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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내 학생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늘어나고 있

다. 현재 국내 인가· 국제학교1 는 총 49곳, 비인가 국제학교2 는 250여

곳이 있다. 인가 국제학교는 교육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전일제 형태

의 정규학교로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이지만 비인가 국제학교는 교육부에

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

으나 우리나라나 외국의 교육법의 간섭 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과

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자체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교

육 기관이다. 미국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

라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미술교과과정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

며 미국 미술대학 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갈수록 비인가 국제학교의 인기가 커지는 추세이다. 현재

연구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미술교과과정의

비중을 대폭 늘려 예·체능 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비인가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는 편입이 쉽고 미술 교과목을 중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술

을 전공하다가 도중에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이 많이 편입 하고 있다. 연

구자는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 국제학

1  인가 국제학교는 국내정식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된 국제학교이며 대표적인 인가 국제

학교는 한국국제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NLCS제주 등이 있다. 

2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학력인증이 되지 않아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검정고시

를 쳐야한다. 일부는 미국, 캐나다 학력 인증이 된 학교로 대표적으로 세인트폴서울, 
BIS 캐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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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

하였다. 그리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서 나타나

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

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심층면담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한 적이 있

는 세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이루어졌

으며, 총 5단계(①활동 전 ②아이디어 스케치 ③초반부 ④중반부 ⑤후반

부)의 1:1 면담을 통해 내러티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심층면담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미술작품을 촬영하여, 비인가 예술국제

학교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II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미술학습과정

의 세 가지 핵심인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부적응’, ‘완성과 표현의 판단

기준’ 그리고 ‘성취와 실패의 경험’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 국제학교의 현황,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 및 문

제점과 청소년기 성취경험과 실패경험의 학습발달에의 영향을 고찰하였

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의 특징, 그리

고 연구 도구인 심층면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IV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생성된 현장 텍스를 토

대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나 대상에 대

해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한국 입시미술제도와 달리 주제부터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형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미술학습과정에서 지속적



iii

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과 SNS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아무런 소재 없이 상상으로 그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핸드폰으로 검색한 참고사진에 의존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주제와 소재를 정해주지 않는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은 비인가 국제학교가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낸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형식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연습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활동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에 대하

여 살펴 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한국 입시미술학원에서 암기한

기교와 테크닉을 사용하였고 그 습관을 고치고 싶어 했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숙달목표가 아닌 자신

의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과 재료

를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도 도전하는 숙달목표를 지향하게

끔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평가로 인한 실패를 경

험을 한 연구참여자들의 미술학습발달을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주

변인의 실패를 대리 경험했거나 자신이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한

후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 또한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한국인이라

서’, ‘입시를 겪어서’, ‘재능이 없어서’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

하고 있었고 그 결과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

기력에 빠지게 되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한국에서 입시를 하다

가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교사들은 입시 실패로 인한 성적부진으

로 심각한 좌절이나 우울을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아가 청소년기에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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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을 도모하고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V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의 결과 바탕으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을 통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앞으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내 미술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 후, 본 연

구의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였으며 학생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해외 대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미술학도들을 위한 미술수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학계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입시미술을 겪은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술교육 연구에 학습자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 미술계 진출을 하기

위한 미술학습과 교육에 필요한 재구조화의 기초적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연구가 부족한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인가

국제학교 내 최적화된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한국입시미술

경험자들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미국 미술대학 입시제도, 국제학교,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청소년

기 학업성패경험

학번: 2016-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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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외국 대학 진학을 지망하는 국내 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국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인가된· 국제학교1 는 총 49곳, 비인가된 국제학교2 는 250여

곳이 있다. 인가 국제학교는 국제인증기관과 교육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전일제 형태의 정규학교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지만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제인증기관과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학원’과 비슷한 개념의 사교육

기관이다. 비인가 국제학교도 일반 인가 국제학교와 비슷하게 전일제로

운영되고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식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외국의 교육법의 간섭 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며 자체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은 등록금만 지불하면 특별한 절차나 자격 요건 없이

아무 때나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유학을

결심해서 학기 도중에 편입하고 싶거나, 인가 국제학교에 들어가기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인가 국제학교에

가기가 부담스럽거나 등의 다양한 이유로 비인가 국제학교를 찾는

1  인가 국제학교는 국내정식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된 국제학교이며 대표적인 인가 국제

학교는 한국국제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NLCS제주 등이 있다. 

2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학력인증이 되지 않아 국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검정고시

를 쳐야한다. 일부는 미국, 캐나다 학력 인증이 된 학교로 대표적으로 세인트폴서울, 
BIS 캐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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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늘고 있다. 몇몇 비인가 국제학교는 미국사립학교연맹

(AdvancED) 이나 국제학교 인증기관인 AI (Accreditation International)

와 같은 인증기관에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기관에서

정식 인가를 받는 과정과 절차는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학력인정과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3 보다 훨씬 간단하다.4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에

따른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설립기준), 제5조 (설립자격),

제6조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제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제9조 (학칙 등의

공개), 제10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11조 (교육과정),

제12조 (학력인정), 제13조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제14조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가 있다. 반면

비인가 국제학교 인증기관인 미국사립학교연맹 (AdvancED)의 규정은

정책 1 (인증), 정책 2 (인증 자격사항과 기간), 정책 3 (인증과 비인증

현황), 정책 4 (절차와 초기인증), 정책 5 (합병이나 재편성 절차), 정책

6 (인증학교에 대한 항의 절차), 정책 7 (항소 절차) 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 사항을 보면 그 방향이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다는

인증자격과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즉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과 미국사립학교기관 

AdvancED 인증 조건을 비교하는 자세한 내용은 II-2-2)에 나와 있다. 
5 인가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 설립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53 에 상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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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규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교원의

자격조건, 학력인정, 혹은 설립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인가

국제학교는 특별한 제재 없이 자유로운 운영체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비인가 국제학교의 특성은 비인가 국제학교 내 미술교과과정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비인가 국제학교는 더 많은 미국

미술대학 합격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내 미술교과목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가 미국 미술대학 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술

수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갈수록 비인가 국제학교의

인기가 커지는 추세이다. 현재 연구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초에 위치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외국의 예·체능 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예·체능 중심

국제학교로, 앞서 말한 미술교과의 비중을 대폭 늘린 비인가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음악, 미술, 체육, 골프 총 네

개의 전공이 있지만 미술 교과의 비중이 가장 커서 일반 인가

국제학교에 비해 미술수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입학생 대부분이 영미권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미국사립학교연맹 (AdvancED)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지만 AdvancED 의 규정에는 교육과정, 설립자격, 운영,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연구자는 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국제 기준이나 교육법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설립 및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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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에서 '국제화 대안학교'에

대한 몇 개의 선행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화

대안학교’ 는 기독교적 교육 정신을 추구하는 기독교계열 대안학교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국제학교’ 는 국제인증 기관에서 인증된 국제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해 교육하는 학교로 국내 학생이 입학 가능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은 ‘국제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교육적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인가 국제학교에 비해 학기 중간에 편입하는 것이 쉽고 특별한 입학

자격요건이 없어 영어를 잘 못해도 입학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학기 도중에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이나

일반 인가 국제학교보다 미술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연구자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중단하고 미술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지만, 연구자가 평소

이 학생들과 미술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이

미술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동안

예술국제학교의 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더니 가장

반복되는 이야기는 “자유주제를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국입시미술을 하면서 습관 된 표현력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입시를

해서 완벽하게 그려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틀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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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요", "망칠까봐 과감하게 못 그리겠어요."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반복되는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 핵심 세

가지는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부적응’,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그리고

‘성취와 실패의 경험’ 이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미술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였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부적응 ②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③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미술학습발달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 중 한국입시미술을 경험 한 세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유 주제로 창작활동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는 각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주제를 찾아 그에 어울리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미국 미술 실기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식 입시미술에 익숙한

학생들이 미국 입시 미술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활동 시작 전, 아이디어 스케치, 초·중·후반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할 것이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비인가 국제학교 내 최적화된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의

미술교과목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와 같은

예체능 특화 국제학교를 통해 해외 미술계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미술학도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해외대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미술학도들을 위해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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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및 청소년의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올바른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미술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언어와 창작과정을 통해 겪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세 명의 미술과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로

창작활동을 실행하게 하였다. 활동 시작 전, 아이디어 스케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상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관찰과 심층

면담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연구문제를 기초로 분석 및 해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Ÿ 연구문제: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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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영역으로써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 국내

국제학교,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 및 문제점과 청소년기

성취경험과 실패경험이 학습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1 절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에서는 미국

미술대학 입학준비과정, 미국 미술대학 입학 절차, 그리고 미국 미술대학

실기고사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미술대학 입학전형제도의

차이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국가의 입시전형제도를 간단히

비교하였다. 2절 국제학교의 현황에서는 인가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를 비교하였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비인가 국제학교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3절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4절

청소년기 학업성패경험의 학습발달에의 영향에서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경험한 학업실패나 좌절이 학생의 미술학습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업성공과 실패경험,

성패귀인과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패경험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실패경험과 목표지향성을 통해 고찰하였다.

I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의 특징,

그리고 연구 도구인 심층면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IV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생성된 현장

텍스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1)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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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부적응 2)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3)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미술학습발달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V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의 결과 바탕으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최적화된

미술교육의 방향과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 한다.

국제학교는 다른 말로 ‘국제화 대안학교’ 혹은 ‘대안형 국제학교’ 라고도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비인가 국제학교’는 대안학교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개념으로 혼란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용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명시하고자 한다.

국제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1-1) 에,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비교 설명은 II-1-2) 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대안교육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에서 말하는 ‘대안’은 ‘기존의 교육’ 과 그저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 혹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처하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지, 2017).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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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서 ‘어떤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교육’의 의미이다. 그것은

기존의 교육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교육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대안학교는 이러한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실천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병헌, 1997). 대안교육의

범주에는 학교의 틀 속에서 대안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물론, 홈스쿨링 (Homeschooling), 공동체 학교와 같은 탈학교 유형

교육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대안학교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 는 획일적인 공교육 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 목적과 학생 수준 등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하게

교육과정과 학습방법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기존의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대안학교는 정형과 된

학교가 아닌 자유로운 형식의 각종 학교로 정의되며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한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기관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민지,

2017), 학습자가 기존의 공교육 제도에서 더 이상 만족스러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대안학교는 제도보다 인간을, 집단보다

개인을,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우선한다. (이병환, 김영순, 2008) 쿠퍼

(B.S. Cooper) (1994)는 교육백과 사전에서 대안학교를 “표준적인

‘공립학교’ 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미스 (V. H.

Smith)에 의하면 대안학교는 미국 교육에 중요한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안학교는 지역사회 내의 전통적 학교에 의해 제공된 경험에

대해 대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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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선택 가능한 학교6 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인가 대안학교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정규학교 유형으로 인가받은 ‘인가형

대안학교‘, 상설학교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인가형 대안학교‘,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탁형 대안학교’ 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전일제 형태의 정규학교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며, 인가형 대안학교 가운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안교육의

초기에 흔히 대안학교의 대표적인 형태로 꼽히던 학교이다. 특성화

학교는 1990년대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교육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국내 인가 대안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총 25교로 공립 6교

(서울: 서울다솜학교, 인천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

경기새울학교, 충남: 여해학교, 경남: 꿈키움학교) 사립 19교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광주:

월광기독학교,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경기: 새나래학교,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쉐마기독교학교, 경기: TLBU 글로벌학교,

광성드림학교, 하늘꿈학교,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한국폴리택다솜학교,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산자연학교,

나무와학교, 경남: 지리산중학교) 가 있다. 특성화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국에 27교로 공립 7교, 사립 31교가 있다.

6 스미스(V. H. Smith,1974),『Alternative School: The Development of Opption in

Publlic Education』,Professional Education Publication, Inc,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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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가형 학교와 비슷하게 전일제 학교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정규학교로 인가 받지 않은 학교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양하게 존재한다. 1920년대 후반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디 청소년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의 설립은 확산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라고 칭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는 ‘전원형’ 과 ‘도시형’ 이 있는데 ‘도시형

대안학교’ 는 삶터를 떠나거나 전원형 대안학교를 갈 여건이 되지 않는

탈학교 학생들을 위해 서울 도심 곳곳에 만들어졌으며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53교로

감리교단에서 만든 남양주의 산돌학교, 지역운동가들이 만든 강화도의

마리학교, 강진학교, 국제크리스천학교, 꿈틀학교, 사과나무학교,

새날학교, 푸른숲 발도로프, 은혜학교, 민들레학교 등 속속 생겨나고

있다.

4)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는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대안교육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입학시기가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일제 대안학교와 유사하다.7 위탁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생이

결석일수 누적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7 이종태.,『대안교육이해하기』,민들레 2007,pp.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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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기간 또는 졸업할 때까지 맡아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제도는 90년대 후반에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치 이후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서 도입되었다. 학생들을 위탁받는 기관은 다양하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폐교를 임시 교육시설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관에

따라 학생들은 일정기간 적응교육만을 받고 자기 소속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예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기도 한다. 위탁

대안 교육기관의 수업내용은 주로 체험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보통교과의 시간은 최소로 편성한다.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서울의

꿈타래학교, 성지대안고등학교, 용산의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등 5곳이

있다.

5) 국제학교

본 연구에서의 ‘국제학교’ 는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영어로 모든 교

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와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된 ‘외국인학교(Foreign School)’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한다. 하지만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그 개념이 다

르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및 해외 시민권자가 입학 가능하며 특정

모국의 공통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한다. 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 학교’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모국의 교육기관으로의 인증과 대한민국의 인허가

를 받아 운영된다. ‘국제학교’는 국내 학생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인증 기

관에서 인증된 국제 표준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한다. 교육청으로부터 국

제학교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국제인증기관 WASC (Western

Assocaition of Schools and College)와 대한민국의 인허가를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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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국제학교의 종류에는 기독교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계열

의 대안형 국제학교와 기독교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국제학교가 있다.

기독교 계열 대안형 국제학교는 기존의 대안학교의 설립이념과 운영방향

에 충실하면서도 기독교 이념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신자유주의 시대

의 무한 경쟁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소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를

낙오시키는 비인간적인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설립되었으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지키고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되 ‘기독

교적 대안’을 추구하는 학교이다. 이들 학교들은 ‘기독교’학교이기 때문에

신앙교육과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중요시하지만 교육목표에 있어서는 외

국 대학 입학에 초점을 두거나 외국의 커리큘럼이나 교과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연맹 회원 학교 약 60 여개 학교

중 국제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는 약 19개 학교에 이른다. 본 연

구에서 말하는 ‘국제학교’ 는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교육현실에 대한 ‘대

안’ 이나 기독교적 ‘대안’ 이 아니라 국제인증 기관에서 인증된 국제 표

준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로, 국내 학생이 입학 가능하며 외국대

학 진학을 목표로 영어로 모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국제화된 전문 인

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현재 국내의 영미권 국제학교는

약 20여 곳이 있다.

6) 비인가 국제학교

국제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학력인증이 가능

한 인가 국제학교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학력이 인증되지 않는

비인가 국제학교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비인가 국제학교’ 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전일제 수업을 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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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기부금 등으

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 학

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되지만 특성화학교와 같이 학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비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학부모

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자희 외,

2013). 현재 전국에 비인가 국제학교는 약 250여 곳이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4. 연구의 중요성

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국내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내 미술전공자들이 급증하면서 학교 내

미술교과과정의 비중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미술교육과정을 늘려서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국제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인가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차이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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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다. RISS에서 ‘국제학교’를 키워드로 검색해 살펴보면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이나 ‘대안학교’ 관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논문이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동안 수행되어 온 대안학교에 관한

연구들은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교육 형태의

모색에서부터 국내외의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의 형성과 발전과정, 현황

등이 주를 이루었다 (김원찬, 2006; 김흥태, 2002; 박세훈,2003; 신진섭,

1999; 염철현, 2001; 이병환, 2004, 조용태·이선숙, 2000). 또 대안학교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안학교의 정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등 대안학교의 운영 과제와 전망,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김송일, 2004; 이선숙, 2001; 이종태, 1998;

이풍길·김수욱, 2001; 조용환, 1998; 최성호 외, 2007; 황준성·이혜영,

20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과 진로교육, 진로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나연림, 2018; 배준형, 2012; 이명섭,

2013;도문선, 2014; 임성아, 2013; 이안숙, 2018; 편유희, 2015).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국제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는 유은정 (2008)의 외국인 학교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나준이 (2006)의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영미 문화에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서화진 (2005)의 영어권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한국계 학생들의 학교경험 이 있다. 남진석 (2009)은 국제화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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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에서 국제화 대안학교의 교사문화, 학생문화의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를 했다. 한수연 (2014)은 유학동기에 따른

자기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학부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학생의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학동기에 따른 자기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성별과

유학동기에 따라 그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RISS에 ‘비인가 국제학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민지

(2017) 의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 경기도에

있는 비인가 국제형 대안학교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가 나오며 이

연구는 비인가 국제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연구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의

‘국제화 대안학교’ 는 기독교적 교육 정신을 추구하는 기독교계열

대안학교를 지칭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국제학교’ 는 국제인증

기관에서 인증된 국제 표준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로써 국내

학생이 입학 가능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영어로 모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지칭하는데, 아직까지 후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편입한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통해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입시를 경험한

것이 학생의 창작이나 미술학습,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지만 몇 편 밖에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이영주 (2007)는

고등학생의 성취목표가 미술학업에서의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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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효과지각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생의 미술학업 성취목표와

미술학업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미술의

효과지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입시미술생과

비입시미술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수행회피묙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가 뚜렷하고 숙달목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입시

미술반이 비입시미술반보다 미술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목표가 성취태도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지희 (2013)은 미술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교육방안 연구 에서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술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전공만족도, 그리고 이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교육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과지향으로 흐르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진로, 학과의

커리큘럼이 아닌 대학교의 명성을 보고 미술대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는 만족하지만 전공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생시킨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송이, 김준엽 (2013)은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 에서 2011학년도

미술대학에 비실기 입학사정관전형 및 실기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기 별 학업성취도의 수준과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술계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진학한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전형의 성공가능성 여부에 대해 탐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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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입시미술의 경험이나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이 학생의 제작방식, 표현, 미술학습발달.

심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중요성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

다.

이론적 배경의 고찰 과정에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은 국

제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

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 공적자료, 통계기록, 학교 홈페이지,

기사, 신문 등의 양적 자료와 문헌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

적인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직접

학교 내부로 들어가 교사에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김형숙 (2004)은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핵심적인 연구의 원천을 밖에서 찾았으며, 종

래의 연구들은 학교 내부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학교에서 어

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등한시 되었다고 했

다. 학교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구성원들

이 공유하고 있는 외적 요소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서 추론되고 해석되어야 할 이념적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 외부자의 시각으로 관찰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적 시각에 비추어 기술하고 해석하여 이해되어야 한

다.8 또한 학교 외부자의 시각이 아닌 내부자적 시각에서 현상을 기술하

고 해석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비인가 예술학교의 실태를 운영체계, 설립,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사

등의 측면에서 관찰하여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써 공유하고

8 김형숙 (2004), 시각문화교육, 방법과 실천, 시공사 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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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각을 이들의 언어로 직접 들어보고, 미술학습과정에서의 어려움

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입시미술을 그만두고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결심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

고, 이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이 요구되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이나 적은 인원의 경험, 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Connelly & Clandinin, 1990),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여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술교육 연구에 학습자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 미술계 진출을 하기

위한 미술교육에 필요한 재구조화의 기초적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연구가 부족한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와 비인가 국제학교에

최적화된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세계화된 미술계의 흐름에 맞추어 해외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 미술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해 국내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 연구가 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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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 가장

먼저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를 미국 미술대학 입학준비과정,

미국 미술대학 입학 절차, 미국 미술대학 실기고사, 미국 미술대학

실기고사의 문제점의 내용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국내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학업성패경험이 학습발달에 미친 영향을 학업성공과 실패경험,

학업성패귀인과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패경험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성취행동과 목표지향성에 초점을 두어 조사해 보았다.

1.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

1) 미국 미술대학 입학준비과정

미국의 미술수업은 주로 교사가 준비해오는 프로젝트로 중심으로 진행

된다. 수업을 할 때 교과서는 교사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수업 방식은 교

사의 성격과 자질, 노력에 의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미술교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미술 교과과정이 사실적 묘사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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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법의 기술적인 면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학생들이 미술을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을 유지한 채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해 자

발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개개인 안에 내재된 풍부한 감성을 밖으로 승

화, 표출시키는데 의미를9 두기 때문이다.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까지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미술대학 진학을 위한 포트폴

리오를 준비하는 과정과 일반 수업이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미국의 학생들은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오

랜 기간 동안 화실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빈부의 차이

가 있고,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와일드 아트 아카데미 (Idyllwild Arts

Academy), 메사츄세츠의 월넛힐 아트스쿨 (Walnut Hill School for the

Arts), 미시간의 인터로켄 아트 아카데미 (Interlochen Arts Academy)

등 우리나라 예술고등학교들과 같은 예술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사립학

교를 보낼 경우 비싼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사립학교라 하여 대학

진학 시 학생들이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배우지는 않는다.

미술대학진학을 심도 있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방과 후 미

술수업이나 여름학교 프로그램 (Summer Art Institute)을 통해 미술대학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보통 7학년부터 12학년에 걸쳐 포트

폴리오를 준비하여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교사

의 역량과 자질 등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 미술대학 진학에 중요시

되는 것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다. <표 1>은 안숙영 (2009)이 미국 앨

라배마 (Alabama)의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미국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제작 시 준비과정을 한 예로 간단히 서술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을 보여

준다.

9 김춘일 『미술교육학』, 서울: 승성신서, 198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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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제작 시 준비과정10

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Draft of the Alabama Course of Study: Arts Education 

10 케네디 센터 아트엣지 (http://artsedge.kennedy-center.org)

7-12학
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미술은 어린 
예술가들에게 
2D와3D를 열
정적으로 탐구
하며 디자인 
하게되어있다.

미술은 레벨1
의 경험이 있
는 학생의 필
요를 위해 디
자인 된다.

미술은 학생들
을 전통문화와 
개인의 표현, 
예술적 발표 그
리고 포트폴리
오 성장에 역동
성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미술
적 성장과 기술
적 능숙함에 가
장 높은 레벨에 
관여 한다.

Produce
(생산)

1.직접 관찰한 
것으로 미술작
품을 창조하기  

2.자신의 생각 
경험 상상을 
이용 하여 작
품 만들기

3.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
들기 위한 순
서대로 해보기

4.미술의 기본
적 요소와디자
인 기초를 2D
와3D작품으로 
표현하기 

5.전통적인 이
미지나 디지털 
등을 다양한 
도구의 기술들
로 작품 만들

1.다양한 관계
의 미술적 관
계를 작품으로 
창조해내기.

2.다양한 테크
닉을 써서 작
품 만들기

3.도구, 스튜디
오, 작업 환경 
절차, 규칙들
을 안전하게 
쓰는지 보여주
기

1.자세한 주제, 
감정 의미들을 
작품에서 소통
할 수 있게 창
조해내기.

2.다양한 장르
의 전통적 재료
들, 디지털 재
료, 멀티미디어 
기술들, 스타일, 
도구, 콘셉트 
등을 의미 있고 
표현적인 구도
를 만들 수 있
는 순서를 작품
에 사용하기

3.스스로 작업 
중 critique (비
판)한 작품 만
들기

4.작업실에 관
련된 개인적인 

1.전체 작품의 
테마에 관련된 
것을 만들기

2.주제와 형태
의 구성을 의미 
있고 표현적인
구도를 잡기

3.한 테마 혹은 
재료를 집중한 
것을 포함한 개
인작품의 포토
폴리오를 만들
기

4.작품 전시 광
고와 그에 관련
된 글, 자가진
단 전시 끝내기
를 포함한 전시 
작품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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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6.재료를 안전
하게 쓰는 주
의와 책임 알
려주기

리서치를 보여
주기

Respond
(반응)

7.개인적, 감
각적, 감성적, 
지성적 반응을 
비주얼 가치로 
작품에 묘사하
기

8.학생들의 작
품구성의 효과
를 위해 선택
된 작품들의 
평가

9.자연과 기능
적 도구들을 
작품에서 주
제,미적형태력 
등을 비교하기

4.학생의 작품
을 평가기준에 
맞게 글로 말
로 평가하기

5.다양한 작품
들이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묘사

6.선택된 작품
들을 비판적으
로 분석한 것
을 반영한 글 
혹은 서술하기

5.작품의 비판
적 분석의 4가
지 순서를 적용
하기,

6.비판가, 역사
가, 미학자, 그
리고 예술가들
의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반응
하기

5.비평가, 역사
가. 미학가. 작
가들이 한 작품
들에 관련된 아
이디어 연결하
기

6.선택된 작품
의 내적 외부적 
상태의 표현된 
내용과 목적을 
해석하기

Underst
and

(이해)

10.미술사, 심
미적, 비판, 작
품생산에 관련
된 용어들을 
알기

11.작품에 시
대적 배경(역
사, 주제, 스타
일, 심볼등을 
다양한문화, 
시간대, 장소)

7.작품들에서 
미술요소와디
자인기초들을 
포함해서 적절
한 미술용어들 
사용하기

8.선택된 작품
과 건축물
들의 성향과 
성격을 묘사하
기 

9. 비즈니스와 
산업에서
쓰여 지는 다
양한 미술작품

7. 다양한 문화 
시간대
장소들에서 선
택된 작품의 목
적, 기능, 의미
를 설명하기 

7.내적 요소와 
역사적, 문화적 
흐름의 관계를 
결정한 작품들
을 분석

8.작가의 선택
에서 작품에서 
해석하기 위한 
순서 알기

9.중요한 작품
과 건축물에 관
해 설명하기 ?
선택된 작품의 
스타일적 충격
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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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 (Alabama)의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학생들의 포

트폴리오 제작 시 준비과정은 1) 생산 (Produce), 2) 반응 (Respond), 3)

이해 (Understand)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레

벨 1, 2, 3, 4로 나누어진다. 1) 생산 (Produce)의 레벨 1에서는 학생들

은 직접 관찰한 것으로 미술작품을 창조한다. 레벨 2에선 다양한 관계의

미술적 관계를 작품으로 창조해낸다. 레벨 3에선 자세한 주제, 감정 의미

들을 작품에 소통할 수 있게 창조해내며, 레벨 4에선 전체 작품의 테마

에 관련된 것을 만든다. 2) 반응 (Respond)의 레벨 1에선 개인적, 감각

적, 감성적, 지성의 반응을 비주얼 가치로 작품에 묘사한다. 레벨 2에선

학생의 작품을 평가기준에 맞게 글로 말로 평가한다. 레벨 3은 작품의

비판적 분석의 4가지 순서를 적용하고 각 예술가가 미술적 요소와 디자

인 기초를 구성했는지 분석한다. 레벨 4는 비평가, 역사가, 미학가 작가

들이 한 작품들에 관련된 아이디어 연결하기이다. 3) 이해 (Understand)

의 레벨 1은 미술사, 심미적, 비판, 작품생산에 관련된 용어를 알고, 레벨

2에선 작품들에서 미술요소와 디자인 기초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미술용

어를 사용한다. 레벨 3에선 다양한 문화, 시간대 장소들에서 선택된 작품

의 목적, 기능, 의미를 설명하며, 레벨 4에선 내적 요소와 역사적 문화적

흐름의 관계를 결정한 작품들을 분석한다.

들 찾아보기

기 

10.미술의 창조
적 프로세스와 
다른 학문에서 
창조 절차 비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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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술대학 입학 절차

미국 미대 입시전형은 ‘복수전형’ 제도를 씀으로써 보통 5-10개의 대

학에 입학허가 요구서(지원서)를 보내서 학교로부터 가부를 통보받고 그

중 한 학교만을 선택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대학의 입학시험제도

에서 실시되는 방법은 서류전형과 인터뷰로 나뉜다. 미국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는 학업수업능력인 고등학교 성적(GPA)이 필요하다. 이는 5등급

으로 A (Excellent4점), B (Average3점), C (Average2점), D (Passing1

점), F (Falling0점)로 나뉜다. 그리고 학력정성시험인 SAT는 ACT의 성

적이 필요하다. SAT는 년 7회 실시되는데 1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에 실시되며 영어 (English)와 수학 (Math)을 본다.　지원서는 커먼

어플리케이션 (Common Application)이라는 통합 대학입학지원사이트에

서 제출하거나 각 대학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 커먼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지원해야하는 대학교의 경우 커먼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Essay)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학교

에서 제시하는 몇 개의 주제 (topic) 중 하나를 골라 그 주제에 관해 논

술 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 에세이를 말한다. 에세이 주제는 보통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 ‘큰 보람을 느낀 경험’ 등 학생의 인성, 가치관을 판

단하기 위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진학 시 성취하려는 본인의

‘미래’, ‘희망직업’, ‘지원동기’, ‘예술인으로써 학생의 목표와 신념’, ‘학교와

교우사이에서 상호작용’, ‘본인의 특기와 취미’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필수 에세이 외에도 대부분 학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에세이가

있으며 전공에 관련된 주제인 경우가 많다.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5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제출하게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영어를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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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지 않는 인터내셔널 지원자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엔

언어측정검사인 TOEFL 혹은 IELTS 성적이 필요하다. 미국 대학에서는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의 위력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상당한

신뢰성을 갖는다. 추천서는 학생을 가르친 교사나 성인이 학생의 이름,

나이, 수강 날짜, 추천자와의 관계,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고 리더

십, 특별활동 등과 그 밖의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

고 포트폴리오 (Portfolio)등의 서류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

한 미국은 중등교육은 물로 고등교육까지도 특별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이 대학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술대학에서도 이를 적용

하며, 학교에서 한 활동, 동아리, 수상경력 등을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서류전형에 일반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미술교사, 상담교사 추천서

▷ 자기소개서

▷ 재정 증명서

▷ 포트폴리오 (Portfolio)

▷ 영어성적 (TOEFL, ACT, SAT, IELTS 등)

미국대학 입학마감일은 대략 3월 초이며,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생은

보다 일찍 보내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대학교에 가서 교수와 인터뷰

날짜를 자유로이 정하고 자기 작품을 직접 가지고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미국 대학교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학교로

데려오려는 노력으로 많은 교수진과 입학 관계자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해주는 칼리지 비지팅 (College

Visiting)을 매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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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미술대학 실기고사

미국실기고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한국 미술대학 실기고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실기고사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논의해보겠다.

기존의 한국 미술대학 실기고사는 소묘와 전공실기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되었던 획일화된 표현과 암기된 형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미술학과들이 새로운 실기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중 성공적인 사례 몇 가지는 현재에도 한국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입시의 기본 실기로 정착되었으며 홍익대학교에서 제시한

‘사고의 전환’과 국민대학교에서 제시한 ‘발상과 표현’, 건국대학교에서

제시한 ‘기초디자인’이 그에 해당된다. ‘기초 디자인’은 주어진 소재를

정해진 화면에 표현하는 실기 방식으로서, 주어진 소재를 관찰/표현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조형구성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사고의 전환’은 연필소묘능력과 색채능력의 측정을 위해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한 물체를 제시한 뒤 이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점, 선, 면을 이용해 어떻게 그려내는지를 평가했다. ‘발상과 표현’은

주제와 부주제의 패턴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지를 평가했으며

특히 아이디어와 표현력을 얼마만큼 디자인해내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서울대학교는 독자적인 형태의 실기 유형을 실시하였는데, 기존의

입시제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기초적인 과제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결해내는지 시험하기 위한 ‘기초소양실기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 덕분에 현대 한국 입시실기고사제도에서 창의성과

사고력이 과거보다 중히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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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의 완성도를 달성해야하는 형식은

거의 대부분의 실기고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 장의

그림으로 수많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학습해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학생들은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형화 된 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묘 능력과 그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선 수험생들이

입시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수험생들은 일정

이상의 숙련도를 얻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정형화 될

수밖에 없고,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험생 각각의 개성이 가장 큰

가치를 가져야 할 디자인 입시에서조차 획일화된 패턴의 작품이

제출되는 고질적인 현상은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서울대학교 공예과 통합실기평가 학생작품의 예이다.

<그림 1> 2018 서울대학교 공예과 기초소양실기평가 학생재현작11

한국 미술대학의 실기고사와 미국 미술대학의 실기고사의 가장 큰 차

이는 미국 미술대학 실기고사는 학생이 직접 실기고사장소에 가서 시험

11 일산 디자인고흐 미술학원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d_g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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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과 주제와 재료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 미술대학 실기고사에서 학생들은 정해진 장소에 집합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허용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표 2> 와

<표 3> 은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정시모집 실기고사 일정 및

장소와 전공 별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물을 보여준다.

<표 2>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실기고사 일정 및 장소12

모집단위 고사일자 집합시간 집합장소 고사시간

동양화과
2018.1.18.(목)  09:15 50동 앞 10:00~16:00

조소과

<표 3>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수험생 실기고사

준비물13

모집단위 수험생 실기준비물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연필, 지우개, 칼, 가위, 50CM이하 직선자, 수용성 물
감 및 용구

디자인학부 
(공예 전공)

없음

동양화과
수묵채색화용구 (모필, 먹, 채색물감, 벼루, 접시, 물
통, 모포 (90CMX90CM)),연필, 지우개, 칼
*화판에 부착된 모포는 사용 불가

서양화과 연필, 지우개, 칼, 수채화물감, 팔레트, 물통, 붓

조소과
수험생이 임의로 선택한 소조도구 3개, 점토절단용 
와이어(철사) 1개, 절단기 (소형) 1개, 플라이어(펜
치) 1개, 톱1개, 분무기1개

1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홈페이지 「2018학년도 미술대학 실기고사 일정 및 수험생 안
내」(http://art.snu.ac.kr/)

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홈페이지 「2018학년도 미술대학 실기고사 일정 및 수험생 안
내」(http://ar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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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생들은 주어진 제시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야 한

다.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기초소양실기평가의 출제 항

목은 ‘원형 도화지의 형태와 연관되는 3차원의 공간을 수채화 물감을 사

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리시오’ 로 수채화와 연필 두 가지 재료만을 사용

하여 6시간 내에 표현해야 하며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테

크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

자인 (공예)과의 기초소양실기평가에선 수험생에게 실제 피스타치오를

준 뒤 ‘주어진 소재 (피스타치오)의 껍질을 까는 두 손을 세 개의 다른

시점으로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으며 제공된 4B연필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 평가기준은 관찰력, 표현력과 구사능력이었

으며 역시나 피스타치오를 까는 두 손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초

적인 표현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었다. 14

반면 미국 미술대학의 실기고사는 정해진 시험장소로 가서 주어진 시

간 내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포트폴리오

(Portfolio) 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스스로

그린 작품 15-20점의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나 시디에 기록해서 보내

거나 이미지를 원서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작품의 규격, 재료,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품의 제목, 재료, 규격을 설명하는 인벤토리

(Inventory)15를 같이 업로드 한다. 쿠퍼 유니온 대학 (Cooper Union

University)과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미술대학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을 포함한 몇몇 미술대학은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홈테스트

(Hometest)를 제출해야한다. 홈테스트 (Hometest)란 각 대학에서 제시한

14 미대입시닷컴, 2018 서울대 서양하과 수시 주제, 공예과 정시 주제 
(http://www.midaeipsi.com)

15  인벤토리 (inventory)는 물품 목록, 재고 등을 뜻하는 용어로, 포트폴리오에서 인벤
토리는 작품의 제목, 규격, 설명 등을 포함한 작품 목록을 의미한다. 보통 미국원서사
이트에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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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작품을 완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작품을 우편으로 제

출하는 과제이다. <표 4> 는 미국의 각 미술대학교의 포트폴리오 요강

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2017년도 미국 미술대학 포트폴리오 (Portfolio)요강16

16 각 대학 홈페이지 입학요강

학교명 학과 포트폴리오

스쿨 오브 

비쥬얼 아트 

(School of 

Visual Arts)

http://www.sva.

edu

위치: 뉴욕

▪ 광고 (Advertising)

▪ 애니메이션 (Animation)

▪ 만화 (Cartooning)

▪ 컴퓨터아트(Computer Art)

▪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 사진 (Photography)

▪ 순수미술 (Fine Arts)

▪ 시각과 비평 연구 (Visual 

and Critical Studies)

자화상, 신발이나 

자전거, 정물화 

등 자유로운

재료와 작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2~20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미술대학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www.risd.edu

위치:로드아일랜

드

미국공예대학 (School of 

American Crafts):

▪ 도예조소 (Ceramics 

Sculpture)

▪ 유리조소 (Glass Sculpture)

▪ 금속디자인 (Metals & 

Jewelry Design)

▪ 자유전공공예 (Undeclared 

자화상, 신발이나 

자전거, 정물화 

등 자유로운

재료와 작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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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s)

▪ 목공&가구디자인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미술대학 (School of Art):

▪ 순수미술 (Fine Arts Studio)

▪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 메디컬일러스트레이션

(Medical Illustration)

디자인대학 (School of Design:

▪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 뉴 미디아 디자인 & 이미징 

(New Media/Design & 

Imaging)

영화와 애니메이션대학 (School 

of Film and Animation):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Film/Video/Animation)

예술과학사진대학 (School of 

-HomeTest

①자전거 

②흑,백을 

사용하여그리기 

③ 종이의 2면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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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ic Arts and 

Sciences)

▪ 광고 (Advertising)

▪ 사진  (Photography)

▪ 바이오메디컬사진 

(Biomedical Photographic 

Communication)

▪ 순수미술사진

(Fine Art Photography)

▪ 포토저널리즘

(Photojournalism)

▪ 사진 (Photography)

프린트미디아대학 (School of 

Print Media):

▪ 그래픽미디아

(Graphic Media)

▪ 뉴미디아/출판

(New Media/ Publishing)

▪ 자유전공디자인

(Undeclared Art/Design)

프랫 미술대학 

(Pratt Institute)

www.pratt.edu

위치:뉴욕

▪ 건축

(Architecture)

▪ 아트앤디자인 교육

(Art& Design Education)

▪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 광고/미술감독

자화상, 신발이나 

자전거, 정물화 

등 자유로운

재료와 작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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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Art Direction)

▪ 디지털아트 (Digital Arts)

▪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 순수미술 (Fine Art)

▪ 페인팅 (Painting)

▪ 드로잉 (Drawing)

▪ 조소 (Sculpture)

▪ 인쇄 (Printmaking)

▪ 도예 (Ceramics)

▪ 보석 (Jewelry)

▪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 미디아아트 (Media Arts)

▪ 사진 (Photography)

▪ 영화 (Film) 

▪ 애니메이션 (Animation)

뉴욕주립대 

(New York 

University)

www.nyu.edu

위치 :뉴욕

▪ 미술사 (Art History)

▪ 어반디자인 건축연구 (Urban 

Design Architecture Studies)

▪ 페인팅 (Painting)

▪ 드로잉 (Drawing)

▪ 인쇄 (Printmaking)

▪ 조소 (Sculpture)

▪ 비디오 (Video)

▪ 사진 (Photography)

▪ 디지털아트 (Digital Art)

-자화상, 

신발이나 자전거, 

정물화 등 

자유로운

재료와 작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2~20점 

-정물화 중 

3점은 연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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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4> 와 같이 미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20여 점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며 이를 각 대학교의 대학입시 전형위원회에

제출한다. 대학입시 전형위원회란 입학 (Admission)담당자와 교수진들이

입학심사를 담당하는 곳이며 미술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포트폴리오 심사는 비중이 매우 큰 항목이다. 아담 칙 (Adamchik, C F

Jr, 1995)과 조 (Cho, M, 1999)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주체가 주체적인지, 또 학생의 목표, 성장,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다. 포트폴리오는 한 학생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미술교육으로부터 얻은 경험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조 (Cho,

M, 1999)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란 존재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엔 기술과

배움, 교육방법, 주제와 그에 관련된 지식, 미술교육에 대한 철학,

창조력, 다양한 문화 지식, 다문화 사회 등의 가능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탄생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대학들과의 상호 연결점으로

귀결되며, 교수들은 고등학생과 면담함으로서 학생의 포트폴리오 계발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거기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소신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마다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재료의 활용도,

그리고 학생 본인의 소신과 창의력, 무엇보다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실성에 무게를 두어 평가한다.

미국의 미술대학 실기고사로 포트폴리오와 홈테스트 외에도 AP17

미술 시험 (AP Studio Art) 이 있다. AP는 심화반 (Advanced

Placement) 의 약자로 고교 우수반, 고등반이라는 뜻으로 미술 외에도

수학, 과학, 사회, 미술사 등 거의 모든 교과목에 AP 시험이 있다. AP

시험은 우수한 학업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미리 대학학점을

17 AP (Advance Placement)는 북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대학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비영리기관 College Board 가 제
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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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수 있는 제도로 195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체 주관은 미국의 칼리지

보드 (College Board18)가 하고 있다. P는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제도가 아니라 대학 진학 후 대학 재학 중에 인정과 혜택을 받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P를 신청하게 되며 학교에서도 AP 를 개설하게 된다. 학교에서 AP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AP교사가 칼리지 보드에서 고등학교를 등록하고

수업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AP수업을 듣는다고 꼭 AP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AP 교사는 AP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게 되며 AP 시험을 볼 학생들의 시험 접수를 지도해야

한다. AP 미술 시험은 미국미술대학에 지원할 때 필수는 아니지만 이

점수가 좋을 경우 대학 입학 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순위가 놓은

대학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 보통 학생들은 9, 10학년 초부터 AP

미술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5월에 AP미술 시험 과제를 제출하게 된다.

AP 미술 시험에는 AP 드로잉 (AP Drawing), AP 2-D 디자인 (AP

2-D Design), AP 3-D 디자인 (AP 3-D Design) 세 가지가 있으며,

브레스 (Breath), 컨센트레이션 (Concentration), 퀄리티 (Quality)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별로 다른 작업을 요구한다. 세

과목을 합쳐서 총 24점의 작품을 완성하여 사진을 찍은 후 정해진 시험

날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디지털 이미지를 제출할

때에는 ’JPEG' 포맷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브레스 (Breath)라는

항목에서는 특정 주제 없이 기본기, 표현력과 다양한 재료사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을 12점 완성해야 한다. 컨센트레이션

18 1900년도에 미국에서 대학입학시험위원회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현재는 미국의 4,000여개 대학과 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진 
연합 비영리 단체이다. 다시 말하지만 비영리단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SAT와 AP시험 등을 주관하는 단체이며, 일부 대학에서 재정보조 판단용으로 사용하는 
CSS Profile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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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은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12점의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퀄리티 (Quality)라는 항목은 브레스

(Breath)와 컨센트레이션 (Concentration)에서 만든 총 24점의 작품 중

5점의 작품을 골라 실제 작품을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AP 미술 수업에서는 첫 학기에 브레스 (Breath) 에

해당되는 작품을 만들게 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컨센트레이션

(Concentration)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든다. 컨센트레이션

(Concentration)을 작업하기 위해선 일단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어울리는 12점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학생 스스로 주제나 소재를 정하고,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과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AP 수업이 미국 포트폴리오를 위한

작업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미국 미술대학

입시생들은 AP 시험에 제출한 작품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기도 하며,

AP 시험 준비와 포트폴리오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1) 포트폴리오의 평가

얼윈 (Erwin, T . D, 1991)은 논문에서 두 가지 기술을 비교했다. ‘선

택한 반응’과 ‘만들어 둔 반응’에 의한 채점인데 그것들은 전통적으론 인

정된 방식과 후자는 양산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훌륭한 조각가가

철이나 돌등을 잘 선택해서 작품을 만들 때 창조적 능력과 전문적인 기

술이 합쳐진 전문화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조각가의 능력은 ‘옳다’또

는 ‘아니다’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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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포트폴리오가 그들의 능력을 평가

제로 쓰이는 이유라고 하였다. 조 (Cho, M, 1999)는 포트폴리오를 진행

의 도구들로 쓸 때 학생의 배움의 경험을 향상시키자면, 배움과 습득에

관련된 가치와 발전 진행, 가르치는 분의 철학이 연결된 지식과 기술, 관

찰기술, 배움과 습득에 필요한 지식 적용법, 문제풀이 능력, 결정력과 리

더십, 그리고 숙련된 근거 있는 채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미

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포트폴리오의 채점방식 (The

assessment for the portfolio pilot project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은 2가지의 방법을 제시 하였는데,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진행

할 때 발전하는 과정을 점수로 주는 방법과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채

점 틀(전통방식)에 맞추어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이 평가는 발전하는 과

정을 점수로 주는 방법이 전통방식(such as examinations and reports)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매 수업마다 주

제와 마무리까지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 피드백(Feedback)이 생성되며

발전되는 부분이 나타났으며 정해진 척도는 포트폴리오의 평가기준이 되

었다. 평가기준은 조직도, 미적부분, 창조력, 가르친 부분의 지식 전달도,

내용의 완성도, 교실정리와 관리 그리고 총괄적 부분에 대해 점수를 주

기로 했다. 발전하는 과정을 채점하는 방식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작품을 프로그램이나 작품과정을

통해 이끌어냈다. 측정과정으로부터 평상 시 수업에서 얻은 것 보다 훨

씬 많이 배웠으며, 채점방식도 수업진행 시 보다 더욱 정밀하게 진행했

다고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문제

점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넷째, 향후 포트폴리오를 현

장에서 가르쳐야 하는 예비교사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

정에서 그들에게 많은 배움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의 입장이 되어 좀 더 신중히 가르치려는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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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더 많은 지식과 교습 법, 인턴경험과 능

력, 현재 진행하는 수업을 정비 할 수 있게 제공하나 항상 같지는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 교육 된

교사와 초·중등학생의 효과적인 상호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엘보우 (Elbow , P, 1991) 는 포트폴리오의 점수방식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해 포트폴리오는 평가면에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진짜 능력을 여러 부분에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보우 (Elbow , P, 1991) 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좋은 작품만을 선별하여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학생의 실력을 볼 수 없으며 잘 정리되어 보여주는 기술이

평가자에게 표준척도로 작용하여 포트폴리오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채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주의 랜더 대학교

(Lander University)는 학생 선발 시 교수의 취향과 개인적인 소견이

개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채점기준표를 연구해 내놓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서 겸 참고용일 뿐 이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다(안숙영, 2010). 다음 <표 5>가 랜더 대학교

미술대학의 포트폴리오 채점기준표이다.

<표 5> 미술 (시각예술)의 촐괄적 포트폴리오 채점 규정19

1.준비되

지 않음

2.한계적

으로 

준비되어 

있음 

3. 준비됨 4. 잘 

준비됨

5. 아주 

뛰어나게 

준비되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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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Production 

Quantity 

(양)

한 

카테고리

가 

빠져있음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3D입체 

카테고리가 

표현되어있

음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3D입체 

적어도 한 

작품에선 

발전성이 

보여져야함

카테고리

가 

표현되어

있음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3D입체 

발전성이 

여러 

카테고리

에 

보여져야

함

카테고리

가 

표현되어

있음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3D입체 

발전된 게 

여러 

카테고리

에서 

보여져야

함

카테고리

가 

표현되어

있음

드로잉 

디자인

페인팅

3D입체 

 

여러 

카테고리

에서 

뛰어나게 

발전된 게 

보여져야

함

장인/숙련

도, 미적 

감수성

장인성과 

숙련도가 

전반으로 

보이지 

않음

기술과 

숙련도가 

미숙함

작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숙련가 

보여져야

함 

몇 개의 

작품에서 

훌륭한 

기술을 

보임

숙련된 

기술로 

재료를 

사용한게 

여러 

작품에서 

균등하게 

보여져야

함 

몇 개의 

작품에서 

미적 

감수성과 

아주 

뛰어난 

기술이 

여러 개의 

작품에서 

보여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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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감각이 

보여져야

함

창조성 한 가지 

스타일의 

작품만 할 

수 있음

콘셉트가 

한정적이고 

작품 

베끼기, 

스타일 

따라 하기, 

배운 

것으로만 

따라함

창의적인 

생각을 한 

흔적이 

보이고 

이것이 

작품에서 

나타남 

창의적이

고 

상상력이 

풍부한 

내용이 

포트폴리

오에서 

보이거나 

설명에 

보여짐

아주 

뛰어난 

창조성이 

여러 

작품에서 

보여짐 

창조성의 

개인발전의 

반영

한 가지 

이상의 

스타일과 

주제의 

발전밖에 

안 보일 

때

한 가지 

이상의 

역사, 

스타일이나 

테마를 

아는 것이 

보여 질 때

한 

가지이상

의 역사 

스타일이

나 테마를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게 

보여짐

포트폴리

오가 역사, 

주제 

그리고 

테마의 

지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발시키거

나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짐

포트폴리

오나 

서술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탐구할 

다짐이 

담김 

뚜렷한 

개성이 

발전가능

성이 

있을때

미술사와 

비평

서술에 

과거 

서술과 

작품에 

서술에 

과거, 

서술에 

미술사, 

서술과 

작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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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침서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것이 절대적인 채점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엘보우 (Elbow , P, 1991)는 복잡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객관적

능력을 다각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채점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미국 포트폴리오는 평가의 신뢰성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학생이 통제된 시험장이 아닌 외부에서 작품을 완성해오는 미국

미술대학의 실기고사의 특성 상 지원자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했는지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유학 포트폴리오 화실들에서

강사가 학생의 포트폴리오 혹은 홈테스트를 수정해주거나 대신 그려주곤

한다. 둘째,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과 노하우가 평가자의 표척도로 개입되어 객관성/독립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10번의 창작 과정에서 한 번의 성공 사례를 내놓는

학생 A와 100번의 창작 과정에서 2번의 성공 사례를 내놓는 학생 B가

19 랜더 대학교 (Lander University)(www.lander.edu/art)

문헌 

없이 

개인의 

시각과 

감정에만 

한정됨 

과거나 

문헌이 

관심있게 

보여짐

현재의 

문화적 

문맥이 

정확하게 

보여짐 

테마에 

관한 

개인의 

시각이 

비평적이

고 

통찰력 

있게 

보임

역사, 

테마에 

대한 

개인 

시각이 

명확히 

비평적이

고 

통찰력 

있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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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포트폴리오는 선별된 결과물만을 비교해 보게 되기 때문에

학생 B가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포토샵 및

영상 수정 기술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업로드를 통하는 제출 양식의 경우

작품 사진이 보정되어 제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작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넷째, 규정상으론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소재와 주제는 제약이나 형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론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분야와 유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콜라주, 소묘,

자화상, 플립북, 타이포그래피 등은 디자인전공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선호되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단골로 포함시키는

소재들이다. 특히 정밀소묘 (Observational drawing)나 풍경화

(Landscape painting)은 학생의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포함된다. 포트폴리오 주제에도

선호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자기 자신의 성격, 고민, 정체성과 같은

내적인 주제이거나 정치, 사회 이슈와 같은 외적인 주제인 경우가 많다.

결국 자유 주제를 추구하는 미국 입시 역시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제학교의 현황

1)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본 연구에서 말하는 국제학교는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영어로 모든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로서의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

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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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Foreign School)’ 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차이점이 있다. 국제학교는 내국인들의

외국어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이나 현지학교의 커리큘럼과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을 말한다.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자격요건은 따로 없지만 몇몇의 국제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 및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인 입학시험을

시행한다. 입학 자격 요건이 외국인학교에 비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법으로는 학교로

인정이 되지만, 국내 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학시험을 통과하면 내국인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2009년

2월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제한된다. (당초 5년 거주 제한을

3년으로 완화함) 여기에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이

가능하다.20

외국인학교와 제주국제학교의 근거법령, 설립자격, 설립 요건, 입학

자격, 내국인 입학비율과 설립운영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외국인학교와 제주국제학교 비교21

20 「외국인학교 개요 및 현황(2010. 02. 01)」(교육과학기술부)

21 교육부 외국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https://www.isi.go.kr/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서비스에서는 외국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대상학교는 

우리나라 정부 인가를 받고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 유치원 등이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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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외국인학교 및 외

국인 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자격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학교법인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외 법인

설

립

요

건

설립목적

-국내거주 외국인 자

녀교육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

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

성

설립가능

지역
-전국설립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

육도시

설립승인 교육감

-제주도교육감

-단, 영리법인이 학교 설

립시 교육부장관 동의 필

요

입학자격

-외국인의 자녀

-3년 이상 해외 거주 

내국인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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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는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내 대학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국외 대학을 진학해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완화한 외국인

학교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2009년부터 학교장 신청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 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국어와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 국내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내학력이

인증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제학교 졸업장은 외국인 학교 졸업장과

동일하게 간주해 입학 시 별도의 학력인증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49곳이며 이중에 영미권 국제학교는 총 20 여 곳이 있다. <표 7> 은

2016년 9월 기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운영 현황이다,

공되는 정보는 각 학교의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수 , 교사현황, 교원수, 회계, 졸업생

의 진로 현황 등이다. 또한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도 연계하고 있다.  

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내국인입학비율

학생 정원의 30%

 (시·도교육규칙으로 

50% 까지 확대 가능)

제한없음

설립운영현황 전국 41교

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

SJA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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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16.9. 기준)

번호 국가 학교명 (한국어) 교육과정

1 영어 남산국제유치원 유

2 영어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3 영어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

4 영어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유, 초, 중, 고

5 영어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초, 중

6 영어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7 독일 서울독일학교 유, 초, 중, 고

8 영어 서울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9 영어 서울용산국제학교 유, 초, 중, 고

10 영어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11 영어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12 영어 한국외국인학교(서울캠퍼스) 유, 초, 중

13 영어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14 영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15 영어 국제 크리스쳔학교 유, 초, 중, 고

16 영어 서울국제학교 유, 초, 중, 고

17 영어 경기수원국제학교 유, 초, 중, 고

18 영어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19 영어 한국외국인학교(판교) 유, 초, 중, 고

20 영어 부산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21 영어 광주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22 영어 대전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23 영어 현대외국인학교 유, 초, 중,

24 영어 거제국제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25 영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26 영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유, 초, 중, 고

27 영어 브랭섬홀아시아 유, 초, 중, 고



48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국제학교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국제인증기관 WASC (Western Assocaition of Schools and

College)와 대한민국의 인허가를 통해 운영된다. 또한 국제인증 기관에서

인증된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위의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전부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인가되었으며 이

외에는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비인가 국제학교로

엄연히 말하자면 학교가 아닌 학원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실행한 비인가

28 영어 한국국제학교 유, 초, 중, 고

29 영어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유, 초, 중, 고

38 영어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유, 초, 중, 고

30 중국 부산화교소학교 유, 초

31 중국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 고

32 중국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중, 고

33 중국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초

34 중국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초

35 중국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 유, 초, 중, 고

36 중국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유, 초

37 중국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 고

39 중국 원주화교소학교 유, 초

40 중국 군산화교소학교 유, 초

41 중국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유,초

42 중국 의정부화교소학교 유, 초

43 독일 서울독일학교 유, 초, 중, 고

44 일본 서울일본인학교 유, 초, 중

45 일본 부산일본인학교 초, 중, 고

46 프랑스 서울프랑스학교 유, 초, 중, 고

47 프랑스 하비에르 국제학교 초, 중, 고

48 몽골 재한몽골학교 초, 중, 고

49 영국 현대외국인학교 유, 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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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국제학교는 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비인가형 국제학교 중

하나로, 인가된 국제학교와 비인가 된 국제학교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선 인가된 국제학교와 비인가 된 국제학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인가 · 비인가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인가된 국제학교와 비인가 된 국제학교로 나뉠 수 있다.

위에서 나열한 20여 곳의 영미권 국제학교는 전부 국제인증기관과

우리나라 교육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아시아지역 국제학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WASC22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미국서부교육연합회),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국제학교위원회), NEASC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l) 등이 있다.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과 교육부

정식인가 절차와 규정, 그리고 국제공인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인증기관

국제인증이란 인증대상 학교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22 현재 세계적으로 4,200여개의 학교가 WASC 인증을 확보하였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은 약 150개 학교들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후보임. 아시아 주요국들은 타 인증기관보
다 WASC 인증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외국인학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인증
을 확보하고 있다.인증 후에도 WASC는 매년 학교에 대해 연간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재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학교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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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교육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절차이다 (안미리, 2009).

대부분의 국제인증은 미국과 유럽의 비영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환경, 교육과정, 종교 혹은 학업성취 결화 등 인증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역에 대한 품질을 인정한다. 각 국제인증기관은

일정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자국 내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 대한

인증만이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등 인증 대상이 다양하다. 아시아지역 외국인 학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WASC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미국서부교육연합회),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국제학교위원회), NEASC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l)등이 있다. 각 인증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인증학교와 회원학교를 구별하여 관리하며, 인증학교는 기관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품질 인증을 확보한 학교이며, 회원학교는 연회비를 내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받거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로 아직은 품질에 대한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를 의미한다.

국제인증기관의 인증결과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확보한

학교에 대한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인증을 확보한 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인정하는데 기여한다. 학교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인정제도로 세계 우수 대학에서 학생의 입학조건 혹은 학습능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시아 주요 정부에서도

국제인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들은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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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WASC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는

미국 내 6개 지역인증기관 중 하나이며, 미서부지역과

아시아태평약지역의 학교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200여개의 학교가 WASC인증을 확보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약

150개의 학교들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후보이다. 아시아 주요국들은

타 인증기관보다 WASC인증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외국인학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WASC인증기간은 학교심사 결과에 따라 1년에서 6년으로 차이가

있으며 6년 인증을 받은 우수한 학교의 경우 재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인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국내 WASC 인증 현황23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국제학교위원회) 는 과거

23 WASC 국제인증 홈페이지 http://www.acswasc.org/

WASC 인증확보 학교(15개)

- 경기수원외국인학교
- 경남국제외국인학교
- 광주외국인학교
- 국제크리스천학교: 평택
- 국제크리스천학교: 의정부
- 대전국제학교
- 부산외국인학교
- 서울국제학교
- 서울외국인학교
- 서울용산국제학교
-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 한국외국인학교: 개포와 판교(2개교)
- 한국켄트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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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심의 ECIS에서 CIS로 이름을 바꾸며, 전 세계의 학교에 대해

인증 영역으로 확대한 기관으로 국제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평가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CIS는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CIS는 WASC와 협력하여 공동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에서 CIS

인증을 확보한 학교는 일본이 10개교로 가장 많으며, 중국 5개교, 한국은

부산국제학교 1개교이다.

<표 9> 국내 CIS 인증 현황24

ACSI 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증기관이며, 기독교 학교, 교육자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기관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인증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 약 100여 나라의 5,500개의 학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선 국제크리스천학교, 대전국제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NEASC는 가장 오래된 인증기관으로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가지

전단계의 교육과정에서 높은 교육적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4 CIS 국제인증 홈페이지 http://members.cis.org/

CIS 인증확보 학교 (1개교)

- 부산국제학교: 1994년 인증확보

CIS 회원학교(4개교)

- 서울외국인학교
- 옥포국제학교
-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 현대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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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부 정식인가

국제학교가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6년 개정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초중등교육법」개정 후속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교육부에서 개정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25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 7. 26, 일부개정]

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내용

제1조 
(목적)

  ①「초ᆞ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②「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②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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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
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시설ᆞ설비기
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ᆞ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
(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
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
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 2016. 7. 
26.>

     1. 교지
     2. 교수ᆞ학습활동에 직ᆞ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
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

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
인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학교
의 

설립인가
신청)

「초ᆞ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
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7조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에는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5

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

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수업일수

  5. 입학ᆞ재입학ᆞ편입학ᆞ전학ᆞ휴학ᆞ퇴학ᆞ수료ᆞ졸
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ᆞ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외국인유치
원의 

설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
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
칙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교
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ᆞ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초ᆞ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
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
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
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
지 못 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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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
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
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
ᆞ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
에서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
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11조

(교육과정)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
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
ᆞ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
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
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
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 과정의 국
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ᆞ중등
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
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가목ᆞ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
다.

제13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
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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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외국인학교가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선

입학생은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이여야 한다. 외국인학교는 명칭을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라고

표시해야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라

교지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화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해당 시·도 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에는

수업연한, 수업료, 교육과정, 수업 일수, 교장 및 교원의 자격 사항, 학칙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ᆞ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ᆞ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
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
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
한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ᆞ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

인학교가 「초ᆞ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ᆞ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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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절차 등 10개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규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선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나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선 첫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 교과를 포함 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내국인 학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둘째, 국내 초·중·고 과정의 국어와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외국인학교의 교원을 임면할 때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청에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6년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첫째, 외국인학교 운영 탄력성 제고 및

외국정부와 연계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하여 임차가 가능하였으나,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귀화자의 자녀입학 허용 및 부정입학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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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표 11> 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표 11>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26

2016년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

정」에서는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분을 대폭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

정안에서는 부정입학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

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

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2016) 이처럼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정식학교로 인가

를 받기 위해선 설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교원 임면과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6 교육부,  2016년 7월 19일 보도자료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처분기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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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인교육과정

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은 한 국가 내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지만 국제공인교육과정은 한 나라 안에

있는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데,

교육의 세계화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이다.27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에는 국제 공학교육

인증제 (Washington Accord)와 경영인증제 (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isiness)가 있다 (박재윤 외, 2008:

105).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 기관은 IB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AP (Advanced Placement), A-level (Th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AICE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Edcuation),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로 총 여섯 개가 있으며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인증 방식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표 12>에서는 여섯 개의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와 주관하는 기관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12> 중등후기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 기관 및 홈페이지

(박하식, 2013)

27 박하식 (2013), 국내고교의 국제공인 교육과정 (IBDP)의 도입 및 실행에 관한 연

구: 경기외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반적 명칭 원래의 명칭 홈페이지
주관하는 

국제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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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공인 교육과정 중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은 AP와 IBDP이다. A-level,

AICE, IGCSE같은 영국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고교는 전무한

상태이다. AP과정은 전공 내용중심의 교육과정이며 미국의 College

Board 가 주관하고 있어 미국중심의 표준화교육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IB과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년별 사고력과 교육과정을

IBDP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

http://www.ibo.o
rg/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AP
Advanced 
Placement

http://apcentral.
colle College 

Board
College Board

A-level

Th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

http://www.cie.o
rg.uk/

qualifications/ac
ade

mic/uppersec/al
evel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AICE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http://www.cie.o
rg.uk

/qualifications/a
ca

demic/middlesec
/i

gcse/overview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http://www.cie.o
rg.uk

/qualifications/a
ca

demic/middlesec
/i

gcs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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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한 과정으로 과거 유럽 중심의 교육과정이었으나 사고력과

교육과정을 적절히 융합한 우수한 과정으로 인정받아 최근 전 세계

우수대학에서 IBDP졸업생에 대한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IBDP졸업인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는 교과목

이수로, 학생들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6개 과목 군에서 각 한 과목씩 총 6개

과목을 선택하되, 이 중 3-4개는 총 240시간, 나머지는 150시간 수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통합 교육과정인 지식론과 소논문 및 과외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외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AP와 IB 모두

학력인정기준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상급 교육과정 진학이나 직업영역

진출 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안미리 (2009) 는「국내외 외국인학교 현황과 국제학교설립에 대한

시사점」에서 국제공인교육과정의 승인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게공인교육과정 승인절차로 IB과정은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으로 2-3년이 소요되며, AP과정은 교사의 수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으로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교육과정은 우선 교사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확보한 교사가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IB의 경우 과목별

도입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AP 과정은 각

교과목에 대한 승인절차를 갖게 된다. 대표적인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대표적인 국제공인교육과정 (안미리, 2009)

IB
AP IGCSE A-level

PYP MYP DP

교육
과정

초등 
(3세-

중등 
(11세-1

특별교
육 

고등 
(부가특별

중등 
(14세-1

고등 
(16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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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와 A-level 은 대학진학 시 학점인정이 된다. IGCSE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과정으로 영국식 교육과정이며 A-level역시

영국식 교육과정으로 다른 과정과 다르게 과락이 있다.

반면 비인가된 국제학교는 전국에 약 250여 곳으로 사실상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분류가 되며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들이나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학생들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인가 국제학교는 미국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고 미국사립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겉에서 보면 인가 국제학교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가된 국제학교와 비인가된 국제학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교직원의 교원자격 유무이다. 인가 국제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 14조

12세) 6세)
(16세-
19세)

교육) 6세) 8세)

승인
기관

IBO  
College 
Board

CIE 
Edexcel Internationl

국제
적 

인정
여부

전세계 전세계 영국 영국

대학
진학 
시 

학점
인정

- O - O

평가
등급

1-7점 1-5점 A-G
A++-U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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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면에 대한 법을 따라야 한다. 인가 국제학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선 국내 초·중·고 과정의 국어와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여야 한다. 외국인학교의 교원을 임면할 때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청에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과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E7 비자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른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비자이며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일정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기본 자격요건으로는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만 한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려는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는 전공 학사 학위가 사회학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사회학과 관련된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인가된

국제학교의 경우엔 교사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며, 외국인 교직원은

E7비자보다 덜 엄격한 E2 비자만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다. E2 비자는

학사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이나 방송사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다만,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본국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제학교의 외국인교사 (E7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외국의 학력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

국가의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인증기관에는 대표적으로 미국학력인증기관인 AdvancED와

미국사립학교연합회인 NIPSA (National Independent Priv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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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이 있다. AdvancED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한 규정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따라야 할 규정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은

미국학력인증기관인 AdvancED의 인가를 받기위한 정책과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14> AdvancED 인증 정책과 절차 (2015년 6월 25일 개정)28

28 출처: AdvanceED 홈페이지

http://www.advanc-ed.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dvancED-Policies-and
-Procedures.pdf

정책 내용

[정책 1]
인증

AdvancED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학교는 
1) 인증 기준, 정책, 절차를 충족시킨다
2) 5년에 한번씩 외부 점검을 주재한다
3) 지속적인 발전을 갖는다 
4) 모든 인증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인증 비용을 지불한다. 인증 정책과 절차의 수
정이나 채택은  AdvancED 평가 이사회의 인가와 
인증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 2]
인증의 기간 및 
조건

[기간]
학교는 인증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조건
에서 5년간 인증된다

[필수조건]
 1. 해당 정부 요구사항 준수
AdvancED 인증 학교는 해당 정부의 요구사항 준
수한다.
 2. 차별 없는 입학
 AdvancED 인증 학교는 학생의 인종, 성, 국가, 
나이, 종교, 장애  등의 차별 없이 입학, 장학금, 
교육정책,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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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록보유
AdvancED 인증 학교는 모든 학교의 운영방침, 재
정사항 그리고 학생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기록은 
종이와 전자 기록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적절한 백
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 폐교 시 학
교는 당시 진행 상황이 확인 가능한 모든 관련 기
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도 청렴
AdvancED 인증 학교는 인증 절차와 상태를 정직
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학교가 인증 상
태를 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을 경우 인증
은 무효가 될 것이다.
 5. 실질적인 변경
AdvancED 인증 학교는 AdvancED 기준과 정책
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정책, 교육과정, 체계 등에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60일 이내에 
AdvancED 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변경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학교의 합병이나 재편성. b. 미
션과 목표 변경 c. 학교의 소유권 변경 d. 교원의 
변경 e. 시설물 변경 f. 자금사항 변경 g. 학교 일 
수 g. 학교의 위치 변경이나 추가  h. 교원에 변화
를 주는 정도의 학생 수 변경 I. 미술, 예술, 학생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 편경
 6. 학점과 학년 배치
AdvancED 인증 학교는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학교의 자체적인 정책과 절차에 따라  학점과 학년 
배치를 허가한다.  학교는 학생의 입학과 퇴교 시 
정확한 성적표를 제공한다.

[AdvancED 책임]
AdvancED 는 최소 5년에 한번씩 외부 점검을 주
도하여 AdvancED 인정 기준과 정책의 유효사항
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책 3]
인증과 비인증 
상태

인증: 1) 인증 2) 인증진행 중
비인증: 1) 지원자 2) 후보 3) 탈락자

[정책 4]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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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인증 정책과 절차의 세부 사항을 보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비해 그 방향이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다는 인증자격과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절차는 있지만

구체적인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규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교원의 자격조건, 학력인정, 혹은 설립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비인가

국제학교가 재정적 상황, 사업 목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자유로운 운영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초기인증절차

1. 학교는 최소한 2년 동안 재정적 안정성이 확인
되어야 한다
2. 학교는 해당 지역이나 주에서 허가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3. 학교는 AdvancED 기관에 지정을 받은 후 2년 
내에 인증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학교는 후보가 되고 2년 후에 외부 검증을  받
아야 한다.
[지원절차]
학교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지
불해야 한다. 

정책 5 합병과 
재편성

[합병]
합병하려는 학교들 중 적어도 한 곳은 AdcancED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편성]
새로운 학교나 재편성하려는 학교는 AdcancED위
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AdvancED 에 서면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 6
인증학교에 대한 
항소절차 

[서면 항소]
인증 학교에 대한 어떠한 항소라도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서면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1.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2. 상황의 설명과 관련 서류
3. 관계된 구성원들의 관계, 주소, 이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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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표 15>에서 인가 국제학교와 외국인 국제학교를 인증 여부,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의 자격조건의 차이로 정리하였다.

<표 15> 인가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 비교

이처럼 비인가 국제학교의 한국인 교사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외국인

교사도 E2 비자만 있으면 교사로 일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그 동안 비인가 국제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비인가

국제학교가 교육부에 허가를 받지 못한 학원과 유사한 교육기관인데다가

교직원이 교사자격증이나 비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비인가

국제학교를 찾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들과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비인가

국제학교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6> 비인가 국제학교의 장단점

자격조건 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교육부인가 O

X
(미국학력인증기관
이나 미국사립학교 

연합회 인증)

한국인교사 자격 O X

외국인교사 자격 E7 E2

장점 단점

국제인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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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부분의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가인증기관이나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WASC 나 CIS 와 같은 국제인증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환경, 교육과정, 종교 혹은 학업성취 결과 등 인증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역에 대한 품질이 인정되어야 한다(안미리, 2009).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듯 교육부 장관이 검증한 국제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증기관 
및 교육
부 인증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따
라야 할 교육과정 이수조
건이 없기 때문에 학 교
육과정 편성이 유연함

이는 학교에 대한 공신력이 
낮고 교육환경, 교육과정, 
종교 혹은 학업성취결과 등
에 품질을 인정받지 못함

편입
학기 중간에 편입과 자퇴
가 자유롭게 가능함 

전학생이나 자퇴생이 너무 
잦아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됨

성적
대학 진학이 목표여서 일
반 학교에 비해 성적을 
쉽게 받을 수 있음

학습 내용 수준과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

위치
서울 도심과 가까워서 통
학이 가능함

제대로 된 학교 시설이 갖
추어지지 않음 (운동장, 체
육관, 강당 등)

입학 
자격요
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입
학을 할 수 가 있어서 영
어실력이나 기존 학교 성
적이 필요 없음

학생이 영어를 못해서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겪음.

학생 수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 
개개인 관리가 가능함

학생 수가 적어서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에 제한이 있
음

교사의 
자격요
건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로 취직할 수 있음

교사들의 교육학에 대한 이
해와 교육관련 경력이 부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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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제인증기관과 우리나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학교에 대한 공신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정부기관의 간섭 없이 사업목표 혹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을 더 많이 넣고 필요 없는 수업을 빼는 등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교육과정의

품질과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비인가 국제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업을 넣거나 빼서 학생이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거나 수업 난이도가 너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비인가 국제학교의 장점은 학기 중간에 한국 학교에서 갑자기

유학을 결심했을 때나 기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백 없이

편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인가 국제학교의 입장에서도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학교 수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을

입학시킨다. 하지만 학기 중간에 편입생이 자주 생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첫째, 교사와 원래 있던 학생들은 수업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따로 놓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하며 특히

시험 직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시험을 만들어야 해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새로 온 학생이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은 보통 학기 초에 친구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학기 중에 들어온 신입생은 기존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합류하거나 합류하지 못하는 경우엔 소외될

수 있다.

셋째, 비인가 국제학교의 사업 목표는 대게 학생의 해외명문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유리하도록 학점을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수업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 연구자가 현재 근무하는 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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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국제학교의 경우엔 학생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받았을 경우

커브 (curve)29 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하는 내부 수칙이 있다. 이는

학생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성적을 좋게 받으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습내용 수준과 범위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쉬워서 학생은 자신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지

못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이 성적을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비인가 국제학교는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등이 없이 서울 도심의 빌딩이나 건물에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도심에 있어서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고 기숙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육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 앞 작은 주차장이나 옥상, 혹은 다른

곳의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이 아플

때 갈 양호실이 없거나 학생의 진로상담을 위한 상담실 등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넷째, 비인가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

등록금만 지불하면 학생이 영어를 못하거나 다니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인가

국제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영어를

못해서 ESL30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 개설되어있는 곳이

29 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비교를 통해 점수를 주는 방식

30 모국어가 영어 이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 주로 영

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 능력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결정하고 거기
에 맞는 ESL반으로 가게 된다. 보통 한 학기를 잘 이수하면 교사의 동의를 얻고 다음 
학기엔 일반 영어 수업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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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학생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경우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며,

학생마다 영어 실력 차이가 커서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섯째, 전체 학생 수가 적어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다 장점이 있지만 인원수가 부족해서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을

개설하기에 학생 인원이 너무 적어 개설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전인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비인가 국제학교는 적은 인원수로

인해서 오케스트라, 축구, 국제단체 등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동아리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지막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가장 큰 단점으로,

교사의 교육관련 지식 및 경력 부족이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각 학교의 개별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서 취업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는 교육학에 대한 지식과

교육 관련 경력이 부족할 뿐더러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교수학습법, 교육과정, 교육실무, 교육심리, 교육평가 등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학급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내에서 학교 폭력이나 학생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위에서 제시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쪽이 더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비인가 국제학교의 모든 단점은 결국 교육환경,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 성취 능력을 검증할 만한 인증기관의 승인이

없다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선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비인가 국제학교 중 대표적인 몇 군데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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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

국제학교 현황도 인가와 비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다루었던 구분에 따라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고, 학교의 교육목표, 인증기관, 교육과정과 소재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250여 곳의 비인가 국제학교가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10군데의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현황 (2018, 06 기준)

소재지 학교명 교육목표

교
육
과
정

인증기
관

학생수

경기 
성남시

BIS 캐나다
최상의 교육을 통
한 글로벌 시민으
로 양성

초.
중.
고

-ACSI
-NCPS
A

40명 

서울 
서초구

 BC 
Collegiate

최고의 국제교육과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유.
초,
중.
고

-AI 
-NCPS
A

80명
(2013
년 12
월 기
준)

경기도 
용인시

빅하트크리스
천 스쿨 
(Big Heart 
Christian 
School)

기독교 교육철학을 
기본으로 크리스천 
인재양성

초.
중.
고

-AI31

-NCPS
A

140명

경기 
용인시

CSIS 국제학
교

기독교 이념을 통
해 글로벌 리더로 

유.
초. 

-ACSI 
-AKCS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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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prout 
Intercultural 
School) 

양성
중 
.고

서울 
서초구

SSI 아트앤디
자인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Art and 
Design)

미국 및 해외 명문 
예술대학에 합격하
기 위한 기술과 교
육을 제공하고 학
생들이 순수미술, 
실용미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
의 분야에 대한 수
업을 제공하는 것 

중. 
고

-Advan
cED
-NIPS
A
-Camb
ridge 
Internat
ionl 
School

30명 
(2018,
6월 기
준)

서울 
강남구

SSI 국제학교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진로를 
위한 도전적인 교
육을 제공

중. 
고

-Advan
cED
-NIPS
A
-Camb
ridge 
Internat
ionl 
School

80명

서울 
반포동

세인트 폴 서
울 
(Saint Paul 
Preparatory 
Seoul)

자율학습을 통해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양성

중.
고

-AIAC, 
-NCPS
A
- The 
Alliance

73명 
(2017
년 6월 
기준)

서울 
암사동

SIE 국제학교
(Shepherd 
International 
Education) 

조화로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민
으로 양성

초, 
중, 
고

-AI
100명 
내외

경기  
고양시

경기글로벌
스쿨 
(Gyeonggi 
Global School

글로벌 역량과 인
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

초,
중, 
고

-ACSI
약 5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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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로 BIS 캐나다 국제학교는 2008년도에 설립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림비아 주 교육청이 인가하였고 관할 감독하고 있으며 이곳을

졸업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육청이 주는 졸업장을 받게 된다. 학비는

연간 약 1410만원이며 입학 자격은 특별히 없다. 캐나다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약 40명의 초·중·고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곳에는 약 25명의 교직원이 있으며 채용 시

교사자격증이나 교육학 관련 학사를 선호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BC 컬리지잇은 서울 서초구와 방배동 캠퍼스 두 곳을 운영 중인

국제학교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있으며 약

8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BC 컬리지잇은 북미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예술과 체육 교과에 비중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다. 방과 후

특별활동에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로 화제가 된 펜싱을

포함시켰다.

경기 용인시의 BHCS 빅하트크리스천 스쿨(Big Heart Christian

School)은 1993년 분당의 한마음 교회의 유치원으로 시작했으며

2005년에 초, 중, 고 반을 개설하였다. 총 14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교직원은 중등부에 15명, 초등부에 11명, ESL에 3명이 있다. BHCS

국제학교의 모든 교육방식은 기독교 교육철학을 기본으로 크리스천

31 Accreditation International 미국 교육인증기관

경기 
용인시

페이스튼 국제
학교 
(Fayston 
Preparatory 
of Suji)

기독정신으로 세계
를 바꿀 인재 양성

초, 
중, 
고

-AI
-NCPS
A

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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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침마다 수요 채플이

진행되고, 매달 특별활동에서 신앙과 인격성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입학 자격조건은 따로 없으며 ESL 과정을 통해 영어가 부족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의 CSIS 국제학교 (Christian Sprout Intercultural

School)은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약 6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방과 후 특별활동에는 펜싱, 제2외국어,

오케스트라, 야구부, 축구부 등 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회봉사활동과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은 유치부에 2명, 초등부에 7명,

중등부에 4명, 고등부에 10명, 계약직 12명이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SI 아트앤디자인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Art and Design) 은 2017년 9월 개교했다. 원래 서울

도곡동에 있는 SSI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캠퍼스가 본교이지만

예술 과목을 중점으로 서초에 새로 설립한 학교이다. 미술, 음악, 체육,

골프 과와 관련된 전공으로 해외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현재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다른 교과에

비해 미술교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미국 미술교과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중등부와 고등부만 있으며 교직원은 미술에 3명, 타 교과에 7명으로 총

10명의 교사가 있다. 학교는 7층짜리 빌딩을 학교로 개조하여 각 층마다

교실과 사무실이 있고 운동장이나 강당은 따로 없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SSI 국제학교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는

미국 AdvancED에서 인증을 받아 졸업 시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SSI는 정교 교과 과정 외에 모의유엔 (MUN) 오케스트라,

봉사활동 등 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약 80명이다. 2017년 9월 서초의 SSI 아트앤디자인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Art and Design)을 개교하여 미술,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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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골프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다. 학교 앞에 작은 공터와 농구대가

있어서 이곳을 운동장 및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인트폴서울 (Saint Paul Preparatory Seoul)은 서울 반포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에 설립되었다. Nacel 재단이 설립한 미국 미네소타주 세

인트폴의 분원인 어학원이며 세인트폴 서울 외에도 중국, 베트남, 영국

등에 분교들이 설립되어있다. 현재 총 73명의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교직원 수는 총 20명이다.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총 18개의 AP 과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미술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이 많아지면서 미술수업의 비중을 넓혔다. 특별활동으로 농구, 야구, 댄

스, 토론, 신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운영 중이다. 학교에

운동장은 없지만 앞에 작은 공터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 시

간에는 반포 종합운동장까지 버스를 타거나 주변에 있는 실내 풋살장을

이용한다.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SIE 국제학교 (Shepherd Internaionl Education)

은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있으며 최근 삼성동에 부설유치원인 SIE. K

을 개교하여 따로 운영하고 있다. AI (Accreditation International) 의 인

증을 받았으며 미국 사립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정규과정으로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교직원은 초

등부에 5명, 중고등부에 4명이 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 글로벌 스쿨은 기독학교이지만 기독교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간단한 면접과 영어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학력검사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학생 수는 총 50여명이며 교직원은

30여명이 있다. 경기 글로벌 스쿨은 학교 내 기숙사가 있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페이스튼 국제학교 (Fayston Preparatory)는 초

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있으며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인터뷰, 학생 인

터뷰, 그리고 교장과 부모님 면담인 총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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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국제학교보다 학비가 저렴한 편으로 초등과정은 약 1800만원, 중

고등과정은 약 2400만원이다. 기독학교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수업은 미

국식으로 진행된다. 교직원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에 각각 20여명

이 있다.

이처럼 비인가 국제학교는 주로 서울 도심에 있으며 빌딩이나 건물을

학교로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대게 학생 수가

100명 내외이고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비인가 국제학교 외에도 국내 대부분의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미국고등학교의 수업방식을 따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란 학생들이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찾아 수업을

받게 되는 형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를 포함한 몇몇 공립학교에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겉에서 보면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인가

국제학교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설물, 학력인정여부, 교사의

임면, 교육과정 등 설립 및 운영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기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선 이러한 비인가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현재

연구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국내 최초로 2017년 9월에 개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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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국제학교로 미국의 예·체능 계열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미국학력인증기관인 AdvancED 와 미국사립학교연합회인 NIPSA에서

미국학력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미국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학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영미권 대학에서는

졸업을 인정해준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현재 약 8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이곳에선 미술, 음악, 댄스, 골프 등 다양한 수업이 제공되지만 전교생

30명 중 약 다섯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미술대학으로 진학 할

예정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으며 지원서, 여권사본, 중학교 성적표, 간단한 인터뷰와 등록금을

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비인가 국제학교로 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예체능

전공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온다. 때문에 미술, 음악, 체육과

골프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졸업한 미국

사립예술고등학교인 아이들와일드 아트 아카데미 (Idyllwild Arts

Academy)의 커리큘럼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다. 일반 교과수업으론

영어 1, 2, 3, 4 (English 1, 2, 3, 4), 수학 (프리 알지브라 (Pre-Algebra),

알지브라 1 (Algebra 1), 알지브라 2 (Algebra 2), 기하학 (Geometry),

일지브라 II (Algebra II), 미적분 (Precalculus)), 과학 (기초과학

(General Science), 생물 (Biology), 화학 (Chemistry)), 사회 (지질학

(Geography), 세계사 (World History), 사회학 (Social Studies)),

제2외국어 (중국어 (Chinese) I, II, III, IV) 가 있고 미술 수업으론

드로잉 (Drawing), 페인팅 (Painting), 조소 (Sculpture), 2-D 디자인

(2-D Design), 미술사 (Art History), 미술비평 (Art Criticism)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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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업으론 음악이론 (Music Theory), 기초음악 (General Music)이,

체육엔 춤 (Choreography), 골프 (Golf), 체육 (Physical Training) 이

있다. 마지막으로 ESL (말하기 (English Speaking), 읽기 (English

Reading), 쓰기 (English Writing)) 이 있다.

<표 18>은 연구자가 직접 정리한 2018년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학년별로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의 종류와 학점이다.

<표 18>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교과목

영어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English 1 ~9 1

필수 English 2 10 1

필수 English 3 11 1

필수 English 4 12 1

과학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General 

Science
8-9 1

필수 Biology 9-12 1

필수 Chemistry 9-12 1

체육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Golf 9-12 1

필수
Physical 

Training
9-12 1

음악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Music Theory 9-12 1

필수 General Music 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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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Pre-Algebra 7-9 1

필수 Algebra 1 8-9 1

필수 Geometry 9-10 1

필수 Algebra II 9-11 1

필수 Pre-Calculus 10-12 1

사회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Geography 8-9 1

필수 World History 10-12 1

필수 Social Studies 9-12 1

미술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Drawing I 9-12 1

필수 Drawing II 9-12 1

필수 Painting I 9-12 1

필수 Painting II 9-12 1

필수 Sculpture 9-12 1

필수 2-D Design 9-12 1

필수 Art History 9-12 1

필수 Art Criticism 9-12 1

ESL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ESL
English 

Speaking
8-10 1

ESL
English 

Reading
8-10 1

ESL English Writing 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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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재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위 교과목을 보면 미술 수업

종류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일반 영어수업에 가거나 ESL (English Second

Language)32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ESL에 들어가도 10학년부터는

일반 영어 수업을 듣게 된다. 몇몇 교과목은 필수수강사항

(Prerequisite)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알지브라 II (Algebra II)　를 듣기

전엔 알지브라 I　（Algebra I) 을 수강하여야 하고 AP 드로잉 (Studio

Art: Drawing)을 듣기 위해선 드로잉 (Drawing) 수업에서 B 이상을

맞아야 한다.

32 ESL 프로그램이란 ‘제2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는 
뜻의 프로그램이며, EFL, 즉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
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제2외국어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필수 Chinese I 9-12 1

필수 Chinese II 9-12 1

필수 Chinese III 9-12 1

필수 Chinese IV 9-12 1

AP Studio Art

수업 종류 수업 이름 학년 학점

심화
Studio Art: 

Drawing
10-12 1

심화
Studio Art: 

2-D Design
10-12 1

심화
Studio Art: 

3-D Design
10-12 1

심화 Art History 10-12 1



83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과목은 미술

실기, 미술 이론, AP (Advanced Placement) 총 3개로 구성되어있다.

미술 실기는 드로잉 (Drawing), 페인팅 (Painting), 2-D 디자인 (2-D

Design)가 포함되어있고 미술 이론엔 미술사 (Art History)와 미술비평

(Art Criticism)이, 그리고 AP과목엔 AP 드로잉 , AP 2-D 디자인, AP

미술사가 들어간다. 미술 수업은 다른 교과수업과 달리 총 2차시

(160분) 동안 진행이 된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수업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며 <표 19>을 보면 전체 교과수업에 비해 미술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2017-2018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수업시간표

교

시

영

어

수

학

과

학

사

회

E

L

L

중

국

어

미술
음

악

골

프

체

육

1

영

어

3

생

물

지

질

학

말

하

기

드로

잉

페인

팅

AP 

드로

잉

AP 

미술

사

2

영

어 

I

알

지

브

라

음

악

이

론

안

무

H

R

33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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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기수업으로 드로잉 (Drawing),

페인팅(Painting), 2-D 디자인 (2-D Design)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앞으로 기초 미술 (Art Fundemental), 시각미술 I (Visual Art I),

시각미술 II (Visual Art II) 이 생길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 미술대학을

지원할 학생들은 졸업 전 드로잉 (Drawing), 페인팅 (Painting), 2-D

디자인 (2-D Design)과 같은 실기수업을 최소 4년 들어야 하며

이론수업인 미술사(Art History)을 1년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드로잉, 페인팅, 2-D 디자인, 그리고 미술사는 모든 학년이 수강할 수

있지만 AP 미술과 AP 미술사는 AP 시험과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드로잉과 페인팅 수업에서 B 이상

받은 학생이 교사의 허가 (Permission)　을 받고 들을 수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은 본 연구자가 졸업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립예술고등학교 아이들와일드 아트 아카데미 (Idyllwild

Arts Academy)34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33 Home Room: 2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 전에 자습하는 30분이다. 홈룸때 학생들은 
숙제나 공부를 할 수 있다. 

34 Idyllwild Arts Academy (아이들와일드 아트 아카데미)은 1986년 설립된 미국보딩

스쿨로 총 3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음악, 연극, 영상, 창작문학, 춤, 비주얼아

심

3

알

지

브

라

읽

기

중

국

어

2-D 

디자

인

기

초

음

악

골

프

4

기

초

과

학

세

계

사

기

초

영

어

중

국

어

발

성 

I

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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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술고등학교들의 미술수업 역시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실기수업,

이론수업, 그리고 AP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저학년 (8학년, 9학년) 은 기본적인

표현력을 위한 소묘와 페인팅 수업을 위주로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엔

형태, 원근, 명암 등 기본기를 배우거나 다양한 재료를 실험해봄으로써

재료와 친숙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게 된다. 10학년 때

부터는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의 비중을 줄이고 11학년 때 시작하게 될

포트폴리오를 위해 스스로 주제를 찾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을 하게 된다. 포티폴리오를 위해 기술적인 것을 반복하는 것 보단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시되는 독창적 아이디어와 개성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록 2>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각 실기수업 (드로잉 (Drawing),

페인팅(Painting), 디자인(2-D Design))과 이론수업 (미술사 (Art

History)), 미술비평 (Art Criticism))의 수업개요를 보여준다. 비인가 예

술국제학교의 미술수업은 철저히 미국식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처음

입학한 저학년을 제외하고는 기본기나 표현력보다도 주제중심의 프로젝

트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국 입시미술교육과 수업 방식

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미술수업의 한 가지 예로, 연구자는 드로잉 수업

때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 (Social Commentary Project)'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80분짜리 수업 총 6차시동안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가장 먼저 최근 발생한 사회이슈 중 관심이 있는 이슈를 고른 후, 그

이슈에 관한 기사, 글, 뉴스나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이

고른 기사나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트, 패션 등 분양의 과정을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은 전공처럼 이 중 하나의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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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정리한다. 그 다음, 자신이 고른 사회이슈와 비슷한 주제에 대하여

작품을 만든 작가들을 찾아보고 다른 작가들은 그 이슈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의견과 기분을 개성을 살려 작품으로

표현한다.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유화를 제외하고는 아크릴,

색연필, 콜라쥬, 연필, 펜 등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은

연구자가 수업에서 사용 한 프로젝트 설명서이다.

 Drawing Project

-Social Commentary Project-

 1. Find any reading materials including article, journal, news,  

commentary OR video about recent social issue that you find 

interesting. 

2. Write a summary of the material in your own word. (1 full page)

3. Research any artist, writer, analyst, or performer who did their 

work on the same issue or the similar idea.

4. Create an artwork about the issue. It can be your opinion, feeling, 

or personal interpretation.

5. Write a reflection paper

    -Explanation of the issue

    -Research 

    -What do you want to say through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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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 설명서

이 프로젝트는 학생이 스스로 사회이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You may use any drawing material including pencil, graphite pencil, 

charcoal, colored pencil, pen or a combination. Do not use any 

oil-based mediu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드로잉 프로젝트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

 1. 최근 발생한 사회 이슈 중 관심 있는 것을 한 개 골라서 그 이슈

에 대한 기사, 저널, 뉴스, 평론 혹은 영상 찾기

 2. 찾은 자료를 요약하여 글로 쓸기 

 3. 고른 이슈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를 다룬 작가, 평론가, 행위예

술가 등을 리서치하기

 4.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기분, 감정, 개인적 재해석을 포함하여 

작품을 창작하기

5. 자기 성찰 글쓰기 
    -이슈에 대한 설명
    -리서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연필, 색연필, 펜, 목탄 등 아무 드로잉 재료를 사용해도 무관함. 하

지만 오일 베이스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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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주어서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살려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학생의 창의성, 비판능력과 표현력을 평

가하기에 적합한 미국식 미술수업이다. <그림 3> 은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 에서 학생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림 3>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 학생작품, 2018

학생은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평소에

위안부 관련 비디오와 뉴스를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일본군에게

피해를 받은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과 조각상의 머리카락, 손, 의자, 나비, 그리고 발꿈치가 의미하는

상징들을 콜라쥬로 조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학생과 비슷한 주제로

작품을 만든 작가는 시린 네샤트 (Shirin Neshat) 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란계 작가로 이슬람 전통의 심오함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주제로 포괄하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정체성, 젠더, 권력이라는 소재를 다루었다. 시린 네사트가 1990년도

중반부터 제작한 알라의 여인들 (Women of Allah)이라는 시리즈는

이란으로 돌아가 후퇴한 여성인권과 사회 정치 시스템의 보수 일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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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진, 영상과 영화 작업이다. 학생은 시린

네사트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여성을 다룬 작가라는 점에서 위안부

이슈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생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이

아직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역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회이슈 재해석 프로젝트’의 경우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지만 본 연구에서 미술학습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활동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는 각 학생들이 처음부터 직접 자신의 주제를 찾아

그에 어울리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미국 미술실기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식 입시 미술에 익숙한 학생들이 미국 입시 미술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

이번 장에선 연구자는 교사의 입장에서 직접 학교 내부로 들어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는 보고서, 공적자료, 학교 홈페이지, 기사, 신문 등의

양적 자료 분석과 함께 그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연구자 본인이 느꼈던

부분, 학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 학생의 불편과 어려움을 통해 파악한

부분, 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시각을 종합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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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부나 국제인증기관인

WASC나 CIS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미국학력인정을 받은

사립학교인증기관 AdvancED 의 규정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안미리 (2009) 는「국내외 외국인학교 현황과

국제학교설립에 대한 시사점」에서 국제인증기관의 인증결과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확보한 학교에 대한 국제적 수준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인증을 확보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인정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P나 IB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승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그 결과가 대학 진학 또는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박하식, 2013).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개교 이후 미국 미술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AP 드로잉 수업을 개설했고 다음 학기부턴 AP 미술사

(AP Art History)와 AP 디자인 수업을 개설 할 예정이다. AP 과정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물 (Biology),

화학 (Chemistry), 세계사 (Wolrd History)에도 AP를 만들 예정이며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AP 과목을 점점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국제공인교육과정 승인 절차 없이 AP과정을 운영

중이다. 원래 국제공인교육과정인 AP 과정을 승인받기 위해선

교사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확보한 교사가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가 칼리지보드 (College Board)에서 AP 수업계획서를 승인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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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이 소요된다 (안미리, 2009). 그러나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승인되지 않은

수업계획서로 AP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P 과정은 매년

5월쯤 College Board에서 제시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는

AP 교사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업계획서로 수업을 쉽게 설계하여

학생들이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학생이 정말 AP

난이도를 따라갈 만한 수준이 되는지가 의문이며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난이도를 낮추다보면 학교에서 AP 과목은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AP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은 미국 사립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실제로 2017년 9월에

예술국제학교가 개교하기 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연구자는 본인이

졸업한 미국 예술사립고등학교인 아이들와일드 아트 아카데미 (Idyllwild

Arts Academy) 의 핸드북35 을 제시했고 학교는 핸드북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학점제도와 수업개요를 참고하여 거의 비슷하게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두 학교 모두 예ㆍ체능 중심의 미국 사립고등학교라는 부분이

같았기 때문이다. 또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개교한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해외명문대학에 진학시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며 개교 후 지속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수업을 개설하거나

필요 없는 교과 수업을 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상급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2외국어로 중국어 (Chinese)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이를 위한 중국어 교사를 급하게 채용했다. 또 영어

35 학교 입학설명회나 상담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책자로, 보통 학교 소개, 
교육과정, 수업개요, 시간표, 주의사항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의 전반적인 설명
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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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입학생들이 점점 많아지자 ESL (English Second

Language) 수업 수를 늘리면서 새로운 ESL 교사를 채용했다. 미술,

음악과 골프 수업이 교과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일반 미국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물리 (Physics), 미국 역사 (US

History), 미적분학 (Pre-calculus) 등 개설되지 않은 수업들이 있다.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미술 대학 진학에 유리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수업에서도 성적을 받기 쉽다는

점에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학 진학 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준이 너무 낮거나 뒤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2) 교사의 전문성 부족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들에겐 교사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한국인 교사 중엔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온 사람들이 많고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교사 또한 관련 전공에 대한 학사나 석사 학위가 필요 없는 E2

비자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인해 교사들은

대체로 교육학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며 교육 관련 경력 또한 많지 않다.

특히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예술 중심 학교이며 미술 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에 대한 지식이 필수여야 할

것이다. 안미리 (2009) 는 미술교사는 1) 학생들에게 가르칠 미술제작의

요소와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의 이해요소를 포함한 기본적인 ‘미술의

내용’을 알아야 하며 2) 무용이나 연극, 음악, 문학, 예술 심리학, 인지,

구조, 발달 심리학, 미술교육의 역사 등을 포함하는 ‘미술교과



93

교육에서의 보조적인 지식’ 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있는 미술교사들은 이러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유학

포트폴리오 미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학 포트폴리오 미술수업 방식이란 미국 미술대학 입시를 위해 15-20

여 점의 작품을 완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만큼 매 수업 프로젝트를 주고

정해진 기한 내에 그림을 완성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업 중간에

미술사나 작가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중등교육에서의 미술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와 무관하다.

다음의 학자들은 중등학교에서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김민경 (2007) 은 진정한 교육이란 삶의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에

책임의식을 갖는 인격화의 과정이라고 했으며 미술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은 미술교사의 세계관, 인생관, 예술관, 교육관 등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미술지도를 위해 미학이나 예술학,

예술사회학, 미술교육론, 아동심리학 등에 깊은 조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카프만 (Irving Kaufman, 1966)은 미술교사로서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여 말했다. 첫째, 미술교사는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깨우쳐주는 눈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미술교사는 학생들이 재빨리 반응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감화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미술교사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예민해야 한다. 넷째, 미술교사는 날카로운 통찰로

이끄는 절절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교사는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미술교과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질도 요구된다. 자아 및 미술지식을 미술교수방법론과 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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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장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질이 필요하다. 실기기능과

미술교육 방법론을 갖춘 교사가 실제로 수업에서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신의 교수방법론을 터득해야 한다. (카프만, 1966).

김혜숙 (2003)은 특히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급격한

신체·심리·사회적 성숙과 발달, 그리고 이들이 배우는 교과범위와 내용의

세분화 및 전문화는 곧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의 심화 및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2007)은 중등미술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술과 교육에 대해 배우는 것은

미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배우는 과정은 교사에게는 절실한 과정이며 교사가 지닌

지식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확장되어야 하며 현 미술교육의 경향을

꾸준히 검토하는 자세 또한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의 학자들은 중등교사가 기본적으로 교육학, 교육심리학과

교수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은 모두 15세-19세의 청소년들로 급격한

신체·심리·사회적 성숙과 발달을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등미술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특징, 감정적 특징, 사회적응력, 지적수준

및 성장속도, 사고력, 판단력 등을 교육 심리학적인 바탕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또 수업상황에 알맞은 자신의 교수방법과 미술교육에 관련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카프만, 1966).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도 미술교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수준과 특징에 맞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육학적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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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 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또한 교생실습과 교육실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설계 후 적용해 보기도 하고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업지도안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수업 지도안을 만들더라도 교사협의회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는 미술교과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선행된 후에 미술수업에서 다루어질 개념과 실시될 활동, 필요 자료

등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런 교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여러

다양한 경로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으며 교수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처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선아,

2004).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인 만큼

교사교육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부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교육부의 정규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권규정이 없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해도

신체·심리·사회적 성숙과 발달을 겪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교외활동, 교육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학교 내 차별

및 인권문제가 생겼을 때 알맞게 대처하기 학생인권부나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체계 잡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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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국제학교의 교사들은 교사자격증이 없어서 교생실습과

교직이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다. 때문에 학생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학기 중에 편입하는 학생이 많아서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나 따돌림과 다툼이 빈번히 생기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체제가

따로 있지 않아서 학생을 따로 불러 면담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전부이다. 비인가 국제학교라 할지라도 많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체제가 세워져 있어야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전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대상 학생의 교육배경 이해 부족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학기 중에 편입이 쉽고 입학 자격조건이

없으며 미술수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입시미술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편입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교육과정 자체가

미국 미술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짜여 있어서 미술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굳이 다른 교과목보다 미술 수업이 많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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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학생들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첫째,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은 갑자기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미국식 입시미술은 처음부터 주제, 재료와 기법을 학생 스스로

정해서 그린 작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실기고사장에 직접 가서 정해진

주제와 재료로 그림을 완성하는 한국식 입시미술과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 때문에 한국식 미술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갑자기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첫 수업부터 학생에게 자유롭게 주제를 생각하라는 과제를 주면

학생들은 빈 종이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다.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실기고사에서는 주로

연필과 수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크릴을

사용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아크릴을 주면

재료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망칠까봐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로

인해 몇몇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방과 후

자신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그림을 가져가서 과제를 완성해오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이 학원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해서 와도

아무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학생이 새로운 형식에 적응하고 새로운

재료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학습 과정보다 결과물만을 놓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학생들은 점차 학원에서 도와주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도전을 하기 보단 계속해서 쉽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미술대학

진학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평소에 그린 15여 장의 작품을 선별하여 사진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그린 작품이 아니라 화실의

도움을 받았어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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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15여 점의 작품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습득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게 된다면 대학 진학 후나 직업을 가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첫 수업부터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라는 프로젝트를

주기 전에 새로운 수업형식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연습

활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브레인스토밍 (Brainstroming)

이나 마인드맵 (Mind map) 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제를 생각해

내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을 한 뒤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갑자기 사용해 보지 않은

재료를 주기 전에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게 해서 사용해본

재료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랜 기간 한국에서 실기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미술학원에서 학습한 정형화된 표현기법이 습관이 되어

예술국제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습관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운 표현기법과 재료를 고집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이 고정된 표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 본인이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하다가 미국 고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미술교사는 한 달 동안 긴 막대기에 연필을 묶은 뒤 왼손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연필을 잡는 방식부터 선 긋는 방법, 선의 강약

조절, 사실적인 묘사까지 습관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긴 막대기에 연필을

묶어 왼손으로 그리는 활동은 그동안 사용했던 기법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했고,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습관을 서서히 고쳐나갈 수 있었다.

현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도 입시미술학원에서 배운 표현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으며 누가 봐도 한국 입시미술을 한

학생의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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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해외로 진출할 다양한

미술학도들을 위한 국제적 교육시설인 만큼 대상 학생들의 교육배경,

개인적 특징, 문제점, 사고력까지 이해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이

많으며 이중엔 입시미술에서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과 평소 이야기해보면 입시에 실패한 이유가 자신이

미술에 재능이나 소질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하면서 또 다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봐 더욱 더 미술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입시를 경험한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로 권이종 (1992)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며

이길홍(1983)은 정신과에 입원한 수험생들의 입시스트레스에 관한

임상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입시 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신의학적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들은 입시

실패로 인한 성적부진으로 심각한 좌절이나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심리학이나 아동심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입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등교사의 청소년기

입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송종화 (2006)는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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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등교사가 부모 다음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윤혜정,1993)고 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며 특히 교사는 지적 성숙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나 규율의

집행자 역할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동일시와 모델링 과정을 통해 부모 이상으로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 놓기도 한다 (신애현,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청소년기에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을 도모하고 더하여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설립 및 운영, 교사의 자질, 학생인권, 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국제인증기관이나 교육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환경, 설립기준, 교육과정,

학생의 학업성취능력, 교사의 자질 등을 검토 받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지만 매년 다수의

청소년을 교육하여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중등교육 시설인 만큼 학교 내

교사협의회, 학부모의 의견 수렴, 자체적 평가시스템이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학교 품질과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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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기 학업성패경험의 학습발달에의 영향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입시미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거나 좌절을 경험한 후 도중에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이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유학을

결심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세 명의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번 장에선 청소년기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입시미술을 경험하던 중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 본인의 실패경험,

주변인들의 실패에 대한 간접 경험 등이 이들의 미술학습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청소년기 학업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따른 학습발달을 학업성공과

실패경험, 성패귀인과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패경험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실패경험과 목표지향성을 통해 고찰해볼 것이다.

1) 학업성공과 실패경험

안정렬 (2003)은 결과가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

지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흔히 개인의 주

관에 의해 좌우되곤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객관적 결과에 따라 학습자

를 칭찬하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학습자에 따라 칭찬을 받고도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인해 칭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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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듭지어 버리는 학습자도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성공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데엔 학습자의 개인적인 과거 경험, 그리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어진 성공감은

당사자의 사기증진을 통해 학습 의욕을 향상시킨다. 반대로 실패감은 노

력이라는 행위 자체에 회의를 갖게 만들며 스스로 타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학습에 대한 의

욕과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학습 능력 감퇴를 초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로 하여감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은 학습자 스스로 성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공에

대한 경험은 자기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며 이는 실패

회피 동기를 약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안정렬, 2003:7).

다만 학습자의 수준보다 월등히 낮은 문제나 목표에 대한 성공은 반복

적으로 주어진다 해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성공감은 기존의 한계 수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며, 이렇게 ‘노력’이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

소 학습자는 성취감에서 얻는 기쁨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목표가 지나

치게 높다면 노력을 투자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거나 과제에 도전

하기도 전에 의욕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학습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설정해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교

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능력에 맞춰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노력의 방향성이나 구체

적인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교육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 역시 성공 못지않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도전에 대한 공포를 학습시키고 이는 실패회피 동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기존의 노력을 고찰하여 반성을 통해 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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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실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것 이상으로 다음 도전을 위

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과제를 통해 필

요 이상의 실패 경험을 예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학

습시키고 실패 내성을 키워주는 섬세한 교육 설계가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교육 지도가 실패내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첫째, 적절하

고 배려심 있는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실패공포를 자극할만한 부정적

인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 교육자는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학습자에게

과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공해주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정

적인 평가로 인해 학습자가 과제에 도전하는 과정에 자체에 공포를 느끼

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둘째, 실패 경험으로 인해 얻은 좌절감이 성공

경험에 대한 성취감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공을 통해 얻은 성

취감은 가장 강력한 학습 동기 중 하나이며 이를 지속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성공의 의미를

‘결과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목표

를 향해 다가가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학습자는

적은 성취에서도 충분히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그 어떤 결과에서

도 성취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실패를 경험한 학

습자가 그 원인을 능력 부족에 귀속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 능력과

같은 고정적인 요인에 실패 원인을 귀속시킨 학습자는 노력으로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교육자는 이를 지양하기 위해 학습자

로 하여금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이나 숙련도 부족에서 발견할 수 있도

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과정을 평가하고 노력의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커리큘럼은 단순히 결과를 평가할 뿐인 교육 방식에선 도달할 수 없는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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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일반적인 과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도출되곤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의 결과를 어떻

게 받아들이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개인이 과제의 결과로부터 느끼

는 성패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애초에 성공감과 실패감을 좌우하는 척도

는 특정한 점수 기준표에 의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내재한 기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안정렬, 2003:19)

Weiner(1972)에 따르면 동기는 개인 활동의 활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도전적 과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동기 (achievement motivation)’라고 말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성취동기는 학업에 대한 의

욕에서 나타나며, 때문에 성취동기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

진다. 예컨대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성공이나 실패와 마주했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자발적인 도전 의식을 보이며 실패에 대한

내성을 갖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런 성취지향성은 크게 ‘성공을 성취하려는 경향’과 ‘실패를 회피하려

는 경향’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전자는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 ‘노력을 투자함으로서 응당한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거

라고 기대될 때’, ‘성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변인이 있을 때’ 나

타난다. 후자는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 ‘노력을 투자

해도 실패할 것이 예상될 때’, ‘실패를 회피하도록 촉구하는 변인이 있을

때’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갈구하고 실패를 경계한다. 성공하고자 하는 경

향이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보다 강할 때, 학습자는 성취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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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학습자는 자발적으로 도전적인 학습 과제를 선택하며, 수행 과정에서 실

패나 위기를 경험해도 이를 참아내고, 학습과정 자체에 좀 더 열중하고

자 한다. 어차피 수치화된 성공 그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

의 능력 수준 이하의 도전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보단 자기 본연의

만족감을 도출해 내는 것에서 보람을 얻기 때문이다.

반면,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성공하고자 하는 경향보다 강한

학습자는 성취감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실패라는 결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학생에겐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성공이 확실한 쉬운 과제를 선택함

으로서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 때때로 이런 유형의 학생이 오히려

더더욱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특이한 경향도 발견된다. 비록 실패라

할지라도 결과가 이미 고정되어있다면 학습자는 쉬운 과제를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처음부터 성공 가

능성이 희박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과제 자

체에 돌릴 수 있다.

성취동기는 유아기에 얻은 성취경험과 성공경험의 충족으로부터 학습

된다. 강한 성취동기를 가진 아동은 장애를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하여

성공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뛰어나다. 반대로, 강한 실패동기를 가진

아동은 도전하기 전부터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결과가 만

족스럽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면 과제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아예 과제

자체를 회피해버린다.

정리하자면, 성취동기가 정적 작용을 통해 성취 경향을 촉진하는 과정

과, 실패 회피 동기가 부적 작용을 통해 성취경향을 억제하는 과정이 저

울질 되면서 학습자의 적극성과 소극성이 결정된다. 성공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학습 의욕을 나타내는 사람은 성취동기가 강한 사람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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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실패 경험으로 인해 의욕 결핍을 보이는 사람은 실패 회피 동기

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업성패귀인과 학습된 무기력

(1) 귀인이론의 개념

사람들은 자기 혹은 타인의 행동을 지각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반추해보는 행위를 귀인

(attribution)이라고 한다. 노송희 (2006)는 귀인을 ‘인간이 자기나 타인의

행동을 추리하는 지각을 가졌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로

정의했다. 하이더 (Heider) (1958)은 귀인이란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의

내면적인 속성, 능력과 노력, 의도, 태도에 있는지 혹은 행위자가 처한

상황, 일의 성격과 난이도, 역할, 운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분석할 때 그 원인을 능력,

노력, 기분 뿐 아니라 운, 타인의 개입, 불공정한 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귀인’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디 인간이란 자신이 마주한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로부터 도출해낸 특정한 심리적 경험-정서적 반응을 통해 미래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의 성공 여부에 기대를 품게 된다. 결국 현재의

원인이 된 과거가 미래의 행동을 만든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셋은

독립적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지각된다.

귀인이론, 혹은 동기이론은 이처럼 행동의 결과보다 그 원인을

추론하는데 가치를 두며 개인이 인과론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심리 구조를 관찰한다. 와이너 (W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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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는 이 인과론적 해석이란 곧 성공과 실패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이유를 의미하며, 또 다른 말로 ‘원인으로 돌리기 (causal

ascription)’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원인을

분석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추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거나 이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본능의 일환으로 보인다.

(Pyszczynski & Greenberg:1981) 이러한 귀인 과정은 그 자체로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고 미래 행동의 선택과 그 결과 역시

좌우하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성취 실패의 원인을 적절한 행동

오류 탓으로 여기도록 훈련시킨다면 기존의 과오를 수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Dweck:1975)

와이너 (Weiner) 등(1971)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사람들이 자신이

성취한 결과에 대해 원인을 반추할 때 대개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네 가지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귀인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관찰될 수 있는데, 첫째는 ‘원인의 소재’, 둘째는 ‘안정성’, 세

번째는 ‘통제성’이다. (Mayer & Koebel 1982: Weiner:1979)

첫 번째 차원인 ‘원인의 소재’는 가장 중요한 관찰 기준이며 결과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인 원인으론 태도, 인격, 능력, 정서, 의도 등이 있으며 외적

요소로선 환경적 압력, 타인의 강요, 날씨, 운수, 과제의 어려움,

불가피한 상황 등이 있다. 둘째, 안정성 차원은 원인이 되는 요소가

안정적인가 혹은 가변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다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뉠 수 있어서, 내적 요소 중에서도 재능,

능력, 지능, 성격 등은 안정적이지만 노력, 정서, 건강, 기분, 변덕 등은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적 요소에서도 법, 규칙 등은

안정적이지만 날씨, 운수, 역할 입장 등은 대체로 가변적 요소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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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셋째, 통제성 차원은 원인 요소가 개인이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 예컨대 개인의 능력은 타고나거나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발휘할 수 있기에 통제하기 곤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노력은 현재 지금 나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 속하게 된다.

하이더는 자신의 귀인이론 (1985)에서 인간의 행동을 귀인하면 크게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내적 요소엔 능력이나 의사 등이 있으며

외적 요소엔 상황 및 우발적 사건이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이

관찰하는 행동이나 현상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일인지 혹은 외부 상황적 요소에 따른 일인지 구분하는데 이때 성격,

능력, 동기, 기분 등 당사자의 내적 특성에 원인을 귀속시키는 것이

‘내부귀인’, 상황이나 타인의 영향, 날씨, 돌발적인 사고 등과 같은 외부

요소에 원인을 귀속시키는 것이 ‘외부귀인’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세 가지 차원의 귀인을 조합하면 내적/외적,

안정적/가변적,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도합 8가지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예컨대 능력귀인은

내재적-안정적-통제불가능한 귀인이 되고, 노력귀인은

내재적-가변적-통제가능 귀인, 운은 외재적-가변적-통제불가능한

귀인이 되며 과제난이도는 외재적-안정적-통제불가능 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0>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된 인과성의 3차원적 분류

(Weiner, 1980a)

통제성
내적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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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귀인들과 그것들을 세 가지 인과차원에

근거해 분석한 것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학생이 시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에서 발견한다면, 이는 실패를

내적-가변적-통제가능한 원인으로 귀인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했을 경우 운이 좋았다거나 과제가 쉬웠다고 여기기보단 자기

자신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패했을 경우 운와 같은

외재적-가변적 귀인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Marsh:1986,

Weiner:1994)

와이너 (Weiner)의 귀인이론(1980, 1984)에 따르면 귀인의 세 가지

차원 모두 정서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통제가능/불가능 차원은 자신감, 자존심, 죄책감, 수치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공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내적

원인이라고 여기는 학생은 그것이 타인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같은 원리로, 실패의 원인을

노력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돌린다면 교사의 불공정한 처우나 시험 중의

소음과 같은 외적 원인을 원망할 경우 보다 큰 수치심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발견한다면

성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커지겠지만 실패했을 경우의 분노 역시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통제불가능 능력 기분 과제의 
곤란도

운

통제가능
지속적인 

노력
일시적인 

노력

교사의 
편향

타인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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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 것이다.

아래 <표 21>는 통제 가능/불가능 소재와 정서와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표 21> 통재소재와 정서와의 관계

마찬가지로 내적/외적 차원에 따라 학업 성취 결과를 귀인한다면

이는 자존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만약 안정성/가변성

차원에서 귀인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연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과귀인은 정서반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특정 귀인에

따라 각각 다른 정서가 표출된다. 정종진 (1996)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특정 과제를 성공한 뒤에 능력 귀인으로 결과를 분석했다면 유능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노력 귀인을 택했다면 긴장의 이완을, 타인

귀인을 택했다면 감사함을, 운을 귀인 요소로 본다면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 능력 귀인을 택했다면

무능감을, 노력 귀인에선 죄책감과 수치감, 타인 귀인에선 분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운 귀인에선 성공 때와 마찬가지로 놀라움으로

정서가 연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 22>는 각 귀인과 그에 뒤따라오는

정서와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소재 결과: 성공 결과: 실패

내적 (노력, 능력)
자부심, 자신감, 

유능감, 만족감
수치심, 죄책감

외적 (운, 교사의 

불공정)
기쁨, 감사 분노,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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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귀인과 정서와의 관계 (정종진, 1996)

이와 같이 귀인과 정서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을 유추하거나 혹은 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분노 반응을 나타낸다면

그 학생에게 노력 부족이 과제 실패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교사가 동정의 반응을 나타낸다면 학생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 예컨대 능력 부족과 같은 요소를 귀인 요소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사의 반응 자체가 학생의 귀인 과정을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통제력이 될 수 있다. (전성연, 최병연, 1999)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자신의 학업과제에 대해

나름의 원인이나 이유를 구하며, 여기서 발견한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정서적 반응이 달라지고 자연히 후속되는 학습행동

귀인 결과: 성공 결과: 실패

능력

긍정적 자아개념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

자신감, 유능감

부정적 자아개념, 

의기소침, 무능감, 죄책감, 

굴욕감

불안정한 

(일시적)노력
열의, 자부심 수치 (죄책감)

안정된 

(꾸준한)노력
평온 (긴장이완감) 수치(죄책감)

자신의 인성 자기고양 체념

타인의 노력 감사함 공격 (분노)

운 놀라움 분노, 놀라움



112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 귀인이론의 기본관점이다. (정종진, 1996)

(2) 성패귀인과 귀인효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인간이 어떤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논해 보고자 하는

원인추론과정 중에서 특히 학업성취 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추론을 ‘성패귀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귀인추론은 한 개인의

성취상황에서의 성취결과에 대한 원인과 그 후 성취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제시되며, 그 자신에게 자기의 행동과 관련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Weiner 1972).

일반적으로 성공에 따른 기쁨이나 만족감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의욕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실패경험은 의욕을 잃게 하고 자신을

약회시키며 열등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학습 동기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성공감을 경험시키는 것은 학습 동기

유발의 즁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블룸 (Bloom) (1875)은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학교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에 대한 기본적

견해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은 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태호, 1992).

와이너 (Weiner) (1970) 는 성공접근동기가 강한 사람은

실패회피동기가 강한 사람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의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인 것이 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실패회피동기가 강한 사람은 성공을 과제의 쉬움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박영신, 1989). 성취동기수준에

따른 성패귀인양식의 차이는 박영신 (1987)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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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결과에 대해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외부의 불안정한 요인에

귀인하고, 성공 결과에 대해서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능력과 같은

내적·안정적 요소에서 찾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누적된 경험의 결과로서, 아메스 (Ames) (1978)은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보다 높은 아동이 성공을 자기 능력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성공한 후에 더욱 긍정적인 강화를 한다고

하였다. 와이너 (Weiner) (1979)은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성공을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를 기분이나 운 등의 불안정한 원인에 귀인하는

반면,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성공을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하고 실패를

능력 결겨에 귀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이혜경 (1983)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이 부정적인 아동보다 성공의

원인을 더욱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레프코트 (Lefcourt) (1982) 은 일반적으로 귀인성향이 내적인 사람이

외적인 사람보다 학업성적이 높고 학습에 자신감이 있으며 교육 열의와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멕마한 (McMahan)

(1973)은 어떤 과제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돌리지 않으며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는

불안정적 귀인보다는 안정적 귀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3)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이 향후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좌절한 채 변화를 시도하기를

중단하게 된다. 부정적인 상황을 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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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실패에 부딪치게 되면 인간은 이와 같은 실패를 학습하게

되고, 노력이라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노력에 의한 결과가 기대했던 바와 격차가

생기면서 느껴지는 무기력을 두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Hiroto

& Seligman: 1975) 리치터 (Richter) (1957)는 ‘학습된 무기력’의 초기

연구자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으며, Seligman와 그의 동료들은 무기력

개념을 조직적으로 연구해 처음으로 인지 학습의 이론적 접근을 체계화

시켰다.

셀리그만 (Seligman) 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직후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도피 회피학습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개들을 실험집단, 결합집단, 통제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눈 뒤 두

칸으로 이루어진 왕복상자 (Shuttlebox)에 넣고 한 쪽에서 전기충격을

받으면 다른 칸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집단의

개들은 코로 판넬을 누르면 전기충격이라는 혐오 자극을 피할 수단이

주어졌고, 결합집단의 개들은 자신들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실험 집단의

개들이 판넬을 대신 눌러줘야만 전기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통제

집단은 사전처치를 받지 않아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들로만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실험집단의 개들은 종소리가 들리면 판넬을 눌러 전기충격을

피했다. 결합집단의 개들은 처음 얼마간은 혐오자극을 피해보려

시도했으나 불과 몇 초 만에 이를 포기하고 전기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무기력 현상을 보였다. 통제집단의 개들은 초기엔

전기충격에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연히 담벽을 넘어 다른 쪽으로

넘어감으로서 전기충격으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자,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빨리 전기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결합집단의 개들이 보여준 반응이 ‘학습된 무기력’이며 (Selig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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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er: 1967, Anderson, 2000:103에서 재인용), 연구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개들이 혐오자극을 피하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하거나

(동기적 결핍), 담벽을 넘는 등의 손쉬운 탈출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인지적 결핍), 혹은 혐오자극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서적 결핍) 현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전기충격

노출 경험이 없거나 전기충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한 개들에게선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은 유기체가 혐오

자극이라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반응으로 회피 혹은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학습하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됨을 보여줬다.

학습된 무기력 연구는 본디 동물 실험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히로토 (Hiroto)

(1974)와 셀리그만 (Seligman) (1975)을 기점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학습된 무기력 이론 연구가 더욱 일반화 되었다. 본 실험은 글자

수수께끼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인지적 과제(unsolvable cognitive

task)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 실험 결과, 인간 역시 통제 불가능에 대한 경험 학습이

무기력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은 단순히 현재 상황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거나 닥쳐올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무기력을 학습했다. (박숙경: 2008) 또한 학습된 무기력은 동기저하,

정서장애, 인지능력 감퇴와 같은 부가적인 심리 변화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자연발생적 우울증에서 나타난 반응과 유사했다. (문은식:2002)

(4) 성패경험과 학습된 무기력



116

‘학습된 무기력’은 그 명칭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때문에 그

특징과 원인 역시 다양하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반복된 실패의 경험이

있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아동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으로 인해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시험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공부 중에 결점을 자주 지적받는 경험이 무기력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은 향후

수행에 대한 성공기대를 저하시키고 실패 내성을 낮추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전략을 구상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학업성취

저하와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이어진다. (김아영 · 주지은, 1999; Nurmi,

Aunola, Salmela-Aro, & Lindroos, 2003; Onatsu-Arvilommi, Nurmi, &

Aunola, 2002) 두 번째 원인으로 자기통제성의 결여 또한 무기력을

발생시킨다.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무기력에 빠지는 걸 방지해주지만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진다. 때문에 내적통제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외적통제성향의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을 학습하곤 한다. (Rotte:1996). 무기력을 학습한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에

경험하는 통제 불가능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념적 타성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정서의 부적응이 있다.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경우 사고는 지극히

한정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더욱더 정상의 사고 상태로 헤어

나오기 힘들어진다. 결국 정서의 적응 능력이 떨어져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마침내 자신감 상실과 무기력감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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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자들의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교사에 의해 면밀하게 준비된 수업에서 적절한

교재 연구 과제가 주어지고 학습자가 거기에서 희망을 가진다면 학습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반대로 수업이 학습자의 수준과 맞지 않아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쉬워서 학습자가 흥미를 잃으면 학습의욕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생들의 무기력을 일으키는 학교 요인에는

학습 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곤란도, 학습내용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학급 분위기, 교사와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

클럽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이 있다. 가정요인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지지와 격려 정도, 자율성과 자발성, 부모의 자녀관이나 기대,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 분위기 등이 있다. (최용선:2000)

드웩 (Dweck) 와 리푸씨 (Repucci) (1973)은 정서상의 문제야 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습된 무기력 증상이며, 그 일반적인

증상에는 수동성, 학습의 손상, 공격성의 감소, 우울, 문제 해결 전략의

효율성 저하,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주지은(1999)은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으로 낮은 자존감,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 열등감, 불안,

우울, 절망, 고독, 소외, 죄책감, 반응행동 비율의 감소, 지속성의 부족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상의 연구들 모두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이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중대한 결핍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동기적 결핍 현상에는 수동성, 인내력의 저하, 도움요청회피,

자기불구전략등의 사용 등이 있다. 인지적 결핍 현상에는 비효율적인

학습전략의 사용, 과제수행과 문제 해결 의욕 저하, 학업성취도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동기적 결핍과 인지적 결핍 사이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정서적 결핍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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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우울, 분노와 적개심이 수반되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무능감,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정서적 결핍 현상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Miller & Norman:197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은 흔히 둘 이상의 원인이

혼재된 결과로 나타나며 다양한 특징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나 그만큼 학생들에게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5) 성패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귀인이론의 근본적 가정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관찰한

현상이나 경험한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며 이는

긍정적 사건이든 부정적 사건이든 통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상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찾고자하는 행위의

일환이며, 따라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반추, 소위 실패 귀인이

안정성(stability), 포괄성(globality), 내재성(internality)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 여부 및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안정적 요인은 학습자의 노력이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안정적 요인에 반복적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믿을 경우, 차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시 동일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이

만성화되기 쉽다. 더욱이 안정적인 실패 원인이 다양한 원인을 포괄해

일어난다고 판단한다면, 즉 포괄적 귀인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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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결과가 특징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은 더욱 일반화된다.

<표 23> 성공의 실패와 귀인과 행동 (임선아, 2001)

실패 원인의 소재 또한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요소다. 밀러 (Miller)와 노르만 (Norman)은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후속

실험에서(1979) 당사자가 실패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믿을 경우

학습된 무기력 형성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며, 실패한

과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일 때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1979) 이런 결과는 최근 연구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2011년에 12-18세 터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카 (Akca) 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선발 시험과 같은 고위험 부담의 성취상황이

사춘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막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한다.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믿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넘어서

 실패 ➞노력의 부족 ─ 안정적 ➞ 낮은 기대 ➘
➚               수행감소

─ 비통제적➞ 무기력 ➚

실패 ➞ 노력의 부족 ─ 비안정 ➞ 높은 기대 ➘
수행 유지,증가➚

─통제가능➞ 무기력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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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매우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등의 절망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학습된 절망(learned hopelessness)’이 발견되었는데

(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이는 ‘귀인이론에 의해

재개념화된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발전된 결과이다. 최근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의 부정적 정서 상태와 학습된 절망의 부정적 기대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Au, Watkins, Hattie, & Alexander,

2009)

3) 학업성패경험과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어떤 과제를 수행해 일정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Bandura:1982)

여기서 능력이란 자신이 의도한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능력 전반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계획하거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 혹은 그 관심을 의미한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떠올려 환경 변화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력과 행동력이 뒷받침 될 때 그 가치를 발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이런 실천력, 조직력, 행동력이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목표를 세우고 행동계획을 설계하는 원동력이 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사람의 동기, 사고 유형, 그리고 행동을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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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변인인 셈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academic self-efficacy)은 하급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Bandura, 1977;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으로,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스컹크 (Schunk) (2003)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식, 학습능력 및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수행 및 성취에 직접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김아영, 1997),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쉬운

과제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기 때문에 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두라 (Bandura) 등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과제를 선택할

때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는 반면 효능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도전하는 쪽을 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스컹크 (Schunk) (1982)는 개인이

자기효능에 따라 적정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효능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시도하기를 단념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도전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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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스컹크 (Schunk) (1989)는 학생들이 어떤 과제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가늠하는데 다섯 가지 경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엔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과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이 있다. (정남숙: 2006, 재인용)

성취경험은 실제로 직접 수행해본 적 있는 과제일 때, 특히 그 과제를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외부의 방해요인이

없었음에도 부정적인 결과에 도달했다면 당연히 자기효능감이 떨어진다.

그러나 쉬운 도전만을 반복하는 것이 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진

않는다. 쉽게 얻은 성취감에 학습된 사람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그만큼 실패에 쉽게 낙담하게 된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갖는 것이다.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이 탄력성 있는 효능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난관에

직면해도 오래 견디며 작은 실패를 겪어도 빨리 회복해 다시 도전할

추진력을 얻게 된다. (Bandura, 김의철 외 역:2003)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혹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효능감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간접경험을 대리경험이라 부른다. (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Kazdin, 1979) 반대로 자신과 비슷한 타인이 유사한 과제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타인이 지속적인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땐 자신의 능력 역시 낮게 평가하고 그만큼

도전하려는 의욕을 잃게 된다. (Brown & Inouye: 1978)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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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험의 영향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만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더 커진다. (Taksta:1976) 통상적으로 대리경험은 성취경험보다

영향을 적게 미치는 편이다. 반두라 (Bandura) (1986)와 스컹크

(Schunk) (1981)에 따르면 대리경험의 대상이 되는 타인, 즉 모델이

단순히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과제를 달성했을 경우 얻게 될 구체적인 이득을 강조하는 것,

관찰자와 모델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 다양한 모델들의 다양한

수행과정을 보는 것이 대리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3) 성패귀인과 자기효능감

반두라 (Bandura) (1977)는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 정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으로 보았다. 성공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하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공과 실패경험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성

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는가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

도 한다. 다시 말하면 수행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

로 돌리느냐 또는 외적도움의 결과로 돌리느냐 하는 귀인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Bandura, 1977; Schunk,1982).

반두라 (Bandura) 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피험자의 귀인양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은 대표적인 내

적 요인인데, 같은 내적 요인이더라도 성공의 경우엔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지만, 반면 실패의 경우 그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귀인한

다는 사실은 오히려 자기효능감을 상당히 저하시키게 된다. 다음 <표

17>은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한 귀인훈련 연구를 도식화 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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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귀인과 바람직하지 않은 귀인 각각의 경우에서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Fosterling, 1985)

<표 24> 자기효능감이론에 입각한 귀인훈련 (한지애, 2011)

과거에 유사한 과제를 경험했을 때 성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

시키는가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달라진다. 대개의 경우 성취결과는 능력,

노력, 운, 과제난이도 등에 귀인 된다. (Weiner: 1985) 예를 들어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요인이라 믿을 경우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그러나 성공의

원인이 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을 경우엔 충분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효능감 역시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다. <표

17>에서처럼, 과제 성취에 성공한 경우 피험자가 그 원인을 어디에

귀인시키느냐에 따라 효능정보와 인지적 평가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공 높은 능력 높은 자기 효능감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 유지

낮은 노력, 운실패

노력, 
정상적인 
수행

성공
많은 노력, 운 
또는 외적도움

낮은 자기 효능감

낮은 자기 효능감
능력 부족실패

작은 노력, 
낮은 지속
성, 
수행손상

바람직하지 않은 귀인

바람직한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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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기효능감과 행동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학업성취행동과 목표지향성

(1) 목표지향성의 개념

목표지향성이란 학습자가 학업활동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토대로 자신의 학업수행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목표지향성은 학습자의 인지, 정서, 동기의

원천이며 이는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Ames, 1992; Elliot & Church, 1997; Pinrich, 2000, Atkinson 1964)

아킨슨 (Atkinson) (1964)은 목표지향성이 가장 강력한 학습동기 중

하나라고 주장했으며 권 훈 (1995)은 학습자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파악했을 때 비로소 학습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지향성이론의 초기 연구에선 이를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이고 또 하나는

숙달목표(mastery goal)이다. 목표지향성은 그 용어와 개념의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각의 하위 목표는 학습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지향성이

달라진다. 외적인 보상보다 학습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학생은 숙달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이들은 적극적인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으로부터 흥미와 자신감을

획득한다. (Ames & Archer, 1988; Weiner, 1986; 정윤경, 2007 재인용)

한편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은 과제의 성공 가능성에 의미를 두기



126

때문에 어려운 과제보단 달성하기 쉬운 과제, 예컨대 암시나 시연처럼

단순한 학습전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낮아지게 하고 평가 자체에 불안감을 갖게 하며 이런

상태가 반복 학습된다면 결국 성장 가능성을 잃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Marachi, Midgeley, 1997; 양명희, 2009 재인용)

아래의 <표 18>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연구된 목표지향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25> 숙달목표지향과 수행목표지향의 관점（이진주, 2010)36

36 진주 (2010), 성취목표중심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숙달목표지향 연구자 수행목표지향

Butler (1987) 학습과정 자체

Meece   

& 

Blumenfeld 

(1988)

외적 보상 

쉬운 과제 선택 

피상적인 

학습전략 

낮은 자기조절

낮은 자기효능감

높은 평가 불안

Ames & Acher   

(1988) 

Weiner (1986)

도전적 과제 

선호 적극적인 

학습전략 

높은 성취감, 

흥미 

남지연 (2006) 

Philips   Gully 

높은 자기조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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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성의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생, 즉

학습과정에서 얻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이 설정해둔 기준에 도달하는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학습전략을 설계한다. 반면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과제의 결과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존의

능력만으로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호하며 굳이

모험적인 새 학습전략을 따르길 꺼려한다. 이렇게 피상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길 반복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퇴보되고 자아효능감 역시

낮아지며, 평가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점차 수행 과정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정윤영:2007)

목표지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의 <표 19>는 목표지향성의 특징을 목표의 함의, 도전성과 모험

추구 성향, 관심의 초점, 학습할 때의 행동, 귀인, 정서, 학습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26> 목표지향성의 특징（이진주, 2010)

(1997) 

&

 Schunk (1990)

자기 효능감 

발달

Elliot, McGregor 

&

 Gable (1999)

다양한 전략 

사용

수준 높은 

인지처리 



128

숙달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

목표의 

함의

-과제수행 지속

-노력의 양, 실제 학습, 

숙달수준을 근거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   

-능력에 대한 실체론 수용

-유능하게 보이는 것 추구

-직면한 목표달성 추구

모험성과 

도전추구

-어려워도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도전감 있는

과제선택 

-능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과제 선택

관심의 

초점

-수행과정 집중 (과제지향적) -외적평가 집중 (자아 

지향적)

학습행동

-초인지 전략 사용

-계획수립, 자료조직, 

목표설정과 같은 학습전략 

사용

-피상적 참여

-자아효능감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남

귀인

-성공을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귀인

-노력을 할수록 유능성이 

증가한다고 지각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귀인

-상호비교를 통해 성공을 

측정

-규준적인 정보 획득에 관심

정서

-과제지향적일 때 내제적 

동기가 높으며 즐거움

-내적 통제, 외적 압력으로 

내재적 동기와 즐거움 저해

학습

-심층처리 (의미를 다루는 

능력)

-피상적   처리 (발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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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학습과제에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며

어려움에 직면하면 주위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 나은 학습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지능과 능력이 향상된다.

이들은 과제를 택할 때 도전적인 과제, 전에 해보지 못한 과제를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과제개입형 학습자라고도 부른다.

수행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통상적인 방법을

고집하기보단 쉬운 길, 지름길을 찾아내고자 하며 많은 경우 옆 친구의

답을 베끼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숨기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유행의 학습자는 다른 말로 자아개입형 학습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

과제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오로지 좋은 성적을

도출해내는 결과 자체에 가치를 둔다.

(2) 성취행동과 목표지향성

숙달목표는 긍정적인 성취행동과 자기조절학습을 유도하며 동기적

변인에 광범위하게 밀접되어 있다. (유미영: 1997) 또한 결과를 분석할

때 노력에 귀인을 두며 그 때문에 노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귀인양식을

가진다. (Weiner: 1979, 1992). 성공을 능력 귀인으로, 실패는 전략

귀인과 노력 귀인으로 분석하는 사고방식은 성공이나 실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만큼 결과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준다.

(Pintrich & Garcia:1991) 숙달목표지향성의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을 추구하고 과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여기서 얻는 숙달감에서 기쁨을 느낀다. (Ames, 1992; Meece,

Blumenfeld & Hoyle, 1988) 또한 자신이 설정해둔 기준에 도달하는

순간에서 성취감을 느끼며(Ames, 1992; Nicholls, 1989) 때문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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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선호하고 도전에 적극적이며 학습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적다. (Ames & Archer, 1988; Bulter. 1987)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의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 자체에 초점을 둔다

(Dweck, 1986; Nicholls, 1984).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평균 기준을 압도하거나 혹은 효율적 학습

전략을 통해 적은 노력만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Ames,

1984) 이런 유형의 학습자들은 결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두며 우월한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해 경쟁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 사회와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학습자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예컨대 적은 노력을 통해 성공을 쟁취했을 경우엔 유능성의

증거가 되지만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도 실패할 경우 반대로 무능함의

증거가 된다. 이 경우 노력이 오히려 능력의 자아개념을 위협하게 되고,

학습자는 점점 필요 이상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Ames, 1992; Covington & Omelich, 1984).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의 이와 같은 결과 지향적, 평가 지향적

행동양상은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자기 능력의 증거를 보이고자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지고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급적 회피하는 경향, 소위 실패-회피적인 동기양식을

조장한다. (Ames:1992) 능력의 평가 같은 외재적 동기에 가치를 둔

학습자는 점차 자기 자신의 숙달이나 능력 향상에 흥미를 잃게 되고

(Nicholls: 1984),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며 (Amemf s & Archer: 1988)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 (Meece et al., 1988)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 숙달목표를 추구하기도 하고 혹은 수행목표를

추구하기도 한다. (Ames, 1992; Dweck, 1986; Köller & Baumer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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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rich, Marx, & Boyle, 1993)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은 능력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수행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받고자 한다. 숙달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도전을 구하고, 수행목표를 가진 학생은 보다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쉬운 과정 (course)에 대해 선호도를 보인다.

학생이 숙달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학생의 지능이나 능력의 척도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장애를 만났을 때 반응에서 명백한 차이점을 보인다. 수행목표를 가진

학생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낙담하는 경향이 있고 숙달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역경에 의해 동기를 얻고 도전 의욕이 고취된다.

(Dweck, 1986; Schunk, 1996).

<표 27> 목표지향이론과 성취행동 (Dewek, 1986)

지능의 

이론
목표지향

현재능력에 

대한 자신감
행동유형

고정적 

이론 

(지능은 

고정적)

수행목표 

(능력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받고, 부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목표)

만일 높다면

만일 낮다면

성취행동지향 

(도전추구, 높은 

지속력)

무기력 

(도전회피, 낮은 

지속력)

증가적 

이론 

(지능은 

유동적)

숙달목표

 (능력을   

증진시키는 목표)

만일 높다면 

혹은 

낮다면

성취행동지향

 (학습을   

촉진시키는 도전 

추구, 높은 

지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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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흔히 능력의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노력의 투자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력의 투자 자체가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e.g., Dweck & Reppucci, 1973;

Weiner, 1972)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실패가 능력 부족의 증거라기 보단 노력

부족의 증거라 여기게 되고, 따라서 노력을 더 투자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노력과 결과가 인과관계에 있다는 믿음은 좀 더 학습 의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게 된다.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는 성취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불러온다.

수행목표 지향자는 성취상황을 평가할 때 결과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한다. 개인의 능력이 과제의 성공 여부를 충족시킬 만큼 적절한지를

해석하며, 이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과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능력 부족을 귀인으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

첫째, 노력이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은 결과를 바꾸는데 있어서

노력을 투자하기를 중단하게 된다. (Dweck & reppucci, 1973; Weiner,

1985) 둘째, 노력으로 결과가 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수행 전략이며, 능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을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어느 쪽이든 결국

노력의 투자 자체가 무능력의 증거가 되며 따라서 노력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Covington & Omelich, 1979; Dweck & Leggett, 1988).

마지막으로, 능력 부족에 대한 자각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133

눈앞에 놓인 과제에 몰입하는 걸 방해한다. (Wine:1982)

숙달목표지향자에게 실패는 능력의 결핍이 아닌 노력 투자의 부족,

혹은 전략의 부적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것은 더 많이 노력하거나

이전과 다른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다시 목표에 도전할 동기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학습자가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돕고, 여기에

필요한 노력을 더욱 많이 확보할 길을 구하도록 만든다.(Dweck &

Leggett, 1988)

2x2 목표지향성 이론모델이란 목표지향성이론의 최근 모델로,

유능함을 수행/숙달로 정의하고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를 접근/회피로

분류해서 두 가지 기준의 조합에 따라 학습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구분한다. 수행목표에 의거해 유능함을 정의할 땐 타인과의 비교를

근거로 삼으며, 숙달목표에 의거해 유능함을 정의할 땐 본인이 과제를

수행했던 과거 경험을 근거로 삼게 된다. 이러한 각 목표들은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숙달회피 4가지로 분류된다. (김아영, 이주화, 2005) 수행접근은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고, 수행회피는

반대로 타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증명되는 걸 회피하는데 목표를

두는 걸 의미한다. 숙달접근은 능력의 발전이나 숙달을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숙달회피는 능력의 숙달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능력이

퇴보하는 부정적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상태이다.

목표지향성 구조는 학습-수행, 접근-회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습접근, 학습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네 가지 유형을 나뉘게

되고, 여기에 근거해 학습자의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 <표 28>이다.

<표 28> 두 가지 목표지향성 및 접근과 회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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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이 타인보다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면 더 이상 점수라는 결과를 개선할 가망이 없다고 믿게

되고 결국 무기력에 빠진다.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생은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의 상대성에 덜 민감하다. 학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Fuchs, D., & Fuchs, L. S.,1997;

Kaplan & Midgley, 1997; Thorkidsen & Nicholls, 1998).

이처럼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 뿐

접근에 초점 회피에 초점

숙달목표 -과제와   학습의 숙달, 

이해에 초점

-자기개발, 발전, 과제의 

심층적인 이해의 규준 사용 

(학습목표, 과제목표, 

과제-관여 목표)

-오해   피하기, 학습되지 

않거나 과제를 학습하지 

않음

-피하기에  초점, 잘못되지 

않도록, 부정확하게 과제와 

관련되지 않도록   규준 

사용

수행목표 -우수함, 다른 사람보다 

나음, 가장 뛰어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과제에 

최고가 되는 것이 초점 

-학급에서   최고, 가장 

좋은 점수, 일등이 되는 것, 

최고의 수행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규준 사용

(수행목표, 자아-관여 목표, 

자기강화   자기지향, 

관련된 능력 목표)

-열등감  회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리석어 

보이지 않기에 초점

-가장   최하의 점수를 

얻지 않기, 학급에서 가장 

낮은 수행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규준 사용

(수행목표, 자아-관여 

목표, 자기-좌절 자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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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취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 학습

과제의 성과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이만큼

학습자의 동기영역에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인지과정 동기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실패경험과 목표지향성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을 지닌 학습자가 실패경험 이후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초기 연구에 따르면 숙달목표

지향성을 지닌 학습자는 실패 경험을 통해 잘못된 전략이나 노력의 부족

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수행목표 지향성을 지닌 학습자는 실패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

부족을 발견하고 결국 학습 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Dweck

& Leggett, 1998)

네프 (Neff), 시에 (Hsieh)와 데지테렛 (Dejitterat) (2005)의 연구에선

학습자의 숙달목표지향성이 뛰어날수록 실패경험 이후에도 자기 존중감

을 유지하는 내성이 뛰어났으며 피험자는 대체적으로 실패에 대해 관대

한 태도를 보였다.

시데리디스 (Sideridis)와 카플란 (Kaplan)(201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답이 주어지지 않은 퍼즐 4 문항과 비교적 쉬운 퍼즐 1 문항을 풀게 하

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자가 수행목표지향성

학습자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과제를 수행했으며, 수행목표지향성 학

습자는 성공경험을 얻었을 때 비로소 동기를 부여 받는 것이 관찰되었

다.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에 따라 실패 경험이 성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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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 연구 결과 역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정윤경(2007)은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실패 경험

을 겪었을 때 귀인, 과제흥미도, 자신감, 과제지속성에 대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해 목표지향성이 조작된 학생들로 각

집단을 설정하였고, 피험자들에겐 실제 채점 결과보다 낮게 점수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실패 경험을 겪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실패 경험을 거

쳤을 때 숙달목표 지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은 수행목표 지향성을 지닌 학

습자들보다 통제 가능한 요소에서 실패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패 이후에도 높은 과제 흥미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로 미루어보아 학습자가 지닌 목표지향성이 실패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실패 경험이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숙달목표지향성 뿐 아니라 수행목표지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이를 효율적으로 설계해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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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에서의 언어와 창작과정을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로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세

명의 학생을 선정하였고 이들이 미국식 미술수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식과 어려움을 이들의 언어와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 내러티브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 (2000)의 논의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과 절차, 분석 및 해석 방법, 그리고 내러티브

연구가 지닌 강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라는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개관하려고 한다.

1)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

내러티브(narrative)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을 글 혹은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로웬세인 (Loewensein) (1991)는 자신의

연구에서 내러티브의 어원엔 ‘말하다’, ’서술하다‘와 같은 뜻이 있다고

했다.

영어에서 ’’narrative’은 동사형으로 ‘to narrate’로 쓰는데 이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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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내러티브는

앎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나열된 사건의 무질서한 집합체와는 다르며, 부분과 정체, 처음과

끝이 일관성 있게 연결된 질서화 작업에 근거한다. 37

‘내러티브‘는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지칭한다. 한편,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 된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내러티브 탐구가 종종 거론되어왔고, 최근엔 교육 분야에서

학교 현장과 교사를 연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38 은 현대

내러티브 탐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연구자들로, 내러티브가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철학적 배경에는 존 듀이 (John Dewey)의 경험주의 철학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듀이 (Dewey, 1938)는 “인간의 삶, 교육, 그리고 경험이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이 불가피하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며 삶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삶과 교육, 그리고 경험은 서로 뒤엉켜

37 엄창열 (2007), “초등 교육에서 내러티브의 의미”,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5-6

38 D.J. Cladinin 과 F.M.Connelly는 경험을 교육 연구의 출발점이며 근거점이라고 
보았다. 이 때, 경험의 의미를 J. Dewey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경험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 따라서 경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다. 2) 경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계속성의 성질을 지닌다. 현재의 경험은 과거 경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미래에 
하게 될 경험의 기반이 된다. 3) 경험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이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에서 일어난다; 내러티브 탐구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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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불가분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교육을 연구한다는 것’은 ‘경험을

연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 1990) 뿐만 아니라,

맥킨다이어 (MaIntyre, 1981), 폴킹혼 (Polkinghorne, 1988)와 같은

학자들도 그들의 연구에서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은 단순히 경험적 사건들의

나열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기억이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되면서 해석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경험이 발생하는

그 순간의 경험은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정보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보는 상호 연결되어

유의미하게 연속되는 이야기로 재탄생되고, 무질서와 혼동의 형태로

존재하던 경험엔 단순한 묘사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39

2) 내러티브 연구의 과정과 방법

이 장에선 ‘내러티브 연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라는 방법론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가진 연구방법론이며 때문에 하나의 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때문에 국내 교육학계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다룰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여타 내러티브 연구자들의 논의를 병행해 이를 정리해보고자

39 박민정 (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
야기”, 『교육과정연구』25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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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를 정리해보자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내러티브 연구의

절차엔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 ‘현장 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다섯 단계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 다섯 단계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고정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해도 무방하다. (안영미: 2008)

연구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4>과 같다.

<그림 4> 내러티브 연구 절차 모형 (Cladinin & Connelly, 2000)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연구의 절차는 처음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생소함을

느낄 정도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구 방식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초보 연구자가 이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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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의 연구과정

속에서 방법론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을 다른 내러티브 연구로 보완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연구의

첫 단계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먼저 연구문제나 질문이 내러티브 탐구에 적절한지 평가해야한다고

정의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경험, 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관찰하는데 특화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제일 먼저

연구가 수행될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를 설정해야한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연구가 수행될 현장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처음 설정했던 연구문제나

목적이 변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는 이것이 내러티브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며, 다만 연구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시시각각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기존에 당연시되었던 것을 언제든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연구의 두 번째 단계인 현장 텍스트 구성은 일반적인

연구의 자료 수집 단계와 비슷한 맥락이다. (안영미, 2008) 현장

텍스트란 내러티브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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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류에 의해 창조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Clandinin &

Connelly)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내러티브 연구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연구에서 우연히 얻어지는 데이터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현장 텍스트에는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 현장 노트, 편지, 대화, 면담,

가정사(family stories)와 같은 문서나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장 텍스트는 면담이다. (Mischler, 1986;

Clandinin & Connelly, 2000재인용)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Clandinin & Connelly. 2000. Riessman,

1993), 연구자는 질문을 통해 명료한 데이터를 얻을 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수시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야한다.

(3) 현장 텍스트 작성하기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은 연구자가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필연적으로

연구자 또는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현장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이미 해석을 거친 텍스트라고 주장했다. 비록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 연구자는 일지를 기록할 때 현장

텍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이나 대화 내용처럼

문서화되지 않은 정보 역시 최대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엔 음성/비디오 녹음과 전사(transcribing)가

필수적이다. (Riessman: 1993) 리스먼 (Riessman)은 적절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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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가 될 수 있는 전사란 단순히 현장 상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테이프를 틀어놓고 대강의 중요한 내용을 전사한 후 그 중에서도 분석

및 해석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자세하게 재전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 현장 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네 번째 단계인 ‘현장 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기’는

일반적인 연구의 ‘자료의 분석 및 해석’과 유사하며, 이 단계에서 연구

설계 시점에 설정했던 연구의 의미, 중요성, 목적이 다시 고찰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는 본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이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현장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맥락, 인물, 주제, 장소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반성적 코멘트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은 연구 초기에 현장 텍스트 내에서 명백히 드러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두고 이를 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드백해야만

비로소 분석과 해석에 깊이가 생기고 정교해진다고 강조했다.

(5)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내러티브 연구의 연구 텍스트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대표적으로 학술지, 학위 논문, 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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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있다. 현장 텍스트가 연구 텍스트로 전환되기 위해선 현장

텍스트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 및 해석을 거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는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되고 이는 연대기적 설명 혹은 요약의

방식으로 제시된다.

다음은 코넬리와 클라디닌 (Clandinin & Connelly)(2000)가 소개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내러티브 연구물을 읽고 그 과정을 통해 현장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연구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자는 탐구 과정을 다른 연구물에

적용시키게 되고, 영감과 고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연구 텍스트 형식을

찾아낸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표현 방식이 가장 자신의 연구에 어울릴지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텍스트는 연대기, 고백, 자화상, 거미줄 등의

방식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은유는 연구 텍스트의

표현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지만, 한편으로 은유와 같은 형식적인

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연구 텍스트에 인위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양한 문헌을 접하면서 그로부터 연구 텍스트에 적절한 구성

방식의 단서를 얻는다.

넷째, 연구 참여자 및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 텍스트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낸다.

다섯째, 이미 완성된 연구 텍스트를 장 단위로 반복해 읽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연구 텍스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견해가

균형 있게 제시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독자는 보완, 수정을 고쳐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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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텍스트를 통해 연구의 진정한 의미와 소통하며 나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내러티브 연구를 해석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Clandinin &

Connelly)

2. 연구절차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설립, 운영과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연구 실행에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세 명의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을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던 중 적은 인원의 경험, 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접하게 되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기

학업성패경험의 학습발달에의 영향을 고찰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심층 면담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현재 연구자가 미술교사로 있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한 세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미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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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방식을 따라서 학생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관한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총 2번에서 3번 80분씩 진행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시간

학생들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실물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심층

면담에서는 ①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적응은

어떠한가 ②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은 어떠한가

③ 한국입시미술평가로 인한 학업성취와 실패를 경험한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미술학습발달은 어떠한가 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항목별로

심층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 <표 29>은 연구 절차를 단계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표 29>연구절차

1. 연구 주제 선정

① 국내 국제학교의 현황 조사

②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고찰

③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토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분석

2. 선행연구 검토

①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의 형성과 

발전과정, 현황에 관한 연구 

 (김원찬, 2006; 김흥태, 2002; 박세훈,2003; 신진섭, 

1999; 염철현, 2001; 이병환, 2004, 조용태·이선숙, 2000)

② 대안학교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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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김송일, 2004; 이선숙, 2001; 이종태, 1998; 이풍길·김수욱, 

2001; 조용환, 1998; 최성호 외, 2007; 황준성·이혜영, 

2010).

③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과 

진로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나연림, 2018; 배준형, 2012; 이명섭, 2013;도문선, 2014; 

임성아, 2013; 이안숙, 2018; 편유희, 2015)

④ 국제화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 

(유은정, 2007; 나준이, 2006; 남진석, 2009; 한수연, 2014)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 

(이민지, 2017) 

⑤ 한국 미술대학 입시미술 경험이 학생의 창작이나 

미술학습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 

(이영주, 2007; 한송이, 김준엽, 2013; 유지희, 2013; 

이지연, 2012)

3. 이론적 배경 고찰

①미국 미술대학 입학실기전형제도

② 국제학교의 현황

③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⑤ 청소년기 학업성패경험의 학습발달에의 영향

4. 연구대상 선정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고등학생 3명

5. 활동 실행

자유주제 

80분 수업 총 5-6차시

심층면담과 관찰

6.자료분석 및 연구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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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먼 (Seidman) (2006)은 심층 면담에서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은

연구대상의 경험이 연구 주제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오혜진,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자 고등학생

3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숫자는 ‘연구 참여자의 특징이

다양한 범주를 두루 포함하여야 한다’는 충분성의 기준 (Seidman,

2006)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미술대학 입시화실을 2년간 수강한 학생 (이미나), 1년 반 동안

예술중학교입시준비를 했으나 불합격하고 그 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 (김한영), 국내 국제학교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 1년간 예술중학교 입시화실을 수강중인 학생

(오윤수)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연구대상의 주요특성

이미나 (18)은 2000년생으로 세 명의 연구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이름 

(가명)

성

별

나이/출생년

도
입시 기간 희망전공

이미나 여 18/2000 2년 그래픽 디자인

김한영 여 16/2002
1년 

6개월
그래픽 디자인

오윤수 여 15/2003 1년
순수미술/그래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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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시미술을 가장 오래 경험한 (2년) 학생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 반 동안 입시화실을

다녔다. 미국 미술대학으로 진학하기로 결정한 후 화실을 그만 두고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편입했다. 유학에 대한

생각은 예전부터 조금씩 했지만 어머니가 권유하셔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본디 학생은 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했지만 국내에서 디자이너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했다. 지금은 유학

포트폴리오 화실을 다니며 미국미대에 가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미나 학생은 대학 졸업 이후의 인생 계획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미국 미대 디자인과 졸업 경력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그 방향의 진학을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나 회사에 취직하려면 대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많이 한다.

김한영 (16)은 2002년생이며 초등학교 5학년 말 예술사립중학교인

예원학교를 가기 위해 1년 반 동안 입시화실을 다녔다. 예원학교 입시를

한 이유는 주변에서 예원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다. 예원학교에 불합격한 뒤 일반

중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은 완전히 단념하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계속

미술을 하라고 해서 동네 화실을 다니게 되었고, 그 화실에서 원장이

유학을 권유받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지금은 유학

포트폴리오 화실에 다니고 있다. 김한영은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해서 일본 캐릭터나 인물을 자주 그린다.

오윤수 (15)는 2003년생으로 세 명의 연구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입시기간도 가장 짧다 (1년). 초등학교 때 캐나다에서 3년을 보낸



150

뒤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캐나다 교육기관인 BIS CANADA 국제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 오윤수는 다른 공부보다 미술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중학생 때 입시화실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곳에서 기본기를 위주로

배웠지만 매일 정물만 그리는 게 싫고 암기식 교육이 싫어서 화실을

그만두었다. 그 후 미국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왔고 현재 유학 포트폴리오 화실을 다니고 있다.

오윤수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며 아직 자신이 순수미술,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중 어느 전공으로 지원하고 싶은지 결정은 못

했다고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러티브 연구의 특성 상, 본 연구과정에서는 위의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심층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심층 면담을 포함한 자료 수집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조언 및

검토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위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비롯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심층 면담을 택하여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이란 연구대상의 삶과 경험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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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과

언어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네 명의 미술전공자에게 자유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게 한 후 동시에 심층 면담을 실행하였다. 활동과

심층 면담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고 연구 참여자

개별 면담을 통해 활동 전(前), 아이디어스케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활동 전(前) 단계는 한국입시미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는

각자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작업하는 도중에 연구자가

돌아다니며 참여자와 1:1로 심층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작업과정과 작품사진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여러 비언어적 측면과 관찰된

행동을 메모하여 전사에 추가하였다. 심층 면담 일시와 활동 단계별

절차는<표 31>와 같다.

<표 31> 연구대상별 심층 면담 일시

연구대

상 

(가명)

단계
일시 

(2017년)
도구

소요

시간

이미나

활동 전

(한·미 미술입시에 

대한 인식)

10월 24일 

(화)

관찰+심층 

면담 40분

아이디어스케치
10월 30일 

(월)

관찰+심층 

면담
15분

 아이디어스케치 11월 1일 관찰+심층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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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수) 면담

초반부
11월 3일 

(금)

관찰+심층 

면담
10분

중반부
11월 7일 

(화)

관찰+심층 

면담
10분

후반부
11월 9일 

(목)

관찰+심층 

면담
15분

김한영

활동 전 

(한·미 미술입시에 

대한 인식 1)

10월 13일 

(금)

관찰+심층 

면담 10분

아이디어스케치
10월 18일 

(수)

관찰+심층 

면담
25분

아이디어스케치 수정 

후

10월 24일  

(화)

관찰+심층 

면담
21분

초반부
11월 1일 

(수)

관찰+심층 

면담
7분

중반부
11월 3일 

(금)

관찰+심층 

면담
10분

후반부
11월 9일 

(목)

관찰+심층 

면담
10분

오윤수

활동 전

(한·미 미술입시에 

대한 인식)

10월 18일 

(수)

관찰+심층 

면담 24분

아이디어스케치
10월 24일  

(화4)

관찰+심층 

면담
11분

초반부
11월 1일 

(수)

관찰+심층 

면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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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처음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희망 전공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주도할 수 있도록 교실이 아닌 장소에서 다과를 마련해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심층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서술은 모두

녹음하고 전사된다는 것과 작업 과정과 작품 사진을 찍을 것이고 사진에

얼굴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한, 면담의

결과는 익명으로 연구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은 <부록 2>에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심층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입시미술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의 의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활동 시작 전, 아이디어 스케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각각의

심층면담 단계마다의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과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활동 시작 전

활동 전 단계 면담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가 한국

입시미술을 경험하며 느낀 것, 한국입시미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학을

중반부
11월 3일 

(금)

관찰+심층 

면담
20분

후반부
11월 9일 

(목)

관찰+심층 

면담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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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한 이유와 계기에 대해 자유롭고 편하게 이야기 하도록 했다.

면담은 각각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원하는 만큼 얘기하게 했으며 이름과

나이, 미술을 시작한 시기, 미술을 전공하는 이유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관계형성을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한국입시미술을 언제 어떠한 계기로 시작했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질문하였다. 한국입시미술에 대한 질문의 주요 내용 및

의도 그리고 각각의 질문을 통해 다루어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2> 1단계: 활동 전

1단계: 활동 전

준비물 교사

면담, 질문지, 

녹음기, 카메라, 

필기도구,

활동 

시간
80분

단

계
내용 의도 

도

입
관계형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름과 나이, 미술을 시작한 시기, 미술을 전공하는 

이유 등 자신의 배경에 대한 학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전

개

한국입시

미술에 

대한 

인식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한국입시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작업을 할 때 한국입시미술의 영향을 느끼는지 

질문한다.

-한국입시미술과 미국입시미술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유학에 -입시미술을 중단하고 유학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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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스케치

연구참여자가 아이디어스케치를 하는 동안 옆방에 한 명씩 불러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작업시간은 80분, 심층 면담은 각각 20분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서술에 따라 질문별 소요 시간을 다르게

부여했다. 면담 내용은 아이디어 설명, 아이디어 스케치, 창의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담 장소로 스케치북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과, 아이디어스케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평소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한국과 미국 입시미술의 창의성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미나와 김한영은 작업 도중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수정했다는 점을

반영해 아이디어스케치에 대한 2차 면담을 각각 20분정도 실시했다.

질문의 주요 내용 및 의도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서 다루어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3> 2단계: 아이디어스케치

대한 

인식

질문한다

-미국미술교육에서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정

리
마무리

연구 참여자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 확인

면담 내용 요약 및 정리

비밀보장 안내 및 다음 면담 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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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아이디어스케치

준비물 교사
면담 질문지, 녹음기, 

카메라, 필기도구,

활동 

시간
80분

단

계
내용 활동

도

입
관계형성 편안한 분위기 조성

전

개

아이디어 

설명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소 아이디어를 짜는게 어려운지 

질문한다. 

-아이디어스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창의성 

-평소 어디서 영감을 얻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질문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경험과 그것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질문한다. 

-자기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창의적이 

아니라며 그 이유를 질문한다.

-한국과 미국입시미술에서 아이디어 혹은 창의성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한다.

정

리
마무리

연구 참여자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 확인

면담 내용 요약 및 정리

비밀보장 안내 및 다음 면담 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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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 중반부

초, 중반부에서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작품을 시작하고 작업하는

과정이다. 작업시간은 초반부와 중반부 각각 80분, 심층 면담 각각

20분간 실시하였고, 초반부와 중반부의 질문 내용은 동일하다. 면담

내용은 작업 과정에서 어려운 점, 종이와 재료사용, 참고사진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업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재료와 종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재료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참고사진을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참고사진의 필요성과 중요성, 참고사진이 자신의

작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질문의 주요 내용

및 의도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서 다루어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4> 3-4단계: 초, 중반부

3-4단계: 초, 중반부

준비물 교사
면담 질문지, 녹음기, 

카메라, 필기도구,

활동 

시간
160분

단

계
내용 활동

도 관계형성 편안한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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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반부

후반부는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작업시간은 80분,

심층 면담은 각각 10분에서 20분간 실시하였다. 후반부 면담에서도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작업단계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 자기평가에 대한

입

전

개

어려운 

점

-창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질문한다.

종이와 

재료사용

-얼마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질문한다.

-재료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종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질문한다

참고사진

-창작과정에서 참고사진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질문한다.

-참고사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다

-참고사진이 자신의 창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다.

정

리 마무리

연구 참여자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 확인

면담 내용 요약, 정리

비밀보장 안내 및 다음 면담 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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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추가했다. 현재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업을 하면서 입시미술의

영향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또한 아이디어스케치 단계와

초반부 단계와 마무리 단계가 달라졌다면 무엇을 바꾸었고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의 주요 내용 및 의도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서 다루어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5> 5단계: 후반부

5단계: 후반부

준비물 교사

면담 질문지, 

녹음기, 카메라, 

필기도구,

활동 

시간
80분

단

계
내용 활동

도

입

작품 

마무리
작품 마무리

전

개

어려운 

점

-창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느지 질문한다.

자신감/

자기평가

-작업을 하면서 입시미술의 영향을 느꼈는지 질문한다.

-현재까지 결과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한다.

-창작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정 마무리 연구 참여자가 추가하고 싶은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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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심층 면담은 활동 시작 전, 아이디어스케치 단계,

초반부 중반부 단계, 후반부 단계 총 5단계에 걸쳐 각각의 연구

참여자마다 약 20분 정도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활동 시작 전 심층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각각 미술을 전공하는

이유와 시작한 시기에 대해 질문했고 연구 참여자의 한국입시미술경험에

대한 인식과 유학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아이디어스케치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스케치를 하면서 어려운

점과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했다. 초반부와

중반부에서는 작업시간 80분을 주었고 작업과정에서 어려운 점, 재료와

종이의 활용, 참고사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활동을 마무리

짓는 후반부 단계에서는 작업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현재까지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자신감과 자기평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한국입시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예술국제학교에서 미국미술대학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하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작업 성향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질 수 있었다.

리
면담 내용 요약, 정리

비밀보장 안내 및 다음 면담 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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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에서의 언어와 창작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번 장에선 연구

참여자 세 명이 미국식 실기고사를 반영한 자유주제로 활동을 하는

미술학습과정에서의 수집한 내러티브를 통해 생성된 현장 텍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1)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수업 부적응 2)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3)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미술학습발달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부적응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실기고사는 직접 실기고사장에

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제시된 주제나 소재에 대하여 완성해야 하며

대게 재료를 정해준다. 반면 미국의 실기고사는 평소에 학생 스스로

주제, 재료와 소재를 정해서 그린 그림 15-20 장을 선별해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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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형식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미술수업은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유주제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교는 한국에서 주제나 소재를 스스로

생각해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유주제 형식의 미술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아 학생들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 입시미술을 경험한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스스로 주제, 재료 및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과제가 주었고, 이번 장에선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연구 참여자들이 미국식 자유주제 수업에 부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심층 면담과 관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의 핸드폰을

걷는다. 자유주제 활동을 시작하고 주제를 정한 사람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세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시작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이들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그릴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하는 시점부터 핸드폰으로 구글

(Google), 인스타그램 (Instagram), 핀터레스트 (Pinterest) 등 여러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찾아보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스크린샷 (Screenshot) 하거나 저장한 후 아이디어를 내는데 참고했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술국제학교 이전엔 주재와

소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관찰된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모습과 이들의

내러티브를 종합한 결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학생들이 미국식

자유주제 미술수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적응하는 과정 없이 과제를

받았을 때 첫째,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SNS을 보고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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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도움을 얻었다. 둘째, 활동 과정에서 보고 그릴 수 있는

참고사진에 의존했다.

1) 자유주제 형식에 대한 부적응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작업을 수행

10월 31일 이미나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자유주제 수업이

어려운가?’, ‘평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네. 제 자신에 대해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자유 주제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전 까지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작품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대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테크닉이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실기고사는 아이디어를 좀 더 보는 거 같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아이디어를 안 봐요. 만약 두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은 테크닉이

뛰어나지만 창의성은 떨어지고, 다른 한 명은 테크닉은 보통이지만

창의성이 뛰어나면, 한국에서는 첫 번째 학생이 합격할거에요. (중략)

한국은 어차피 창의력교육을 안 하니까 테크닉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소질이 없는 애들은 차라리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쓰느니

수능공부해서 다른 대학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미나]

이미나는 평소 자유 주제에 대해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어렵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아이디어나 창의성보다는 표현력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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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디어스케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힘들어하자 연구자는 마인드맵40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마인드맵에 ‘좋아하는 것’ 들을 적으라고 했고,

이미나는 그 중 ‘화장품’을 골랐다.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미나는 화장품 사진을

넘겨보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화장품이랑 패키지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 얼굴을 이 사진의

향수병처럼 유리느낌이 나게 표현할거에요. 제가 유리 같은 질감 표현을

좋아해서 유리로 된 얼굴을 하고싶어요. 그리고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인데 (핸드폰을 보여주며)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수채화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나]

이미나는 인터넷에서 여러 사진을 찾아보다가 향수 사진을 고랐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 지와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물어보자

인스타그램에서 멋있는 그림들을 검색해서 보여주며 이것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림 5>은 이미나가 그린 마인드맵과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스케치이다.

40  마인드맵(mind map)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나, 

자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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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미나, 10월31일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와 마인드맵

“향수병처럼 얼굴을 그릴거에요”, 2017

11월 1일 이미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 원래

향수병처럼 얼굴을 그릴 예정이었는데, 쌓여져 있는 책과 신문들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으로 바꿨다. 아이디어를 바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이디어를 바꾼 이유는 전에 했던 아이디어는 너무 평범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이랑 화실 사이트에 다른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을 찾아보니까 보통 자화상 작품을 그릴 때 자신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슈, 인생, 철학, 정치나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려던 것 보다 더 제 자신에 대해 깊은

의미를 담기 위해서 현재의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살면서 그 동안 해 온 결정과 고민들이 쌓여있는걸 그 동안 읽었던 책들,

고민들, 수능 공부들, 학습지들이 마치 얼굴 전체에 쌓아져 있는 것처럼

표현할거에요.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과 좋았던 순간이 있는 것처럼 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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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은 찢어져있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그릴거에요. [이미나]

<그림 6>은 이미나의 수정 후 아이디어 스케치이다.

<그림 6> 이미나, 11월 1일 두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 2017

이미나는 전 보다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아이디어를

수정했다.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정하기 위해 인터넷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들과 인스타그램의 그림들을 찾아본 후 결정했다.

이미나가 참고사진을 검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다른 자화상 작품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배경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심플하게 배경한거요. 저도 이 그림처럼 배경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미나]

이미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작업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참고하거나 교사의 말에 도움을 받았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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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작품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표현방법이나

재료를 고를 때 에도 다른 사람의 작품들을 보며 결정을 내렸다.

(2)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그림을 수정

김한영은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자유주제 수업이 어려운가?’,

‘평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이디어스케치는 따로 하지는 않아요.

화실에서는 주로 정물을 그리거나 주제를 주니까 여기 오기 전 까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이나 팬픽41에서

영감을 얻는데 어차피 화실에서는 제가 그리고 싶은걸 그리지는

못했으니까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작은 종이에 적어두거나

그려놨었어요. (중략) 한국은 시각적인 거랑 테크닉이 더 중요하지만

테크닉 좋은 그림도 작품이긴 해요. 그게 보기엔 좋잖아요. 저는

창의성보단 테크닉이 더 좋은 거 같아요. 미국은 창의성이 더 중요할텐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김한영)

김한영은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팬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평소에도

애니메이션을 보고 따라 그리거나 만화 인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입시미술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리고 싶었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미소년이

구름 위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그렸다. 또한 테크닉은 그림을 보기

41  팬픽 (Fan Fiction) : 팬이 직접 쓰는 소설‘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본 따거나 주인공으로 내세워 소설을 창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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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만들기 때문에 창의성보다 테크닉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창의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부족한 창의성이

문제가 될 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7>와<그림 8>

은 김한영의 아이디어 스케치이다.

<그림 7> 김한영, 10월 24일 아이디어 스케치, 2017

<그림 8> 김한영, 10월 26일 초반부, 2017

11월 1일 프로젝트 중반부에서 김한영은 작품을 수정했다. 원래는

배경에 수채화로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서 마치 밤하늘에 구름이 떠있어

보이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아이디어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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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봤는데 다들 엄청

복잡하고 종이에 꽉 차게 그렸어요. 그거에 비해서 제 건 너무 배경이

썰렁해 보였어요. 무언가 더 복잡해야 할 거 같아서 배경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성처럼 스팀펑크 느낌이 나게 파이프들을 그리기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애니메이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밝은 톤의

파이프들이 꼬아져 있는 것처럼 할거에요. [김한영]

김한영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과 비교한 후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어 보인다는 것을 알고 배경에 파이프를

그리기로 했다. 파이프를 그릴 때 에도 인터넷에서 애니메이션 장면 속

파이프를 검색해서 따라 그렸다.

(3) SNS에서 아이디어를 얻음

오윤수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작품들을 찾아보다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했다. 방 안에 서있는 자기 자신을 그렸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보통 방에서 거실에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방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윤수는 평소 아이디어를 짜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자유주제 수업이 어려운가?’,

‘평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보통 트위터 (Tweeter), 인스타그램 (Instragram)이나 핀터레스트

(Pinterest)같은 SNS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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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디어 짜는걸 잘 못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진부한 걸 안 하려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한국은 보통

주어진 정물을 그리는 거라 자기 생각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중략)

미국 포트폴리오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거긴 한데 보통 사회적

이슈나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는 거라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거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건 아무거나 그려서 내면 대학 측에선 이해하기

어려워서이고, 한국보다는 훨씬 아이디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오윤수]

오윤수는 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또한 한국

화실에서는 정해주는 것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낼 일이 거의

없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오윤수는 ‘진부한 걸’

안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생각을 ‘진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입시미술에

비해서 미국 포트폴리오는 그림의 형식이나 주제에 아무 제약을 주지

않아서 자유롭지만, 어느 특정 주제에 대해 작품을 통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완벽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입시미술은 창의성보다는 표현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세 명의 연구 참여자가 심층 면담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참여자 모두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게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SNS를 보고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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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나 작업의 방향을 잡았다. 이미나는 처음엔 아이디어 스케치를

못하다가 마인드맵에 대해 알려주자 그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 후 다른 아이디어로 바꿨다. 김한영도 프로젝트 과정 중반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의 작품들을 본 후

자신의 그림을 수정했다. 오윤수도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면 ‘진부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2) 소재가 제시되지 않는 형식에 대한 부적응

(1) 보고 그릴 수 있는 참고사진에 의존

이미나와 김한영은 활동 초반부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인터넷에서 검색한 참고사진을 사용했다. 참고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로

두 명 모두 정확한 형태를 잡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미나는 높게 쌓아져 있는 책과 서적들 가운데에 자신의 얼굴 측면을

그렸다. 스케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생긴 책과

서적의 참고사진을 찾아서 보고 그렸다. 얼굴의 측면은 친구에게 자신의

측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후 보고 그렸다. 프로젝트 초반부 면담

질문 중에서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에 대한 대답으로 이미나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책들이 쌓여있는 걸 그릴 때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고 그렸어요. 저는 책이

중간 중간에 조금 삐져나와서 흘러내리는 것도 그리고 싶은데 그런

사진은 찾기가 힘들어요. (중략) 저는 사진을 보고 그려야 형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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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사진 있으면 똑같이 그리는건 자신

있어요. 사진을 안 보고 그리면 잘 못 그려요. 형태가 틀릴까 봐 좀

불안해요. [이미나]

이미나는 참고사진을 보고 그리지 않으면 형태가 틀릴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이미나는 입시미술을 했을 때 정물을 보고 그리거나

사진을 따라 그리는 연습을 자주 해서 대상을 관찰하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관찰력이 늘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정확히

잡기 위해 주로 사진이나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린다고 했다. <그림 9>

은 이미나가 참고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그림 9> 이미나, 활동 초반부 참고사진을 보고 그리는 모습, 2017

김한영은 중세시대 옷을 입고 구름 위에서 노는 인물을 그렸다.

김한영도 이미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중세시대 옷들을 검색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을 골라서 보고 그렸다. 구름 위에서 노는

인물의 자세를 그릴 때 인터넷에 비슷한 자세를 한 사람을 검색해서

보고 그리려 했지만 비슷한 포즈의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상상해서

그렸고, 형태가 많이 어색해서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다. 김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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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이 없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구름 위에 약간 누운 포즈로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은데 인터넷에 그런

포즈를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제가 상상해서 그렸는데 형태가 자꾸

이상해요. 어디가 틀린거같아요? 그냥 제가 이런 포즈로 누워있는걸 찍을까요?

(중략) 입시화실에서도 상상화그릴 때 저는 인물을 제일 못 했어요. 인물 비율

맞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같은 걸 따라 그리면

인물 그리는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상상화 그릴 땐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인물들을 따라 그렸어요. [김한영]

이미나와 김한영은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참고사진을 계속

사용했다. 한국의 미술대학 실기고사는 제시된 소재나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능력과 정확한 형태 표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게 입시화실에서 정물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반복한다. 이미나와 김한영 은 사실적인 표현을 강조하던 한국의

입시미술 환경에서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던 탓에 참고사진이나 보고

그릴 대상이 없으면 형태를 정확히 잡을 자신을 없다고 했으며 형태가

틀렸을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종합논의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미술수업은 대부분 미술대학 포트폴리오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자유주제의 프로젝트를 주고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해서 평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나 대상에 대해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한국

입시미술제도와 달리 주제부터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형식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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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첫째로 미술학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과 SNS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남들에 비해 자신의

작품이 어떠한지를 확인했다. 과거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자기표출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요하는 미국 미술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참고사진을 보고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 입시미술은

사실적인 표현과 묘사력을 기르기 위해 정해주는 소재나 사진을 보고

재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했다. 학생들은 아무런 소재

없이 상상으로 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핸드폰으로 검색한

참고사진에 의존했으며 참고사진이 없이 그림을 그리면 형태가 틀릴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와 소재를 정해주지 않는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낸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라는 프로젝트를 주기 전에 새로운 수업형식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연습 활동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특성상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입시미술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편입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교사는 학생이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아이디어를 짜지 못하는 이미나에게 마인드맵 (Mind map) 사용법을

알려주자 화장품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낸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제를 생각해 내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을 한 뒤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갑자기 사용해 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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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주기 전에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게 해서 처음 사용해보는

재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것이며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술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따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2.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한국 미술대학 실기고사를 위해

미술학원에서 학습한 정형화된 표현기법이 습관이 되어

예술국제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습관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표현을 ‘입시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말하는 입시적인 표현기법이란 정물의

사실적인 묘사, 수채화에서 붓자국과 물똥을 남기는 것, 수채화에서

무채색을 만드는 것, 연필로 명암을 넣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수행목표지향적인 작업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실기고사는 짧은 시간동안 정해진 형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한 장의 그림으로

오랜 시간 학습해 온 것들을 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실력 향상 보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익숙한 재료만 사용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덮어버리는

수행목표지향성을 보였다. 미술학습과정을 통해 본 결과,

수행목표지향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첫째, 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176

직면하면 쉬운 길을 선택했다. 둘째,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

있고 익숙한 재료와 표현법을 사용했다.

1) 습관된 표현

(1) 암기식 입시미술의 영향

활동 중반부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작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고 각각의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국입시미술은 테크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입시화실에서는 그리는 순서랑 방법을 다 외워야 했어요. 어디다 무슨

색을 쓰고 몇 번 째로 쓰고 이런걸 다 외워야 했어요. 그리고 싶은 게

있어도 화실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려야 하니까 입시가 싫었어요.

(중략) 제가 연필 잡는 자세나 연필 선이나 붓 사용 같은 게 너무

입시미술같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미국

포트폴리오가 입시미술 같으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입시그림처럼 그리는 걸 아는데 이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저절로 이렇게 되요. 수채화를 할 때 특히 붓질에서 입시의

영향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수채화를 할 때 물똥을 남기는 거나

무채색을 만드는 습관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색을 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요. (중략) 한국입시미술과 미국입시미술의 차이점은 ‘자유’

에요. 미국을 가면 나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화실 원장님이 그리라는 걸 그려야 해요. [이미나]

입시미술 영향은 당연히 느끼죠. 자꾸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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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 왔을 때 어떤 학생이 매릴랜드 대학

입학사정관한테 바스키아처럼 그린 걸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되는 걸 봤어요. 저도 낙서같이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데 뭘 그리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요. 화실에서는 진짜처럼

그려야 하니까 그리는 방법을 다 외워야 하거든요. 그걸 손이 기억하는 거

같아요. 저는 애니메를 그리면서 그걸 극복하고 있어요. 입시미술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미국 가려면 이런걸 고쳐야 하니까 노력은

하는데 극복이 될진 모르겠어요. (중략) 한국입시미술은 연필이나 수채화

두 개로만 그림을 그려야 해서 미술이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내심이랑 테크닉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서 6개월 정도는 경험해 볼만

해요. 그 이상 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도 입시를 하기 전보다

기본기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니까 이럴 때 입시미술 영향을 많이 느껴요. [김한영]

화실에서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그려야 하다 보니까 제 그림은 항상

깔끔하고 정밀한 거 같아요. 그냥 막 그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요.

틀린 부분이나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엄청 신경이 쓰여요. [오윤수]

세 명의 연구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한국입시화실에서는

그리는 순서나 방법을 전부 “외워야 하는” 암기식 수업을 했으며 그게

습관이 되어 지금도 ‘입시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된 표현이 미국입시에 지장을 줄 까봐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 고 했다.

이미나는 연필이나 수채화를 사용할 때 입시미술의 영향을 느끼며

특히 수채화를 사용할 때 색을 섞는 방식이 그림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와서 고치는 게 힘들다고 했다. 학생들은

한국입시미술은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입시미술이 ‘자유로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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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더 낫다고 했다. 김한영은 미국 미술대학 중 한 곳인 매릴랜드

미술대학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에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로 방문을 왔을 때 어떤 학생이 바스키아 (Jean Michel

Basquiat) 처럼 낙서하듯 그림을 그린 것을 매릴랜드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자신은 화실에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습관이 길러졌기

때문에 낙서처럼 그리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오윤수도 화실에서

깔끔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서 자기의 그림이 항상 깔끔하고 정밀하며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면담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내러티브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예술국제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들이 입시화실에서

습관이 된 표현을 쓰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 대학

입학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

연구 참여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어려운 표현이나 사용해 보지 않은

재료를 피함으로써 결과물이 좋게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동안 주어진 재료만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르던 기법을 습득하는

것 보다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

수행목표지향성을 갖게 했을 것이다.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숙달이나 능력 향상보다는 능력의 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며 (Nicholls, 1984), 쉬운 길을 선호하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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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Ames & Archer, 1988) 연구 참여자는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없는 부분을 덮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숨겼고,

익숙하고 자신 있는 재료만을 선호하는 등 수행목표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1) 자신이 없는 부분을 덮음

이미나는 이번 활동에서 신문지, 책과 학습지 등이 쌓아져 있는

것을 그렸고, 사이사이에 책 제목이나 신문지 기사 등 글씨들을 많이

써놓았다. 하지만 목탄을 사용하고 나서 묘사에 어려움을 느끼자

프로젝트 후반부에 글씨들을 전부 덮어버렸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이미나가 글씨를 덮은 전과 후를 보여준다.

<그림 10> 이미나, 프로젝트 후반부 글씨를 덮기 전, 2017

<그림 11> 이미나, 프로젝트 후반부 글씨를 덮은 후, 2017

김한영은 활동 과정 중반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들을 본 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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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수정했다. 자신의 작품이 비어 보여서 배경에 스팀펑크 스타일의

파이프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꼬여있는 파이프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프로젝트 후반부에 다 덮은 후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체했다. 파이프를 덮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설명했다.

파이프를 하니까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덮었어요. 대신

별똥별이 떨어지는걸로 바꿨어요. [김한영]

<그림 12>은 김한영이 배경을 덮고 별똥별로 표현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김한영, 활동 후반부 파이프를 별똥별로 대체한 후, 2017

이미나와 김한영은 활동 초반부에 그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리기가

힘들다고 느끼자 프로젝트 후반부에 해당 부분의 진행을 멈추고 다른

작업으로 덮어버렸다. 이미나는 묘사하기 어려운 글씨를 덮어버렸고,

김한영은 복잡한 파이프를 그릴 자신이 없어 수채화로 덮은 후 좀 더

쉬운 별똥별로 대체했다. 이들은 어려운 과제가 생겼을 때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덮어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들은 좀 더 나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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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과제를 더 쉽고 성취 가능한 쉬운 과제로 전환하였다.

(2) 자신이 있는 재료와 기법만을 사용

이미나는 활동 중반부에서 재료사용을 가장 어려워했다. 연필은

너무 입시적일 것 같아서 목탄을 사용해보기로 했지만 목탄을 처음

사용해보기 때문이었다. 끝이 뭉뚝한 목탄으로 세밀한 묘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짜증을 내고 그림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든다며 그만 그리고 싶다고 했다.

이미나는 프로젝트 대부분의 시간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다. 작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미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만 그리고 싶어요. 묘사가 너무 어려워요. 전에 다녔던 입시화실에서

얼굴 그릴 땐 더 자세하고 진짜처럼 묘사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목탄이 끝이 무뎌서 자꾸 번져요. 지금 제 그림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처다보기도 싫어요. [이미나]

활동 후반부에서 이미나는 여전히 목탄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밀한 묘사가 어려워서 여러 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미나는 목탄 위에 연필로 다시 그리려고 했지만 연필이

올라가지 않아서 번지지 않고 묘사가 쉬운 검정색 색연필을 사왔다.

<그림 13>은 이미나가 검정색 색연필을 사와서 사용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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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미나, 활동 후반부 연필형 목탄 사용, 2017

이미나는 입시화실에서 사실적으로 따라 그리는 묘사 연습을 많이

해서 정밀묘사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바꾸기 전에는 원래 향수병으로 자화상을 그리려고 했다. 이

때 유리질감으로 향수병을 표현 하고 싶다고 했다. 화실에서 질감연습을

많이 해서 질감표현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디어를 바꾼 후

입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목탄을 쓰기로

했는데, 목탄은 번지기 때문에 정밀한 묘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미나는 작업 과정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림을 포기하려 했고,

묘사하는 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 결국 활동 후반부에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검정색 색연필을 사와서 묘사를 하기 시작했다.

오윤수는 원래 선을 사용하는 그림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드로잉이나

선을 사용한 그림을 주로 그렸었다. 특히 세밀한 정밀묘사를 자주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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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작고 아기자기한 그림을 선호했다. 이번 활동에서도 오윤수는

8절지 도화지 안에 마름모를 그려 그 안에 자기 자신과 가구들을 아주

작게 그렸다. 아크릴물감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기 않겠냐는

제안에 오윤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선 드로잉을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에 선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가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색연필이나 팬을 사용해요. 아크릴

물감은 써본적이 없어서 어려울 거 같아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크릴이나 수채화로 하면 망할 거 같아요. [오윤수]

오윤수는 자신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사용해본 적 없는 재료를

회피하고 자신 있는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려 했다. 사용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윤수는 이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 실패할 것

이라고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표현과 제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학습과정에서 새로운 재료나 배우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 그림을 망칠 것이라 생각하여 눈앞에 놓인 과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나는 자신이 없는 목탄 대신 묘사하기가

더 쉬운 연필 형 목탄으로 재료를 바꾸었다. 오윤수는 평소 자주 그리던

정교하고 세밀한 그림을 그렸으며 자신이 없는 아크릴과 수채화를

회피하고 자신 있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3) 종합논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술학원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한 암기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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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되는 기교와 테크닉을 교육 받은 경험으로 인해 지금도 그림을 그릴

때 익숙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지만 미술교사들은 이러한 배경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학생들의 작품에 입시 교육의 영향이 심하게 묻어나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림 스타일이 미국 미술대학에

진학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자신의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수행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전공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경험 때문이며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같은

재료로 타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표현을 습득하고자 하는 숙달목표가 아닌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결과물이 좋게 평가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활동에서 재료와 주제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익숙한 재료와 자신 있는 표현

기법만을 사용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나는 사용해 본 적

없는 목탄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자기개발을 하는 숙달목표성향이

아닌, 자신 있는 재료로 대체해서 부족한 능력을 감추는 수행회피성향을

보였다. 오윤수 또한 자신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학습하는 대신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재료를 학습하지

않는 회피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한 목표지향성과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드웩 (Dewek) 은 수행목표지향성을 가진

학생이 현재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면 도전을 추구하는 성취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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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지만, 자신감이 낮다면 도전을 회피하는 무기력을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좌절을 했거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져있었다. 이미나는 목탄으로 묘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낙담했고

그림을 더 이상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더 해 봤자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미국입시미술은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그려서 그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재료로 완성도 있게

그리는 것 보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료와 표현기법을 찾아서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예술국제학교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해진 표현방법을

고집하거나 익숙한 재료만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제를

주고 정해진 기한 내에 그림을 완성해오게 하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미술학원에 가져가서 그림을 그려오기도 했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 만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과 재료를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쉬운 방법을 선호하는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도 도전하는 숙달목표를

지향하게끔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3.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미술학습발달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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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했거나 입시미술을 경험했던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입시시험에

불합격했거나 입시화실을 다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유학을 결심했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물어본 질문 중에는 “한국에서

미술을 왜 중단했는가?” 가 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세 명의 학생들은

전부 대답하기 전에 “하…….” 하고 한숨을 쉬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현장 텍스트로 정리한 결과 이들이 쉰 한숨은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입시미술을 하는 동안 실패를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이 입시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학습발달에는 두 가지 행동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변인과 자기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한 후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 둘째, 자신이 미술을 하면서 겪는 문제나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능력 부족에 돌려서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다.

연구자는 이를 반두라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와이너

(Weiner)의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 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의 두 가지 연구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학습발달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낮아진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주변인의 실패를 경험했거나

나신의 실패를 경험한 후 자기효능감이 낮아졌고 한국에서 미술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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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내러티브를 통해 한국입시미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나

좌절한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의 어떠한 의미이며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주변인의 실패를 경험

이미나 (18세)는 예술국제학교에 오기 전 까지 수도여자고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라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자기만 아니라 같은 학년 모든 친구들이 수능공부와 내신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다. 게다가 이미나는 미술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입시화실에서 약 2년 동안 실기고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미나가 다니는 입시화실에는 자기처럼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끝나자마자 와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그림을 가장 잘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학년 위의 언니가 있었는데, 모두들 그 언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미나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보고 지금 열심히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미나는 자기가 학교 공부에 더 이상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화실에 그림을 제일 잘 그리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다들 그 언니는 서울대 갈 줄 알았거든요. 실기도 잘 봤는데 등급 하나가

모자라서 서울대에 못 갔어요. 저도 수도여자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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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매일 화실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한국은 열심히 해도 점수 몇 점 차이로 망해요. (중략) 원래 제가 공부를

꽤 잘했었어요. 근데 점점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안 했어요. 원래 그래도

공부 꽤 잘했는데 마지막 시험점수가 30점대에요. 어차피 저는 문과로

지원할거라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유학생각 하고부터는 화실도 그만두고

학교 내신도 그냥 놔버렸는데 나중에 미국 미대에 지원할 때 한국

고등학교 내신성적 넣어야 한대요..큰일났어요..(한숨) 아예 포기하진 말걸

그랬어요. [이미나]

이미나는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등급이 모자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자신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고

말했다. 이미나는 점점 학교 공부에 소홀해져서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점이 매우 낮았다.

반두라 (Bandura) 에 의하면 대리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을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만 (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Kazdin, 1979)

마찬가지로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노력도 적게 한다.

(Brown & Inouye, 1978) 이미나는 자신보다 더 실력이 좋은 지인이

실패하는 것을 대리 경험하여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미대를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과제를 회피하고 난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Bandura, 1993; Zimmerman, 1995). 따라서 이미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술을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여 학업과 미술에 노력을 들이지 않기 시작했다. 이미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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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을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도 동의했다. 즉, 이미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실패를 경험한

후 자기효능감이 낮아져서 한국에서 미술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2) 자신의 실패를 경험

김한영 (16세)은 예술사립중학교인 예원학교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1년 반 동안 입시화실을 다녔지만 예원학교에 불합격했다. 같은

화실에 늦게 온 친구가 다섯 달 만에 예원에 합격한 것을 보게 되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도 불합격한 자신은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술에 “재능이 없다” 고 생각하여

예중과 예고를 가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뒤쳐질 거라고 확신했다.

저는 1년 반 동안 매일 화실에 다녀서 준비했는데도 예원학교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 친구는 화실에 온지 다섯 달 만에 예원학교에

합격했어요. 제가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겠죠. 저는 재능이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예원 갔어도 못 따라 갔을 거에요. 재수하려고 했는데

재수해도 달라질 거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일반학교로 갔어요. 아예

미술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글 쓰는 거도 좋아해서 아예 대학을

문학창작과로 갈까 했어요. 제가 책 읽는 거랑 팬픽 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미술을 계속 하라고 하셔서 동네에 어떤

화실을 취미 겸 다녔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유학포트폴리오 화실을

하던 원장이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유학을 가보라고 말씀하셔서

엄마가 유학을 가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제 남동생이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가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짐, 학교, 친구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무 고생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영어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국미대를 가지 미국은 진짜 안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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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근데 화실 원장님이랑 엄마가 계속 권유하셔서 지금 여기 온

거에요. [김한영]

김한영은 자신보다 노력을 하지 않은 친구가 성공한 것을 경험한 후

자신의 입시실패의 원인이 그림에 “소질이 없고” “재능의 부족” 이라고

생각했다. 성취경험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며 (Bandura, Adams &

Beyer, 1977; Biran &Wilson, 1981; Feltz, Lander, & Reader, 1979;

최태식, 1985, p.7에서 재인용) 노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김한영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입시실패를 경험한 것이 낮은 자기효능감의 원인이 되어

자신이 재능이 부족하고 소질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여 준비하던

미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2) 통제불가능한 귀인

(1) 한국인이라서

이미나가 다닌 입시화실에서는 화실선생님이 그리라는 것만 그려야

했다. 모든 것의 그리는 순서와 방법을 외워야 했다. 이미나는 2년 동안

입시화실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이미 그 동안의 훈련과 암기가

머리와 몸에 배어서 이제는 입시답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어렵다고 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입시화실을 거쳐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찬가지일거라고 했다. 이미나는 예술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는 질문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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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답했다.

외국인들은 창의적인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저는 입시를 겪어서 그리고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못해요. 한국은 창의성 교육을 안 하고 테크닉만

가르치잖아요. 저도 외국인들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막 그려도 뭔가 느낌 있고

특이한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한국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미국인들처럼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요. [이미나]

입시미술경험이 있는 이미나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입시미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비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하이더 (Heider)(1985) 의 귀인이론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등 다양한 요인에 ‘귀인’ 시킬 수

있다. 와이너 (Weiner) 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할 때 흔히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성’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고 제시했다. 원인의 소재 차원은 원인이 내적인 태도,

인격, 능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상황적, 날씨, 어쩔 수 없는 상황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안정성 차원은 원인

요소가 능력, 재능, 지능 같이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노력, 정서, 기분

같이 가변적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차원이다. 통제성 차원은 운이나

능력처럼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것이냐 노력처럼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이냐를 파악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이미나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과 ‘입시를 한 경험’에 실패의

원일을 돌린 것은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입시를 이미 경험한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다. 이처럼 외부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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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하는 성향이 학생의 미술학습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실패를 운이나 상황적 특성처럼 외부에서 오는

외부상황적인 요소로 돌리는 것은 정서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

귀인이론 (Weiner, 1980, 1984)에 따르면, 귀인의 세 가지 차원 모두가

정서반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기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실패의 원인을 노력이나 능력 부족 (내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교사의 불공정이나 시험 중의 소음 등 (외적 원인)으로 돌리는 것보다

수치심을 더 유발한다. 만일 실패를 외적 요인의 탓으로 돌린다면,

분노를 유발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제소재 차원은 자신감, 자존심,

죄책감, 수치감 등 정서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나는 자신이

창의성이 부족한 원인을 “한국인인데다가 입시를 해서” 라고 말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또는 과거의 입시 경험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요인이다. 원인의 소재를 이러한

외적 요인에 돌리는 것은 이미나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나는 면담에서 자신이 외국인들보다 창의적일 수

없기 때문에 “답답” 하고 “짜증” 난다고 했다.

두 번째,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반면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상태는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 학습된 무기력은 향후 수행에 대한 성공기대를 저하시키고

실패내성을 낮출 뿐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적절한 전략의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학업성취 저하와 학습결손의 누적을 초래한다.

(김아영·주지은, 1999; Nurmi, Aunola, Salmela-Aro, & Lindroos, 2003;

Onatsu-Arvilommi, Nurmi, & Aunola, 2002)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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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경험이나 대처 불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장기간 묻어두는 것은

무기력 형성에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내적통제성향의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지만, 외적통제성향의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Rotte 1996). 인간에게 있어 학습된 무기력은 통제 불가능에

대한 잘못된 인지과정에 의해 초래되며, 동시에 사람들은 현재 경험하는

통제 불가능의 경험을 미래에서도 통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예상 하는

데에서 무기력과 우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나는 자신이 창의성 결여로 인한 실패를 “한국인이라서” 또는

“입시를 경험해서” 처럼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외부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

(2) 재능이 없어서

김한영은 예술중학교인 예원학교를 가기 위해 1년 반 동안

입시화실을 다녔다. 하지만 자기보다 늦게 화실에 온 친구는 다섯 달

만에 합격한데 반해 정작 김한영 본인은 합격하지 못했다. 김한영은

이때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꼈고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미술에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한영은 자신이 미술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여 예중과 예고를 가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뒤쳐질 거라고

확신했다.

1년 반 동안 화실에 다녔는데도 다섯 달 다닌 애가 합격하고 전 안 된

거면 제가 그냥 미술에 재능이 없는 거겠죠. 재수하려고도 했는데 어차피

재능이 없는데 한다고 되겠어요. 저는 미술에 진짜 소질이 없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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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계속 미술을 하라고 하시는거에요. 계속 미술을 해 봤자 돈만 들고

따라가기 힘들 텐데 엄마가 자꾸 동네 화실이라도 가라구 하셔서 갔죠.

거기 화실 원장님이 미술로 유학가라고 하셔서 유학가기로 한 거에요.

[김한영]

김한영은 자신이 예원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라고 했다. 재능 혹은 능력은 선천적으로

발생한 내적 특성이며, 생애에 걸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므로 곧 내부통제 불가능이라 분류할 수 있는 귀인이다.

마찬가지로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성향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실패를 능력이나 노력처럼 스스로에게서 발생한 원인, 즉

내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적 원인인 운이나 상황적 특성에

돌리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킨다. 김한영은

자신이 예원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미술에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미술을 계속해봤자 “돈만 들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재능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즉 내적 요인이다. 김한영은 실패를 내적 원인에

귀인했으며 돈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귀인과 정서반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정 귀인에 따라 각각 다른 정서들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했을 때 능력 귀인인 경우 유능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노력 귀인의 경우에는 긴장 이완감을, 그리고 타인 귀인일 때는

감사함을, 운으로 귀인 할 경우는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에 능력 귀인은 무능감, 노력 귀인은 죄책감과 수치감, 타인

귀인은 분노, 운 귀인은 놀라움 등과 같은 정서와 연결된다 (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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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김한영이 자기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껴 미술을 포기하려 한 것도

결국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김한영은 자신이 입시에 떨어진 원인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했다. ‘능력 부족’은 스스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고

노력과 달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 내부통제 불가능한 귀인이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반복적 실패의 원인이 시간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요인에 있다고 믿는 경우, 이는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전과 동일한 부정적인 결과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나타낸다. 김한영이 면담에서 “어차피

재능이 없는데 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말했듯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고, 또 다시 실패할거라는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3) 종합논의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평가로 인한 실패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학습발달을 분석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은 주변인과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뒤

자기효능감이 낮아져서 한국에서 미술을 포기하고 유학을 결심했다.

이미나는 자신과 비슷한 주변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를 한 모습을

대리 경험했고, 김한영은 충분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두 학생이 한국입시미술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러한

실패 경험은 더 이상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196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전부 포기하고 싶을 때 미국으로 가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이들에겐 마지막 해결책을 의미했다.

둘째,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돌린다.

이미나는 자신의 창의성 결여라는 실패의 원인을 ‘입시를 겪어서’와

‘한국인이라서’처럼 외부 상황적 요인이자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외부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했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학생이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할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한다. “한국인이라서”와 “입시를 겪어서”라는

건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미나는

무기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귀인이론과 정서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부터 나오는 내부적 요인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는 상황적 특성이나 운으로 돌릴 경우 학습자는

분노를 느낀다. 이미나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과 입시를 이미 경험한

것은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김한영은 자신이 예원학교에 불합격한 이유를 “재능이

없어서” 라고 했다.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김한영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재능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실패를 귀인하므로 무기력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귀인이론과 정서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능력과

노력. 즉 스스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요인에 실패의 원인을 귀인하는

경우에 정서적으로 수치심과 자존감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이 많으며 이중엔

입시미술에서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은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스트레스, 무기력, 우울/불안,

위축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권이종 (1992)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들은 입시 실패로 인한 성적부진으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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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이나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심리학이나 아동심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입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송종화 (2006)는 교사는 아동들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윤혜정, 1993)고 했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며 특히 교사는 지적 성숙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나 규율의 집행자 역할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동일시와 모델링 과정을 통해 부모 이상으로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 놓기도 한다(신애현,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청소년기에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을 도모하고 더하여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미술학습과정을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주제 수업에 대한 부적응,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미술학습발달’ 의 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를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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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 전반을 요약하고 결론을 논의한 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지금까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국제학교 및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해외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내 미술전공자들이

급증하면서 학교 내 미술교과과정의 비중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미술교육과정을 늘려서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우리나라

국제학교의 현황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작업과정과 내러티브를 통해 이들의

미술학습발달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미술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비인가 국제학교 내

최적화된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해외대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미술학도들을 위한 미술수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학계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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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한국 입시미술제도와 달리 주제부터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형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미술학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과 SNS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남들에 비해 자신의 작품이

어떠한지를 확인했다. 또한 학생들은 아무런 소재 없이 상상으로 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핸드폰으로 검색한 참고사진에 의존했으며

참고사진이 없이 그림을 그리면 형태가 틀릴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와 소재를 정해주지 않는 미국식 미술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인가 예술국제학교가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낸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라는 프로젝트를 주기

전에 새로운 수업형식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연습

과정을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것이며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술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따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둘째,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완성과 표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시미술학원에서

암기식으로 습득 한 기교와 테크닉을 사용하였고, 그 습관을 고치고

싶어 했다. 또한 제한 된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로만 완성도 있게

그림을 그려야 한국 실기고사 제도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숙달목표가 아닌

자신의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도하지 않고 덮어버렸으며 익숙한 재료와 표현법을 사용하여

무능력함을 회피하였다. 미국입시미술은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사용한



200

작품을 그려서 그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재료로 완성도 있게 그리는 것 보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료와

표현기법을 찾아서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제를 주고 정해진 기한 내에

그림을 완성해오게 하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미술학원에 가져가서

그림을 그려오기도 했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 만큼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과 재료를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고

쉬운 방법을 선호하는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도 도전하는 숙달목표를 지향하게끔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한국입시미술평가로 인한 실패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학습발달을 분석한 결과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입시에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자신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실패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노력 할 의욕을 잃어서 한국에서 미술을 포기하였다. 노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실패한 경험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대리 경험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낮게 만들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 결과, 이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한국인이라서’, ‘입시를 겪어서’, ‘능력이 없어서’와 같은 외부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하는 외적통제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학교

공부에 소홀해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사들은 입시 실패로 인한 성적부진으로 심각한

좌절이나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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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심리학이나 아동심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입시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는 청소년기에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을 도모하고 더하여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이

국제공인교육과정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설립 및 운영에 또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만큼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수업방식,

학교운영에 등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입시를 경험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곳 학생들이 미술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해외 미술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을 통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앞으로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내 미술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인가 국제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이 재검토 되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비인가 국제학교 내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비인가 국제학교 교사들에겐 교사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중등기관에서 중등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위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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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은 교사교육 내용면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며 실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사교육의 내용도 학문적 지식보다는 실천적

지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실천적 지식의 강조로 인해 실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하게 되어 교과, 학생, 교수법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의 환경적 맥락에 관한 지식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식들이 교사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병찬,

2000:115). 특히 신체·심리·사회적 성숙과 발달을 겪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교외활동,

교육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학교 내 차별 및 인권문제가 생겼을 때 알맞게 대처하기 학생인권부나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체계 잡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전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인가 국제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내용과 범위, 그리고 비인가 국제학교 내 학생들이 안전과

학교생활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서 입시 실패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에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입시미술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미국 미술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편입한 학생들이 많으며 이중엔 입시미술에서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다. 연구 결과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기 학업평가시험에서 실패를 한 경험은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낮게 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입시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 활동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미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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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들이 실패의 원인을 통제

불가능에서 통제 가능으로 변환하는 귀인변화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귀인훈련은 Supersaxo(1987)의 훈련 방법을 말하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성공은 내적요인인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도록

하고, 실패는 노력 부족 (내적-불안정-통제 가능한 요인) 에 귀인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 ‘노력’ 에 귀인하면

노력을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의 세 이론을

사용하여 미국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입시미술교육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직접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결론에서 거론된 귀인변화훈련이 그 예로, 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습자 중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적 특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하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귀인시키는

훈련을 적용한 뒤 그들의 무기력이 개선되고 정서에 변화가 오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입시미술을 경험한 학생들이

수행목표에서 숙달목표를 지향하게끔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국

실기고사는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창의성, 표현력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15-20장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도전하고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해야하기 때문이다. 수행목표지향에서 숙달목표지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도전적이지만 학생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과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도전적인 과제는

학습자가 과제의 성취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숙달목표를 지향하도록 할 수 있다. 2)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자율성과 통제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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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능력향상과 학습 진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 피드백이나

보상을 통해 학습의 숙달목표 지향을 도울 수 있다. 4) 협동중심학습을

통해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미술환경을 완화시키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숙달목표지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제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국제학교 내

교육과정의 재검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WASC나 CIS 같은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

받지 않았으며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학력인정을

받은 사립학교인증기관 AdvancED 의 규정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승인되지 않은 수업계획서로

국제공인교육과정인 AP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주기적인 교사협의회를 통해 수업의

난이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제인증기관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의 대학 진학 또는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넷째, 한국 입시미술을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미국식 미술교육을

수업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생이 미국식

자유주제 과제를 받았을 때 수행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거나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기

초반에는 미국 실기고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새로운

평가기준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미술수업에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42 처럼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내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개발 및

42 마인드맵(mind map)은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나, 자
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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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미술대학은 패션이나

애니메이션과를 제외하곤 대부분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공예로

전공이 구분되어 있고 실기고사 역시 이 전공별로 시험주제와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외국의 미술대학은 미디어아트 (Media Art), 가구디자인

(Funiture Design), 영화 (Film), 바이오아트 (Bio Art), 인쇄

(Printmaking), 사진 등 전공의 종류가 국내 미술대학에 비해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전공이 가진 특징과 진로방향 또한 천차만별이다.

외국의 미술대학에는 어떤 전공이 있고, 전공마다 특징과 진로는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돕고 이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진로교육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의 국내미술대학유학을 위한 외국미술입시제도와

상대적으로 보완된 국제적 기준의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국내 대학교의 외국인 대학생 (학사)은

총 45,966명이며 이 중 예체능계 전공은 4,853명으로 전체 국내대학교

외국인학생의 10.56 %로 인문사회, 공학 전공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외국미술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국내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미술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미술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 유학생들까지 고려한 실기고사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입시화실에서 오랫동안 표현력을 길러야만 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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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기고사가 아닌, 외국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미술교육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에 편중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였으며 학생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비인가 예술국제학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비인가 국제학교 내

최적화된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대학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미술학도들을 위한 미술수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학계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원적인 관점을 포괄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우리나라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미술학습과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어 앞으로 미국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한국입시미술

경험자들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세계화된 미술계의 흐름에 맞추어 해외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고등학생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의 국내 미술대학 유학을

위해 필요한 국내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반 연구가 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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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 면담 질문

진

행 

단

계

평가 항목 참고이론 
질문 내용

프

로

젝

트 

전 

한국입시미술

평가로 인한

학업성취와

실패를 경험

한 예술국제

학교 학생의

미술학습발달

Ÿ 청소년기 

성패경험

Ÿ 귀인이론 

Ÿ 자기효능

감

한국입시미술을 시작한 

시기/장소/기간

유학을 결심한 이유

한국입시미술은 어땠는가

작업을 할 때 입시미술의 영향을 

느끼는가

한국 입시미술화실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입시미술과 미국입시미술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한 것이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입시미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미국입시미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미국입시미술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입시미술을 개선한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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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개선하고 싶은가

한국입시미술을 한 것을 

후회하는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이

디

어

스

케

치 

예술국제학

교 학생의 자

유주제 수업

에 대한 적응

Ÿ 자유수업

에 대한 

적응

주제, 아이디어 설명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짜는 게 평소에 

어려운가

아이디어 스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평소 어디서 영감을 얻는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기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과 미국 입시미술에서 

아이디어 혹은 창의성의 비중이 

어떻게 다른가 

초

,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

Ÿ 자유수업

에 대한 

창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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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

부

주제 수업에

대한 적응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완성

과 표현의 판

단기준

적응 

Ÿ 목표지향

해결하였는가 

얼마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재료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종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가

참고사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무엇인가

참고사진이 자신의 작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후

반

부

예술국제학교

학생의 자유

주제 수업에

대한 적응

Ÿ 목표지향 전반적인 창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창작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창작과정에서 한국입시미술의 

영향을 느꼈는가 

한국입시미술을 경험한 것이 

어떠한 도움과 어려움을 주었는가

한국입시미술과 미국입시미술의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가

결과물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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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인가 예술국제학교 수업개요

수업 
이름

수업개요

Drawing

 Drawing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the basic 

elements of Drawing and its various methods and 

media.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pencil, charcoal, 

conte, graphite, oil pastels, collages, and many other 

tools and methods of Drawing. Different techniques 

and materials will be demonstrated exploring value, 

light, and composition. Students will have weekly 

sketchbook assignments, class exercises, and larger 

projects to develop inside and outside of class. At 

each class, students will be helped and critiqued on an 

individualized basis. On completion of this course, 

students should gain an understanding of drawing 

fundamentals and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Painting

  Painting I (Beginner)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the basic elements of Painting and its various methods 

and media. Students will work with acrylic, oil, and 

tempera, and explore the many ways paint can be 

handled. Students will also learn the Drawing 

Fundamentals required to execute a painting. 

Exercises become more complex as students work 

from initial sketches to more developed pieces. 

Different techniques and materials will be 

demonstrated exploring color, light, texture, 

transparency / impasto and composition. There will be 

also one Artist Study assignment for stud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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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n artist of their choice, research, and then 

create a piece in response to the artist. Students will 

be using a sketchbook throughout the semester — this 

will be a series of sketches, experiments, and writings 

that will shape your ideas. At each class, students will 

be helped and critiqued on an individualized basis. On 

completion of this course, students should gain an 

understanding of color fundamentals and design 

principles.

Sculptur

e

  The goal of the Sculpture class is to introduce 

students to a variety of tactile materials including 

wire, clay, paper, and found objects, and also learn the 

Drawing Fundamentals. Students will be involved in 

processes of researching, planning, revising, and 

finalizing a work of art. Exercises become more 

complex as students work from initial sketches to 

developed pieces. Students will have weekly 

sketchbook assignments, class exercises, and larger 

projects to develop inside and outside of class. Our 

efforts seek to instill free and experimental practices 

of ideas and materiality. At each class, students will 

be helped and critiqued on an individualized basis. On 

completion of this course, students should gain an 

understanding of space, mass, and volume.

2-D 

Design

  2-D Design explores the basic design principles and 

sources of design inspiration fundamental to all visual 

arts through discussion, exercises and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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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n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see, interpret and communicate with the visual 

vocabulary of line, shape, color, and contrast. Over the 

course, students will develop the concept of Basic 2D 

design compositions and elements working with 

variety of mediums. Students will be using a concept 

sketchbook to demonstrate the core visual principles 

of design and creative process. Students will complete 

exercises from initial sketches to more developed 

works of art. The goal for this course is for student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fundamentals of design 

principles, and they will demonstrate mastery of 2-D 

design in any two-dimensional medium or process 

and feel comfortable creating various designs, visual 

forms and patterns

Art 

History

This introductory course gives an overview, 

through a chronological and thematic progression, of 

the dominant genres and themes in art history. Along 

the way we encounter a variety of pretty things which 

raise stimulating questions. Were these items 

functional or decorative? Do we know anything about 

the artists who created them? What was their cultural 

context and what did they symbolize? 

 Moreover, you will discov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types of art. Through a discussion of 

major artistic genres, you will gain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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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rts from Egyptian Art (before 500) to 21st 

Postmodernism through a wide range of cultural 

artifacts. Students will build a basic art history 

vocabulary and conduct “close looking” visual and 

formal analysis on a variety of works of art and 

cultural artifacts using that vocabulary. Major 

examples of architecture, sculpture and painting will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ir s aesthetic, historical, 

archaeological, philosophical, social, economic, 

political context. 

Art 

Criticism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to discuss, review, examine and 

provide constructive criticism for important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19thto21 st. Students will 

demonstrate an ability to critically analyse a variety of 

texts in order to complete class assignments and 

develop close analysis skills of text and objects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The various assignments, 

which include a wide range of readings, several 

reading responses, group presentations, and a series 

of writing exercises are designed to evaluate 

students’ critical thinking skills, verbal expression 

skills and writing skills through a combination of 

materials such as, selected readings, visual 

presentations, research papers, educational videos, 

and museum visits.  At the end of the term, students 

in the class should be comfortable discussing art 

criticism as a field and as practice, and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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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authoring their own criticism. 

AP 

Studio : 

Drawing

 

 AP Studio Art: Drawing explores a broad 

interpretation of drawing issues and media. Line 

quality, light and shade, rendering of form, 

composition, surface manipulation, the illusion of 

depth and mark-making are drawing issues that can 

be addressed through a variety of means, which could 

include painting, printmaking, mixed media, etc. The 

course teaches students a variety of concepts and 

approaches in drawing so that the student is able to 

demonstrate a range of abilities and versatility with 

problem-solving. Such conceptual variety can be 

demonstrated through either the use of one or the use 

of several media. Students will understand that art 

making is an ongoing process that uses informed and 

critical decision making to determine outcomes to 

problems.

AP 2-D 

Design

AP design encourages students a particular medium, 

art style, and/or subject matter and focuses on a 

theme of personal concentration. The course includes 

the study of brand strategy and graphic design 

through multiple forms of media. In the course, 

students will exploit the manipulative power of the 

computer using Adobe Creative Cloud. Students will 

be using a concept sketchbook to demonstr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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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isual principles of design and creative process. 

Students will complete exercises from initial sketches 

to more developed works of ar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feel comfortable creating various 

designs, visual forms and patterns. The goal for this 

course is for student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fundamentals of design principles, and they will 

demonstrate graphic design, digital photo editing, and 

branding designs.

AP Art 

History

Advanced Placement Art History is a 

chronological survey of architecture, sculpture, 

painting, and photography of the western tradition and 

from beyond the European tradition including Asia, the 

Americas, Oceania, and Africa.  The sequential 

presentation of artwork studied in this course begins 

with prehistoric cave art and ends with global 

contemporary art. An emphasis will be plac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an artwork along with 

formal analysis.  Central to the AP Art History 

curriculum is the development of critical and analytical 

thinking skills as well as oral and written proficiency. 

This class will giv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use their prior knowledge of history, geography, 

politics, religion, languages, literature, and the visual 

arts. The history of art will be taught to and learned 

by the students through a combination of materials 

such as, selected readings, visual presentations, 

research papers, educational videos, and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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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s 

related to reading assignments and slide show 

lectures are required for the class. Students learn to 

write about art using a specialized vocabulary to 

describe and critically analyze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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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Observed through Students'

Art Learning Process

Sewon Oh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arly 2000s,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applying to

the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has rapidly increased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in the international

schools has increased as well. Currently, there are approximately 49

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s and 250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s can organize

their curriculum with no government regulation. With the increase of

students applying for art schools in America,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s have emphasized art subjects in their curriculum

by putting more art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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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in Seocho is one of

the example of this case. A lot of students planning to apply for art

schools in America are attending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these days because it is an art-focused international

school where they focus on the arts more than other subjects.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and to discuss the problems of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by observing the students'

art learning process in this school.

The research questions guided this study were: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schools and what is

the problem of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In order to explore the art learning process of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this qualitative study used in-depth

interviews. The participants are consisted of three high school girls

at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who are preparing for

American art schools after quitting Korean art college entrance exam.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 2017 from October to

November. Data collected included field notes, transcribed audio

recordings, art works, and written reflections from the participants.

With the in-depth interviews, the artworks of the participants was

collected and displayed in this dissertation as a resource to help

readers visualize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Chapter II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by

reviewing the major concepts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American art college entrance exam/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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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Influence of Adolescence's

Successful and Unsuccessful Experience on Learning Development.

Chapter III discusses the narrative research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Chapter IV, the findings are presented and categorized in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I would be interested in seeing further studies of improvement plan

for the better art curriculum at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and further studies with various qualitative methodologies are

expected to extend understanding of the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s in the field of art education in the global art world.

Keywords: American art college entrance exam/ International School,
Unauthorized International School of Art/ Art Learning,
Influence of Adolescence's Successful and Unsuccessful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6-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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