 논리와 검증에 기초한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인지 주체의 직접 
경험과 개인적 의미부여, 직관적 통찰에 의거한 주관적인 지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
적 지식의 범주는 미술 교과에 적용되는 교과 특수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의 감각
과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직접 경험으로 획득하는 ‘체화된 지식’, 작품과 현상에 대한 개
인적인 의미부여로서 획득하는 ‘해석적 지식’,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검증이 아닌 느낌과 
통찰에 의해 획득하는 ‘직관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C)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0. (C)미적 지식은 (C.1)체화된 지식(신체와 환경적 맥락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
에 의한 지식), (C.2)해석적 지식(작품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로서 해석에 의한 지식), 
(C.3)직관적 지식(직관적 인식으로서 느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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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D)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D.1) 절차적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D.2) 사고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D.3) 절차와 방법의 
판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D)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기술, 기법, 알고리즘, 표현방법, 비평방법까지 ‘절차적 방법’에 관한 
지식, 교과 특수적 기법과 방법으로서 ‘사고방법’에 관한 지식, 그 절차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의 판단’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구체적
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영역 특수적인 지식
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
문에 ‘실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D)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1. (D)절차적 지식은 (D.1)절차적 방법(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표현 방법과 절차, 비평 방
법과 절차 등), (D.2)사고 방법(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D.3)절차와 방법의 판단
(절차와 방법의 사용 시점과 적용에 관한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
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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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메타 인지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E.1) 전략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E.2) 과제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E.3) 자기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E) 메타 인지적 지식’은 말 그대로 ‘인지에 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
고 관리,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즉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이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의 적절성, 어려움, 개선방법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서 연습, 정교화, 조직화 등 ‘전략적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 전략, 사고방법 등에 관한 ‘과제 지
식’, 과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효능감, 지식과 방법의 습득 정도를 아
는 ‘자기 지식’이 있다. 

[‘(E)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2. (E)메타 인지적 지식은 (E.1)전략적 지식(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E.2)과제 지
식(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E.3)자기 지식(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흥미, 효능
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내용지식에 추가해야 할 범주와 하위 유목]
13. 위 다섯 가지 범주 외에 내용지식에 추가해야 할 범주가 있다면 그 개념과 하위 유목을 
기술해주십시오. 

범주 개념 하위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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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술 범주
사고기술 범주 설정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1) 지각 ①     ②     ③     ④     ⑤

 (2) 기억 ①     ②     ③     ④     ⑤

 (3) 탐색 ①     ②     ③     ④     ⑤

 (4) 이해 ①     ②     ③     ④     ⑤

 (5) 적용 ①     ②     ③     ④     ⑤

 (6) 분석 ①     ②     ③     ④     ⑤

 (7) 평가 ①     ②     ③     ④     ⑤

 (8) 창조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범주 제시

‘(1)지각(perceiving)’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지하는 것이다. 행
동주의 심리학에서 지각은 외부의 정보를 사고에 전달하는 매개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인지심리학에서 지각은 사고를 포함하는 최초의 인지작용으로 여겨진다. 지각은 명제적 
사고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처리하여 정체를 ‘인식’한다. 또한 직관적 사고
로서 전 감각을 활용한 ‘관찰’로 미적 특질과 구조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본질적 특징
을 간파하며, 관련된 ’정서‘가 발동하여 대상에 대한 인지를 지속시키는 ’동기화‘로 이어
지거나 회피 반응을 통해 지각이 멈추기도 한다.

Ⅲ. 분류학의 사고기술 차원에 관한 질문
[사고기술 범주 설정의 타당성]
14. 본 분류학의 ‘사고기술(Thinking Skills)’ 차원은 (1)지각, (2)기억, (3)탐색, (4)이해, 
(5)적용, (6)분석, (7)평가, (8)창조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

15. ‘(1)지각(perceiving)’은 명제적 사고에 (1.1)주의(대상을 인지), (1.2)인식(정체 파악), 
직관적 사고에 (1.3)관찰(미적 특질과 구조 발견), (1.4)직감(설명이나 증명 없이 본질 파
악), (1.5)정서(긍정적, 부정적 정서 발동), (1.6)동기화(동기부여를 통한 인지 지속)가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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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각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1.1) 주의 ①     ②     ③     ④     ⑤

(1.2) 인식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1.3) 관찰 ①     ②     ③     ④     ⑤

(1.4) 직감 ①     ②     ③     ④     ⑤

(1.5) 정서 ①     ②     ③     ④     ⑤

(1.6) 동기화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2) 기억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절하지 않음)----(매우 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2.1) 재인 ①     ②     ③     ④     ⑤

(2.2) 회상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2.3) 형상화 ①     ②     ③     ④     ⑤

(2.4) 감정 ①     ②     ③     ④     ⑤

(2.5) 몰입 ①     ②     ③     ④     ⑤

‘(2)‘기억(memorizing)’은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지식)를 장기 기억에서 사고의 영
역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선행지식을 인출
하는 인지 작용으로, 관련된 지식은 사실적, 개념적, 미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혹은 이
들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주제나 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재인’,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회상’,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와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형상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 그리고 감정에 의해 더 깊
고 넓게 회상하는 ‘몰입’으로 구성된다.   

[‘(2)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

16. ‘(2)기억(memorizing)’은 명제적 사고에 (2.1)재인(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 상기), 
(2.2)회상(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 상기), 직관적 사고에 (2.3)형상화(대상에 연관된 정
보를 이미지로 상기), (2.4)감정(대상과 연관된 감정의 발생), (2.5)몰입(더 깊이 회상하기)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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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3) 탐색
탐색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3.1) 전략수립 ①     ②     ③     ④     ⑤

(3.2) 자료수집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3.3) 상상 ①     ②     ③     ④     ⑤

(3.4) 구상 ①     ②     ③     ④     ⑤

(3.5) 신체적 사고 ①     ②     ③     ④     ⑤

(3.6) 감정 이입 ①     ②     ③     ④     ⑤

(3.7) 차원적 사고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3)탐색(exploring)’은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피어 찾는 것으로, 인지의 확장
성을 특징으로 한다. 크게 ‘외부 정보 탐색’과 ‘내면의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정
보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으로, 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계획하는 ‘전략 수립’,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자료 수집’으로 구성된다. 
내면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 없이 생각을 확장하는 ‘상상’, 제시
된 조건에 따라 생각을 확장하면서 구체화하는 ‘구상’, 몸의 감각에 기초해서 느끼고 생
각하는 ‘신체적 사고’, 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을 지각하는 ‘감정이입’, 대상을 다른 차원
으로 이동시켜 생각하는 ’차원적 사고‘로 구성된다.

[‘(3) 탐색’ 하위유목의 적합성]

17. ‘(3)탐색(exploring)’의 명제적 사고에는 (3.1)전략 수립(필요한 자료의 내용과 범위, 
수집 방법에 관한 계획 수립), (3.2)자료 수집(자료의 소재 확인 및 수집), 직관적 사고에
는 (3.3)상상(제한 없는 생각의 확장), (3.4)구상(제시된 조건에 따른 생각의 확장과 구체
화), (3.5)신체적 사고(몸의 감각에 기초한 사고), (3.6)감정 이입(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을 
지각), (3.7)차원적 사고(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생각하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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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해
이해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4.1) 해석 ①     ②     ③     ④     ⑤

(4.2) 예증 ①     ②     ③     ④     ⑤

(4.3) 분류 ①     ②     ③     ④     ⑤

(4.4) 요약 ①     ②     ③     ④     ⑤

(4.5) 추론 ①     ②     ③     ④     ⑤

(4.6) 비교 ①     ②     ③     ④     ⑤

(4.7) 설명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4.8) 추상화 ①     ②     ③     ④     ⑤

(4.9) 패턴인식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4)이해(understanding)’는 주어지거나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
생들은 새로 습득한 지식(후속지식)이 기존 지식(선행지식)과 관련을 가질 때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후속지속을 선행지식의 도식(패턴)에 ‘동화’시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
다. 지식의 도식은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대상이나 현상 등의 실제적
인 맥락을 관찰하여 핵심 원리와 본질을 발견하는 ‘추상화’, 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규칙
을 찾는 ‘패턴 인식’으로 구성된다. 

[‘(4) 이해’ 하위유목의 적합성]

18. ‘(4)이해(understanding)’의 명제적 사고에는 (4.1)해석(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
로 설명하기; 그림→말, 데이터→이미지 등), (4.2)예증(개념이나 원리의 구체적 사례 들
기), (4.3)분류(구체적 사례를 특정 유목에 배치하기), (4.4)요약(정보의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정리하기), (4.5)추론(일련의 사례에서 특정한 원리나 규칙 발견하기), (4.6)비교(둘 
이상의 대상, 사건, 현상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아내기), (4.7)설명(어떤 현상의 원인을 
특정 원리를 활용하여 설명하기), 직관적 사고에는 (4.8)추상화(구체적 대상이나 현상에서 
핵심 원리나 본질 발견하기), (4.9)패턴 인식(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규칙 찾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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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용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5.1) 이행 ①     ②     ③     ④     ⑤

(5.2) 실행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5.3) 패턴형성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5)적용(applying)’은 이미 학습한 방법과 절차들을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과 관련 있는 사고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방법
과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행’,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실행’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새
롭게 활용하는 경우로,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패턴 형성’이 있다.

‘(6)분석(analysis)’은 자료나 현상을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간, 부분과 전체 구조간의 관
련성,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부분들을 전
체 구조의 맥락 아래 분석하는 수렴적이고 판단적인 사고로,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절
성 면에서 구분하는 ‘구별’, 일련의 체계 속에서 조직화하는 ‘조직’, 이면의 관점이나 의
도를 파악하는 ‘귀속’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현상
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유추’, 다른 표상형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변형’으로, 다면적
이고 융합적인 사고에 기초한다.

[‘(5)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19. ‘(5)적용(applying)’의 명제적 사고에는 (5.1)이행(방법과 절차의 기계적 적용), (5.2)
실행(상황에 적합한 절차의 선택적 활용), 직관적 사고에는 (5.3)패턴 형성(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 만들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분석’ 하위유목의 적합성]

20. ‘(6)분석(analysis)’의 명제적 사고에는 (6.1)구별(정보들을 중요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구분하기), (6.2)조직(정보의 요소들을 일련의 체제 속에서 조직화하기), (6.3)귀속(정보의 
이면에 놓인 관점이나 의도 파악하기), 직관적 사고에는 (6.4)유추(서로 다른 사물간의 유
사성 발견하기), (6.5)변형(다른 표상형식으로 바꿔 표현하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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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석
분석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6.1) 구별 ①     ②     ③     ④     ⑤

(6.2) 조직 ①     ②     ③     ④     ⑤

(6.3) 귀속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6.4) 유추 ①     ②     ③     ④     ⑤

(6.5) 변형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7) 평가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7.1) 점검 ①     ②     ③     ④     ⑤

(7.2) 비판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7.3) 성찰 ①     ②     ③     ④     ⑤

(7.4) 가치화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7)평가(valuating)’는 준거나 기준,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 작품이나 자신의 표현 과정
과 결과 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는 메타 인지적 지식이 
활용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내적 비일관성과 오류를 검증하는 ‘점검’, 외적 준
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비판’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명세화 된 준거
로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성찰’과 관심과 열정 등 내적 동
기를 내재화하는 ‘가치화’로 구성된다.

[‘(7)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21. ‘(7)평가(valuating)’의 명제적 사고에는 (7.1)점검(내적 비일관성과 오류의 검증), 
(7.2)비판(효과성, 효율성 등 준거를 바탕으로 하는 판단), 직관적 사고로서 (7.3)성찰(태도
와 정서를 포괄하는 주관적인 판단), (7.4)가치화(관심과 열정 등 내적 동기의 내재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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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창조
창조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명
제
적 
사
고

(8.1) 생성 ①     ②     ③     ④     ⑤

(8.2) 계획 ①     ②     ③     ④     ⑤

(8.3) 산출 ①     ②     ③     ④     ⑤

직
관
적
사
고

(8.4) 통합 ①     ②     ③     ④     ⑤

(8.5) 통찰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8)창조(creating)’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해, 적용, 분석 등 이전의 유목들이 전체의 부분인 특정 요소들을 가
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창조는 이전에 배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문제
를 명세화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생성’, 문제해결 절차와 방법을 구안하는 ‘계획’,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산출’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지식과 
감각, 논리와 정서가 통합되는 종합지적인 방법으로서의 ‘통합’,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새로운 창조물을 산출한다. 

[‘(8) 창조’ 하위유목의 적합성]

22. ‘(8)창조(creating)’의 명제적 사고에는 (8.1)생성(문제 명세화와 가설 설정), (8.2)계획
(문제해결 절차와 방법 구안), (8.3)산출(문제를 해결한 결과물 산출), 직관적 사고로서 
(8.4)통합(지식과 감각, 논리와 정서의 통합), (8.5)통찰(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새로운 창조
물 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유목의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기술에 추가해야 할 범주와 유목]
23. 위 여덟 가지 범주 외에 사고기술에 추가해야 할 범주가 있다면 그 개념과 하위 유목을 
기술해주십시오. 

범주 개념 하위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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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류학과 델파이 조사지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 및 본 
연구 수행 관련 제언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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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청구논
문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의 일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조사
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2차 조사입니다. 연구자는 1차 조사에서 학습자의 인지 능력에 
기초를 둔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분류학 체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분석과 시사점 도출 근거로 활용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깊이 있는 식견 부탁
드리며, 혹 연구자와의 친분이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고려해주
시기 바랍니다. 본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3차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3

연구자 김동욱(서울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설문 참여자의 이름/직종/소속/전공/성별을 논문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디까지 공개하면 좋을지 체크해주세요.(공개해도 되는 항목. 공개불
가 항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할 예정입니다)
  ① 이름       ② 직종       ③ 소속       ④ 전공       ⑤ 성별       

[부록3]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 2차 조사)

  응답하신 내용을 PDF문서로 변환(한글 프로그램: 파일→PDF로 저장하기)하여 4월 29일
(일)까지 연구자 이메일(donguuk@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사와 관련한 
의문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자 일반사항]
*선택형: 해당 답지의 밑줄에 ✔ 표시
1. 전공:                 (예: 미술교육, 초등교육(주전공), 서양화, 동양화, 미디어, 미술
사, 미학, 교육심리, 교육철학 등)
2. 소속(직장명) :                   
3. 직종: 
  ① 초등교사          ② 중학교 미술교사         ③ 고등학교 미술교사       
  ④ 수석교사          ⑤ 교감         ⑥ 교장         ⑦ 대학교수         
  ⑨ 대학강사          ⑧ 전문직(장학사/연구사)         ⑨ 연구원           
  ⑩ 기타(직접 기술)                
4. 학력
  ① 학사         ② 석사수료        ③ 석사        ④ 박사수료         ⑤ 박사       
5. 교육경력(근무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6. 성별: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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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술 범주
사고 유목

명제적 사고 직관적 사고

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용어, 디자인용어, 미술사용어, 비평용어 등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미술 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
(B.3)이론 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등

(B.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
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C.0
미적 지식

(C.1)체화된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신체와 환경적 맥락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

(C.2)해석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에 의한 지식

(C.3)직관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서 느
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
절차적 지식

(D.1)절차적 방법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표현 방법과 절차, 비평 방법
과 절차 등

(D.2)사고 방법 창의적 사고법, 창의적 표현법 
(D.3)절차와 방법
의 판단 절차와 방법의 사용시점과 적용에 관한 비평적 판단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전략적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 전략
(E.2)과제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E.3)자기 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흥미, 신념 등

[1차 조사에서 제안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라는 본 연구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미
술교육 목표설정의 두 가지 원천으로 ‘내용지식’과 ‘사고기술’의 유목을 <표1>, <표2>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표 1>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내용 지식’ 차원 제안

 *강조된 글씨: 2차 조사에서 수정될 부분 

<표 2>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사고 기술’ 차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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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각(perceiving)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화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형상화, (2.4)감정, (2.5)몰입 

 3.0 탐색(exploring)  (3.1)전략 수립
 (3.2)자료 수집

 (3.3)상상, (3.4)구상
 (3.5)신체적 사고  
 (3.6)감정이입, (3.7)차원적 사고

 4.0 이해(understanding)
 (4.1)해석, (4.2)예증 
 (4.3)분류, (4.4)요약 
 (4.5)추론, (4.6)비교
 (4.7)설명 

 (4.8)추상화, (4.9)패턴인식

 5.0 적용(applying)  (5.1)집행, (5.2)실행  (5.3)패턴형성
 6.0 분석(analyzing)  (6.1)구별, (6.2)조직 

 (6.3)귀속  (6.4)유추, (6.5)변형 
 7.0 평가(evaluation)  (7.1)점검, (7.2)비판  (7.3)성찰 (7.4)가치화

 8.0 창조(creating)  (8.1)생성, (8.2)계획
 (8.3)산출  (8.4)통합 (8.5)통찰 

지식 범주 지식 유목 내용 요소

A.0
사실적 지식

(A.1)전문용어 미술용어, 디자인용어, 미술사용어, 비평용어 등
(A.2)사실적 정보 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B.0
개념적 지식

(B.1)분류와 범주 미술 장르, 양식,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
(B.2)원리와 일반화 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등
(B.3)이론 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시각문화론 등

(B.4)통합적 지식
미술과 타 분야(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음악 등)
공통 개념(인간, 자연, 시간, 공간, 관계, 힘 등)
문제와 쟁점(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문제, 학
문적·윤리적·가치판단적 쟁점 등)

 *강조된 글씨: 2차 조사에서 수정될 부분    

[2차 조사에서 수정한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인지 중심 미술교육목표분류학 체계 연구’라는 본 연구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를 바탕으
로 교육 목표설정의 두 가지 원천을 ‘내용지식’과 ‘인지기술’로 수정하였고, 인지기술 유목의 
명제적 사고/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세부 범주와 유목들은 
<표3>, <표4>와 같습니다.

<표 3>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내용 지식’ 차원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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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술 범주 인지 유목

 1.0 지각(perceiving)  (1.1)주의, (1.2)인식  (1.3)관찰, (1.4)직감
 (1.5)정서, (1.6)동기부여

 2.0 기억(remembering)  (2.1)재인, (2.2)회상  (2.3)심상

 3.0 탐색(exploring)  (3.1)키워딩
 (3.2)연결

 (3.3)상상, (3.4)구상
 (3.5)신체적 사고  
 (3.6)차원적 사고

 4.0 이해(understanding)
 (4.1)파악, (4.2)요약
 (4.3)해석, (4.4)예증
 (4.5)비교, (4.6)분류
 (4.7)추론 

 (4.8)추상화

 5.0 분석(analyzing)  (5.1)속성파악
 (5.2)구별, (5.3)조직 

 (5.4)패턴인식
 (5.5)변형, (5.6)유추 

 6.0 적용(applying)  (6.1)연습, (6.2)실행  (6.3)패턴생성
 7.0 평가(evaluation)  (7.1)점검, (7.2)비평  (7.3)성찰 (7.4)가치화

 8.0 창조(creating)  (8.1)문제정의, (8.2)계획  (8.3)통합 (8.4)통찰, (8.5)산출

C.0
미적 지식

(C.1)체화된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신체와 환경적 맥락을 
통한 미적 지각과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

(C.2)해석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의미부여로서 해석과 
창작에 의한 지식

(C.3)직관적 지식 대상, 주제, 작품 등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서 느
낌과 통찰에 의한 지식

D.0
절차적 지식

(D.1)방법과 절차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발상법, 표현 방법과 절차, 
비평 방법과 절차 등

(D.2)방법과 절차
의 활용기준 방법과 절차의 선택과 활용 시점에 관한 기준

E.0
메타 인지적 

지식

(E.1)전략 지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
(E.2)전략사용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사용 지식
(E.3)자기이해지식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지식습득 수준, 동기, 흥미, 

신념 등
 *강조된 글씨: 2차 조사에서 수정된 부분 

<표 4> 미술교육목표분류학의 ‘인지 기술’ 차원 제안

 *강조된 글씨: 2차 조사에서 수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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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의 척도]

항목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다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타당함 매우 타당함

적합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 다소 적합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적합함 매우 적합함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기재 예시] 
*선택형: 해당 문항의 선택지 숫자에 ✔ 표시

미술교육의 
목적

연구 전제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인지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분류학에 관한 의견 조사]

  델파이 조사의 내용 타당성(적합성)은 대개 5점 척도 기준으로 4.0 이상을 타당성의 기
준으로 봅니다.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연구자가 제안한 분류학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4.0을 
넘어 타당성과 적합성 면에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조사는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분류학을 좀 더 정확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항, 응답의 편차가 큰 문항, 상대적으로 척도점수
가 낮은 문항(4.30 이하), 분류학의 유목이나 용어 등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
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재 질문하였으며, 응답자가 제기한 비판적 의견들 중 타
당성이 높은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질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Ⅰ. 연구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추가 질문

[연구 전제의 타당성]
1. 1차 조사(1번 문항)에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지능력(사고능력) 향
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지능력
이란 “대상(정보, 지식, 사물, 현상 등)을 지각하고 의미와 개념을 이해, 분석, 적용, 평가, 
창조하는 등의 일련의 사고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인지능력 향
상이 미술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정서 함양, 소통능력, 표현능력, 문화 이해력 
향상 등이 미술교육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제로 삼는 
인지능력은 정서, 표현, 이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 개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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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틀
목표설정 틀의 타당성 선택지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내용지식 차원

인지기술 차원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미술교육의 목적
연구 전제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인지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역량 요소들은 본 연구의 분류학 체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능력 향상을 미술
교육의 목적에 두는 것은 정서, 표현 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표현, 이해가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인지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함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
은 통합적 인지 개념 아래 미술교육의 목적을 인지능력 향상에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위 1번 문항의 ①, ②, ③에 답한 경우) 그렇다면 미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
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표현능력 향상   ② 정서 함양   ③ 소통능력 함양   ④ 문화 이해력 향상
⑤ 여가와 취미에 활용   ⑥ 기타(내용 기술):

[목표설정 틀의 타당성]
2. 1차 조사(5번 문항)에서 본 분류학의 미술교육 목표 설정의 틀로 ‘내용지식(내용 차원)’
과 ‘사고기술(행동 차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기술이 미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
동의 차원들(감정, 정서, 가치화 등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
니다. 그러나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정서와 같은 정의적 영역을 사고와 상호작용하는 인지과
정의 한 요소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 정서 자체를 사고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
시 말해 인지라는 개념 아래 정서와 사고가 포괄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초하면 사고와 정
서를 아우르는 행동차원의 틀로 ‘사고기술’보다는 ‘인지기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제안한 ‘사고기술’을 ‘인지기술’로 수정하여 미술교육 목표 
설정의 틀을 ‘내용지식’(내용 차원)과 ‘인지기술’(행동 차원)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39 -

 목표 영역
 설정 방식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통합적 인지의 체계 
아래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목표 설정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제시

‘(A)사실적 지식’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지식으로, ‘전문용어’와 ‘사실적 정보’로 
구성된다. ‘전문용어’는 학문 내에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교과 특
수적인 지식이다. ‘사실적 정보’는 부정할 수 없는 특수한 사실에 관한 지식이다. 구체적
인 내용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 등 추상적인 지식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A)사실적 지식’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지식으로, ‘전문용어’와 ‘사실적 정보’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원리 등 좀 더 추상적인 지식
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들은 이처럼 
보다 큰 체계의 지식들과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학문적으로 유용한 방식
으로 통합되거나 조직됨으로써 교과 특수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통합적 목표 설정의 타당성]
3. 1차 조사(6번 문항)에서 미술교육의 목표 설정 영역을 기존의 인지적(지식), 심동적(기
능), 정의적(태도)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인지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했
습니다. 이에 대해 “미술교육에서 기능과 태도적인 특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
었습니다. 이 역시 1번 질문과 같이 인지, 기능, 태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기존 관점에 따른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자는 미술교육에서 인지만 중요시하고 기능과 태도를 배제하는 것
이 아니라 분리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적 인지의 작용 아래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용, 창조 등)과 태도(정서, 동기화, 가치화 등)에 해당하는 행위요
소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인지과정의 유목 속에 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설
명을 기초로 할 때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별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는 기존 관행이 
아닌 통합적 인지의 체계 아래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목표 설정 방식이 얼마나 타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분류학의 내용지식 차원에 관한 추가 질문
[‘(A)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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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사실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A.1) 전문용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A.2) 사실적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들은 이처럼 보다 큰 체계의 지식들
과 관계되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학문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되거나 조직
됨으로써 교과 특수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B)개념적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일정한 관점 아래 조직하고 통합하여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조화한 지식들이다.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상을 바라보
고 사고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개념적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으로, 그것이 발전하면 ‘원리와 일반화’
로서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더욱 정교화하면 ‘이론’이 된다. 또한 모든 지식과 이론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점을 가지며,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공유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
하거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
치는 지식들을 ‘통합적 지식’이라고 한다.

4. ‘(A)사실적 지식’에 대한 1차 조사(8번 문항)에서 “전문용어는 개념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용어는 용어의 의미(개념)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 지식은 일반성과 추상성이 강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용어의 
특수한 의미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는 이보다는 사실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실적 정보의 하위 유목(작가, 작품, 시대, 지역, 일화, 도상 등) 중 도상은 해석적 
지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분류학에서 규정하는 해석적 지식은 관람자가 작
품과 상호 텍스트적으로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개별적 의미로서의 지식으로서, 도상은 특정 
문화권에서 도상이 갖는 일반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사실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사실적 지식의 아래와 같은 하위 유목 구성이 얼마나 적합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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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개념적 지식’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일정한 관점 아래 조직하고 통합하여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조화한 지식들이다.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상을 바라보
고 사고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개념적 지식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범주로서 ‘분류와 범주’에 관한 지식, 현상을 설명하는 패턴으로서 추상
적 개념에 관한 ‘원리와 일반화’로서의 지식, 현상을 읽고 해석하는 구조적인 담론, 추상
적인 공식화로서 ‘이론’이 있다. 또한 모든 지식과 이론들은 다른 분야와 연결점을 가지
며, 보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공유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쟁점을 판단하는 데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치는 지식들을 ‘통합적 지식’
이라고 한다.

(2차)

5. 1차 조사(9번 문항)에서 (B)개념적 지식에 대해서는 각 유목의 하위요소들이 속하는 범
주에 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B.1)분류와 범주(미술 장르, 양식, 미술사조, 제재, 주제, 재료, 기법, 기능 등)의 하위요
소중 ‘재료, 기법, 기능’은 (A)사실적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하자면 ‘분류와 범주’의 하위요소로서 ‘재료, 기법, 기능’은 재료별, 기법별, 기능별로 작품들
을 분류한다는 의미로, 재료와 기법 자체는 사실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에 속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분류의 기준으로서 재료와 기법을 의미합니다. 흔한 분류로서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수묵화 등 재료에 의한 분류, 조각, 소조, 진채화, 담채화 등 기법에 의한 분류, 순
수미술과 실용미술, 고급미술과 대중미술 등 기능에 의한 분류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재료, 
기법, 기능은 (B.1)분류와 범주의 하위요소에 속할 수 있습니다. 
  “(B.2)원리와 일반화(조형요소와 원리, 색채학, 미술문화, 시각문화 등)에서 “색채학, 시각
문화는 (B.3)이론에 속한다”와, “미술문화, 시각문화는 개념적 지식으로 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리와 일반화’는 학문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와 일반화
를 의미하며 개념적 지식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색채학은 색채의 현상(주목성, 명시성, 색
채대비 등)을 설명하는 원리이고, 미술문화는 특정 시대나 국가의 미술문화(고려와 조선시
대 미술, 한중일 미술 등)에 대한 일반화로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술
문화는 미술사적 지식으로서 내용이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문화 관련 내용
으로 시각문화의 개념과 역할, 가치 등 개념적 내용은 시각문화에 관한 일반화로서의 성격
을 갖습니다. 반면 시각문화 현상을 읽는 시각으로서 대중문화론, 소비주의, 여성주의, 다문
화주의 등은 담론으로서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인 내용의 뿌리에는 담론이 있음
을 감안할 때 시각문화는 ‘시각문화론’으로 수정하여 ‘(B.3)이론’의 하위요소로 옮기고자 합
니다. 
  “(B.2)원리와 일반화와 (B.3)이론(미학, 미술이론, 디자인이론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C)이론'은 복잡한 현상과 문제들을 설명하는 가장 추상적인 공식화로
서의 지식으로, 인식론, 구조, 모형 등에 관한 지식들을 포함합니다. (B.2)원리와 일반화가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패턴과 관련 있다면 (B.3)이론은 여러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
고 조직하는 등 보다 큰 차원의 구조적 지식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미적 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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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개념적 지식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개념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B.1) 분류와 범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2) 원리와 일반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3) 이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B.4) 통합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C)미적 지식’은 개념과 논리에 따라 조직된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감각과 감성, 직관 
등 비논리적이고 통찰적인 사고로 조직되는 지식이다. 미술에서의 창작과 감상이 과학이
나 수학처럼 명확한 논리와 검증에 기초한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인지 주체의 직접 경
험과 개인적 의미부여, 직관적 사고에 의한 주관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적 지식
은 미술 교과에만 해당하는 교과 특수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 감각과 환경적 맥
락 속에서 직접 경험으로 획득하는 ‘체화된 지식’, 작품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의미부여
로서 개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해석적 지식’,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검증이 아닌 느
낌과 통찰로 획득하는 ‘직관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판단에 관한 지식), 미술이론(양식론, 화론, 미디어이론 등), 디자인이론(근현대디자인론, 디
자인방법론 등), 시각문화론(대중문화론, 소비주의,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B.4)통합적 지식(미술과 타 분야, 공통 개념, 문제와 쟁점 등)은 절차적 지식의 ‘(D.2)
사고방법’, 또는 메타인지적 지식의 ‘(E.2)과제 지식’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사고방법’은 창의적 사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식이고 ‘메타 인지적 지식’은 자신의 
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라면, 통합적 지식은 여러 분야에 걸친 공통 개념이나 
주제 아래 미술이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내용 지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통합적 지식은 절차
적 지식이나 메타인지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기초로 할 때 (B)개념적 지식의 아래와 같은 하위 유목 구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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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미적 지식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미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C.1) 체화된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C.2) 해석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C.3) 직관적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D)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기술, 기법, 알고리즘, 표현방법, 비평방법까지 ‘절차적 방법’에 관한 
지식, 교과 특수적 기법과 방법으로서 ‘사고방법’에 관한 지식, 그 절차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의 판단’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영역 특수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에 ‘실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6. 1차 조사(10번 문항)에서 (C)미적 지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을 
지식으로 볼 수 있는지”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지식으로 성격 짓기에는 주관성
이 강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지식관을 벗어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근대적 지식관에서 지식은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지지만 지식의 절대성
이 부정되는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지식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현대 구성주의 교육 역
시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여 터득하는 지식을 온전한 자기지식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미적 
지식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서 개인별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입니다. 미적 지식은 개념적 이해가 아닌 학습자의 신체
를 통해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C.1)체화된 지식, 작품과 상호 텍스트적으로 소통하며 의미
를 구성해가는 (C.2)해석적 지식, 느낌과 직감, 통찰에 의해 순간적으로 획득하는 (C.3)직
관적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위와 같은 배경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이와 같은 하위 유목의 구
성이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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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절차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절/적합하지 않음)----(매우 적절/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적
절
성

(D.1)절차적 방법, 
(D.2)사고방법을 
(D.1)방법과 절차로 
통합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적
합
성

(D.1) 방법과 절
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D.2) 방법과 절
차의 활용기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은 
교과 특수적인 방법과 과정에 관한 것들이다. 절차적 지식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발
상법, 표현방법과 절차, 비평방법과 절차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식, 그 방법과 절차
들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다. 절차적 지식은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2차)

7. 1차 조사(10번 문항)에서 (D)절차적 지식에 관해서는 “(D.1)절차적 방법과 (D.2)사고방
법의 차이가 모호하다”, “(D.2)사고방법의 하위요소인 창의적 사고법과 창의적 표현법의 차
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D.1)절차적 방법’은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기법, 표현방법, 비평방법 등 비교적 고정된 알고리즘을 가지는 방법과 절차를 의도하였고, 
‘(D.2)사고방법’은 창의적 사고법(마인드맵, 시네틱스, 스캠퍼 등)과 창의적 표현법(강제결
합, 의인화, 유추, 차용 등) 과정이 열린 방법과 절차를 의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의 
경계가 모호하고(예: 표현방법과 창의적 표현방법의 차이) ‘사고방법’은 ‘절차적 방법’에 포
함되기 때문에 '(D.2)사고방법'을 ‘(D.1)절차적 방법’에 통합하며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
어를 ‘(D.1)방법과 절차’로 수정하여 미술에서 활용되는 모든 방법론적 지식을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D.3)절차와 방법의 판단이 (E)메타 인지적 지식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
기서 절차와 방법의 판단은 절차적 방법의 선택과 활용시점의 판단 기준(예: 원하는 표현효
과를 얻기 위한 기법의 선택과 사용시점 등)에 관한 지식으로, 스스로의 인지과정을 판단하
는데 사용되는 메타 인지적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판단’이라는 용어가 메타 인지적 지
식의 ‘판단’과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D.3)절차와 방법의 판단’은 ‘(D.3)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가설명을 기초로 할 때 (D.1)절차적 방법과 (D.2)사고방법을 합쳐 (D.1)방법
과 절차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그리고 (D)절차적 지식의 하위요소로서 (D.1)방
법과 절차, (D.2)방법과 절차의 활용기준은 얼마나 적합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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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E) 메타 인지적 지식’은 말 그대로 ‘인지에 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
고 관리, 통제,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을 말한다. 즉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이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의 적절성, 어려움, 개선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
는 지식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서 학습전략, 조직전략, 기획전략 
등의 ‘전략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의 사용에 관한 ‘전략사용지식’, 과제 
해결에 비춘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효능감, 지식 습득 수준 등을 아는 ‘자기이해지식’
이 있다. 메타 인지적 지식은 메타인지 전략 자체에 관한 지식을 말하며, 그 전략은 인
지과정(탐색, 분석, 평가 등)에서 기초 지식으로 활용된다.

‘(E) 메타 인지적 지식’은 말 그대로 ‘인지에 관한 지식’으로,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
고 관리, 통제, 조절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즉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이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의 적절성, 어려움, 개선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적 전략으로서 연습, 정교화, 조직화 등 ‘전략적 지식’,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 전략, 사고방법 등에 관한 ‘과제 지식’, 과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강점, 약점, 동기, 효능감, 지식과 방법의 습득 정도를 아는 ‘자기 지
식’이 있다. 

[‘(E)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과 중요성]
(1차)

(2차)

8. 1차 조사(11번 문항)에서 (E)메타 인지적 지식에 관해서는 “(E.1)전략적 지식(문제 해결
을 위한 일반 전략)  (E.2)과제 지식(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이 중복된다”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하려면 먼저 과제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 ‘전략적 지식’은 문제해결의 일반 전략에 관한 지식으로, 학습전략(암기, 연습 등), 조직
전략(그룹화, 맵핑 등), 기획전략(목표설정, 준거설정 등)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과제 지식’은 
과제의 맥락과 조건에 따른 전략 사용 기준에 관한 지식으로, 전략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
는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지식은 문제해결전략 자체에 관한 지식이
고, 과제 지식은 과제의 맥락에 따른 전략 사용 기준에 관한 지식으로 두 지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E.1)전략적 지식을 (E.1)전략 지식으로, (E.2)과제 
지식은 ‘과제 자체에 관한 지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E.2)전략사용지식으로 수정합니다. 
‘(E.1)전략 지식’과 ‘(E.2)전략사용지식’이 ‘(D.1)방법과 절차’, ‘(D.2)방법과 절차의 활용기
준’과 다른 점은 전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전략에 관한 지식이라면, 후자는 교과특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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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메타 인지적 
지식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적합성 메타 인지적 지식 하위유목의 중요성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E.1) 전략 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E.2) 전략사용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E.3) 자기이해지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이유 기술)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방법에 관한 지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E.3)자기 지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동기, 지식 습
득 수준 등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의미 명확화를 위해 (E.3)자기이해지식으로 수정합
니다. 이와 같은 추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E)메타인지적 지식의 하위요소로서 (E.1)전략 
지식, (E.2)전략사용지식, (E.3)자기이해지식은 얼마나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분류학의 인지기술(사고기술) 차원에 관한 질문

[인지기술 유목에서 명제적/직관적 사고 구분의 타당성]
9. 1차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명제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변형 등은 직관적 사고가 아니라 
명제적 사고가 아닌지”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애초에 명제적 사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관적 사고를 설정한 것은 기존 분류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만을 다룸으
로써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도 중요한 특징인 미술 교과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주의 사고를 명제적/직관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이분법
적인 시각으로 실제 사고는 두 영역을 넘나들며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범주화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의 경우 대상의 세부 요소들을 체크하며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면 명제적 사고이고, 
전체와 부분의 조화, 색감, 느낌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직관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패턴인
식, 패턴형성도 사회현상, 자연현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일반화하
는 것은 명제적이고, 음악이나 동작, 문양 등에 나타나는 패턴을 인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명제적이냐 직관적이냐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인지 주체
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학에서 명제적/직관적이라는 구분은 삭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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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각(perceiving)’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지하는 것이다. 행
동주의 심리학에서 지각은 외부 정보를 사고에 전달하는 매개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인
지심리학에서 지각은 사고를 포함하는 최초의 인지작용으로 여겨진다. 지각은 명제적 사

 
인지기술 유목 체계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타당하지 않음)----(매우 티당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인지기술 체계에서
명제적/직관적 사고의 
구분을 없앰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제시

 (6) 적용
인지기술 범주 재배열의 타당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적절하지 않음)----(매우 적합/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4)이해, (5)분석, (6)적용
으로 체계 수정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하였습니다.(그래서 이후 문항에서 명제적/직관적 구분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처럼 명제적/직관적 구분을 없애되 명제적으로만 한정된 분류학상 사고의 유목에 직관적 요
소를 가진 사고를 추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지기술의 범주 중 이해-적용-분석을 이해-분석-적용으로 수정한 체계의 타당성]
10. 1차 조사에서 “(5)적용과 (6)분석은 분류학의 순서상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떤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적용’하는 것이 인지 과정의 흐름상 자
연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이 의견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블룸과 앤더슨 등의 분류
학에서 ‘적용’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분석’은 적용보다 높은 
차원의 인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6)분석은 (4)이해의 확장이라는 점, (5)적용의 유목 중 
(5.2)실행(과제에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선택하여 실행)에는 그보다 상위단계인 (6)분석
(정보의 구별, 조직, 속성파악)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5)적용과 (6)분석의 위
치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류학의 범주를 (4)이해, (5)적용, (6)
분석에서 (4)이해, (5)분석, (6)적용으로 수정합니다.(이에 따라 이후 문항에서 각 유목의 
번호도 (5)분석, (6)적용에 맞추어 수정됩니다.) 이와 같이 분류학의 범주상 ‘(4)이해, (5)
적용, (6)분석’을 (4)이해, ‘(5)분석, (6)적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1)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적절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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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처리를 통해 그 정체나 의미를 ‘인식’한다. 또한 직관
적 사고로서 모든 감각을 활용한 ‘관찰’로 대상의 미적 특질과 구조를 발견하고, ‘직감’적
으로 본질적 특징을 간파하며, 관련된 ‘정서’가 발동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 반응으로 인
지를 지속시키는 ‘동기화’로 이어지거나 회피 반응을 통해 지각이 멈추기도 한다.

‘(1)지각(perceiving)’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파지하는 것이다. 행
동주의 심리학에서 지각은 외부 정보를 사고에 전달하는 매개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인
지심리학에서 지각은 사고를 포함하는 최초의 인지작용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면 우리의 감각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처리를 통해 그 정체나 의미를 
‘인식’한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활용한 ‘관찰’을 통해 대상의 미적 특질과 구조를 발견하
며, ‘직감’적으로 본질적 특징을 간파한다. 이와 함께 관련된 ‘정서’가 발동하여 대상에 
대한 접근 반응으로 행동을 강화하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거나 회피 반응을 통해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멈추게도 한다.

(2차)

11. ‘(1)지각(perceiving)’에 관한 1차 조사(14번 문항)에서 “(1.4)직감은 검증되지 않은 요
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직감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직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깁슨
(Gibson, 1979)의 생태학적 지각 이론은 지각을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지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진화를 통해 DNA 속에 저장된 정보가 즉각 발현하여 반응 행위를 유발한
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이 천적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거나 자연재
해의 징조를 느끼면 집단적으로 대피하는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생태학적 지각은 대상
에 대한 기억 표상이 전혀 없이도 발휘된다는 점에서 진화론적으로 타고 나며, 환경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학습됩니다. 기거렌처(Gigerenzer, 2007)는 사람에게 발현되는 직감을 ‘진화
된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하며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
하여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림셈법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계산이나 
분석이 없이도 사람들은 무의식적 기억에 의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감은 생태심리학과 진화심리학 등에 의해 그 존재와 성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정서와 (2.4)감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이
나 인지과학에서는 감정(feeling)을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느낌으로, 정서(emotion)를 심
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마음 상태로 정의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감정(feeling)을 ‘어떤 현상
이나 일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으로, 정서(emotion)는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
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로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감정은 현상이나 대상
의 지각과 함께 생리적 변화(두근거림, 웃음, 눈물, 공포, 분노 등)을 동반하는 느낌으로, 정
서는 감정들이 형성하는 마음 상태(행복감, 우울함, 집착 등)로서 생리적 변화 없이 생각만
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
서는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더라도 감정과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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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각
지각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합
성

(1.1) 주의

(1.2) 인식

(1.3) 관찰

(1.4) 직감 ①     ②     ③     ④     ⑤

(1.5) 정서 ①     ②     ③     ④     ⑤

(1.6) 동기부여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상을 보고 가슴 두근거리는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면 감정이고, 특별한 생리적 변화가 없는 흥미를 느낀다면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같
은 마음을 강도에 따라 감정과 정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에서는 대개 감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서(emotion)를  생리적, 심리
적 반응을 포괄하는 의미의 학술 용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 분류학에서도 (2.4)감정은 
삭제하고 (1.5)정서에 통합합니다. 그렇지만 정서가 모든 지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지각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어떤 인지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각 대상이 긍정적 정서(흥미나 호기심, 자신
감 등)을 불러일으키면 인지주체는 동기부여 되고, 부정적 정서(지루함, 자신 없음, 두려움 
등)을 불러일으키면 회피반응을 보이며 이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6)동기화(motivated)는 ‘동시에 일어남(Synchronizing)‘과 의미가 혼동된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1.6)동기화는 (1.6)동기부여
(motivated)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식, 관찰, 직감, 정서, 동기화라는 일련의 유목은 지각의 연속된 과정
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유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일리 있는 의
견이지만 인간의 인지는 하나의 행위 요소로만 작용하지 않으며 여러 행위 요소들이 동시
적, 또는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반드시 위와 같은 단계를 밟으며 
인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분류학에서 제안하는 인지기술 유목들은 각각 
독립적인 유목이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유목들이 동시적이고 과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기초로 할 때 지각의 유목 중 (1.4)직감(설명이나 증명 없이 곧바로 본
질 파악), (1.5)정서(대상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 (1.6)동기부여(동기부여를 통한 내적 강
화)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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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억(memorizing)’은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지식)를 장기기억에서 사고의 영
역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선행지식을 인출
하는 인지 작용으로, 관련된 지식은 사실적, 개념적, 미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혹은 이
들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제시된 정보를 장기기억 속 지식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재
인’,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상기하는 ‘회상’,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와 생각
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심상’으로 구성된다. 

‘(2)‘기억(memorizing)’은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지식)를 장기기억에서 사고의 영
역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선행지식을 인출
하는 인지 작용으로, 관련된 지식은 사실적, 개념적, 미적, 절차적, 메타 인지적, 혹은 이
들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주제나 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재인’,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회상’,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정보와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형상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 그리고 감정에 의해 더 깊
고 넓게 회상하는 ‘몰입’으로 구성된다.   

[‘(2)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
(1차)

(2차)

12. ‘(2)기억(memorizing)’에 관한 1차 조사(15번 문항)에서는 (2.1)재인과 (2.2)회상의 
의미를 잘못 안내하였습니다. ‘(2.1)재인(recognizing)’은 ‘다시 인식하다’는 뜻으로, 제시된 
정보와 장기기억 속 지식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문장의 
○, × 여부, 문제의 답안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선택형 문항 등이 재인이라는 사고와 관계됩
니다. ‘(2.2)회상(recollecting)’은 주어진 단서에서 관련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학습한 그림을 다시 보며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어느 미술사조에 속하는
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표현 내용의 구상을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도 회상에 해당합니다. 회상은 그 자체에만 머무르면 단편적인 암기학습이 되지
만 지식을 구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맥락 속에 놓일 때 보다 광범위한 유의미 학습에 통
합됩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재인’을 주제나 대상에 직접 연관된 정보를 상기하는 것으로, ‘회
상’을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맥락적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
으로, 위와 같이 의미를 수정합니다.
  “(2.3)형상화(imagery)가 표현으로서의 형상화(shaping)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여기서 형상화는 정보와 생각을 마음에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심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 (2.3)형상화는 (2.3)심상(imagery)으로 수정합
니다. 
  그리고 ‘(2.4)감정(feeling)’에 대해 본래 이 유목에서 의도한 것은 대상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발생하는 마음 상태인데, 앞선 문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직접 지각인 아닌 
생각만으로 발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정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서 감정과 
정서를 합쳐 ‘(1.5)정서’로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2.4)감정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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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탐색(exploring)’은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피어 찾는 것으로, 인지의 확장
성을 특징으로 한다. 크게 ‘외부 정보 탐색’과 ‘내면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정보
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으로, 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계획하는 ‘전략 수립’,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자료 수집’으로 구성된다. 
내면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 없이 생각을 확장하는 ‘상상’, 제시
된 조건에 따라 생각을 확장하면서 구체화하는 ‘구상’, 몸의 감각에 기초해서 느끼고 생
각하는 ‘신체적 사고’, 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을 지각하는 ‘감정이입’, 대상을 다른 차원
으로 이동시켜 생각하는 ’차원적 사고‘로 구성된다.

 (2) 기억
기억 하위유목의 적합성/적절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적절하지  않음)----(매우 적합/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합
성

(2.1) 재인 ①     ②     ③     ④     ⑤

(2.2) 회상 ①     ②     ③     ④     ⑤

(2.3) 심상 ①     ②     ③     ④     ⑤

적
절
성

‘(2.4)감정’ 삭제 ①     ②     ③     ④     ⑤

‘(2.5)몰입’ 삭제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2.5)몰입(immersing)’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기억에 따른 정서적 접근반응으로 설명
했습니다. 그러나 “몰입은 기억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몰입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억을 통하지 않고 몰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몰입은 지
각, 기억, 탐색, 이해, 분석, 적용, 평가, 창조 등 분류학상 인지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동기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2.5)몰입’은 ‘(1.6)동기부여’
에 통합하면서 삭제합니다.  
  이와 같은 보충설명을 기초로 할 때 ‘기억’의 하위 유목으로 (2.1)재인(정보와 기억 속 지
식과의 일치성 확인), (2.2)회상(주어지는 단서에 관련된 정보의 상기), (2.3)심상(대상에 
연관된 정보를 이미지로 상기)은 얼마나 적합하고, (2.4)감정(대상과 연관된 감정의 발생)
과 (2.5)몰입(감정으로 인해 더 깊이 회상)을 삭제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3) 탐색’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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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탐색
탐색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절/적합하지 않음)----(매우 적절/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절
성

‘(3.1)전략수립’ 삭제 ①     ②     ③     ④     ⑤

‘(3.2)자료수집’ 삭제 ①     ②     ③     ④     ⑤

‘(3)탐색(exploring)’은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피어 찾는 것으로, 인지의 확장
성을 특징으로 한다. 크게 ‘외부 정보 탐색’과 ‘내면의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정
보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탐구 주제에 관
한 핵심 단어를 산출하는 ‘키워딩’, 키워드를 관련 키워드와 잇는 ‘연결’로 구성된다. 내
면의 탐색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 없이 생각을 확장하는 ‘상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생각을 확장하면서 구체화하는 ‘구상’, 몸의 감각에 기초해서 느끼고 생각하
는 ‘신체적 사고’, 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생각하는 ’차원적 사고‘로 구성된다.

(2차)

13. ‘(3)탐색(exploring)’에 관한 1차 조사(16번 문항)에서는 “(3.1)전략수립의 의미가 모호
하다”, “(3.2)‘자료수집’은 사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 ‘전략’이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관한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
수집전략의 의미가 ‘전략수립’이라는 용어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략수립 단계에서 가
장 중요한 일은 자료수집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자료의 목록은 보통 주제에 관한 키워드 검
색을 통해 효과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략수립 단계의 핵심은 글, 생각, 이미지의 
핵심을 키워드로 산출하는 것(키워딩)입니다. 그렇게 산출된 키워드는 다시 관련된 키워드
들과 연결(링킹)함으로써 탐색의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해갑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사고
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기에 (3.1)전략수립과 (3.2)자료수집을 이와 관련된 사고인 ‘(3.1)
키워딩(Key wording)’과 ‘(3.2)연결(linking)’로 대체하였습니다. 
  “(3.6)감정이입과 (3.7)차원적 사고는 (3.3)상상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입은 다른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 대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대
상과 일치시키는 상상에 의한 사고로서 (3.6)감정이입은 (3.3)상상의 한 종류이기에 탐색의 
범주에서 삭제합니다. 반면 차원적 사고는 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2차
원 이미지를 3차원으로, 3차원 사물을 2차원으로 변형시키는 사고입니다. 크게는 상상에 속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상의 차원(공간)을 바꾸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 공간 지각력과 계
산적 사고가 사용되기 때문에 제한 없는 확장적 사고인 상상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래서 (3.7)차원적 사고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3)탐색의 하위 유목은 (3.1)전략수립, (3.2)자료수집을 삭제
하고 (3.1)키워딩(자료 수집을 위한 키워드 산출)과 (3.2)연결(키워드를 관련된 키워드와 
연결)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6)감정이입을 삭제하여 (3.3)상상(제한 없는 생각의 확
장)에 포함시켰고, 또 다른 상상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3.6)차원적 사고는 그대로 유지했
습니다. 이처럼 (3.1)전략수립, (3.2)자료수집, (3.6)감정이입을 삭제한 것이 얼마나 적절하
고, 아래와 같이 재설정된 하위유목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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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감정이입’ 삭제 ①     ②     ③     ④     ⑤

적
합
성

(3.1) 키워딩 ①     ②     ③     ④     ⑤

(3.2) 연결 ①     ②     ③     ④     ⑤

(3.3) 상상 ①     ②     ③     ④     ⑤

(3.4) 구상

(3.5) 신체적 사고

(3.6) 차원적 사고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4)이해(understanding)’는 주어지거나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
생들은 새로 습득한 지식(후속지식)이 기존 지식(선행지식)과 관련을 가질 때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후속지속을 선행지식의 도식(패턴)에 ‘동화’시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
다. 지식의 도식은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이해는 대상이나 현상 등의 실제적
인 맥락을 관찰하여 핵심 원리와 본질을 발견하는 ‘추상화’, 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규칙
을 찾아내는 ‘패턴 인식’으로 구성된다. 

‘(4)이해(understanding)’는 주어지거나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
생들은 새로 습득한 지식(후속지식)이 기존 지식(선행지식)과 관련을 가질 때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후속지속을 선행지식의 도식(패턴)에 ‘동화’시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
다. 지식의 도식은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해는 주어진 자료를 ‘파악, 요약, 해석, 예증, 분류, 비교, 추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또한 대상이나 현상에서 핵심 원리나 본질을 발견하는 ‘추상화’로 구성된다. 

[‘(4) 이해’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1차)

(2차)

14. ‘(4)이해(understanding)’에 관한 1차 조사(17번 문항)에서는 “(4)이해 유목의 ‘(4.1)해
석’과 (C)미적 지식의 ‘(C.2)해석적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
기서의 해석은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 즉 그림의 의미를 말로, 데
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그 변환 과정에는 정보의 의미 파악과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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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고가 작용합니다. 반면 미적 지식으로서 해석적 지식은 작품이나 현상에 대해 각자
의 관점에서 의미부여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을 사람에 따라 감성적으로, 과
학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주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행위로서의 
‘해석’과 지식의 유목으로서 ‘해석적 지식’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4.4)요약이 미술과의 특성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이 있었
습니다. 요약은 정보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술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
지는 않지만 작품 비평문, 작가의 설명, 관련 텍스트 등의 요점 설명하기, 처음 보는 작품의 
제목 붙여보기, 그림, 영상 등을 보고 느낀 점 서술하기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요약은 
말과 글, 이미지, 경험 등의 요지를 간추리는 사고로, 자신이 이해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다는 점에서 미술 학습에서도 유용합니다.
  “(4.7)‘설명’이 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한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독립적인 유목으
로서의 ‘설명’이 구분되는지”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설명은 어떤 현상의 원인
을 특정 원리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으로, 현상의 인과관계 파악이 핵심입니다. 즉 어떤 현
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따져서 아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신이 그린 그림의 색이 탁해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색채 혼합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상에서 
원인을 발견해서 설명한다는 이 같은 의미가 ‘설명’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
니다. 또한 그 같은 인과관계의 파악은 추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7)설명’은 
이해의 유목에서 삭제합니다. 
  한편 ‘(4)이해’의 유목에 개념이나 원리 등을 깨달아 안다는 ‘파악(comprehending)’을 신
설하고 ‘(4)이해’ 범주의 첫 유목에 위치시키고자 합니다. 이해의 명제적 사고로서 다른 유
목들(해석, 예증, 분류, 요약, 추론, 비교)는 자신이 1차적으로 이해한 것을 해석, 예증, 분
류하는 등의 2차적 사고들로, 특정 지식과 정보를 최초 습득하는 1차적 이해가 본 유목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과정의 순서상 (4.6)비교가 (4.5)추론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비교가 둘 이상의 대상, 아이디어, 상황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해
를 도우는 것이라면, 추론은 여러 사례나 단서들 간의 관계성을 따져 논리적으로 결과를 예
측하는 것으로, 단서들 간의 비교가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론과 
비교는 위치를 바꿔 ‘(4.5)비교, (4.6)추론’으로 수정합니다. 이와 함께 ‘파악-해석-예증-
분류-요약-비교-추론’으로 구성된 하위 유목들을 ‘파악-요약-해석-예증-분류-비교-추
론’의 순서로 변경합니다. 인지과정의 순서상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간추려 요약하고, 다
른 표상형식으로 해석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정보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요
소별로 비교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일련의 이해 과정은 항상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 두가지 
과정만 사용되거나 순서를 바꾸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위의 나열 순서는 일반적인 이해의 
과정을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4.8)‘추상화’가 (4.4)‘요약’과 어떻게 다른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약과 추상화는 
모두 핵심을 축약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summarizing)이 주로 주어진 자
료나 이미지, 경험 등의 요지를 간추리는 것이라면, ‘추상화(abstracting)’란 대상이나 현상
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가며 핵심 원리나 본질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요약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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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해
이해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절/적합하지 않음)----(매우 적절/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절
성

‘(4.1)파악’ 신설 ①     ②     ③     ④     ⑤

‘(4.7)설명‘ 삭제 ①     ②     ③     ④     ⑤

파악-요약-해석-
예증-분류-비교-
추론으로 재배열

①     ②     ③     ④     ⑤

(4.9)패턴인식을 
(5)분석의 하위
유목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적
합
성

(4.1) 파악 ①     ②     ③     ④     ⑤

(4.2) 요약 ①     ②     ③     ④     ⑤

(4.3) 해석 ①     ②     ③     ④     ⑤

(4.4) 예증

(4.5) 분류

(4.6) 비교

어진 자료에 대한 명제적 이해에 가깝다면, 추상화는 대상이나 현상에서 핵심을 발견하는 
직관적 이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추상화한다면 단순한 뼈대로 추상화할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 세포로, 마음(영혼)으로, 사회적 동물(관계)로 추상화할 수도 있기 때
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약은 정해진 답이 있지만 추상화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
니다. 하지만 추상화를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은 또한 명제적입니다. 따라
서 추상화는 명제적/직관적 특성을 모두 가집니다.
  덧붙여 “(4.9)패턴 인식은 ‘이해’가 아니라 ‘분석’의 유목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이해는 자료의 의미 파악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분석은 부분들 간의 관련성과 
조직 방식의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패턴 인식은 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의 여러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관련성을 
알아채는 것으로, 이해보다는 분석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패턴 인식은 ‘(4)이
해’의 유목에서 ‘(6)분석’의 유목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정리하면 본 분류학의 (4)이해 범주는 ‘파악’을 신설하고, ‘설명’을 
삭제하며, 순서 조정을 통해 (4.1)파악(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4.2)요약(정보의 요지
를 간추려 정리), (4.3)해석(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설명), (4.4)예증(사례를 들
어 설명), (4.6)분류(사례들을 각각의 유목에 배치), (4.5)비교(둘 이상의 정보들 간 관계성 
비교), (4.7)추론(여러 정보들을 종합하여 결과 예측), (4.8)추상화(대상이나 현상에 감추어
진 원리나 본질 발견)으로 구성됩니다. (4.9)패턴인식(무질서한 현상 속에서 반복되는 규칙 
발견)은 ‘(5)분석’의 하위유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하위유목의 배치 조정이 얼마
나 적절하며, 그에 따른 ‘(4)이해’의 하위유목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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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추론

(4.8) 추상화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6)분석(analysis)’은 자료나 현상을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간, 부분과 전체 구조간의 관
련성,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부분들을 전
체 구조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수렴적이고 판단적인 사고이다.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절
성 면에서 구분하는 ‘구별’, 일련의 체계 속에서 조직화하는 ‘조직’, 정보 이면의 관점이
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귀속’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분석은 다면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이다.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본질적인 유사성을 발견하는 ‘유
추’, 다른 표상형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변형’으로 구성된다.

‘(5)분석(analysis)’은 자료나 현상을 구성하는 부분들 상호간, 부분과 전체 구조간의 관
련성,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 구조의 맥락에서 주어진 자료의 부분간 연관성을 
따져보는 수렴적이고 판단적인 사고이다. 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절성 면에서 구분하는 
‘구별’, 일련의 체계로 엮는 ‘조직’, 정보 이면의 관점이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채는 ‘속성 
파악’, 무질서한 현상들 속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는 ‘패턴 인식’으로 구성된다. 분
석은 또한 대상이나 현상의 속성을 다면적으로 따져보는 사고이다. 대상이나 현상의 속
성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하는 ‘변형’, 다른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하는 ‘유추’로 구성된다.

[‘(5) 분석’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1차)

(2차)

15. ‘(5)분석(analysis)’에 관한 1차 조사(19번 문항)에서는 “(5.3)'귀속'의 의미가 불명확하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귀속은 ‘~에 속하다’는 ‘attribute’의 번역어인데, 연구자는 번역서
에서 이 용어를 인용했으나 번역어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attribute는 ‘~에 속하다’
는 뜻 외에 ‘속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앤더슨과 크래스홀이 분류학에서 규정한 attribute
의 의미는 정보 이면에 놓인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귀속(~에 속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속(attribute)’은 ‘속성파악(attribute comprehending)’으로 수정
합니다. 
  다음으로 “(5.5)변형과 (4.3)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5.5)변형은 (5)분석보다는 (6)적
용이나 (7)창조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해석과 (5.5)변형은 
모두 정보나 대상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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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
분석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절/적합하지 않음)----(매우 적절/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절
성

구별-조직-속성파악-
패턴인식-변형-유추 
순으로 재배열

①     ②     ③     ④     ⑤

적
합
성

(5.1) 구별

(5.2) 조직

(5.3) 속성 파악 ①     ②     ③     ④     ⑤

(5.4) 패턴 인식 ①     ②     ③     ④     ⑤

(5.5) 변형 ①     ②     ③     ④     ⑤

(5.6) 유추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해석은 정보의 의미를 다른 표상형식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말이나 글로, 글을 이
미지로 변환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예: 작품의 주제를 말로 해석하거나, 소설 속 장면을 
삽화로 그리는 것). 반면 분석으로서의 변형은 대상이나 현상의 속성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예: 음악의 선율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사회현상을 몸으로 표현
하는 것). 다시 말해 해석은 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이고, 변형은 속성의 분석을 
근거로 하는 사고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이 적용이나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유가 되기도 합니다. 변형은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
존 패턴을 형식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해’ 범주의 ‘(4.9)패턴 인식’을 ‘분석’ 범주로 옮겨와 (5.4)유추, (5.5)변형
을  ‘(5.4)패턴인식, (5.5)변형, (5.6)유추’의 순으로 재배열하고자 합니다. 현상들 속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고(패턴 인식), 그것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하며(변형), 다른 사
물이나 현상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하는 것(유추) 순으로 분석의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보충 설명을 정리하면 (5)분석은 (5.1)구별(정보들을 중요성이나 적절성 면에서 
구분), (5.2)조직(정보들을 일련의 체계로 조직), (5.3)속성 파악(정보의 이면에 놓인 관점
이나 의도 파악), 이해 범주의 ‘패턴인식’을 옮겨와 (5.4)패턴 인식(무질서한 현상들 속에서 
경향성 발견), (5.5)변형(대상의 속성을 다른 표상형식으로 변환하여 표현), (5.6)유추(사물
이나 현상을 속성이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비유)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목 배치의 
조정이 얼마나 적절하고, 각 유목들은 (5)분석의 하위유목으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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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적용(application)’은 이미 학습한 방법과 절차들을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과 관련 있는 사고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방
법과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로, 익숙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행’, 새
로운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실행’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적용은 구
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새롭게 활용하는 경우로,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
로운 패턴을 만드는 ‘패턴 형성’이 있다.

‘(6)적용(application)’은 이미 학습한 방법과 절차들을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과 관련 있는 사고이다. 방법과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
는 경우로, 익숙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방법을 익히는 ‘연습’,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실행’이 있다.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새롭
게 적용하는 경우로는 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패턴 생성’이 있
다.

[‘(6)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1차)

(2차)

16. ‘(6)적용(application)’에 관한 1차 조사(18번 문항)에서는 “(6.1)이행과 (6.2)실행의 
차이가 무엇인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1)이행(executing)은 방법과 절차를 배운 그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명암표현 방법이나 비평문 작성법을 배운 후 그대로 연습
하여 방법을 익히는 경우입니다. (6.2)실행(implementing)은 다양한 기법과 절차를 배운 후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표현효과나 비평관점을 배운 
후 작품 제작 또는 비평시 적합한 것을 선택해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행이 배운 것을 연
습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실행은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행와 실
행의 사전적 의미는 둘 다 “실제로 행함”이라는 뜻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학
상 이행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6.1)이행(executing)’을 ‘(6.1)연습(exercising)’으로 수정
합니다. 그렇게 하면 (6.1)연습(exercising), (6.2)실행(implementing)으로 의미 구분이 명
확해집니다. 
  다음으로 “패턴형성보다는 패턴생성이라는 용어가 어떤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유
목의 의미가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 판단하여 ‘(6.3)패턴형성’
을 ‘(6.3)패턴생성’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패턴을 인식하고 형성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인데 
패턴인식을 ‘이해’의 범주에, 패턴생성을 ‘적용’의 범주에 두는 것이 합당한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패턴을 인식하고 생성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류학상 인
지기술은 모든 인지활동에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여러 인지기술들이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분류학의 범주와 유목은 
각 인지기술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패턴인식’이 현상의 분석을 통해 이해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5)분석’에 속한다면, ‘패턴생성’은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6)적용’의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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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가(valuating)’는 준거나 기준, 성찰 등을 바탕으로 정보, 계획, 활동, 작품 등의 적
절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신의 계획이나 활동, 산출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는 메타 인지적 지식이 활용된다. 평가는 평가 대상에서 내적 비일관성과 오류의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비평’으로 구성
된다. 평가는 또한 명세화 된 준거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를 포괄하여 판단하
는 ‘성찰’과 관심과 열정 등 내적 동기를 내재화하는 ‘가치화’를 포함한다.

‘(7)평가(valuating)’는 준거나 기준,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 작품이나 자신의 표현 과정
과 결과 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는 메타 인지적 지식이 
활용된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내적 비일관성과 오류를 검증하는 ‘점검’, 외적 준
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비판’으로 구성된다. 직관적 사고로서의 평가는 명세화 된 준거
로 측정하기 어려운 태도와 정서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성찰’과 관심과 열정 등 내적 동
기를 내재화하는 ‘가치화’로 구성된다.

 (6) 적용
적용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적절하지 않음)----(매우 적합/적절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합
성

(6.1) 연습 ①     ②     ③     ④     ⑤

(6.2) 실행 ①     ②     ③     ④     ⑤

(6.3) 패턴생성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이 같은 보충 설명을 기초로 할 때 ‘(6)적용’의 하위 유목으로 (6.1)연습(익숙한 상황에
서 기계적 적용), (6.2)실행(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적 활용), (6.3)패턴생성(패턴의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패턴 생성)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1차)

(2차)

17. ‘(7)평가(valuating)’에 관한 1차 조사(20번 문항)에서는 “(7.2)비판(criticising)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가 강하여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
류학상 평가의 하위요소로서 ‘비판’의 본래적 뜻은 외적 준거를 토대로 활동이나 결과물들
의 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판단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비판이라는 용
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여 이를 ‘비평’으로 수정합니다. 이처럼 (7.2)비판을 (7.2)비평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질적 가치 판단)으로 수정할 경우 이 유목은 ‘평가’의 하위 유목으
로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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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평가
평가 하위유목의 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음)----(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합
성

(7.1) 점검

(7.2) 비평 ①     ②     ③     ④     ⑤

(7.3) 성찰

(7.4) 가치화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8)창조(creating)’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해, 적용, 분석 등 이전의 유목들이 전체의 부분인 특정 요소들을 가
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창조는 이전에 배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명제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문제
를 명세화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생성’, 문제해결 절차와 방법을 구안하는 ‘계획’,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산출’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관적 사고로서의 창조는 지식과 
감각, 논리와 정서가 통합되는 종합지적인 방법으로서의 ‘통합’,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새로운 창조물을 산출한다. 

‘(8)창조(creating)’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해, 분석, 적용 등 이전의 유목들이 전체의 부분인 특정 요소들을 가
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면, 창조는 이전에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
드는 것이다. 창조의 과정은 문제를 명세화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문제 정의’, 문제해결 
절차와 방법을 구안하는 ‘계획’, 지식과 감각, 논리와 정서가 통합되는 종합지적인 방법
으로서의 ‘통합’,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내놓는 
‘산출’로 구성된다. 

[‘(8) 창조’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1차)

(2차)

18. ‘(8)창조(creating)’에 관한 1차 조사(21번 문항)에서는 “(8.1)‘생성’이라는 용어가 부적
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분류학에서 ‘생성(generating)’은 문제를 명세화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인데 ‘사물이 생겨남’이라는 과학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류학상 본래적 의미를 살려 ‘생성’을 ‘문제 정의(defining problems)’
로 수정합니다. 창조의 출발점은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이 확실해야만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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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창조
창조 하위유목의 적절성/적합성 ①,②,③에 체크한 경우

(전혀 적절/적합하지 않음)----(매우 적절/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그 이유 기술

적
절
성

문제정의-계획-통합-
통찰-산출로 재배열

①     ②     ③     ④     ⑤

적
합
성

(8.1) 문제 정의 ①     ②     ③     ④     ⑤

(8.2) 계획

(8.3) 통합

(8.1) 통찰

(8.1) 산출

관련 의견 또는 
추가 유목 제시

적인 해결책 또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창조의 명제적 과정으로서 (8.1)문제정
의, (8.2)계획, (8.3)산출, 직관적 과정으로서 (8.4)통합, (8.5)통찰로 구분했던 것을 명제적
/직관적 구분을 없앰에 따라 (8.3)산출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 (8.1)문제정의, (8.2)계획, 
(8.3)통합, (8.4)통찰 (8.5)산출로 수정합니다. 이처럼 명제적/직관적 구분을 없애고 수정된 
창조 유목의 배열이 얼마나 적절하고, (8.1)생성을 (8.1)문제 정의로 수정한 것이 창조의 
하위유목으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류학과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및 본 
연구 수행 관련 제언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62 -

Abstract

A Study on Framework of the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for 

Cognition Based Art Education
Kim Dong Uk

Interdisciplinary course major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school education is also 
making a great effort to cultivate future talent equipped with a converged 
thinking skills. The so-called "competence-based curriculum" aimed at 
education "what you can do", rather than "what you know" is the core 
fundamental i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rt 
education community has shown an active attitude to join the trend of 
change for several years. There are educational attempts to ponder the 
location and role of art education in so-called STEAM education, or find 
new directions for art education in terms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visual literacy. 
  The search for this change in art educa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intention of breaking away from the old prejudice of non-intellectual 
subjects. Art has long been discussed the value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expression func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thus its place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quite limited. But with the changing times, there 
are now foaming conditions in art that can be reborn as a cognitive 
subject that contributes to intellectual growth of all students. Then, We 
shoul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acknowledging art, in what way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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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subject and how art can develop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The study of cognitive psychology and cognitive science, which started in 
the 1950s and thereafter, provides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education and cognition. Cognitive psychology, 
which studi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gnitive science, and 
which describes the workings of human mind as a 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has provide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ducation on 
aesthetic perception attracting visual perception as part of thinking. Also, 
the symbolism theory that art plays the role of meaning transfer and 
communication as a symbolic system of image, not text,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education on visual literacy. Furthermore, embodied 
cognition theory, as the expanded concept of cognition which has been 
emersed since the 1990s, highlights a new possibility of art education in 
developing cognitive skills. 
  With the flow of these cognitive studies, A study on the basic concepts of 
visual thinking and visual literacy,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cognitive 
art education, a study on the practice of art education from the point of 
critical thinking, integrated subjects, convergence education, a study on  
principle of constituting curriculum based on the theories of cognitivism, 
etc, in the domestic art education community. Few studies, however, have 
focused on the 'contents' of art education as the essential foundation of 
subject education. The sadness of the exclusion of the essential content of 
"what" rather than "how" while discussi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rt education led the study to begin.
  The subject is essentially to teach knowledge, and by learning it, it is an 
important goal of education to cultivate thinking powers and characters. 
The types, content and methods of acquiring knowledge can vary from 
subject to class, but are identical in its ess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nowledge and thought that have been neglected in art 
education research and to use them as leverage in implementing new art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a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 core theory of curriculum and class design. 
  Bloom(1956)'s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divides educational 
objectives into cognitive, psychoactive and affective areas, and classifies 
content and behavior belonged to those areas. This is the theory as the 
textbook that has been at the core of class design, educational assessment, 
and curriculum development all over the world. However, as B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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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y continued to have been criticized on the cognitive objectives, his 
students Anderson and Krathwhol improved the problems by publishing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owever, this 
taxonomy has limitations in applying itself to art education in that it 
basically deals with only propositional knowledges and logical thinking. 
There was, of course, wilson(1971)'s taxonomy of educational evaluation in 
art education based on Bloom's taxonomy. His theory, however, have lost 
much of its meaning and usefulness in modern art education because of its 
unsystematic designs on behavior area, and its outdating more than 40 
years old. Therefore, the need to develop new taxonomy suitable for 
modern art education is recognized. S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and propose a new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for art 
education based on cognitive abilitie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is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knowledges and thoughts to be taught 
through education, Therefore, creating a taxonomy of objectives that is 
suited to art education means that we will seriously consider the problems 
of knowledge and thought in art education.
  Chapter II,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research and art education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and visual 
perception, symbolic system theory and visual literacy as the first 
generation cognitive theory. After then, We will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embodied-cognition theory and physical thinking as 
second-generation cognitive theories. This literature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corporating visual perception, visual literacy, 
and elements of physical thinking into components of art education 
objectives. Next, we critically review Bloom, Anderson and Krathwohl's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and Wilson's taxonomy of art education 
evaluation. We will consider Bloom's problems of one dimensional 
classification and non hierachy in cognitive area, and Anderson and 
Krathwohl's problem in which the classification only deals with 
propositional knowledge and logical thinking, and Wilson's problem of 
nonsystematic designs on behavior area, and absence of latest cognitive 
theory. 
  Chapter III, It begins in earnest designing the structure of taxonomy on 
educational objectives for art education. Two axes of taxonomy were 
established in terms of content knowledge and cognitive fun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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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were established in each dimension. The large framework of 
taxonomy is based on Anderson and Krathwohl's, but many of contents 
have been derived from Wilson's taxonomy. The design was carried out by 
improving the limitations of the two taxonomies(Anderson & Krathwohl’s, 
Wilson’s) and adding missing elements to the art education. As a result, a 
draft of a taxonomy on educational objectives  for art education in two 
dimensions, content knowledge and cognitive functions, was complet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and suitability of this taxonomy, two Delphi 
surveys of art education experts were conducted. By the first survey 
involving 62 experts, including teachers, scholarships, researchers, 
professors and instructors, many aspects of the classification that the 
researchers first proposed were modified. The revised taxonomy was finally 
reviewed further by 46 experts. As a result, it was able to complete a 
taxonomy system that was relatively organized in terms of meaning or 
hierarchy.
  Chapter Ⅳ, there were suggested several ways to utilize this taxonomy in 
various art education fields. There can be a variety of fields where 
taxonomy can be used, such as class design, education assessment,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textbook development and analysis, 
and assessment and determination of gifted talent. This taxonomy has been 
applied to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classes and to the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without suggesting application to other areas because 
of limited space and time. First, a practice study using this taxonomy was 
presented i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art class for second-grade high 
school students taught by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example of applying this taxonomy to the analysis of achievement criteria 
in the current '2015 revised art subject curriculum'. 
  Chapter Ⅴ, it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so far, and 
presents the scientific significance of this taxonomy development. In 
addition, limitations of this taxonomy are outlined. In this regard, it was 
suggested that a follow-up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restrictions is 
needed as well as a practical study to be used in a wider range of fields.

Keyword : Cognition, Art education,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for 
art education, Content knowledge, Cognitive function, Art subject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06-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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