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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박물관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고 최초의 국립미술관인 국립현

대미술관은 개관하여 작년에 5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미술관들은 서구 

미술문화의 유입과 함께 현대미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시를 기

획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다양한 관람객들과 만나왔다. 현대미술

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 온 미술관

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특히 최

근 미술관 교육은 기관의 공공성 실천 여부를 묻는 중요한 척도이자 문

화정책과 예술교육 실현의 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 교육 현장에서‘에듀케이터’라고 불리는 교육담당자

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의 혼란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경험

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에듀케이터의 현실에 있어 한국의 미술

관 교육 현황을 들여다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미술관과 미술관 교육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술관 교육의 주

요 분야인 전시해설, 에듀케이터의 전문성, 학교와의 협력을 도슨트, 에

듀케이터, 교사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이들이 과거부터 어떤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미술교육 관점에

서 바라보며 향후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미

술관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내자로서 도슨트는 박물관 도슨트와 달

리 어떻게 관람객의 미술감상을 도울 수 있을까? 한국의 미술관 도슨트

는 그 역사가 벌써 20여 년 되었으며 그동안 작가와 작품, 전시를 학습

하고 동료 도슨트들과 협력하며 전시 내용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박물관과 달리, 미술관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관

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는 도슨트의 

미적 기준과 해석의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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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업무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만나는 대상

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술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조직 내 위상과 업무, 그들

의 양성과정을 살펴보고 전문성의 정의와 실천 가능성을 문화매개자와 

에듀-큐레이터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셋째, 미술관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서 중심이 되는 학교와의 연계에

서 어떻게 학교와 미술관은 파트너십을 이룰 것인가? 미술관 교육 활동

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학위과정까지 도전하면서 능동적으로 미술관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매개로 미술관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형성에 힘쓴다면 

미래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술관의 전개과정과 초기 미술관 교육

의 특징, 미술관 교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논의들을 고찰한 다음 

미술관의 도슨트, 에듀케이터, 교사 각각의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주

요 사례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 공립, 사립 미술관으로서 국립현대

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

우에는 해외 미술관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한 미술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미술관 교육을 조망

하고자 했는데 본 논문이 의도하는바 미술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미술교육 차원의 여러 고민과 전략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현장의 에

듀케이터를 비롯한 도슨트와 교사의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박물관 교육과 차별화되는 미술관 교육의 독자적인 가치와 교

육의 전문성을 확인받는다면 그것이 한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나아가 문

화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며 미술관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요어: 미술관교육, 아카데미, 학예사, 에듀케이터, 도슨트, 융합교육

학  번: 2004-3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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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의 미술관은 작품을 연구하여 전시하고 감상하는 공간에서 나

아가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관람객과 함께 예술을 즐기는 공

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 박물관의 역사가 이왕가박물관으로부터 

100년이 넘는다면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신인 덕수궁미술관이 

개관한 지 50년이 되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미술관은 서구 미술문화의 

흡수와 전통의 소멸이라는 과도기를 겪으며 한국의 현대미술과 미술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국사의 굴곡 속에서 경제

적 과제와 사회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으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은 1980년대를 지나서야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미술관 제도와 운영의 역사는 미술관의 역사보다 

더 짧고 현재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술관은 좀 더 적극적인 공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요청받고 있다. 최근 전시를 보여 주는 입장이 아니라 전

시를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의 미술관 운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시관람

에서도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전시의 기능은 미술관의 미래지향적 가치와 사회

적 공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교육 활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미술관 활동을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현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 미술관의 교육 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성의 정립

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국립미술관과 157개의 사립미술관, 

56개의 공립미술관들은 대다수 현대미술을 진작하기 위하여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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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운영을 해 왔으므로 미술관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웠다. 

그 시기는 가히 기획전시의 시대라 할 정도로 다양한 작가들, 장르, 이

슈들이 소개되었다. 그 가운데 전시를 안내하는 도슨트와 같은 프로그램

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부모가 직접 자녀

를 참여시키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험

을 제공하며 늘 운영의 성과가 높은 교육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미술

관에서 상설전시 공간이나 작품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교

육 경험을 공유하기가 어렵고 학부모가 아닌 교사와 함께 공교육과 연계

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에듀케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은 

미술관의 조직 구조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박물관

과 달리,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

제로 규모가 큰 미술관에서는 학예연구부 내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의 변화와 미술관 외부의 기대 속에서 전문성을 모색해왔다. 전

통적으로 요구되었던 미술사적 지식과 교육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

위를 고민하고 해외 미술관 사례를 참고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만 미술관의 위계와 교육 현장의 변화는 녹록지 않다. 그리고 에듀케이

터의 전문성 문제는 전시를 해설하는 도슨트의 전문성뿐 아니라 미술관

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술관 교육담

당자로 살아온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술관과 교육 프로그

램의 전문성이 확립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와 자료, 현장 연구자들의 오랜 

경험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큰 도움이 된 선행연구는 1986년 게티센터

를 통하여 진행된 엘리엇 아이즈너(Elliot W. Eisner)와 스티븐 도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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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Dobbs)의 연구「불확실한 전문직: 20세기 미국 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의 상황에 대한 관찰(The Uncertain Profession: Observation 

on the State of Museum Education in Twenty American Art 

Museum)」이다. 또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오랜 세월 교육을 담당했

던 리카 버넘(Rika Burnham)과 게티미술관에서 교육담당자로 활동했던 

엘리엇 카이 키(Elliot Kai-Kee)의 『미술관에서 가르치기(Teaching 

in the Art Museum)』가 미술관 교육의 특징과 철학, 미래의 방향을 

파악하고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의 선행자료로는 미술관 아카

이브들인 국립현대미술관 40주년 기념도록『과천관의 개관』과 삼성문

화재단에서 제작한 30년 기념책자 『문화의 향기』, 한국박물관협회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한국박물관 100년사』, 현대미술관회에

서 제작한 『되돌아본 20년』을 참조하였다. 또 단일 연구자로는 김형

숙(2002, 2010)의 『미술교육, 사회를 만나다』가 가장 근접한 연구로

서 참조의 틀이 되었다.

미술관의 교육 분야는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섭외교육과 신설을 

기점으로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관의 가

장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도슨트는 199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

며 미술관 교육의 전문직으로서 에듀케이터도 같은 해에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는 전국 미술관에 미술관 지원 인력으로 단기적으로 고용되

기도 하였고 이후 미술관 교육은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의 길이 열렸음에

도 불구하고 에듀케이터의 필요를 인식할 뿐, 업무의 구조와 내용의 변

화 없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서의 철학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의 역량에 의존해 왔다. 오히려 자원봉사자인 도슨트들과 초등학교 교사

들이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전공하여 미술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수업을 실천할 뿐, 미술관이 관람객과의 소통이나 공교육과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술교육

의 이론과 실천 사례들을 참고하여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을 찾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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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여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길잡

이가 되고자 한다.

이미 미술교육 연구에서는 미술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미술관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술교육학자들의 대부분은 학교 교

육과의 연관성에서 어린이 교육과 교사양성을 위한 관점에서의 미술교육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미술관 에듀케이터들도 박물관학을 중심

으로 교육학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를 참조하여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방향의 참조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미술교육 연구자

뿐 아니라 미술관 교육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미술교육의 연구 성과

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작품해설은 ‘감상’

의 방법을 배우고 어린이 체험은 미적 경험과 창의성을 진작하는 프로그

램으로 이어지면서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확립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 문제

본 논문은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을 미술교육적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문제는 

한국의 미술관 교육 현장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주제들이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모색은 미술관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연구 문제는 현재 미술관 도슨트 운영 시스템과 활동과 관련하

여 도슨트는 박물관 도슨트와 달리 어떻게 관람객의 미술감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도슨트들은 미술관마다 비교적 유사한 양성

과정과 평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인적 활용과 직업 도슨트의 출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슨트를 통한 미술감상으로서의 작품 접근과 함께 

도슨트들이 기존의 설명방식을 넘어 관람객의 감상의 경험을 어떻게 공

유하고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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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도슨트 역할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가늠

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에듀케이터의 전

문성이다. 기관마다 소수의 교육 인력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에서 에듀케

이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자 관리, 하나의 교육과정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맡아서 진행하며 큐레이터의 전문성과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받

는다.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상별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여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맡을 수 밖에 없다.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학문적 영역

은 미술사인가, 미술교육인가. 아니면 그러한 학술적인 전문성과는 별개

의 영역이 운영능력이나 관리적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조

사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재 연구 문제는 미술관과 학교의 효과적인 연계 방법은 무엇인

가이다. 미술관은 학교 교육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교재나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하고 운영해왔는데 이것이 과

연 의미있는 학생 방문과 관람이었는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미술관에 바라는 바가 충족되었는지, 

미술관에서 학교에 알리고 싶은 바가 전달되었는지를 재검토하여 양측의 

입장에서 서로 시너지가 있는 파트너십을 이룰 때 미술관이 공교육과 연

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루기 위해 먼저 전체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 미술관들이 설립, 발전하고 현재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된 역사적 맥락을 소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원화되어 발달해 온  

상황에서 미술관은 한국의 전통미술이 아니라 서구의 현대미술을 소개하

며 교육은 기획전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미술관에서는‘전시연계’

라는 말이 일상화되었다. 사립미술관의 약진 이후에 공립미술관이 활성

화되었으므로 미술관은 국립, 공립, 사립 유형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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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인 서울시립미술관, 사립미술관인 삼성미술관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

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도슨트의 활동을 다룬

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술관에서 등장한 도슨트의 등장 배경과 당시 

미술관의 전시 문화를 비롯하여 양성과정의 특징, 학습공동체로서 도슨

트들이 공유하는 목적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당면한 미술감

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람객 연구와 전시 및 

작품의 해석 역량의 개발 방법에 대해 미술교육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여러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바로 도슨트의 역할과 전문성

과 연결되는 것으로 도슨트는 에듀케이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미술관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에듀케이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실천적 차원에서 분

석한다. 우선 미술관 조직 내에서 교육담당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활동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학예사 자격증과 문화예술

사 자격증의 문제점을 논한다. 그리고 가장 큰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을 

예술 매개자로서의 가치에 두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술

가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미술관 실무자의 의견도 담았다. 

미술관 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교사는 정규직이나 자원

봉사자처럼 미술관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

술관 방문과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박물

관미술관 교육을 스스로 소화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을 개선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미술관과 학교의 파트너십, 구체적

으로는 에듀케이터와 교사의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또 과거의 연계 방

식과 달리, 최근에는 학교에서 가능하지 않은 융합 프로그램을 미술관에

서 작품과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으므로 미술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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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확보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도슨트, 에듀케이터, 교사의 미술관을 둘러

싼 미술교육적 협력의 모색은 현장의 결과를 한층 의미 있게 만들면서 

앞으로 미래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도 제시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혼합연구로 관계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 인터뷰는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초등교사를 대상으

로 하였도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특히 도슨트의 경우에는 삼성미술관

의 도슨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2008년에 도슨트 활

동 전반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2019년에는 그 중

에서 주요한 항목 10개를 선택하여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도슨

트들은 대다수가 변동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설문

에는 큰 변수가 작동하지 않으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슨트들의 생

각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도슨트 설문조사와 더불어 인터뷰는 

삼성미술관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

트선재센터 등의 다른 미술간 도슨트들의 활동 지원 동기, 학습 공동체

에 대한 생각,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공통적인 의

견들을 모았다.   

또한 에듀케이터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

데 미술관의 에듀케이터 수가 적은 관계로 에듀케이터 본인들은 인터뷰

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수하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미술관 교육을 둘러

싼 관계자 160명의 의견을 통해 다면적인 입장의 공통 의견을 수집하고

자 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큐레이터 40명, 에듀케이터 16명, 도슨

트 41명, 교사 37명과 이외 미술관 교육에 참여한 강사와 작가, 박물관

학 연구자들이었고 큐레이터는 주로 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이지만 한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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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를 다루는 소수의 큐레이터도 포함되었다. 에듀케이터의 경우에는 

정규직 에듀케이터가 많지 않기에 국공립미술관 에듀케이터들이 참여하

였다.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 방법으로 설문 대상자의 세분화된 인

적 정보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질문을 네이버 오피스폼(Naver Office 

Form)을 통하여 집계하였다. 참여자들의 인적 정보에 있어서는 대학 전

공은 예술이 32%, 교육학과 인문학이 각각 28%로 크게 세 파트로 나

뉘어졌으나 대학원의 전공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다. 가장 많은 전공

은 미술사와 미술이론 24%, 미술교육 22%, 박물관 교육 및 교육학이 

14%, 미술실기 11%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전공으로는 박물관학, 미술

경영, 예술경영 등이 있었다. 이들 중 다수가 도슨트와 큐레이터, 에듀케

이터 사이의 업무를 경험했는데 가령 도슨트를 하다가 에듀케이터가 되

거나 에듀케이터였다가 큐레이터를 하는 등 업무 사이의 이동이 잦은 편

이었으나 그 변인에 개인적 요소가 많아서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구분 소속기관 나 이 전 공 직업 인터뷰 내용

1  미술관 40대  미술이론  큐레이터  미술관 교육에 대한 견해

2  미술관 40대  예술학  큐레이터  미술관 교육에 대한 견해

2  미술관 40대  미술경영  에듀케이터  에듀케이터 전문성

3  미술관 30대  미술교육  에듀케이터  에듀케이터 전문성

4  초등학교 40대  미술관교육  교 사  박물관/미술관 교육 실행 

5  초등학교 30대  미술관교육  교 사  박물관/미술관 교육 실행

<표 1> 미술관 교육 심층 인터뷰 명단(2019)

미술관 큐레이터는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한 추가 인터뷰 형식이었다

면 에듀케이터는 미술관 교육 전문성과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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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는 5장의 미술관 공교육 전문성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

였다. 큐레이터는 사립미술관과 국립미술관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온 

중견급 전문가였고 에듀케이터 역시 공립미술관과 국립미술관에서 각각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담당해 온 전문가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박물관 

미술관 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7년과 22년의 경

력 교사로 선정하여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미술관 교육과 연구 논문들과 출간된 도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 미술관의 역사와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자료센터에서 확보한 이미지 자료들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과

천관 40년 기념 전시 이후 그 아카이브를 담은 도록『과천관의 개관』

과 1995년 삼성문화재단에서 제작한 30년 역사자료인 『문화의 향

기』, 박물관 차원에서 미술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박물

관협회의 『한국박물관 100년사』(2009)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초기 

미술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대미술회에서 제작한 『되돌아본 20

년』과 삼성미술관 아카데미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미술관 교육과 

미술교육의 관계를 연구해 온 김형숙(2002, 2010)의 『미술관과 소

통』, 『미술교육, 사회를 만나다』가 가장 근접한 연구로 참조의 틀이 

되었고 이외에 미술관 교육의 연구 경향을 연구한 자료(정옥희, 심효진, 

2010: 210)도 개괄하였다. 

미술관 교육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에 대해 참조한 자료는 듀이의 철

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김연희(2009, 2012)의 「미술관 교육에서 경험

과 이해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고찰」과 『존 듀이의 교육미학』이다. 

또 존 듀이(John Dewey),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레브 비

고츠키(Lev Vygotsky) 등의 이론을 통하여 미술관 교육에서의 작품 감

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다. 리카 버넘(Rika Burnham)과 엘리엇 카

이 키(Elliot Kai-Kee)의 『미술관에서 가르치기(Teaching in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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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에서 미국 미술관 역사의 구체적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미국의 박물관학이나 박물관 역사에서 진술하는 것과 달리, 미술

교육의 입장에서 전개되어 온 실무자들을 통한 미술관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이 책은 도슨트에 대한 논의에도 

유용했는데, 미술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슨트 역할을 모색하는 단

초가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는 미술관 교육의 주요 이론인 필립 예너윈

(Phillip Yenawine)의 시각적 사고전략(VTS)에 대한 것이다. VTS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이미지로 키우는 사고력』(손

지현, 2019)을 참조하였으며, 이외에 다양한 논문과 자료의 VTS 적용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 럿거스 대학교(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Sersey)의 이자벨라 와츠키에레비츠(Izabella I. Waszkielewicz, 

2006)의 박사학위 논문인 「미술과의 만남: 미술관 방문의 심리적 효과

(Encounter with Art: The Psycological Impact of Art Museum 

Visitation)」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줄리엣 무어(Juliet G. Moore)

의 박사학위 논문 「미술관 교육의 전통에 대한 문맥 분석(A Contextual 

Analysis of the Tradition of Art Museum Education」은 미술관의 작

품 감상에 있어 미술교육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과 관련해서는 엘리엇 카이 키의 연구에 대한 기사들과 니나 사이몬

(Nina Simon)의 『참여적 박물관』을 참조했으며, 국내 학자로는 최성

희의 학예사의 태도에 대한 연구(최성희, 2006, 2009, 2012)도 큰 도

움이 되었다.

특히 도슨트와 관련해서 김문성(2019)의 「미술관 도슨트의 역할 

갈등 관련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도슨트 운영을, 

최아영(2014)의 「도슨트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국

립현대미술관의 도슨트 운영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

외에도 이병준과 박지연의 「박물관 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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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입장에서 도슨트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지연과 

김혜인(2011)의 「미술관 관람자의 미적 인지단계적 특성: 국내 성인 

관람자를 중심으로」와 양지연(2011)의 「미술관과 소통: 미적 인지 발

달단계의 이론적 탐색과 적용」은 도슨트들의 양성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관람객 연구자료가 되었으며 이외에 많은 논문들을 참조하였다(이혜진, 

2016; 김지호, 2016; 박응희 외, 2009; 신응철, 2008).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엘리엇 아이즈

너(Elliot W. Eisner)와 스티븐 도브스(Stephen Dobbs)의 연구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1986년 게티센터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인 

「불확실한 전문직: 20세기 미국 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의 상황에 대

한 관찰(The Uncertain Profession: Observation on the State of 

Museum Education in Twenty American Art Museum)」은 오늘날

에도 유효한 연구의 준거 자료이다. 이 연구 자료는 현장 업무를 위한 

이론적 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미국 내 20개의 박물관 관장과 교육부 

책임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이듬해 역사적인 덴버회의를 이끌어 냈고 여

기에서 박물관 교육에 대한 여러 정의와 비전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

이 본 논문은 에듀케이터뿐 아니라 미술관에서 교육을 둘러싼 관계자들

의 의견과 생각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융합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 바바라 뉴섬(Barbara Y. Newsom)이 총괄하고 아델르 실버

(Adele Z. Silver)가 공동 집필한 『교육자로서 미술관(The Art 

Museum as Educator)』(1978)이 미국의 미술관 교육 초창기 모습을 

집대성하여 보여 주었다. 그리고『수월성과 공정성:　 박물관의 교육과 

공공 영역(Excellence and Equity: Education and the Public Dimesion 

of Museums)』(1992), 『새로운 세기의 박물관: 박물관 공동체를 위한 

심포지엄(Museum for the New Millenium: A Symposium for the 

Museum Community)』(1997), 『마음의 현존: 박물관과 학습의 정신



12

(Presence of Mind: Museum and the Spirit of Learning)』(1999)은 

박물관 교육의 전환점을 보여 주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미

술관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파트너십 사례를 보여 주는『미술관의 관

람객 중심 전시와 에듀 큐레이션(Visitor-Centered Exhibitions and 

Edu-Curation in Art Museums)』도 역시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되었다.

학교 현장과 미술관을 연계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미술관 

교육과 실행방법을 연구해 온 류재만(2005, 2008, 2013)의 논문들과 

최성희의 교사 재교육에 대한 영국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비롯하여 이은적(2012)의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교 미술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STEAM 실천을 논의한 논문들을 참조하였다(정옥희, 2010, 2014; 최

성희, 2015). 이외에도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융합형 프로그

램에 대한 논문들을 통해 학교의 미술관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알 수 있

었다.

4. 연구의 중요성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의 한국의 미술관 교육의 흐름과 특징을 개

괄하고 미술교육 이론을 고찰하면서 미술관 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을 파

악하여 미술관 교육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

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첫째, 미술관 교육의 초기 활동으로 나타난 아카데미를 통한 미술사 

교육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공립미술관보다 사립미술관 활동

이 먼저 전개되었고 미술관 교육도 대표적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를 통하여 정착되었다. 현대미술관

회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미술실기와 함께 미술이론 교육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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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미술이론 교육은 서양미술사를 시작으로 건축, 음악 등으로 

확장되었다. 미술이론 교육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미술사’위주의 교육 흐름을 주도하였다. 현대미술관회의 미술사 교육

은 타 미술관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문화예술기관들은 인문학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 등의 명칭으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

내 초기의 미술관 교육 형태가 성인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 교육이었음을 

언급한 연구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미술사 교육이 미술관의 후원세력으

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멤버십과 같은 역할을 병행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국내 미술관 교육 전문성의 결여가 교육 활동 경험이 축적되

지 못하는 구조, 즉 기획전시 위주의 미술관 운영 구조에 기인함을 밝히

고자 하였다. 교사들이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상설전시를 유용하게 

활용하며 관람객들도 늘 볼 수 있는 작품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술관은 상설전시장 없이 대다수 기획전시 위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획전시는 교육 운영의 경험을 개선하여 적용하거나 소장품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시기획자에 못지않은 실력으

로 전시와 미술을 이해하도록 압박받는 구조 속에서는 교육담당자의 전

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이러한 기획전시의 배경에서 도슨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단기간의 전시설명 교육에서 작품을 해석하

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셋째,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교육의 이론을 

참조하는 활동과정에서 교육 문제를 에듀케이터라는 소수의 미술관 정규

직 교육담당자의 몫으로 일임하기보다는 에듀케이터의 문화매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에듀케이터와 큐레이터, 도슨트, 교사들이 모두 협력하여 

교육 업무를 함께 개선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논문

들이 에듀케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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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나 직함에 따라 업무를 분리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

람들이 함께 현장을 개선하고 이후에 직업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을 염두

에 두었다. 현대는 융합의 시대이니만큼 융합적 사고와 협력 가운데 미

술관 교육을 함께 고민하면서 미술관 전체를 거대한 교육 공간으로 간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접해 

온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의 시각과 통찰력으

로 이 논문에 녹여 내고자 노력하였다. 현장의 전문직, 자원봉사자,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며, 무엇보다 에듀케이터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미술관의 역사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술관

의 변화 속에서 좀 더 주체적인 교육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도 크다. 미술관 교육에 대한 아카이

브들은 전시도록과 달리 자료집과 사진이 많겠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였기에 추적의 한계가 있었다. 또 주제를 미술관으로 한정하다 보니 

전통미술이나 공예를 다루는 박물관을 연구에 담지 못했다. 향후 미술관 

교육에서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디지털 등의 새로운 과

학기술의 발달로 연구 가능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다만 이 연구

에는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국공립과 사립미술관에 한정하여 

주요 미술관 교육의 이슈들을 담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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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술관 교육의 이론적 배경

1.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의 변천 

우리나라의 근대적 박물관은 창경궁의 제실박물관이 1909년 일반인

들에게 소장품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황성신문에 의하면, 제실

박물관의 설립 배경은 “고미술품과 세계의 문명적 기관 진품을 수취, 

공람케 하여 국민의 지식을 계몽케 함이더라”라고 보도되었으며, 순종

황제는 창경궁에 박물관 문을 연 후 동물원과 식물원을 매주 관람하였다

고 전한다(한국박물관협회, 2009: 11).1) 박물관을 국민에게 개방한다

는 것은 왕족이나 관리들이 전유하던 궁궐에 국민들이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09년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한국 

박물관 100년사』에 따르면, 개관 당시 제실박물관에는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화류, 도자기, 금속공예품, 가마와 깃발 등 약 8,600점이 소

장되어 있었고,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자 제실박물관은 이왕

가박물관으로 격하되었다. 1938년 박물관은 다시 이왕가미술관으로 변

경되었다가 광복 이후 덕수궁미술관으로 개명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

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던 경복궁 건물에 조선총독

부박물관을 열었고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으로 지방에 경주분관과 부여

분관을 두어 각기 경주고적보존회와 부여고적보존회를 바탕으로 분관이 

활동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던 이왕가미술관과 조선총

독부미술관은 이왕직에서 관장하는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전시되는 박

물관적 성격과 함께 현대적 미술관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이왕가미술

1) 황성신문 1908년 2월 12일자에 ‘제실박물관을 설립한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
와 그 목적인즉 고미술품과 현 세계에 문명적 기관 진품을 수취, 공람케 하여 국민
의 지식을 계몽케 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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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덕수궁에서 일본근대미술 전시를 소개하면서 당시 이왕직 차관이었

던 시노다 지사쿠의 『이왕가덕수궁진열일본미술품도록』 서문에 “석조

전에서는 근대 대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 목적은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 예술을 감상하는 기회를 주어 반도에서의 예술활동을 

계몽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박물관협회, 2009: 224).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광복 이후 12월 개관하면서 조선총

독부박물관을 접수하고 지방의 경주분관, 부여분관, 공주분관, 개성분관

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박물관 체제를 정비하였다. 1949년에는 대통령

령으로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을 각각 정식 개관하였는데, 6.25 

전쟁 발발 이후 국립민족박물관은 국립박물관에 흡수 통합되었다. 1972

년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시 확대 개편되어 고고학, 미술사, 인류학을 포

괄하는 국립종합박물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지방에 

국립박물관들을 새로 건축하였고 1978년 광주박물관을 개시로 각 도마

다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 건물

을 개수하여 사용되던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 박물관으로 이전

하였다. 

1) 국립현대미술관

박물관에서 분리된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에는 경복궁 미술관으로 

1969년 문을 열었다. 당시는 근대화 운동의 추진 속에서 민족적 정통성

을 강화하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던 시기로, 공보부는 

1965년 종합민족문화센터의 구상을 바탕으로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미

술관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계획과 별도로 미술

계에서도 움직임이 일었는데, 1967년에는 ‘현대 미술관 없는 한국’이

라는 한국청년작가연립적 참여작가들의 가두시위가 있었고, 1968년 미

술평론가 이경성은 『신동아』를 통하여 근대미술관 창설의 필요성을 다

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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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미술관이 현대미술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것의 전시 기능에

도 있지만 그 연구조사 기능 때문이다. 상설전시 기능으로는 각종 화랑이 

있어 어느 정도 충당되나 기획된 각종 미술전-외국전, 작가전을 개최하여 

국민의 미적 수준을 높이는 사회교육 기능관으로서의 임무를 맡는다. 그러

다 보니 중요한 것은 연구조사 사업으로 근대미술의 각종 작품, 자료 수

집,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없어져 가는 미술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일이다. 

(신동아 1968년 10월)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국

립중앙박물관으로, 이왕가미술관을 덕수궁미술관으로 개명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박물관을 이원화하는 제도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나누어 

다루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주의 잔재로 간주되고 있다.2) 국립현대

미술관은 크게 경복궁 시기(1969~1973), 덕수궁 시기(1973~1986), 

과천관 시기(1986~2013), 서울관 개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3) 

특히 덕수궁 시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초기로 문화공보부 소속의 관장이 

임명되면서 대한민국미술전람회라고 불리는 ‘국전’의 운영을 이관받아 

수행하는 일이 미술관의 역할이었다. 

문화공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문위원을 국전의 심사위원으로 위

촉하였고 소장품은 자문위원을 통하여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자

문위원은 노수현(한국화가), 이마동, 김인승, 박득순(서양화가), 최순우

(미술사학자), 이구열, 유근준(미술평론가) 등이었다4)(한국박물관협회, 

2) 1991년 문화부가 설립되어 「박물관법」을 발전시켜 만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와 운영 개선을 위해 개정이 거듭되고 있다.

3) 근대미술학자인 이인범(2009, 한국박물관협회: 669)은 한국의 미술관을 제도의 전
개과정에 있어 네 시기로 나눈다. 첫째는 해방 이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시작되기 전인 1969년까지, 둘째는 1969년부터 과천 이전 전인 1986년까지의 기
간으로 미숙하나마 미술관 문화가 자리 잡았던 시기로 본다. 그리고 셋째는 1987년
부터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기이고, 마지막은 1992
년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의 재제정에 힘입어 사립미술관 설립이 촉진되던 시기이다.

4) 190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 첫해에는 그림 72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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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33). 당시 미술관은 소장품에 있어 원칙을 새로 규정하면서 원

로작가의 작품이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을 선정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 추상 계열의 작품도 수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덕수궁 

시기에는 기획전시회의 개최 수도 늘어났다.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가 없어서 개인 초대전이나 단체전이 주요 전시였으나 이 시기에 《한국 

현대현역화가 100인전》(1973), 《한국현대미술대전》(1974)과 같은 

근대미술 전시가 개최되었고 1980년대에는《김환기 10주기전》

(1984), 《곽인식 회고전》(1985), 《최영림 회고전》(1985) 등 원로

화가들의 전시가 열렸으며 대가들의 개인전을 마치면 상당수의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 석조전이 미술관 시설로 부적합하고 현대

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작품을 전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요구가 계속

되며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국제적

으로 손색없는 규모의 미술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1986년 과천으로 이전되었다(국립현대미술관, 1986: 23).5) 과

각품 29점 등 101점을 구입하였고 구입예산으로 5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71년
부터 1973년까지 142점을 구입하였으니 구입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1986년 발간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지에는 다음과 같이 신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덕수궁미술관 건물은 항온항습과 방재에 따른 내부시설, 구조 면에서 미술관

<그림 1> 이왕가 미술관 – 덕수궁 석조전(石造殿)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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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은 막계동 일원 서울대공원과 대규모 위락시설인 서

울랜드가 함께 있는 곳으로 부지면적 66,000㎡, 전시실 면적 14,487㎡

로 야외조각장 33,000㎡를 겸비하였다. 건축 설계자로는 국립박물관을 

설계하던 기존 설계자와 달리 재미 건축가 김태수를 선정하였고 그는 수

원 화성의 성곽과 봉화대를 모델로 설계하였다. 제대로 된 현대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외형적 변화 외에도 조직상의 변화를 수반하면

서 사무국과 학예연구실이 신설되었고 사무국 아래에는 관리과, 전시과, 

섭외교육과가 이때 신설되었다. 이경성 관장과 함께 미술관 개관을 하던 

시기의 경험을 당시 학예실장이었던 유준상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불란서 문화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 왔어요. (중략) 불란서로 

와서 불란서 시가 갖고 있는 작품들을 마음대로 고르면 몇 년 동안 무상

으로 대여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집은 지어 

놨는데 알맹이가 없다고. 미술관이라는 집은 지어 놨는데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며, 불란서 사회에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빌

려주겠다는 거죠. 2년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더 연장하겠다면 연장도 해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 거절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문화식민국이 되는 거니까! (국립현대미술관, 

2016)   

  특히 사무국 산하에 있던 섭외교육과는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미술활동의 보급 및 확대, 학술도서 및 자료의 수집·출판·관

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미술가의 양적인 증가로 대전시회인 경우에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용면적

이 부족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전시하는 등, 규모 면에서 날로 증대해 가는 미술인구
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실정에 이르렀다. 

    셋째, 오늘날 미술관 개념이 단지 단순한 작품의 소장이나 전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미술에 관한 교육, 홍보 등 국민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환경적 창조의 틀을 제
고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인 미술관의 
건립이 필요하였다. 

    넷째,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현대적 시
설을 갖춘 미술관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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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미술 도서 및 자료의 국제교류, 미술 전문인력 양성 등 5가지 업무

를 목적으로 하였다. 199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분관이 개관하는 

계기로 인력이 증원되고 2004년 미술관 내 정책업무가 신설되면서 미술

관 정책과와 함께 섭외교육과는 교육홍보과로 바뀌었다. 교육홍보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미술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미술 종합행사, 미술관 정보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창동과 고양의 

창작 스튜디오도 업무를 확장하게 되었다. 2009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

환된 후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미술관 교육 인력이 일하는 조직이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해마다 조

직을 개편하며 서울관을 준비하여 2014년 개관하였고, 2018년 청주관

을 개관하여 올해로 50년을 맞게 되었다. 서울관 이후 4관이 되었으나 

책임운영기관은 두 번의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현재는 논의

되지 않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의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미술관의 

고유기능이 훼손될 우려로 인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 2017년에

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발족

하면서 미술관의 출판과 기획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의 역할도 

공공성 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미술관 연보에 의

<그림 2> 교육 프로그램 종류 변화 및 확장(199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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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 현황을 보면, 서

울관 개관을 앞두고 프로그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관별로 참여

자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호암미술관과 사립미술관

국내에서 국립미술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미술관은 사립미술관

이다. 한국은 국공립미술관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전에 사립미술관들의 

활동을 통해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중 가장 대표

적인 사립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과 삼성미술관 

리움이었다. 1982년 용인에 개관한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이 수십 년간 수집한 미술품들을 1978년 삼성미술문화재단에 기증하며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호암의 소장품은 1971년 국립중앙박

물관의《호암수집 한국미술 특별전》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

았으며 이어서 1975년 미술관 설계 공고를 내며 4년 여에 걸쳐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소장품을 확충하면서 개관을 하였다.6) 

<그림 3> 국립현대미술관 각 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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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화재단의 30주년 기념책자인 『문화의 향기』에 의하면 개관 

전시는 《민화걸작전》과 《헨리 무어 조각전》으로 전통미술관 해외 조

각을 함께 소개하였고 미술관 전시실 1층에는 한국화실과 유화 조각실

을 마련하여 오지호, 박수근, 이인성, 권진규 등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층은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하여 호암 

기증품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물과 도자기, 금속공예품을 진열하였다

(삼성문화재단, 1995). 호암미술관은 사립미술관으로서 발굴사업도 진

행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도자 전공 학예사들의 전공이 고고학에 기반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7) 그리고 호암미술관은 1989년 보존과학실을 설치

하여 당시 최고의 장비와 전문인력으로 미술관의 유물에 대한 예방 보존

과 과학적 보존처리에 앞장을 섰으며 삼성문화재단을 통하여 국제박물관

협의회의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및 국내의 박물관협회를 지원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암미술관은 경기도 용인이라는 지리적 한

6) 1971년 호암의 소장품 전시를 본 진홍섭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뉴우스 5월 
1일자에 호암의 소장품에 대하여 첫째 신라토기들은 모두 이형토기들로 형상토기들
이 이채롭고 둘째로는 보기 드문 신라금제장신구가 특별하며 마지막으로 청자진사연
화문 표형주자가 아주 일품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국보 133호로 지정된 청자진사 
연화문 표형주자는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호암이 다시 국내로 들여온 귀한 문화재로 
호암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이다. 

7)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 요지 
등의 발굴조사를 하였다. 

<그림 4> 호암미술관 개관전(1982)과 로댕갤러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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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극복하고자 서울 서소문 시내에 호암갤러리를 신설하고 분청사기명

품전, 대고려국보전 등 전통미술을 연구하여 세련된 연출로 전시를 선보

여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이끌었으며 현대미술 분야에 있어서도 신축미

술관을 준비하면서 미술관 조직체계를 해외 미술관 수준으로 정비하였

다.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와 해외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도 국내에 적극

적으로 소개하면서 미술관 전반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미술관 

교육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1993년‘에듀케이터(educator)’라는 전문

직을 도입하였고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docent) 제도를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또 1996년에는 구겐하임미술관 걸작전을 통하여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하는 미술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김형숙(2010)은 당시 

개발은 다양한 시각에 기초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국내 미

술교육에서 부족했던 미술감상 부분에서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감상방법을 개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하였다. 

1990년대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호암미술관과 호암갤러리는 1995

년 개관한 삼성어린이박물관과 더불어 로댕의 조각품을 전시하는 로댕갤

러리까지 4관 체제로 운영하며 한국의 미술관 문화에 있어 적극적인 행

보를 하였다. 또 2004년 한남동에 세계적인 건축가 3인이 협업하여 설

계한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하며 미술관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데 주

력하였으며, 국내에서 감상하기 어려운 해외 작가들의 개인전을 비롯하

여 전통미술, 건축, 사진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미술전시를 시도하였

고 2019년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만을 운영 중이다.

삼성의 미술관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전성기를 구가

했던 사립미술관들은 대부분 기업미술관이다. 1991년 경주에 건립된 선

재미술관은 국제적인 전시를 연중 1회 이상 개최하면서 경북지역의 미

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1998년에는 서울 소격동에 아트선재센터를 

건립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을 섰다. 또 워커힐호텔 컨

벤션센터에서 시작하여 현재 아트센터 나비로 변모한 워커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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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금호미술관(1989년), 성곡미술관(1995년) 등은 주로 서구

의 작가들과 미술 경향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국내에 부족한 미술관에 대

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업미술관 못지않게 국가가 시도하지 못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

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개인들의 사립미술관도 있었다. 우리나

라의 최초의 사립미술관은 간송미술관으로,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보화각이 간송미술관의 전신이다. 간송은 1966년 민족미술연구

소를 설립하였고 보화각도 이 시기에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하면서 활동을 

하였다. 1971년 간송미술관은 첫 전시로 겸재 정선의 전시를 개최하였

고, 서양 미술이 아닌 우리 미술에 대한 연구와 전시를 이어 온 미술관

이라고 하겠다. 

또 한국 미술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립미술관으로는 건축가 문

신규와 미술 전공자인 노준의 관장이 1976년 대학로에 열었던 토탈갤러

리의 경험으로 1984년 경기도 장흥에 개관한 토탈미술관이 있다. 당시

는 토탈야외조각미술관으로 문을 열었고 1987년 첫 사립미술관으로 등

록하여 유료로 미술관을 운영하였다. 한 해에 전시를 하는 작가가 100

명에 이르렀으며 평론가의 추천과 심사를 통한 토탈미술상을 수여하였는

데, 이는 학연으로 팽배하던 국내 미술상의 관행에도 자극이 되었다. 작

가들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민간 차원의 대안적 미술교육을 

위하여 1992년 평창동에 미술관을 열고 토탈아카데미를 시작하여 20년

이 넘게 진행하였다. 

작가 개인을 위한 미술관도 사립미술관으로 설립되었다. 1992년 김

환기 선생이 작고한 이후에 세워진 환기미술관은 환기재단을 통해 부암

동에 미술관을 개관하였다. 건축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건축가 우규

승이 맡았으며 김환기의 작품을 모티프로 설계한 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환기재단 주최로 프리환기

(Prix Whanki)상을 제정하여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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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기업 대상의 교육, 지역의 실버센터를 통한 치매노인 프로그램

으로까지 확장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김환기를 알리고 있다. 국

내의 사립미술관은 2016년 기준으로 157개이고 공립미술관은 56개로 

3배 정도 많으며 2000년 이전 공립미술관들이 건립되기 전 사립미술관

의 비중은 더 높았다. 

 

3) 공립미술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립미술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 그 수나 전문성의 확보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던 공립미술관은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미술 향유와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경희궁 내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개관하였다가 2002년 과거 대법원 건물

에서 재개관하였다.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화구와 함

께 저작권까지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미술계의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에는 

본관 건물 이외에 경희궁 분관(2003), 남서울 분관(2004, 구 벨기에영

사관건물)을 개관하였고 2006년에는 북서울미술관(2013)을 개관하였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

박물관

계 655 694 740 740 745 780 853

국립 30 30 32 32 33 39 47

공립 289 312 326 326 328 332 341

사립 251 262 287 287 290 315 361

대학 85 90 95 95 94 94 104

등록

미술관 

계 141 146 171 190 190 202 229

국립 1 1 1 1 1 1 1

공립 27 28 39 39 39 50 56

사립 108 110 124 124 124 140 157

대학 5 7 7 7 7 11 15

<표 2> 미술관 유형별 등록 현황(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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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로작가 박노수, 권영우 등의 작품이 기증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과 

교류하면서 현재는 백남준의 집, SeMa 창고와 아트벙커 등 서울시 전체

를 미술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10개의 분관 체제를 갖

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8) 또 격년제로 진행하는 미디어아트페스티

벌과 함께 현재 시민큐레이터,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작가와의 브런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미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에 못지않게 활발한 박물관 운영사업을 하는 곳은 경기문화재

단으로 두 곳의 미술관,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가 있다. 경기문

화재단은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더불어 경기도미술관을 2006년 안산에, 백남준아

트센터를 2008년 용인에 설립하였고 경기아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현

대미술의 이슈를 공유하면서 장르 간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

남준아트센터는 인물미술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와 현대미

술, 그리고 인문학 전반에 관한 창조적 논의를 하고자 하면서 국제심포

지엄과 함께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등을 통

해 연구와 확장을 하고 있다. 또 경기도미술관은 외국인과 최근 세월호

의 아픔까지 겪은 안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전시와 교육 활동을 모두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지방 공립미술관으로는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이 1992년 가장 먼저 설

립되었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되면서 비엔날레와 통합되어 운

영되기도 했으며 2007년 중외공원 내로 신축건물을 지어 개관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 이후 1998년 개관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과 대전광역시

립미술관(분관 이응로 미술관), 1999년 수원미술전시관(2015년 수원 

아이파크미술관), 대구미술관(2011년) 등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에 이르기까지 지방 대도시에 공립미술관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이 설립되었으며 2009년 제주

8) 서울경제 12월 8일 백지숙 관장 인터뷰 "모든 세대 취향 저격...세상에 없던 미술관 
만들 것"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ZU60B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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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지역에는 준공립미술관의 성격을 띠는 미술관

들도 있는데, 마산시립문신미술관(2003),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06), 강릉미술관(2006), 이천시립 월전미술관(2007) 등은 기존의 

미술관을 시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공립미술관으로 변모하였다.9)  

9) 최근에는 성북구를 비롯하여 구청 소속의 미술관들도 활동이 활발해져 문화적인 수
요가 따르면 예술기반시설로 미술관이나 전시관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있다. 대부분
은 재단이 아니라 도와 시, 군 단위에서 직영하는 체제인데, 앞으로 운영의 자율성과 

연도 국공립 미술관 사립미술관

1982년 　 호암미술관

1984년
　

　

워커힐미술관(현 아트센터 나비)

토탈미술관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과천으로 이전)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 　

1989년 　 금호미술관

1991년 　 선재미술관 

1992년 광주광역시립미술관　 호암갤러리, 환기미술관

1995년 　 성곡미술관

1998년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1999년 수원미술전시관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이전 재개관)

박수근미술관 
　

2003년
마산시립문신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2004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대청호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소마미술관

2005년 아르코미술관

2006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강릉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 분관

　

　

2007년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제주 현대미술관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2009년 제주도립미술관 　
2011년 대구미술관 　

<표 3> 연도별 국내 미술관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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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미술관은 대학을 기반으로 고급 인력의 활용과 연구 성과로서의 

전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대학의 박물관 운영에 

대한 진흥법이 변경되어 대학박물관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사립미술관, 공립미술

관의 순으로 미술관 활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최근 공립미술관들은 미

술관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공립미술관의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업보고

서(2017)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경영전략과 경영, 사업, 고객에 대한 관

리를 세분화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람객의 수나 예산에 대한 

항목도 중요하지만 소장품의 현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국제 교류 등

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면서 미술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미술관의 비중이 높은 국내 미술관들은 국공립미술관의 평가

를 통하여 또다시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 아카데미를 통한 미술사 교육 

한국에서 미술관 교육의 초기에 전개된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

동은 바로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불리는 미술관의 강좌 문화였다. 미

술관에서 등장한 강좌 문화 자료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립현대

미술관으로 1969년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이후 운영자문위워회와 

작품수집위원회를 두면서 1978년 현대미술관회가 발족되었다. 현대미술

관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국가적·사회적 기능 및 발전을 돕고 현대미술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단

체이다(현대미술관회, 2000). 이 모임은 그해 발족식을 한 이후 바로 

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 회장을 모임의 대표로 선출하고, 회장단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재단 운영 체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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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설원식, 김수근)을 구성하였다. 민병도 회장은 이 모임의 초대 

대표를 역임하며 전국 미술애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화로 국립현대미술

관의 운영을 도우려고 하였는데, 현대미술관회의 정기간행물인 「현대의 

미술」 창간호를 보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립과 함께 한국 근대미

술의 일본적 요소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내에도 없었던 근대미술 정책

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바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덕수궁미술관 동관에 

진열되었던 일본의 근대미술 전시가 얼마나 우리의 현대미술에 장애가 

되었는지를 지적하며 현대미술관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관의 입장을 다소나마 돕고자 그의 방계단체라고 

생각하면 단체이고 지원단체라고 생각하면 지원단체인 현대미술관회를 조

직하고 한국현대미술의 올바른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현대미술관회는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에 필수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는 ‘멤버십’, 일본에서는 ‘도모노가이’라고 불리면서 박물관과 미술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된 예산을 

갖고 있는 미술관에 대하여 민간기구로서 자유롭게 돈을 모으고 쓰는 그

러한 미술관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1979. 3. 1, 현대미술관회 뉴스 

중) (현대미술관회, 2000: 40)

초기의 운영 형식은 회원제로 권옥연, 서세옥, 김정숙과 같은 작가를 

초청하여 미술교양강좌를 실시하였는데, 해마다 회원 친목 차원의 모임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미술관을 무료로 출입하거나 각종 행사에 초

대받을 수 있는 회원 특권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강좌 이외에도 실기 강

습회를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논의하였는데 1980년 3월에는 정기 미

술강좌를 실시하며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로 면모를 바꾸었다. 현대미술

관회가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현대미술아카데미: 되돌아본 20년』에

의하면 미술강좌를 체계화하여 ‘현대미술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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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내  용 기  타

1981

제1기 현대미술아카데미

- 이론반

- 실기반(문인화, 수채화, 유화, 서예반 개설)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 설립

해외미술관 탐방(유럽)

 150명 정원

 755명 지원

1982

회보 <현대의 미술> 제작

해외 미술관 탐방(유럽)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행사

일본 사이다마미술관 개관식 및 미술관 탐방

정기총회

이사회

1983

어린이 하기 미술아카데미 개최

해외 미술관 탐방

회원 송년회 및 기금마련 작품 기증 오승우

1984

현대미술 아카데미 연구반 신설

해외 미술관 탐방(동남아)

청소년 미술강좌 실시

조각 워크숍 및 작품 기증(야외 조각장)

해외 미술관 탐방

신축미술관 아카데미 교육계획 및 연구용역

한국근대미술자료전 지원(자료 수집 및 정리)

조국정, 박석원

1985

현대미술아카데미 특강과정 신설

이우환 작품 기증(야외 조각장)

피에르 레스타니 초청 미술특별강연회

1986

정기 미술강좌 건축특강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5월)

신축미술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모금

미술관 신축개관 기념음악회

김종성 강연

1987

건축특강 8회

해외 미술관 탐방

미술관학 워크숍(미국 스미스소니언 렌윅미술관)

현대미술 세라믹 워크숍

프린트 아카데미 창립전

교육담당관

알렌 바싱 강연

<표 4>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회 주요 사업(198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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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프로그램은 150명 모집에 755명이 지원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

고 개설된 과목은 이론뿐 아니라 문인화, 수채화, 유화, 서예의 4개 반이

었다. 

또 현대미술관회는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정식 법인단체로 출범하여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던 1981년부터 해외미술관 탐방을 시작하였다. 

일반, 영구,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체제에서 탐방은 영구회원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유럽과 동남아 등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81

년에 시작된 해외미술탐방은 회원을 대상으로 유럽지역의 미술관을 탐방

하였으며 이는 계속 해마다 이어나갔다. 이외에도 회원들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천에 신축 국립현대미술관이 건립되기까지 다양한 활동

으로 미술관을 지원하였다. 미술관의 작품 기증사업뿐 아니라 사업에 대

한 기금 모음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강좌,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데니스 오펜하임(Dennis Oppenheim) 등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해외 작가나 비평가의 강연회를 비롯하여 스미

스소니언의 렌윅미술관 교육담당관까지 초청하여 미술관학 워크숍도 개

설하였다. 현대미술관회의 회원들은 미술관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더

불어 후원활동까지 겸하였기에 이러한 활동은 미술관 멤버십과도 연결되

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 신축미술관으로 이전하면서 섭외교

육과를 신설하였으나 신생한 섭외교육과는 초기에 현대미술관회와 협력

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 현대미술관회는 과천 미술관으로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대미술아카데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모금 활동까지 하면서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하였고 신생 섭외교육과는 교육보다

는 홍보와 관련된 업무 비중이 높았다. 미술관은 강당시설을 갖추고 있

었으므로 현대미술관회는 개관기념행사의 음악회를 비롯하여 김덕수 사

물놀이 공연,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독주회,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 음

악회, 미술관 야외음악조형물 건립기금 마련 연주회 등 해마다 국립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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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버스 지원 등으로 미

술관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미술관 내 자체적인 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현대미술관회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현대미술관회는 미술관

으로부터 독립하고 미술관 자체 강좌와 행사가 실행되었다. 현대미술관

회의 활동은 미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후원과 교육 활동이 중심이 되어 

초기의 미술실기 교육보다는 미술과 건축이론이 활발하였으며 이는 다른 

미술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당시 미술이론 교육에서는 해외에

서 미술사로 학위를 마치고 온 대학 교수나 강사를 기용하여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서양미술사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나중에 서양음악사, 

건축사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현대미술관회 활동은 국내의 미술관, 특히 

사립미술관들에 영향을 미쳤다. 사립미술관에서는 각 미술관의 회원을 

모집하여 이론 강좌를 운영하였고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교육과 친교

의 성격을 가지고 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가장 먼저 독자적인 

아카데미 활동을 시작한 곳은 토탈미술관으로 장흥에 이어 1992년 평창

동에 토탈미술관을 개관하면서 미술과 건축에 교육의 중심을 둔 토탈아

카데미를 시작하였다. 토탈아카데미는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독특한 아

카데미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문학 강좌도 함께 진행하였다. 경상

북도 경주에 위치한 선재미술관에서도 선재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미술관

이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미술문화를 배우고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의 성곡미술관도 성곡아카데미를 열었다. 또 삼성미술관 역시 1999

년부터 미술관 아카데미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삼성

예술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삼성예술아카데미는 기업미술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삼성그룹 

경영진의 배우자를 강좌의 중심 대상으로 하였다. 삼성예술아카데미는 

서양미술사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교수진은 각 대학의 미술사 

전공 교수들로 전공별로 인지도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하였다. 또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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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과  목 강  사

3월  5일 서양 근대미술(17, 18세기) 송미숙 (성신여대)

3월 12일 서양 근대미술(19세기) 송미숙

3월 19일 야수파와 마티스 김혜주 (청주대)

3월 26일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안소연 (호암미술관)

4월  2일 표현주의 정영목 (서울대)

4월  9일 추상주의 미술 1 송혜영 (덕성여대)

4월 16일 추상주의 미술 2 김영나 (서울대)

4월 23일 바우하우스 송남실 (이화여대)

4월 30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정헌이 (한성대)

5월  7일 전후 추상주의 미술 1 (유럽) 윤익영 (창원대)

5월 14일 전후 추상주의 미술 2 (미국) 오광수 (환기미술관)

5월 21일 전후 추상주의 미술 3 (한국) 오광수

5월 28일 전후 현대미술사조 1 (팝과 누보레알리즘) 오진경 (이화여대)

6월  4일 전후 현대미술사조 2 (옵과 키네틱아트) 윤난지 (이화여대)

6월 11일 전후 현대미술사조 3 (미니멀) 정영목

6월 18일 전후 현대미술사조 4 (개념, 대지미술 외) 정헌이

6월 25일 전후 현대미술사조 5 (신표현주의 외) 정영목

9월  3일 현대미술의 동향 1 (조각) 최재은 (조형작가)

9월 10일 현대미술의 동향 2 (건축) 김진균 (서울대)

9월 17일 현대미술의 동향 3 (디자인) 정시화 (국민대)

10월 1일 현대미술의 동향 4 (사진) 홍순태 (신구대)

10월 8일 현대미술의 동향 5 (영화) 김홍준 (한예종)

10월 15일 현대미술의 동행 6 (컴퓨터 아트) 심철웅 (동덕여대)

10월 22일 현대미술의 동향 7 (비디오 아트) 육근병 (설치미술가)

10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1 정헌이

11월  5일 포스트모더니즘 2 (사진) 신혜경 (수원대)

11월 12일 포스트모더니즘 3 (페미니즘) 김홍희 (서울여대)

11월 19일 미와 예술 황지우 (한신대)

11월 26일 세기말 현대미술의 현장 이영철 (계원예대) 

12월  3일 총평(21세기 미술의 전망) 송미숙

12월  8일 수료식

<표 5> 1999년 현대미술아카데미 연구반 강의시간표(현대미술관회, 200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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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마친 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미술관 탐방을 진행하였으

며 현장학습 수업의 효과를 가져왔다.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운영되던 이 프로그램은 점차 서양음악사, 동

양미술사 등으로 강의 주제를 확대해서 운영하였으며 삼성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은 호암미술관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미술관의 멤버

십과 강의를 연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아카데미 문화는 삼성미술관이 2004년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였다. 한남동의 삼성미술관 리움은 현

대미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아카데미 문화와 전통적인 문화재를 다루는 

박물관의 박물관대학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여 전통미술, 현대미술 각각

의 강좌 시리즈를 개설하였고 점차 음악, 디자인, 패션, 영화 등 다양한 

강의 주제를 수용하면서 미술관의 담론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강좌 문화

는 미술관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시설에서 여전히 <아카데미>란 이름으

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센터에서 개설되는 아카데

미는 인문학 분야까지 포괄하는 교양강의로 전개되었고, 이제는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길 위의 인문학>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 분야의 강

의가 자유롭게 개설되고 있다. 

최근 미술관의 강의는 미술이론 대신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

터 강의로 변화되었으며 서울대미술관과 같은 대학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는 곳도 있다. 강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수강생

이 여성이었으나 요즘에는 은퇴 후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남성도 많아

졌다.10) 2017년 전국 미술관의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운

10) 삼성미술관 리움의 미술강좌를 수강하던 회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경제(2009. 3. 11). 중년의 이유 있는 열공. 

    “재작년 은퇴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리움 인문학 강좌에 등록한 것”이라며 
“내 삶에 예술이 녹아든 지금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
하였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그는 “현직에 있을 때는 일만 하느라 내가 원
하는 것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과학으로 산업이 발전을 이루듯 예술로 내 삶이 
발전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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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횟수를 나타내는 것도 강좌이다. 미술을 배우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

도록 하는 미술관 강의는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미술관

의 전통적인 성인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 활동과 함께 

대표성을 가지므로 미술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교육 활동은 근대적 미술관의 단선적이고 

일방향적 학습방식으로,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미술관 교육과 전문성의 변화 

국내에서 전개해 온 미술관 교육에서는 아카데미를 통한 미술사 교

육과 기획전시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되었다. 기획전시의 대표적

인 프로그램은 전시해설을 하는 도슨트 활동이며 이외에 강연회와 어린

이 체험, 교사 초청행사 등이 기획되어 관람객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른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불렸으며, 당시 국내 미

<그림 5> 미술관 연간 운영 프로그램(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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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들이 대다수 상시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 대신 기획

전시 위주로 운영되었기에 기획전시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데 주요한 역

할을 하였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상설전시 공간을 운영하

는 곳은 삼성미술관이며 서울시립미술관도 천경자 화백의 기증품에 대해

서는 상설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미술관마다 소장품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미술관

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획전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가족,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대상별 

접근보다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러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

프로그램명 기간 및 장소 대상

문화토크: 운이상의 광장을 노래하다 2019. 11. 16 (과천)
관련 전문가, 전공자 

및 일반인

김순기: 게으른 구름

개인전 큐레이터 토크
2019. 11. 13 (서울) 성인

김순기: 게으른 구름

개인전 작가의 철학과 예술
2019. 10. 2 (서울) 일반인

전시를 말하다_TeamPL

MMCA 현대차 시리즈

박찬경: 모임 Gathering 개인전   

2019. 11. 8~2020. 2. 23 (서울) 일반인

올해의 작가상 2019 아티스트 토크 2019. 11. 8~11. 27 (서울) 성인

야외 프로젝트 연계

작가와의 대화: 코디 최
2019. 11. 6 (청주) 일반 및 관련 종사자 

문화토크: 최인훈의 광장을

이야기하다
2019. 10. 26 (과천) 

관련 전문가, 

전공자 및 일반인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 건축가와의 만남  
2019. 9. 1~9. 21 (덕수궁) 일반인

<표 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말하다> 범주 내 프로그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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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전시를 말하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명칭의 변화일 뿐 대상

별로 범주화한 미술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전을 통하여 단

지 대상을 세분화한‘전시 위주의 교육’을 운영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

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

은 미술관들이 이러한 방식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술관을 전

시 위주의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전시를 알리는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하

고 있으므로 교육은 미술관의 관람과 활동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전시

를 홍보하는 방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기획전시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

술관 교육의 구분 범주에서 전시 연계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시민미술

아카데미>, <시민 큐레이터>,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등의 명칭하에 

미술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

상자 맞춤형 강의, 큐레이터 체험 전시, 찾아가는 교육 등 시대의 변화

와 요구에 발맞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시민미술아카데미>는 1990년에 시작한 

시민미술교양강좌를 2000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전문가,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강의로 변형한 것이다. <시민 큐레이터>는 일

반 시민이 큐레이터가 되어 전기시획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과정을 마친 150명 중에서 1차 전시기획서, 2

차 면접을 통하여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시민큐레이터에게는 1

인당 700만원을 지원하여 자신의 전시기획서대로 전시를 구현할 수 있

도록 한다.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서울시립미술관의‘여럿이 만드

는 미리,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 초등 및 중등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미술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

11)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는 도슨트, 강연회, 어린이 체험 등이 포함되지만 기획전시를 
위한 교육은 전체 미술관에 대한 경험을 전시 단위로 분산시키므로 미술관 자체의 
경영철학과 운영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전시가 아닌 미술관 자체의 교육 활동
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미술관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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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가를 강사로 채용하여 참여자의 감상교육을 돕고 있다. 특히 이 프

로그램은 미술관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무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신

청 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는 매칭 감상교실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로 학교 현장에서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감상 및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카데미를 통한 미술사 교육과 기획전시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미술관 운영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전개된 교

육 유형은 전시해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교육이다. 

프로그램명 내   용

시민미술아카데미

Ÿ 본관, 북서울, 남서울 각각 개별 운영

Ÿ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외국인 등 맞춤형 강의

Ÿ 북서울은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 대상 실기와 현대미술 입문

Ÿ 남서울은 도예와 공예, 수묵화 교실 운영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Ÿ 초중고등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 방문하여 감상 및 체험 교육

Ÿ 3~6월, 9~12월 상하반기 운영

Ÿ 온라인 신청, 감상 후기 등록 필수

Ÿ 무료 

시민큐레이터

Ÿ 150명 (일반인 70% 경력단절 전공자, 전공자, 어르신 30% 선발)

Ÿ 4월 3일~5월 15일 (매주 수, 금) 14:00~17:00

Ÿ 전시기획, 큐레이터 역할 등 강의 (총 13회)

Ÿ 교육 종료 후 시민큐레이터 10명 선발하여 전시 지원 

사진아카데미 

Ÿ 나이 제한 없음

Ÿ 4월 11일~12월 26일 19:00~21:00 (총 16회) 

Ÿ 사진 촬영 및 이론 강의 (사진작가 지도)

Ÿ 교육 종료 후 회원들의 사진 전시, 도록 출판 지원

예술가의 런치박스
Ÿ 일반인 대상(모집정원 30명)

Ÿ 12:00~13:00 (월 1회) 참가비 10,000원

<표 7> 서울시립미술관의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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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슨트 활동은 프로그램 실시 초기에는 미술관에서 고용한 시간제 

인력이 수행했지만 점차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미술관 전

체의 자원봉사 중 가장 인기 있는 봉사로 자리 잡았다. 둘째, 어린이 대

상 교육은 학교나 미술학원과 달리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실제 작품을 직

접 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선호되었으나, 주로 초등학교의 공적인 방문

이 아니라 학부모가 신청하여 방문하는 사교육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그

러던 중 2006년 토요 휴무제 시행 이후 어린이 교육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미술관 초기에는 청소년 교육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들이 

시도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나 교사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단체 방문이라는 정기적 방문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

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도슨트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으로 청소년의 

미술관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교사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직접 

박물관 미술관 교육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미술관 교육의 주요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전시장에서 직접 미술을 감상하는 미적 경험의 중요성이다. 미적 경

험은 관람객을 미술관으로 유인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반영된다면 관람객의 경험을 단

계별로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미술 감상 시 적극적 참여

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박물관학의 관람객 조사연구와 

미술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전 세계의 프로그램 사례와 연

구를 공유하면서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여 관람객이 원하는 바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시각적 문해력을 바

탕으로 미술작품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연결하여 의미를 형성

하는 활동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여 현행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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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미술교육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미술관 교육 개발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1) 미적 경험의 중요성

각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술관 교육의 미적 체험에서는 

감상과 표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미술 감상이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지각하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며 즐기는 것이라면, 표현은 

작가의 의도나 관념을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다. 존 듀이(Dewey, 

1934)는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

한 경험이 미적 조우라고 강조하면서 미술을 감상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적극적이며 개인적인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듀이는 과학적 경험과 미적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믿으면서 미적 경험은 정신적 충격 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인식하려면 관람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그의 창조는 원

본을 제작한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작가와 같은 입장에서는 모든 형태가 

요소에 질서를 부여하고, 비록 세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작품의 제작자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조직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재창조의 활동 없이 어

떤 대상이 예술작품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Dewey, 1934: 54) 

이러한 듀이와 견해를 같이한 사람은 아른하임(Arnheim, 1966: 

41)이다. 미술의 중요성에 대해 듀이와 같은 입장에서 아른하임은 미술

을 창작물을 제작하는 취미 같은 활동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와 필요성으

로부터 자유로운 게임이지만 삶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자 삶이라는 과업

을 다루는 필수불가결한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사실상 아른하임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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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다는 것을 다소 생물학적 인식의 기능과 연결지었으나 1969년 연

구에서 사고력은 인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인식

(intuition)과 인지(intellect)를 유사하게 보았다. 

듀이와 동시대의 연구자인 비고츠키(Vygotsky, L. S.)는 미술의 심

리학에서 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학과 비교하여 관람자와 독자

의 입장을 동일시하였다. 대상을 인식하려면 배경 맥락을 이해해야만 하

는데 그것이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며, 예술에 대한 인식

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

(Vygotsky, 1971: 429). 한편 듀이와 비고츠키의 논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90: 10)로 그의 

미적 경험과 유사한 성격의 몰입(flow)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철학자가 미적 경험을 묘사할 때 심리학자는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다 분명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은 음악이나 그림처럼 미학적 

맥락 내에서 일어나며 우리는 이를 미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스포츠나 취

미와 같은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도전적 작업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

리는 몰입 경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후퍼 그린힐(Hooper-Greenhill)

과 같은 박물관학자들 사이에서는 소통의 개념으로 분석되어 이어졌지만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아이즈너(Eisner, 1979, 2002)와 그린(Green, 

1984, 2001)에게 계승되었다. 아이즈너는 미술은 어디서든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인지(cognition)는 예술, 상상력을 

촉진하고 감각을 발전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술은 교과과정의 다른 과목처럼 아이들에게 문화의 잠재

적 상징을 제공하면서 경험으로부터 독특한 형태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

이다. 아이즈너에게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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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세상으로부

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기에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이 적극적으

로 실행하여 활동을 배우는 일이다. 

버넘(Burnham, 1994: 524)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미술관은 

인간의 이해와 잠재력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발견의 가

치를 독려하고 작품 표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관심과 보고 생각

하는 즐거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미는 전시장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한 사람의 삶이 예술작품을 빛나게 하고, 반대로 예술작품

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으므로 경험은 정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적 경험에 대한 연구자들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큐레이터였던 버넘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 미

술관의 전시공간에서 작품을 일상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에 적용할 

때, 관람객과의 만남을 설명이라는 형식적인 행동 속에서 좀 더 의미 있

게 만들어 내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단순한 체험에서 작가와의 대화나 실제 제작을 경

험해 보는 프로그램까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전시

의 홍보나 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에 앞서 그 경험이 미적 영역

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미적 경험과 관련하여 하우젠

(Housen)과 파슨스(Parsons)의 미적 인지발달 이론으로 관람객의 미

적 발달단계를 분석할 수도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루어

진 하우젠과 파슨스의 이론에 의하면, 관람객이 초보적 단계에서 높은 

미적 인지단계로 이행할수록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판단의 균형,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상호연관성 지각, 작품의 의미와 상징의 해석을 자율적이

고 다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양지연, 2012). 이에 제3장에서는 미술

관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슨트 활동을 통하여 일방

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실천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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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해석과 능동성

둘째로 살펴볼 미술관 교육의 논의는 작품을 해석하여 미적 경험을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 의미를 형성하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이다. 리자 

로버츠(Lisa Roberts, 1997)는 전시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을 나눌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전시를 이해하는 지평을 더욱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후퍼 그

린힐(Hooper-Greenhill, 2000) 역시 해석을 강조하였다. 포스트뮤지엄

에서 관람객은 정해진 내러티브를 배우기보다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므

로 관람객은 더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복합적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최성희(2006)는 이러한 의미 생성과 해석의 능동적 주체로서 관람

객 이전에 학예사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관람자 중심

의 박물관에서 미술작품의 해석과 교육방법>이라는 주제로 49명의 한국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들의 예술작품 해석과 교

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12) 이 연구는 학예사들이 박물관의 

중심이 관람객으로 이행하는 것에는 지지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박

물관 방문과 만들기 수준의 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

을 총괄하여 진행해야 하는 학예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성희가 이 논문에서 주목한 연구는 1986년 미국에서 발표된 아이

즈너와 도브스의 보고서 <불확실한 직업: 미국 미술관의 교육 Uncertain 

Profession: Observation on the State of Museum Education in 

Amercan Art Museum>이다(Eisner & Dobbs, 1986). 이 연구 보고서

12) 이 연구에서는 큐레이터이면서 교육을 맡고 있는 에듀케이터, 즉 학예사와 교육을 
전담하는 에듀케이터의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전자는 전문가의 해석, 후자는 
다양한 관람자들이 내린 해석의 수용을 권장하는 미묘한 차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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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20개소 미술관 관장과 교육부 책임자를 인터뷰하여 조사하였

으며, 거의 한 세기 동안 미술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 왔지만 미술관 

교육자들의 지적 기반은 불확실하며 박물관 교육의 미션에 대한 기관 내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아이즈너와 도브스의 보고서는 

1987년 덴버미술관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의 

교육위원회와 국립미술교육연합회(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의 박물관분과에서 선출된 직원 25명과 미술관 교육자, 이 분야의 리더

와 사상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

임과 논의들은 박물관의 공공성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다룬 1992년 보

고서 <수월성과 공정성(Excellence and Equity)>으로 이어지면서 박물

관 내 교육 미션의 강화를 강조하고 주요 원칙들을 도출하였다.13) 이후 

박물관 내에서 교육의 영향력과 필요성이 점차 강화되었고, 최근 미술관 

교육자들에게는 창의성과 다양성, 지역사회와 사회정의, 관람객 연구 등

의 화두와 함께 예술 본연의 가치 구현과 사회적 역할의 책임, 미술관 

내부에서의 ‘협력’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앤 로슨 러브와 팻 빌레뇌브(Love & Villeneuve, 2017)는 「에듀 

큐레이션과 에듀 큐레이터(Edu-Curation and the Edu-Curator)」에

서 미술관 관장들의 모임(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 구

성원과 미국박물관협회의 큐레이터 위원회(CurCom) 구성원을 대상으로 

13) 수월성과 동등성 보고서의 주요 원칙 10조 
1. 박물관은 교육을 공공 서비스 역할의 중심에 둔다.

 2.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3.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학습기회를 이해, 발전, 확장시킨다.
 4. 소장품과 다양한 문화의 지식, 이해, 감상을 풍요롭게 한다. 
 5. 문화적이고 지적인 관점에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해석 과정을 확신한다. 
 6. 박물관의 공적 영역에 기여하는 개인과 조직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한다.
 7. 박물관들의 의사결정을 평가하고 수월성에 대해 새롭게 한다. 
 8. 위원회,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다양성과 관점을 환기한다. 
 9. 전문직이나 위원회, 자원봉사자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책임과 그들의

요구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사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연수기관이나 대학이라도 박물관의 공적 영역을 강화하

기 위한 재정적 자원과 리더십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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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엘 오마미(El-Omami)의 보고서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밝혔

다. 큐레이터가 박물관 에듀케이터에게 비중 있게 요구하는 기술을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관장과 큐레이터는 에듀케이터에게 강도 높은 미술사적 

훈련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미술관

의 관행이었다. 그후 미술관 에듀케이터에게는 미술사적 준비가 강화되

고 프로그램 평가, 관람객 조사, 미술교육과 일반 교육학 이론 등이 계

속 추가되었다(Love & Villeneuve, 2017: 11-12). 

이러한 미술관 교육의 흐름 속에서 러브와 빌레뇌브는 전통적인 큐

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훈련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앤 스테펜(Ann Stephen, 2013)의 에코 페미니즘 이

론에서 찾았다. 에코 페미니즘 이론과 유사한 방법으로, 러브는 전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서나 팀의 경계를 넘어 협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틀을 연구하고, 빌레뇌브는 관람객 중심의 기획을 위하여 전시기획, 교

육, 설치 등 대표적인 팀들의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을 에듀

큐레이션,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에듀-큐레이터라고 칭하면서 이

러한 시도가 미술관 문화와 전문직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에듀케이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듀케이터는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니즈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사를 생산한다. 그들은 소장품에 대해

서 학습할 시간도 없고 큐레이터와 대화를 하면서 전시를 이해할 시간도 

없다. 현대미술관의 교육부장인 웬디 운(Wendy Woon)은 에듀케이터는 

정보를 종합하는 데 익숙하고 전체 박물관의 주제를 잘 알고 있지만 큐레

이터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데 익숙한 전문가이다. 에듀큐레이션은 

주제에 접근하는 각각의 선수들이 다른 관점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수

용하는 것이다. (Hogath, 2017: 36)

브라이언 호가드(Brian Hogath)는 큐레이터는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다양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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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에듀케이터와 큐레이터가 협력하여 일할 기회

를 제공하거나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폭넓게 사고해

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특히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양성과정과 상호

협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에듀큐레이션을 위해서는 한층 

심화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결국 박물관이 지역사회

에 기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주었다.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시 개발 시 서로 협력하고 함

께 실험하며 서로를 수용한다는 방향의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3) 시각적 문해력과 소통의 기술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술관 교육의 논의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법이다. 미적 경험의 이해와 함께 미술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작품 감상에 시도되었다. 교수법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잘 알려진 미술관 교육 접근법은 바로 뉴욕현대미술관

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필립 예나윈(Philip Yenawine)의 시각적 사고전

략(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인지

심리학자 애비게일 하우젠이 관람객에게 미술관이 제공하는 설명의 문제

점에 대하여 15년간 수백 명의 관람객을 분석하여 관람객의 사고를 인

터뷰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나윈이 고안한 방식이다.14) 예나윈

은 관람객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자유롭

게 해석하고 삶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발전시킨 방식을 찾았다. 

VTS는 초기에 미술관보다 학교, 미국 전역과 해외 몇몇 나라의 초

14) 하우젠은 관람객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후 
담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다음 독립된 단위로 나누어 사고 범주를 분석하여 미적 발달
단계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에 따르면 관람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에 초보 관람객의 경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우젠은 밝
혔다. 손지현 외 공역(2019). 이미지로 키우는 사고력 VTS. 서울: 미술문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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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육과정에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이후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야

기하는 것이 예술 영역을 넘어 시각과 사고를 연결하는 힘을 강화하고 

인지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VTS의 목표는 미술작품을 좀 더 

복합적으로 바라보며 발달단계에 맞추어 질문에 답하고 교사 주도 아래 

집단 토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조력자(facilitator)

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15) 

최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에서 대화형 전시해설 프로그램 

<SeMa Talk>를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7명의 작

가가 20세기 초 벨기에영사관이었던 남서울미술관 건축에 대한 기록과 

기억에서 발굴한 이야기를 옴니버스와 같은 소설처럼 연결하여 들려주는 

전시로, 작가와 관람객, 관람객과 작품 등 여러 연결 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떠올리게 하려고 미술관에서 시도한 프로그램이다.16)‘대화형’

이라는 이름에서 기존의 도슨트 방식과 달리 관람객의 경험과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이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의 첫 시도인 만큼 아직 

경험이 축적되지는 않았다. 

해석과 대화를 강조하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미술교육 방

면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던 시각문화에 기초한 교육(VCAE: 

Visual Culture Art Education)에서 시각적 문해력과 정체성 및 문화에 

대한 통찰력, 다원주의적 관점의 수용 등이 학교보다 늦게 미술관 교육

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미술관 교육의 흐름은 감수성, 공감능력 등의 다양한 심리 문

15)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전시물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
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고려하고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16) 서울시립미술관의 대화형 작품 감상은 2018년 <미술에 대한 수다>라는 도슨트 대
화형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망각에 부
치는 노래> 전시에서 2회, <예술가 (없는) 초상> 전시에서 2회 진행되었다. 미술에 
대한 수다는 전시를 관람(30분)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감상평을 적은 후(10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20분)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은 작품을 심층적으로 감상하고 도슨트는 해설사의 역할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2019: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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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 방식을 혼합하는 것

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언어로 하는 대화를 넘어서 몸, 춤과 연기 

등 관람객의 능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 카이 키(Elliot Kai-Kee, 

2011)는 미국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동 중심 교육을 연구하여 

미술관의 혁신적 방법론의 초석으로 놀이 이론(thoery of play)을 강조

하였다. 놀이는 몸과 연결되면서 많은 언어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돌

아보게 하고 포스트모던 시대를 거쳐 관점을 우리 자신, 즉 개인에게 집

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 시기는 미술사에서 20세기 

초반 미술이 공연예술의 형식을 수용하며 퍼포먼스 아트를 실천했던 때

로, 퍼포먼스는 기존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미술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존 듀이

의 영향을 받은 경험 중심의 관점과 넬슨 굿맨(Nelson Goodman)의 이

해 중심의 관점이다. 경험 중심 관점이 미적 경험에서 자아와 개성을 발

견하는 체험을 중시한다면, 굿맨의 입장은 미술품을 통한 시각적 문해력

의 훈련을 중시하는 인지적 관점이다(김연희, 2009: 101). 1960년대 

이후 표현 중심의 미술교육을 이해 중심으로 변화시킨 인지주의의 대표

적 연구자인 넬슨 굿맨은 미술품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works work)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나는 즐

거움을 꼽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술관은 근본적으로 치료, 전시하는 역사, 사회적 행위, 오락 혹은 과학

적 연구와 관계되지 않는다. 박물관은 마음(mind)과 심장(heart)에서 일

어나는 경탄(wonder)과 기쁨(delight)의 일차적 원천이다. 여기에서 미술

관은 영구히 충전되는 배터리에 비유되거나 육필 원고의 도서관에 비유된

다. (김연희, 2006; Lee, 1977; Goodman, 1984: 172 재인용)  

미국 박물관 교육자들은 이러한 굿맨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두 가지 

창의적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창의적 교육은 하버드 대학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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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제로(Project Zero)의 활동과 연극 교육으로 유명한 비올라 스폴린

(Viola Spolin)의 초기 작품인 연극 게임(The Improvisation for the 

Theatre, 1963)에서 전개되었는데, 여기에서 카이 키의 박물관 놀이 이

론이 발전하였다. 놀이는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물리적 가상공간에서 예

술을 통해 가능한 활동이며, 관람객이 대상을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 교육, 특히 대화 기반의 박물관 

교육과는 구분이 된다. 

카이 키는 리카 버넘과의 연구(Rika Burnham, 2012)에서 게티미

술관의 전시해설에서 주어지는 질문이 모두가 답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질문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몸이 대상과의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있기에 지적,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놀이’가 중요하며, 이는 연극이나 운동, 드로잉

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미술관의 접근

성을 낮추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한 놀이는 『참여적 박물관』의 저자인 니나 사이

몬(Nina Simon)의 박물관 실험과도 연결된다. 사이몬은 문화기관이 대

중과 연결되고, 그들의 현대적 삶에서 자신의 가치와 참여도를 표현하게 

하려면 관람객을 문화적 참여자로 끌어들여 수동성을 벗어나게 해야 한

다고 말한다. 즉 많은 사람이 참여적 배움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즐기

고 익숙해져서 단지‘자리를 채우는 참석’을 넘어섰을 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Simon, 2015: 20). 

최근 국내 미술관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삼성

미술관 리움의 <어떤 감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번 작가가 초대되어 

소장품을 해석하여 자신의 작업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예술경험을 부여하는데 2019년 안무가 이양희의 워크샵은 미술관에서 

마주하는 예술적 순간을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을 다

시 매개로 하여 그 감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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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과 나, 미술관 공간과 신체의 관계를 몸, 호

흡, 명상으로 탐구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작품 감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작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의 밀도와 완성도에 있어 

미숙하더라도 경험이 축적되거나 에듀케이터의 도움을 사전에 받는다면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미술관 교육을 둘러싼 논의는 미술사, 박물관학, 교육학, 예술경영 

등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

행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것은 단연 미술교육이다. 미술교육에서 연

구된 이론들은 국내 미술관의 프로그램 운영, 전시해설과 어린이 프로그

램 등 미술감상을 위한 인지적 측면과 창의성을 다루는 이론부터 교수법

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실행에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여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국내의 미술관 교육의 30년 역사 가운데 대표적

인 흐름을 미술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함께 살펴본다(제2장). 그리고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 미술관 교육의 대표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도슨트(제3장), 

2000년대 학예사 자격증과 인력지원 사업 등을 발판으로 활동하기 시작

한 에듀케이터(제4장), 2010년부터 미술관과 학교를 이어주는 파트너십

<그림 6> 삼성미술관 리움의 무용가 이양희의 워크숍과 뉴욕 현대미술관의 요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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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교육 힘의 근원인 교사(제5장)이다. 이들은 미술관을 통하여 예

술과 교육이라는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고민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

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미술관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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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슨트의 역할과 전문성 

1. 기획전시와 도슨트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미술작품을 해설하는 활동은 미술관보다 박물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17)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설사’ 프로그램을 일찍이 

운영하였으나 ‘도슨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1993 년 호암미술관

이었다. 도슨트란 용어는 라틴어의 ‘도케레(Docere, 가르침)’에서 유

래하였으며, 본래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는 아니지만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를 일컫는 말이었다.18) 엘리엇 카이 키

(2012)에 따르면, 건축가 랜돌프 쿨리지(J. Randolph Coolidge Jr.)가 

1906 년 보스턴미술관에 임시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미술관의 정기간행물

(the MFA Bulletin)에 <박물관의 교육업무: 회고와 전망(The Educational 

Work of the Museum: Retrospect and Prospect)>이란 글을 기고하면

서 도슨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큐레이터와 전시장에서 기꺼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간의 중

개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지성과 학력을 갖춘 사람을 한 명 이상 상시 고용

하자는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다. 이러한‘도슨트’의 역할을 통하여 각 

부서의 책임자는 전시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Kai-Kee, 2011: 19).

17) 국립중앙박물관회의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인 박물관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1995년 5
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되지만 국립중앙박물관회의 박물관대학 특설강좌 수료자
를 대상으로 한 전시해설은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고 외교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주요 수강대상으로 특히 1986
년 아시안올림픽대회와 1988년 세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면서 박물관 해설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http://www.fnmk.org/fnmk/history.php?Th_year=1990

18) 캠브리지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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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스턴미술관에서는 전시에 대한 설명을 큐레이터가 맡아 하기 

시작하였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명 듣기를 희망하여 전시안내 업무

가 가중되고 있었다. 쿨리지는 다음해 1907 년 보스턴미술관 비서실장

의 조교이자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 개릭 보든(Garrick M. Borden)

을 최초의 도슨트로 임명하였는데 그의 일은 전시장 방문객에게 모든 소

장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19) 이후에도 대학 강사들이 미

술관의 전시설명자로 고용되면서 대학 강사를 지칭하는 도슨트라는 용어

가 미술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도슨트 교육은 보스턴미술관의 방문

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영향을 주었으

며, 곧이어 결과적으로 모든 미국 미술관에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인 교육 서비스가 되었다. 

이러한 도슨트라는 용어가 해설사를 대체하여 국내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호암미술관은 용인의 호암미술관이 아니라 별도로 서울의 호암갤

러리에서 운영되던 호암미술관의 현대미술 부문이었다. 호암갤러리는 

1992 년부터 신축미술관 설립을 준비하며 해외 미술관과 적극적인 교류

를 도모하였다. 당시 미술관에서 교육 업무를 맡았던 박선혜(1999)는 

삼성문화재단의 호암미술관이 처음으로 도슨트 제도를 시행하고 박물관

에서 사용하던 ‘해설사’라는 용어를 두고 새로운 명칭을 채택한 것은 

도슨트가 해설(explanation) 외에 전시장 동선 안내, 관람객 교육, 해석

(interpretation)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그 역할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슨트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국립현대미술관(1993, 

휘트니비엔날레)을 비롯하여 광주비엔날레(1995) 등 현대미술을 소개하

는 여러 미술관과 전시관에서는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해설 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19) 개릭 보든에 이어 이집트 분야의 연구 조교였던 루이스 얼 로에(Louis Earle 
Rowe)가 두 번째 도슨트이자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영어과 교수 두 명이 추가로 주말 오후 자원봉사 도슨트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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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미술관은 굵게 표시함.

 

실제로 <표 6>을 보면 국내에서 상당수 미술관들이 1990 년대에 활

발하게 건립되었고 특히 공립미술관보다 사립미술관의 약진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기 직전

인 1996 년 미술관으로 등록한 금호, 성곡, 대림미술관 등의 기업미술관

은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 현대미술의 트렌드와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

는 일에 주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1991 년부터 

시행되어 외국의 현대미술을 직접 접할 기회가 드물었으므로, 미술관을 

연 도 사립미술관 공립미술관

1990 모란미술관

1991 선재미술관

1992

환기미술관, 워커힐미술관

토탈미술관, 송암미술관(인천)

월전미술관, 신천지미술관(제주)

광주광역시립미술관

전라남도 옥과미술관

1993 리각미술관, 한원미술관 백민미술관

1994 소전미술관, 운향미술관 마산시립문신미술관

1995 더리미미술관, 전원미술관, 벽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경희궁 분관)

1996
금호미술관, 대림미술관, 성곡미술관

일민미술관

1997
서귀포기당미술관, 한광미술관

임립미술관, 석봉도자기미술관

1998
포스코미술관, 마가미술관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청학대미술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1999

대산미술관, 밀알미술관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당림미술관, 바탕골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

<표 8> 1990년대 설립 공·사립미술관

(등록미술관 기준, 한국박물관협회, 2009: 9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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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관람객이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주는 일은 필수불

가결한 것이었다. 

※ 해외 전시는 굵게 표시함.

한편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은 1993 년 삼성그룹의 

신경영 방침에 따라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미국 포스트모던 대표작가 

4 인전》과 《마르크 샤갈》이라는 해외 전시를 소개하였고 그 이듬해에

도 앤디 워홀 같은 유명 외국 작가 전시를 개최하였다.20) 

20) 삼성의 신경영은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전체가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조직의 혁신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삼성그룹은 전사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
았다. 미술관이 속해 있는 삼성문화재단도 이런 신경영의 맥락에서 국제 미술관으
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 미술관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연도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현대미술 부문

1993

 동아미술제: 서예, 전각, 문인화

 소장품 특별순회전

 한국현대판화 40년전

 93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

 김창열 

 삐에르 술라쥬 회고전

 곽훈 전

 뒤뷔송 현대공예전

 분청사기 명품전 – 한국미의 원형을 찾아

 미국 포스트모던 대표작가 4인전

 (줄리앙 슈나벨, 데이비드 살르, 

  에릭 피슬, 로버트 롱고)

 마르크 샤갈전 – 사랑과 향수의 세계

 정창섭 – 그리지 않은 그림

 고려불화특별전 – 고려, 영원한 미 

1994

 민중미술 15년전: 1980~1994

 민철홍전

 막스 에른스트 판화도서전

 카렐 아펠 회고전

 이준 전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한국현대도예 30년

 한국일본전통공예, 

 현대 일본디자인전

 까르띠에재단 소장작품전

 젊은 모색 94 

 서울국제현대미술제

 현대미술 40년의 얼굴(월간미술 5주년전)

 고암 이응노전(광주시립미술관 순회)

 한국의 미, 그 현대적 변용

 (오수환, 윤광조, 황창배)

 팝아트의 슈퍼스타 앤디 워홀

 월전 회고 80년 – 장우성, 격조 높은 선과 

 묵의 세계

 1994 현대한국회화 – 한국미술, 빛과 색  

  

<표 9> 도슨트 시행시기의 국립현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전시목록(199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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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통해 도슨트가 활동을 개시한 무렵 대표적인 국립 및 사

립미술관의 전시내용을 알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의 현

대미술 부문(호암갤러리에서 운영)의 2 년간 전시를 비교하면, 국립현대

미술관은 한국의 전통 회화, 서예와 도자 등을 전시하고 해외 전시로는 

프랑스 문화원을 통한 전시 교류가 많았다. 그리고 삼성문화재단의 호암

미술관은 미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전시인 《미국 포스트모던 대표작가 

4 인전》,《팝아트의 슈퍼스타 앤디 워홀》이 대표적이었다.

호암미술관 현대미술 부문의 사업장이었던 호암갤러리는 도심 위치, 

편리한 대중교통, 우수한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전시기획의 전문

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전시 관람객이 많았으며,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 활동도 갈수록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슨트는 1996 년부터 연 3

회 정도 개최되는 기획전시를 운영하는 동안 새로운 전시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익혀 관람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들과 소통하

는 활동을 통하여 지적 만족감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1990 년대의 호암갤러리 도슨트는 12 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로 기획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에게 관련 자료를 받아 주 1 회, 한 달가량 그

룹 스터디를 하면서 전시설명을 준비하고, 전시 개막 직전 전시장에서 

큐레이터에게 작품설명을 배웠다. 호암갤러리 도슨트의 인적 구성을 살

펴보면, 주부와 대학생이 주를 이루고 직장인도 소수 있는데 그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있었다.21) 호암갤러리 도슨트는 시행 초기에는 장년

층보다 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참여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비전

공자들이 자원봉사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연령대가 높아져서 직업 

탐색으로서 청년의 참여보다는 자원봉사로서 장년의 참여가 자리를 잡았

다고 볼 수 있다.

21) 주부의 경우 대체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킨 후 삶의 여유를 갖게 된 연령대의 
여성이 많았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직업 탐색
을 위하여 미술관 경험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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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미술관 도슨트 활동은 2000 년대 지

역 공립미술관들이 발전하면서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연계된 

활동을 모색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2002)을 비롯하

여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미술관(2006), 백남준아트센터(2008) 등도 

도슨트 제도 도입과 함께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도슨트 양성과정은 미

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강의로 구성하여 강의만 수강하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양강좌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별도로 도슨트를 선발하여 충당하는 한편 도슨트 모집이 원

활하지 않은 지역 미술관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도슨트를 

기용하기도 하였다. 미술관의 대관 전시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전시설명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노련

한 도슨트를 유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다.22) 또 역사가 짧거나 자

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미술관에서는 도슨트를 해마다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으며, 미술관 운영이 정착된 곳에서는 도슨트를 계

속 선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재교육하여 관리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표 8>을 보면, 국립, 공립, 사립을 대표하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

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의 도슨트 양성과

정을 비교하여 시기별 특징과 기관별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

저 삼성미술관 리움의 경우 2004 년 한남동에 새로 미술관을 개관하면

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전시한 작품 위주의 미술사 강의로 구성하여 

도슨트에게 제공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폭넓은 관람객층과의 소통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도슨트들의 기법과 태도에 비중을 두고 과정을 진행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슨트를 선발하여 매주 1 회(총 10 회) 교육

하던 것을 최근 주 2 회(총 16 회)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23) 서울시

22) 최근 상업적인 블록버스터 전시에‘전업 도슨트’라고 자칭하는 직업적인 인기 도
슨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유튜브와 강연회 등을 통해 미술 관련 정보와 도슨트 
방법을 전하면서 대중적 소통을 시도하고 전시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문화재단 https://blog.naver.com/i_sfac/221367174428 

23)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 공립미술관에서는 양성과정 강의 수강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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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미술관의 교육과정은 관람객 연구, 교육과 홍보, 전시 디자인 등 박물

관학 접근과 함께 미술 감상에 대한 내용을 강사 1 인에게 전담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병준과 박지연(2008)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슨트의 역할이 해설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체험학습 강사가 담당하던 영역까지 포괄하

는 경우를 지적하며,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도슨트의 직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박물관·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에서 설명

하고 가르치며 정보를 제공하는 도슨트의 활동을 그들을 교육전문가로 

간주하는 데 근거가 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도슨트의 직무 분석이 미술관 

교육의 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도슨트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은 교육학적 관점 외에도 관람객 개발이나 만족도 등 예술경

영의 영역과도 연결되며, 최근 그들에 대한 다층적 연구의 접근들이 더

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미술관 도슨트 사례연구로는 최아영(2014)이 국립현대미

술관의 도슨트 운영현황과 활동에 대해 조사한 <도슨트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는 서울관 도슨트를 중심으로 

선발과정, 현장활동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김문성(2019)은 서울시

립미술관 도슨트를 대상으로 한 <미술관 도슨트의 역할 갈등에 관한 문

화기술적 사례연구>에서 도슨트와 직원의 인터뷰,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며 도슨트의 활동 양상과 갈등 구조를 연구하였다. 

특히 미술관의 현장 연구 중 김문성(2019)의 연구는 도슨트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교육이나 예술경영의 측면이 아니라 도슨트에 

주목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 및 

는 시민이 많아서 도슨트 양성과정 강의는 교양강좌처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이
들 중에서 실제로 활동할 도슨트를 선발하며 해마다 선발 기수제를 적용하여 선배
와 후배 도슨트 사이에 멘토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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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삼성미술관 리움 2014 국립현대미술관(과천) 2019 서울시립미술관(본관) 

 

오리엔테이션

리움 건축물 소개

전시장 투어

오리엔테이션

박물관학

관람객

 조사

  ·

 미술

 교육

  ·

 전시

 공간

  ·

 홍보

  ·

  법

  ·

 사례 

나와 모두를 위한 

환대

미술사

고려청자

 미술

  ·

미술관

 연구

서양미술의 흐름
미술관 관람자는 작품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분청사기

백자 한국 근대미술 동향 

및 박물관 미술관의 

발전

-도슨트 되기 첫걸음

-상호소통하는 도슨트 조선 전기· 중기 회화

조선 후기· 말기 회화
수집에서 나눔으로:

미술관, 도슨트, 

관람객

-미술관 전시관람 

 형태 다시 생각한다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도슨트

불교조각

불교회화

금속공예 중간평가
전시공간을 통한 

예술의 이해

고고유물

미술관 

이미지  

 분석

미술관 소장품:

미술작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 

-경험과 공유의 확산:

Museum 3.0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댓글 읽어주는 관객 실습

전시설명법

설명 시나리오 작성 

상호시연
도슨트 현장 탐방

-도슨트 왜 필요한가

-미술과 법 교육평가

미술사

현대미술 전시개요
이미지와 이미지

읽기 

 미술

 이론

작품에 대한 내용과 

도상학적 해석방법론

한국 근현대미술
 실무

 이론

  ·

 실습

스트립트 작성의 

이론과 실제 

미술 양식은 

왜 변화할까

한국 근현대미술 프레젠테이션 

이론과 실제(스피치)
미술가의 생애와 작품

한국 근현대미술
외국 근현대미술

도슨트 시연 및 평가 모던아트 성립과 전개
외국 근현대미술

외국 근현대미술 아방가르드 미술

국제 현대미술
전후 미국 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국제 현대미술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해석방법론

국제 현대미술 기호학과 정신분석학적 

해석방법론

 실습

전시설명법

설명 시나리오 작성
다시, 미술이란 

무엇인가
상호시연
교육평가

<표 10> 시기별 미술관 도슨트 양성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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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도슨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실제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슨트들이 미술관에서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술관의 위계를 

넘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작품의 이해와 감상, 해석을 제시하는 실천의 

양상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도슨트를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학습자나 수

용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는 행위자이

자 문화소비자의 관점에서 가장 열성적인 소비자로 분류하였다. 또 도슨

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으로 소상황과 대상황을 구분하였다. 도슨트들

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원봉사자이지만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전시해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회적 기여에 자부심을 얻는 소상황과 한국 사회의 

고용구조, 미술을 문화 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 제도로서의 미술

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라는 대상황을 제시하였다

(김문성, 2019: 76-96). 

 박물관 투어를 맡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안내자(The Good Guide: 

A Sourcebook for Interpreters, Docents and Tour Guides)』라는 책

에서 도슨트의 다양한 역할을 주장한 무어의 말을 인용하였다. 

박물관 도슨트는 교사도 아니고 큐레이터도 아니며 행정가,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더 많은 역량을 포괄하는 한 

모든 것의 조합이다. (Moore, 1941)

그리고 앨리슨 그라인더와 수 맥코이는 오늘날 박물관의 전시안내에

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지적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관람객

과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을 권하였다. 또 전시

를 해석하고 학습하며 그들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Grinder & McCoy, 1985: 4). 따라서 미술관 도슨트는 미술관과 관람

객, 작가의 작품과 사람들의 관심, 예술과 삶을 연결해 주는 매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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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면서 학예사 혹은 에듀케이터라고 불리는 미술관 교육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또 다른 교육자이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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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활동과 자원봉사 문화 

고든 맨서와 로즈메리 히긴스 카스(Gordon Mancer & Rosemary 

Higgins Cass, 1976: 11)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동기를 얻는 자주성과 함께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성을 공유하며 사

회복지 서비스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시민 참여의 한 형태가 자원봉사

이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여가 활동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의와 자기 성장,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더 넓은 인간관계를 수

립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의의를 가지게 되므로 중요하다(김형숙 외, 

2002: 21). 

  이러한 특성과 의의를 가지는 자원봉사 활동이 박물관에 공식적으

로 적용된 사례는 1934년 미국 미주리 캔자스시티의 앳킨스의 넬슨 갤

러리(Nelson Gallery)에서 진행한 캔자스시 청소년 리그 구성원들의 박

물관 투어이다.24)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슨트로 참여한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학부모들도 자원봉사자로 활약했으며 최고의 자원봉사

자를 선정할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박물관 수가 급격히 늘고 박물

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의 활용도도 높아졌는데, 자원봉사

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볼티모어 월터스 갤러리(Walters 

Gallery)의 관장 테어도르 로(Theodore Low)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24) 넬슨 갤러리의 폴 가드너(Paul Gardner) 관장이 1934년 캔자스시 청소년 리그 예
술권익위원회장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이사회를 통하여 청소년 교육부장을 고용하면
서 예술분과장, 캔자스시 학교교육 감독관, 교과과정 학교대표와 함께 일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캔자스시 학생들의 박물관 전시투어와 양성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1953년까지 20년간 46,000명의 학생들이 학생 도슨트로 활약하였다. Wolferman, 
Kristie C.(1993).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Culture Comes to 
Kansas City. Columbia, MO and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p. 
151-52. Elliot Kai-Kee(2011: 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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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도록 교육하는 월터스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면 질적 저하를 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하였으나 지역의 소규모 박물관들은 교육 프

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25) 

그런데 국내 미술관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역방향으로 나타났

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도한 자원봉사 도슨트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

으로 한 대형 미술관에서는 모집과 운영이 원활하였으나 지방의 소규모 

미술관에서는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후자의 경

우 유급 도슨트를 고용하는 일이 많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지역자치단

체를 통하여 공립미술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역의 자원봉사가 활

성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 미술관 도슨트의 양적 확대 가운데 현

재 미술관 도슨트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미술관 서비

스와 지역 연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의 개별적 경험과 활동내용을 질적 측면

에서 조사하는 것이 미술관 교육의 실질적 현황 파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슨트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전반적인 경험 내

용을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삼성문화재단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

암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20여 명의 도슨트를 중심

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표 9> 참조). 

그중 대표성이 있는 도슨트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삼성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의 도슨트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인터뷰 내용과 함께 그들의 경험을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25) 1963년 미국박물관협회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222개 미술관 중 131개 미술관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투어를 운영하였고 92개 미술관은 갤러리 토크에도 자원봉사 
도슨트를 활용하고 있었다. 



64

구분
소속기관 나이 전공 직업 활동내용

A

 삼성미술관

34
미술

교육
교사

미술을 전공한 초등교사로 미술과 관련

된 일을 하기 위해 미술관 도슨트를 지

원하여 활동하였고 추후   미술교육 석

사를 취득

B 60
미술

교육

교사

(교장)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술을 알려주고 

싶어서 도슨트를 지원하였고 미술관 어

린이 교재 및 체험 활동에 대한 자문도 

함께 수행. 민화 수집가

C 65
생활

미술
주부

본인의 전공과 자녀 전공 모두 미술이

었고 박물관  대학 출신으로 고미술과 

현대미술 맥락을 이해하며  자원봉사 

활동.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를 병행.  

옛돌박물관의 도슨트 멘토이기도 함

D 37 경영학 직장인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슨트 활

동을 시작하여  관람객의 니즈와 눈높

이에 맞는 설명 노력

E 46 영문학 자영업

회사원으로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여 오

랫동안 활동하며 전시기획과 마케팅 사

업 중

F

 

 호암미술관

42 전산학 주부

직장을 그만둔 후 미술관 도슨트 활동

을 시작하여  삶의 활력을 얻고 국립중

앙박물관 도슨트 병행하다 최근 재취업 

G 45
식품

영양학
주부

가정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된 자

기만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시작하였

고 정원 설명과 백남준 아트센터 도슨

트를 병행

H
 

백남준아트센터
60 공학 은퇴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은퇴 후의 여가를 보람되

게 보내는 방법으로 찾은 활동이 도슨

트로 서울시립미술관 활동 병행

I
 

국립현대미술관
54 영문학 자영업

미술관 자원봉사를 하면서 외국어 설명

까지 하고 있으며 미술관의 우수봉사자

로 장관표창장을 수상

G  아트선재센터 49 불문학 주부

비전공자로 젊은 세대가 많은 미술관에

서 함께 현대미술을 공부하며 예술로 

삶을 힐링 

<표 11> 미술관 자원봉사 도슨트 인터뷰 명단(200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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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자원봉사 활동에서 동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박물관 

규모가 커질수록 인적 자원 관리라는 과제가 부상하는데, 이는 특히 자

원봉사 관리에 더 많은 기회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Bussell and 

Forbes, 2006; Holmes, 2003). 최근에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활동의 

이유와 장소, 시기, 리더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

는 자원봉사가 개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내재한 활동으로 비영리기관 자원봉사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Bussell and Forbes, 2001). 

미술관 도슨트의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미

술이고 다른 하나는 배움에 대한 요소이다. 초등학교 교사 A는 대학에

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주부인 G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지만 두 사람 모

두 미술 향유를 통하여 도슨트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지

원 동기를 밝혔다. 

미술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고... 미술

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동

료 교사들도 참고작품 드리면 좋아하시고 전시회에 가자면 같이 가지만 

그걸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호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시설명을 하는 분들을 보고 무척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

는 줄 알았지, 자원봉사인 줄은 몰랐어요. (자원봉사자 A 인터뷰)

제 생각에는 미술이란 사실 어떤 것이 제가 계속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냐

면 현대미술 자체가 시선의 폭이 좁지 않고 오히려 넓더라구요. 작가가 우

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의 각 분야의 것을 소재로 삼을 수 있잖

아요. 작품을 보며 떠오르는 기억들이 중첩되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대미술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자원봉사자 G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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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G는 미술 자체가 좋아서 도슨트를 하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동

기의 맥락에 있지만 학습에 더 강한 동기를 드러낸다. 미술에 대한 관심

과 함께 그것을 배워서 타인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이다. 이러한 학습 의욕은 개인적 목적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슨트와 관람

객 사이의 상호작용,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도슨트와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과 전시설명의 교육적 측면에 비중은 둔다. 

이런 측면에서 자원봉사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시민 참여의 한 형태

이며, (문화) 자원봉사도 종교 단체의 자원봉사나 시민 단체의 자원봉사

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B는 40대 후반에 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기 시작하였

는데 지원 동기는 반 아이들에게 전시를 직접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다. 

도슨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하였다가 질

문하는 아이들에게 아무 답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B는 스스로 

도슨트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교사로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

야기죠. 아이들과 동료 교사, 기껏해야 학부모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학부

모들과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너무 다양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재

미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같이 좋아서 하니 만나면 정말 즐겁습니다. 

만난다는 것 자체가요. (자원봉사자 B 인터뷰)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 재미가 좋았어요.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책에서 

봤는데 가서 직접 가서 보면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도 있지만 많이 봐야 아는 게 생기죠. 많이 보면 비교가 되고 궁금증을 가

지게 되면서 그걸 풀어 나가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게 되죠. (중략) 그리고 

소통하는 재미도 컸어요. 감동받아 가는 사람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오

히려 내가 얻는 부분도 많거든요.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을 묻기도 하구요. 

그럼, 아 그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나는 못 봤는데 하면서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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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죠. (자원봉사자 C 인터뷰 중에서) 

이처럼 배워서 관람객과 나누는 활동을 개인의 학습에서 그치지 않

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과정 연장해 본다면 도슨트의 지원 동기에서 

학습은 봉사와 연결된다. 2019년 삼성미술관 도슨트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 의하면 도슨트의 지원 동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일상에

<그림 7> 삼성미술관 자원봉사 도슨트 활동 지원동기(20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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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술을 접하는 것이 좋다’(57%)였고, 그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서’와 ‘미술을 공부할 수 있어서’순으로 많았다. 이 응답

은 2008년 같은 미술관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와 다소 차이

가 있다. 2008년 설문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일상에서 미술을 

접하는 것이 좋아서’(29%)와 ‘미술을 공부할 수 있어서’(24%) 응

답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을 접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주된 동기가 되었

으며 이는 자원봉사나 동료에 대한 생각보다 월등히 높았다. 

집단 내에서의 학습은 개인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삶에

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 한숭희(2001)

는 학습 행위를 학습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활동으로 파악하여 학습을 둘러싼 동기,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모두 집단적 상호작용의 결과 및 과정이라고 보았다. 학습 행위를 공동

체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 간의 협동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은 ‘학습 공

동체’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학습 공동체는 학습 증진을 목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집단이며, 학습자의 자발성으로 구성되고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기초로 집단 학습

을 이룬다는 점에서 협력적 특징을 가진다(한숭희, 1999: 241). 도슨트  

역시 이런 학습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전환적 학습 집단이며, 이에 대

하여는 도슨트도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긴 오래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선배 도슨트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 꼭 참석을 하세요. 그런 선배들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적게 올 때는 두세 명이라도 도슨트 시연에 꼭 오셔서 

끝나고 나서 도슨트실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자 H 인터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보람이 있죠. (중략) 전시라는 게 계



69

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 처음 도슨트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전시를 거쳐서 전시설명을 하시거든요. 오래 경험해 보신 분

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 D 인

터뷰)

학습 공동체의 성격을 띠는 도슨트는 동기에 의해 학습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학습 구성원 사이의 인간관계도 

넓어진다. 도슨트는 큐레이터의 강의나 전시자료를 가지고 미술과 전시

에 대해 학습할 뿐 아니라 학습 공동체에 기반하여 동료 도슨트들과 관

계를 형성하면서 멘토링을 주고받고 서로를 통하여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도슨트는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도슨트 활동 자체의 누적된 경험을 통하

여 미술과 미술관, 문화 향유에 대한 생각은 물론이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생활의 활력 충전, 도슨트 

활동에 의한 연쇄적인 삶의 변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자신과 이웃, 나아가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확장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향유하게 되고 활력이 더해

졌다고 믿는 것이다.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제 말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투

도 바꾸고... 어휘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관람객 앞에 서면 나이, 학력, 경

험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겸손해져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긴장도 되고. 교사 생활이 어느 정도 되니까 교실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독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A 인터뷰) 

배영환이란 작가의 오토노미나라는 작품 설명을 듣는데 금강산 민화를 보

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금강산 하면 정선만 생각했는데 내

가 너무 명작에만 집중했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반성했어요. 도슨트를 하다 

보면 여러 군데를 다니고 결국 자기가 얻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걸 전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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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 만족이에요. (자원봉사자 C 인터뷰)

2019년 삼성미술관 도슨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슨트 

활동 중 만족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 ‘관람객과의 만남과 배움의 

공유’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한 2008

년 설문조사에서는 이 응답이 37%를 차지하여 2019년보다 20% 낮았

다. 또 ‘미술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란 응답은 2008년 52%에서 

2019년에는 30%로 크게 낮아져, 10년 동안 미술관 도슨트의 이론 교

육과 설명 역량이 안정되었고 관람객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미술 지식의 습득과 동료와의 관계 형성에서 나아가 관

<그림 8> 삼성미술관 도슨트 활동에 대한 만족도(20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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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

혀 자신을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자원봉사 도슨트의 활동은 최근 

출연한 직업 도슨트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개되면서 개인의 삶에 활력

과 의미를 부여한다.

3. 해석자로서의 도슨트 전문성

도슨트는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미술관의 얼굴과도 같다. 미술관 교육 관계자들은 미술관 교육 프로

그램 중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도슨트를 꼽으며 그 활동이 미술관 교육

의 기본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교육 

서비스로, 그르니에(Robin S, Grenier, 2011)에 의하면 전 세계 박물관

의 88%가 도슨트 투어를 운영하여 관람객의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

고 있다. 

우스터 대학(Worcester State University)의 수잔나 메이어

(Susanna Meyer, 2016)는 도슨트가 관람객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려

면 소통 기술을 향상해야 하므로 도슨트 양성과정에서 전후로 평가하여 

발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메이어가 연구한 미술관 도슨트의 

양성과정 중 59세부터 82세까지 노련한 도슨트 15명을 선발하여 18개

월 동안 진행된 사례연구에서는 발표를 녹음하여 다시 들으면서 명료함

(intelligibility), 강세, 음성을 포함하여 몸짓, 얼굴표정, 눈맞춤, 문법 등

을 분석하였다.26) 연구 결과, 이러한 훈련을 한 도슨트 투어와 그렇지 

않은 도슨트 투어의 비교에서, 훈련된 도슨트와 함께하는 관람객의 집중

과 참여도가 평소보다 9.1% 높은 결과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 도슨트

26) 이 분석을 위하여 메이어는 H2Next 핸디 디지털 레코더와 소니의 핸디캠 
HDR-CX160 비디오 레코더를 사용하였으며 음성분석은 Audicity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Meyer, Susanna ed.(2016). Improving Museum Docents 
Communication Skills. CuroatorL The Museum Journal. January 2016. Vol 
59.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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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양성과정 기간이 해외 미술관 교육과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

고 경험이 있는 도슨트의 재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도슨트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삼성미술관은 정기적으

로 도슨트를 선발하지 않으며 장기간 활동해 온 도슨트가 많고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어 학습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에 삼성미

술관은 2008년 총 34명의 도슨트를 대상으로 미술관 도슨트 활동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 다

시 도슨트 30명의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27) 2008년 설문조사에서 도

슨트는 당시 전시된 소장품의 공간적 측면에서 미술관의 전시장을 층별

<그림 9>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역량(20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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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큐레이터가 강의한 것에 대하여 향후 해당 분야 미술사와 개

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희망하였다. 특히 큐레이터들이 주요 

작가와 작품을 강조한 강의에 대하여 그러한 미술의 흐름 이해가 더 필

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28) 또 도슨트가 설명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은 도슨트가 제공받는 지식과 관람객에게 해주는 해설 사이의 간극과 난

이도 조정, 설명할 부분의 요약, 작품을 연결하는 스토리와 같은 설명내

용의 재구성 등 관람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소통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경험이 많은 도슨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였다. 

2008년과 2019년의 도슨트 조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부분은 도

슨트의 전문성에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이다. 도슨트는 ‘도슨트 활동

에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

는 응답이 2008년에는 26% 나왔으나 2019년에는 38%로 더 높아졌

다. 그리고 2008년‘문화자원봉사 마인드’(32%)와 ‘대화법 등 의사

소통의 기술’(34%) 응답이 2019년에는 각각 17%로 감소한 반면 

‘전반적인 인성과 태도’응답이 3%에서 27%로 높아져 1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봉사 마인드와 의사소통 기술이 소통 형식에 관한 것이

라면,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성은 해설자의 기본 자질로 도슨트 활

동의 궁극적 역량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2008년의 설문조사에서 큐레이터로부터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

으나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작품으로 삼성미술관 리움의 현대미

술 전시장에 있는 이우환, 마크 로스코(Mark Rothko), 박서보, 아쉴 고

르키(Arshile Gorky) 등의 추상적 요소가 강한 작품을 언급하면서 관

람객들이 현대미술보다 고미술에 대한 설명을 선호한다고 적었다.29) 이

27) 2019년에는 삼성미술관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의 도슨트를 일부 포함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교육과 활동방식이 유사하며 서로 교류하고 있으므로 한 기관의 
도슨트로 간주할 수 있다. 

28) 앞서 살펴본 도슨트 양성과정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설한 도슨트 양성과정이 이
러한 도슨트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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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은 작품은 박수근, 

천경자와 같은 근대 한국미술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 애니쉬 카푸어

(Anish Kapoor)나 서도호의 작품처럼 시각적으로 이목을 끄는 작품, 

관람객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고 답하였다. 이 

응답들이 도슨트의 해설 기법에 있어서 기본 역량을 너머 해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Conneticut University)의 로

빈 그르니에는 노련한 도슨트의 특징을 연구하고 15명 도슨트의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토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는 

모두 자원봉사자로 미술관을 비롯하여 역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의 도슨

트를 포함하며, 박물관은 모두 국제박물협의회(ICOM)의 정의에 부합하

는 곳으로 기관의 규모와 연간 방문객의 수, 도슨트 교육방법을 고려하

여 선발하였다. 이들 도슨트들의 특징은 주제에 대한 분명한 지식, 소통 

기술, 풍부한 경험(Integrates Prior Experiences), 융통성(Adaptibility), 

열정과 헌신(Enthusiasm and Commitment), 유머 감각으로 분류하였

고, 이들의 도슨트의 역량 개발에 있어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할 것

을 추천하였다(Grenier, 2011: 339-353).30) 

특히 연륜 있는 도슨트는 관람객의 니즈와 관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Element of Flexibility)을 교

사의 역량에 비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Tsui, 2003: 38). 또 모든 

도슨트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태도를 보이며 이

전의 경험과 통합하여 그들을 이해하려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이러한 역량은 지식과 소통 기술을 넘어 작품 해설에 중요한 역할

29)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미술의 경우 도슨트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설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도슨트들은 현대미술, 특히 추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경험이 부족하였다. 

30) 도슨트는 최소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Grenier, Robin S.(2011). 
Taking the lead: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 docent characteristic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Vol. 26, No. 4, October. 33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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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도슨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박응희(2009)는 <박물관 교육방법으로서의 ‘해설’에 대한 교육학

적 논의>에서 해설과 해석의 차이를 논하면서 도슨트의 해설은 근대적 

박물관의 일방적 지식 전달의 교육운영 방식이라 하였다(김형숙, 2007; 

전진성, 2005).31) 그는 브루너(Bruner)를 통한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역사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모두 고려하

여 대상과 사건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담화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

의 의도가 큐레이터의 해석, 도슨트의 해석을 거쳐 관람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이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작품은 그 자체로 이해해

야 한다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넘어 예술작품 자체를 받아들이며 미술관에서도 관람객 자신의 의미체계

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응철, 2008).32) 이와 관련하여 김

형숙(2007: 236-237)도 근대적 미술관에서의 전시가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과정이라면 다원화된 시대의 미술관

에서 전시는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슨트는 관람자를 작품 해석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

(Multiful Interpretation)이 가능한 능동적 존재로 관람 활동의 중심에 

놓고 도슨트 활동을 그들의 해석의 핵심에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

31) 근대적 미술관에서 대중과의 소통방식은 선헝적 전달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술관은 미술작품에 무지한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이 기획한 전시의 의미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일방통행식의 선형적 전달 방식을 취한다. 지식은 객
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이 선형적 모델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학습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김형숙, 2007: 235). 

32) 박응희와 마찬가지로 신응철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의 위상>에서 도슨트
의 지위를 ‘해석자’의 위치로 파악하면서 작품 해설이 관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하지만 신응철은 해석과 체험으로 구분하여 보면서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를 도슨트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치의 영역에 이어지는 폭넓은 문제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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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최성희, 2006: 122). 리자 로버츠(Lisa 

Roberts) 역시 『지식에서 내러티브로(From Knowledge to Narrative)』

에서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관람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관람

객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박물관과 미술관의 교육, 그리고 교육담당자

도 도슨트의 교육에 있어 미술이론에 대한 교육과 미술관 활동 증진에 

주력해 왔기에 이 경험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도슨트들은 관람객을 이해하고 소통 기술을 익혀야 하며 자신의 

해석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해석은 질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관람객에게 단순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발문이 중요하다. 

삼성미술관 도슨트들은 작품의 해석에 자신의 해석을 반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0% 이상이 매우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

였다. 국공립미술관보다 더 유연한 설명을 지향하는 사립미술관 도슨트

들의 이러한 응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도슨트들은 박물관의 전시

설명과 달리 미술관에서의 도슨트 해설이 미적 감상에 도움을 준다고 다

수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해석 방법과 내용, 어떠한 미적 

감상인지에 대한 참조 기준을 가지고 실시한 설문이 아니었기에, 도슨트

들은 해석의 경험이 적고 미적 감상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양지연과 김혜인(2011)은 「미술관 관람자의 미적 인지단계적 특

성: 성인관람자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관람자가 대하는 미적 인지의 속

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미적 발달단계 이론이 미술관 관람자와 작품

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우젠과 파

슨스의 미적 인지발달이론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작품에 대한 묘

사, 소재, 해석, 판단 네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흐름과 발달단계를 가진

다고 하면서 이를 통하여 관람객의 미적 발달단계를 분석하는 것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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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단계 하우젠(Abigail Housen)  파슨스(M. Parsons)

1단계

설명

무자위적 관찰/ 나열

감정 표현

개인적 호불호, 연관성에 기초한 평가

스토리텔러, 리스트메이커

개인적 선호

주관적, 무작위적 지각

자기중심적 반응

개인적 경험과 호불호의 선호 

2단계

구성

작품을 보는 틀 구성

소개, 기법, 사실주의에 대한 관습적 판단

미술의 기능과 실용적 가치 중시 

미와 사실주의

미적 소재와 밝은 표현 높은 가치

사실주의적 표현과 기량 선호

판단의 주관성, 객관성 인식 미흡

느낌과 반응을 강하게 즉각적 표현

3단계

분류

미술사가와 같은 분석적 비평적 분류

개인적 감정과 경험 제어

다양한 정보 추구와 주의깊은 관찰

표현

작품의 의미 해석

소재 위주의 다양한 형식의 연관성

적절성 관찰과 인지

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분

4단계

해석

작품으로부터 의미 있는 메시지와 상징

주관과 객관의 혼합

작품의 형식과 기법에 대한 다층적 감식

양식와 형태

작품 의미 있는 메시지, 상징 해독

주관과 객관의 혼합

작품의 형식과 기법에 대한 다층적 

감식

5단계

창조적 재구성

개인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의 혼합

열린 시간에서의 접근

작품을 유기체로 간주

지각, 인지, 감성을 동원하여 스스로 

재구성 

자율성

주관과 객관, 전통과 새로움 조정

속에서 주체적 판단

끊임없는 반추와 자문

여러 겹의 미술 해석

해석과 판단에 대한 이성적 행위

<표 12> 하우젠과 파슨스의 미적 인지 발달이론(양지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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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연구된 하우젠과 파슨스의 이론에서 

관람객은 초보 단계에서 감정적 반응과 무작위적 지각, 자기중심적 주관

성, 개인적 경험과 선호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더 높은 미적 

인지단계로 이행할수록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판단의 조화, 작품의 내용

과 형식의 상호연관성 지각, 작품의 의미와 상징을 자율적이고 다층적으

로 해석하며 더 심층적 반응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양지연은 미술관 도슨트의 교육적 매개 역할이 다양한 미적 발달단

계에 있는 관람객에게 적합한 접근으로 보다 성숙한 미적 인지를 유도하

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적 문해력과 연결하는 

데 도슨트 자신의 문해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수진과 류재만(2012) 역시 「미술관 교육을 위한 미적 교육의 재

조명」 연구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질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미술작

품을 보고 작가를 알게 되는 관람 형태를 벗어나 작품과 관람객 자신의 

삶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이런 경험은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진과 류재만은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철학을 반영한 LCI(Lincoln Center Institute of the Arts 

in Education)의 교육방식에 주목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미적 교육은 예

술작품을 탐구하면서 삶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학생들의 상상력을 기

반으로 자신을 주체자로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폭넓은 

인식의 각성(wide-awakeness)’을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예

술작품은 좋은 매개가 되므로 작품을 지각하는 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결국 공동체의 상상력을 키우는 일에 도슨트와 에듀케이터

에 의한 미술관 교육이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일자리 차원에

서 도슨트의 직업화를 고려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지역 예술

의 전당과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전시해설사의 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33) 또 이러한 도슨트 과정을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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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2002년에는, 미술관은 아니지만 전위적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도슨

트라는 주제하에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코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슨트 프로그램을 개

설하였다. 

특히 아르코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르코미술관의 청소년 도슨트 <나도 

도슨트>는 미술관 도슨트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하여 실제

로 전시실에서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르코미술

관보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20명을 선발하고 두 달간 매주 토요일 18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겨울방학에 미술관 도슨트 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활동 종료 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34)

도슨트가 전시와 작품에 대한 사람의 설명이라면 다른 매체를 통한 

해설도 있다. 이런 매체에는 전시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이는 보통 도슨트의 전시해설 스크립트

를 목소리가 좋은 성우나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 낭독하는 것을 녹음하

여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전시장의 텍스트 패널

이나 작품의 명패(Label)도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도슨트나 오디오 가이드와 달리 상시적 활용이 가능하고 관람객이 시각

을 통하여 선택적 이해를 할 수 있어 효과에 있어서는 접근 편의성이 가

장 높다. 작품 레이블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레

33) 단기적 해설사 양성과정을 교육받은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관람객과 만나고 
작품을 설명하면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하며 최근 직업 도슨트로 활
동을 시작한 도슨트를 모델로 삼아 전시해설의 전문성을 연구하고 있다. 

34) 이러한 청소년 도슨트는 미국의 주니어 도슨트나 학생 도슨트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데 미국의 도슨트는 도슨트가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과정 중심이라면 국내의 청소년 도슨트는 전시를 설명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적 경험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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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을 제작하는 미술관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접

근 편의성과 연결된다. 

도슨트의 해설에서는 해석의 역량 못지않게 상호성이 중요하다. 이

혜진(2016: 109)은 최근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작

품을 감상할 때 도슨트의 대화를 통하여 도슨트와 관람객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는지 살펴보았다. 15개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조사

한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도슨트의 설명에 대해서도 상호작

용이 높지 않은 결과를 통하여 대화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도슨트와 관람객의 상호작용은 매우 적었으

며 특히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도슨트와 관람객이 모두 서로에게 질

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슨트를 통한 질문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람객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김지호 역시 2016년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스페이스에서 일반적인 

도슨트 프로그램과 대화형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1990년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시각적 사고전략(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을 적용한 것으로, VTS는 감상자의 능력이 단계별로 발전한

다는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상자가 자

발적 능동성을 가지고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대화 방법이었

다.35) 이 방법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방법 자체가 

예술을 이해하는 단계적 과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전 

세계 예술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접근법으로, 김지호는 비교 그룹 사례연

구로 VTS 효과를 확인하였다(김지호, 2016: 137). 

따라서 도슨트는 미술관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원봉사자나 

35) 여기에는 기존 강의식 수업과 달리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습자는 주
체적이어야 하며 교사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VTS 감상법에 있어 감상자는 미술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언어로 말하고 생각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며 가
능한 많은  토론을 하는 주체적인 태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81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미술관의 얼굴이자 에듀케이터와 파트너십을 이루

는 또 다른 미술관 교육자로 간주해야 하며 도슨트에 대한 재교육을 강

화하고 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도슨트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관람객의 작품 감상과 이해도 더욱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미술관의 도슨트 양성과정 기간은 해외 미술관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도슨트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미술관은 드물며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도슨트는 자원봉사와 계약직 

도슨트 또는 직업으로서의 도슨트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자원봉사의 

보람이나 직업적 만족도를 얻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박물관과 함께 미

술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슨트는 박물관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

하여 도슨트 활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특히 미술관의 도슨

트는 관람객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미술의 본

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즐거움을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필수불

가결한 것이 바로 작품을 해석하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며 자신이 

경험한 해석을 바탕으로 관람객 또한 스스로 미술을 해석하고 삶과 연결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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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전문성

1. 미술관 조직과 에듀케이터의 역할 

1) 미술관 조직과 교육 업무 

미국에서 박물관 교육 활동은 1907년 최초의 유급 도슨트가 선발된 

이래 체계 없이 진행되며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다. 박물관 교육 사업은 

전례 없이 새롭게 활성화되었지만 장기적 계획과 이론을 염두에 두지 않

고 임시적 홍보 수단이나 대중의 요구에 따르는 단기적 반응의 산물이었

다(Kai-Kee, 2011). 전시장 안내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획 전시

의 갤러리 토크로 이어지고 미술관 회원이 되어서 시리즈로 구성된 강의

를 수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다.

1940년대 후반까지도 박물관 에듀케이터를 양성하는 문제가 적극적

으로 논의되었으나 에듀케이터의 조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시 앨브라이트 갤러리 관장인 앤드류 리치(Andrew C. Ritchie)는 대

학 강사 수준을 박물관 도슨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하였으며, 

테오도르 로(Theodore Low) 역시 “내가 아는 한 박물관에서 가르치

는 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은 국내에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였다(Elliot Kai-Kee, 2011: 30). 

이에 대하여 사회학자 베라 졸버그(Vera Zolberg)도 1971년 미국

의 미술관 75%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이 통

계는 큐레이터가 자신의 강력한 전문성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특징으로 

자원봉사자를 점차로 교육 업무에서 제외한 큐레이터의 사례를 인용하며 

에듀케이터들이 큐레이터 수준의 지위에 이르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입증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미술관 조직을 두 개의 국립 및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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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사무국의 섭외교

육과로 활동하다가 책임운영기관을 고려하여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바꾸

어 기획운영단에서 기획총괄과, 운영지원과와 함께 움직였다. 책임운영

기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교육전담 인력을 2006년 채용하였고 이후 

2015년 학예연구직으로 4명을 더 충원한 후 서울관을 준비하면서 현재

의 9명 조직에 이르게 되었다(조장은, 2018). 지금의 직제는 국립현대

미술관이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을 운영하는 과도기적 조직이

며 학예연구실 아래 전시과, 소장품 및 자료 관리과 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36) 

이러한 조직은 서울시립미술관도 유사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북서

울, 남서울, 그리고 2022 년 개관할 서서울미술관과 함께 서울시에서 가

장 왕성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미술관이 

관리해야 할 거점은 경영지원부 산하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은 교육홍보과로 학예연구부 아래 구성되어 있다.37) 규모가 큰 미술관

36) 국립현대미술관의 섭외교육과와 교육문화과는 큐레이터 출신의 과장이 업무를 총괄
하며 한때 교육홍보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장이 과장직을 맡
기도 하였다. 

37)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칭하는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양하

<그림 10>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2019년 현재, 홈페이지 참조) 



84

에서는 이렇게 단독으로 교육문화과나 교육홍보과를 두기도 하지만 작은 

미술관에서는 전문인력 한두 명이 근무하는 체제에서 큐레이터가 교육 

업무를 병행하는데, 사실 많은 미술관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 

미술관 전문직이 활동하던 초창기에 교육은 큐레이터의 직무에 속하

였고 큐레이터의 다양한 업무 중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은 직원을 교육

담당 큐레이터(Curator of Education), 즉 에듀케이터라고 칭하였지만, 

게 교육직을 일컫고 있다. 미술관 교육담당자를 에듀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국립미술관에서는 학예사, 학예관의 직제를 따르며 인력지원사업으로 고용된 경우
에는 교육사라고도 한다. 일부 미술관에서는 도슨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에듀케이터
라고 부르기도 하며 계약직 교육담당자는 교육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림 11>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2019년 현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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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미술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박물관에서는 

에듀케이터를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는 전문직 종

사자로 통칭하고 있으나 미국박물관협회에서는 전문직 규정에서 에듀케

이터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AAM, 1978).

에듀케이터는 박물관의 소장품 및 자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대중적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를 담당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무를 맡는다.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은 교육전시, 셀프가이드와 같은 인쇄물, 시연, 수업, 투어, 영화, 강연, 특

별행사, 워크숍, 교사 교육, 학교 교육 등과 도슨트와 가이드의 훈련을 포

함할 수 있다. 에듀케이터는 행정적 책임을 맡기도 한다.

하지만 에듀케이터는 지역사회 봉사와 같은 넓은 범위의 업무에서부

터 특정 대상의 심화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업무를 담당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게다가 미술관 소장품이나 기획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박물관 에듀케이터 핸드북(Museum 

Educator’s Handbook』(Talboys, 2005)에 따르면 박물관 에듀케이터

의 역할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다. 여기서 두 가지의 극단적 업무라는 것은 미술관을 위한 일과 미술관

의 전문직을 위한 일을 의미한다. 또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직무는 

지향점과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시와 관련하여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

나 의견이 일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 미술관 교육 관계자의 인식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교사 등 미술관 교육을 둘러싼 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의 미술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총 

161명의 현장 실무자들이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설문에서‘큐레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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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큐레이터, 도슨트, 교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

냈지만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만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그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큐레이터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 이상

을 차지하였으며 에듀케이터는 38%에 머물렀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

다는 의견이 56%를 차지하였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놓

인 조직도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에듀케이터들은 교육 업무의 전문성보

다는 전시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관 교육이 초기부터 활기를 띠었던 미국의 경우, 박물관협회에

서 규정된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직무가 1980년대 이후 더욱 확대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 전시기획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박물관 교육을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로 국

한하지 말고 박물관 운영과 그에 따르는 활동 전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미술관 지도

자들이 회집한 덴버회의가 시발점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박

물관과 미술관 교육,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에 대한 권익과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에듀케이터로서의 미술관(The Art 

Museum as Educator)』의 공동 편집인 바바라 뉴섬(Babara Newsom, 

1980)은 박물관 에듀케이터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매우 심각할 정

도로 지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덴버미술관의 교육부 

책임자였던 페터슨 윌리엄즈(Petterson B. Williams, 1984: 10)는 박

물관의 대상 중심 학습 이론과 관하여 사람들에게 작품 정보를 알려 주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품을 접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

다.38) 

38) 윌리엄즈는 박물관 에듀케이터들이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작품과 적극
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는 천천히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적 반응에 가치를 두고 작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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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덴버미술관의 논의보다 더 중요한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미술교육과 교수인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W. Eisner)와 스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이며, 셋째는 작품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관람객이 정보를 검색하여 
스스로 관찰하며 발견할 수 없으므로 쉽지 않은 접근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럼
에도 가능한 교육 방법이라고 피력하였다. 윌리엄즈의 적극적인 관람객 중심 접근
법도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그림 12> 미술관 교육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큐레이터가 

전시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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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븐 도브스(Stephen M. Dobbs)의 1986년 연구보고서 「불확실한 직

업: 20개의 미술관 교육 상태에 대한 관찰(The Uncertain Profession: 

Observation on the State of Museum Education in Twenty 

American Art Museum)」이다. 두 연구자는 게티예술교육센터로부터 

박물관 교육직의 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위탁받고 미국 내 20

개 미술관의 관장과 교육부 책임자를 인터뷰하였다. 이 보고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 미술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내

며, 결론적으로 에듀케이터들의 지적 기반이 매우 불확실하고 빈약하며 

미술관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합의가 부족함을 밝혀내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39)  

아이즈너와 도브스의 보고서는 박물관 교육을 정교하게 정의하고 에

듀케이터의 위상과 업무, 전문성 이슈 등 미술관 교육 분야의 미래에 중

차대한 사안들을 부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여자들이 일주일 동

안 계속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는 바로 미술관 교육이

었다. 그리고 회의 참가자들은 박물관에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 미술사의 

위상을 다시 의문으로 제기하였다. 1981년에 시행된 40개 주요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41%가 학부에서 미술사학과를, 

44%는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였다. 아이즈너와 도브스는 박물관 

에듀케이터들이 미술사를 직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지식으로 간주하며 그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므로 미술관에서 가르

치는 일의 60%는 미술사에 달려 있으며 교육은 30% 비중을 차지한다

고 하였다(Zeller, 1984: 116).

39) 아이즈너와 도브스는 미술관 교육에서 학술 문헌과 이론적 기반이 모두 결여되었다
고 결론을 내리면서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교육학에 대한 훈련도 부족하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이 분야의 지도자와 사상가들의 회의
가 1992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덴버에서 열렸던 것이다. 덴버회의에는 박물
관 에듀케이터의 두 전문 조직인 미국박물관협회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of the AAM)와 국립미술교육연합의 박물관분과(Museum Division of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NAEA))에서 선출된 직원을 포함하여 
25명의 미술관 교육자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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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 루 윌리엄즈(Betty Lou Williams, 1994)는 연구가 수행된 후 

10년이 지나 아이즈너와 도브스의 보고서를 재분석하는 연구를 하여 게티

연구소가 주도하여 개발하였던 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

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게티와 관련 있는 박물관과 그렇지 않은 박물

관으로 구분하고 게티와 관련이 있는 학교들이 미술사, 미학, 미술비평, 

실기의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

이었다. 그 과정에서 윌리엄즈는 아이즈너와 도브스가 「불확실한 직업: 

20세기 미국 미술관의 교육에 대한 관찰」에서 구체적 목표와 그들이 

제시하였던 수많은 질문을 상기시켰다.40) 그 질문은 얼마나 많은 박물

관 에듀케이터들이 직업적 책임감을 가지는가, 박물관의 인사 구조에서 

그들의 기능과 위상은 어떠한가, 박물관장은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역할

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박물관장은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적절

한 직업적 전문성을 무엇으로 보는가 등의 질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조

사연구는 박물관의 교육 미션을 도출하고 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기에 이르렀고 박

물관 교육담당자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

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대체 박물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저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에듀케이터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전문성과 미술관 전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에는 격차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미술관 교육 관계자 161명에게 의견을 구했으며 역시 큐

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람객에 대한 이해

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의견이 비슷하였지만 큐레이터는 소장품과 전시에 

40) 연구의 주요 목적은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 둘
째로는 박물관 교육정책을 새롭게 개선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교육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 분야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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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술사적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32.1% > 19.4%) 

교육 지식과 마인드에 대해서는 에듀케이터가 더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은 직무 수행상 자연스럽게 나올 만하지만, 미술관 현장에서

는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전시와 작품을 중심으로 운

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이즈너와 도브스의 연구 이후 게티예술교육센터와 게티뮤지엄은 

사회과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릭 로빈슨(Mihaly Csikszentmihalyi 

& Rick Robison, 1985)에게 전문직 경험에 근거한 연구, 즉 미술관 방

문객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포커스 그룹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방문객의 미술관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은 획기적 시도였

다. 그들의 노력은 1992년 미국박물관협회에서 발간된 『수월성과 공정

성: 박물관 교육과 공적 영역(Excellence and Equity: Education and 

the Public Dimension of Museums)』 보고서로 결실하였다(Amy 

Walshs, ed. 1991). 수월성과 공정성 보고서는 오랜 세월 동안 박물관 

전문직으로 도전했던 에듀케이터들의 기념비적 대화이자 기록이었고 21

<그림 13> 미술관 교육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의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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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맞이하는 박물관의 준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수월성과 공정성

이란 두 개념은 미국이 가지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교육적 잠재력을 의미하면서 박물관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접근법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똑같이 중요

하게 간주되었다.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박물관 전

체로 연결시키면서 박물관의 정의를 확장하였고 이는 큐레이터에서 에듀

케이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부터 박물관의 전시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41) 따라서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제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듀케이터들끼리의 연대와 조

사연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에서 그들의 업무를 정의하

고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에듀케이터의 양성과 자격증 제도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에듀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미술관에서 중요하게 부각하는 에

듀케이터 양성과정에 있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미

국의 에듀케이터 양성과정에 대해서 호가드(2017)는 큐레이터와 비교하

여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큐레이터 양성과 관련하여 대학미술

연합회(College Art Association)가 제시하는 큐레이터 기준은 박물관

학과 미술사학에 있어 박사에 준하는 역량과, 특정 분야에 있어 8년에서 

10년 사이의 미술사 경험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큐레이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바드 센터(Bard Center for 

41) 보고서는 첫째 박물관의 공적 서비스의 주요 교육 활동은 모든 박물관의 미션에 표
현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박물관은 다양한 관람객을 상대하면서 좀 더 수용적이어
야 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개인과 기관, 조직으로부터 
역동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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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ial Studies)나 큐레이터 리더십 센터(Center for Curatorial 

Leadership)의 프로그램은 미술사와 문화사, 도시와 건축, 환경예술, 재

정관리,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 등은 다루고 있지만 창의성이나 협업, 교

육과 관람객의 관점은 다루지 않음을 확인하였다(Hogarth, 2017: 30). 

하지만 에듀케이터를 양성하는 5개 학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술

사, 미술교육, 박물관학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모든 에듀케이터들이 업

무 조직화 방법, 관람객의 학습방법과 특성 연구, 지역 협력, 펀딩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42) 

이러한 최근 미국 내 논의와 비교하여 국내의 에듀케이터 양성과정

은 미술이론과 박물관학을 병행하는 큐레이터 양성과정에 교육 관련 교

과목이 추가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에듀케이터를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개설한 학위과

정, 인력 수급을 위해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박물관협회를 통

한 예비 학예사 준비과정 등이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박물관 차원보다는 박물관학과 미술관학이라는 이

원화된 구조를 염두에 두고 미술과 역사에 대한 과정을 개설한 후, 실무

는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학습하는 협동과정이 늘고 있다. 학

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교육학과,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물

관미술관학 전공,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의 박물관미술관학 전공, 동덕

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등이다. 과거에 에듀케이터들이 미술사학이나 

박물관미술관학을 전공하던 추세와 달리, 최근에는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박물관 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43) 

42) 호가드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준비과정이 모두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직업군이 협력할 수 있는 에듀-큐레이션의 개념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가치와 박물관의 목표,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에 주목하였다. 

43) 이러한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주 5일제가 시행되어 미술관과 박물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인력 양성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사 자격증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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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양대학교 

박물관교육학과

국민대학교

미술관박물관 전공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 교육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 교육

 필수
박사논문연구

석사논문연구

행정과 정책

사회현상과 행정통계  

 선택

문화연구와 박물관교육

박물관과 지역사회

박물관교육 세미나

벅물관교육 실습

박물관교육 연구방법론

박물관교육의 쟁점

박물관 전시와 교육

박물관학 개론

무형문화유산과 

박믈관교육

박물관교육론

박물관 논문세미나

박물관 소장품과 해석

박물관 운영과 교육

박물관이용자 연구와 

평가

건축과 예술

공공미술론

국제전시기획과 경영론

디지털시대의 

예술정보시스템

문화예술경영학

문화예술정책론

미술관박물관 경영자론

미술관박물관 교육론

미술시장과 경매

미술시장의 이해

미술품 감정보존관리

미술관박물관 경영논문

세미나

전시기획론

미술관박물관 홍보론

미술관박물관학

사이버박물관연구

소장품 정보관리 과학

전시공연 융합프로젝트

전시기획 코디네이션 

전시기획 세미나

전시기획연구조사방법론

전시기획특론

현대미술사와 

큐레이터십

현대작가-작품연구

박물관 디지털테크놀로지

박물관교육 연구방법론

박물관교육과 

교수체제설계론

박물관교육과 학습이론

박물관교육 세미나

박물관미술관학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박물관교육과 재미론

박물관 프로젝트 관리론

박물관 프로그램 평가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이해 

박물관․미술관교수학습방법론

한국문화유산의 이해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세계미술문화의 이해

박물관․미술관 교육사례연구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평가

박물관교육 현장연구실습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술관교육 현장연구실습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박물관교육 세미나 

미술관교육 세미나

박물관․미술관 법과 정책

문화유산 활용과 

문화예술교육 

박물관․미술관의 이해 

생활사와 박물관 

특수 박물관과 미술관 

다문화사회와 박물관교육 

박물관학과 박물관교육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고고학의 이해

인류학의 이해

민속학의 이해

미술사학의 이해 

출판디자인의 이해 

전시디자인의 이해 

<표 13> 주요 대학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교과목 비교

  

이러한 에듀케이터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도 박물관학 관점에서 

변화를 다루기보다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업무를 더 심화하거나 다양한 

학문과 관련지어 확장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한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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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양지연과 이병준(2007)의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직무 전문성 향상

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분석 연구」는 에듀케이터의 직업 정체성에 초점

을 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에듀케이터의 역량 개발

에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절대적인 인원 확충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또 에듀케이터 전문성 인정에 대한 요구와 함께, 에듀케이터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역량과 실제로 자신이 지닌 취약한 역

량으로 둘의 간극에서 복합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44) 

최성희(2006) 역시 15개의 국립박물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 박물관 교육 관계자들의 박물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는 이 조사에서 설문과 면담을 통해 박물관 내 독립부서의 문제를 지적

하고 인터뷰한 에듀케이터가‘시스템’이란 말을 반복하며 개인의 힘으

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언급에 주목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지점은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자질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업

무를 겸하고 있는 인력은 교육학보다 미술사와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는 반면, 에듀케이터는 양자 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현

장 연구원들은 미술사와 역사의 비중을 더 낮게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미국의 아이즈너와 도브스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 따라서 박물관뿐 아니라 미술관 모두 에듀케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양성에 대한 커리큘럼은 

달라질 것이다.45)

44) 에듀케이터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프로그램 기획, 전시에 대한 해석, 교육자료의 
개발과 제작, 학습자 교육요구 조사 등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지 않은 역량
은 전시기획과 매체 활용, 자원봉사자 훈련, 학습자 특성과 발달심리, 박물관 전시 
연구였다. 양지연과 이병준의 연구는 전국의 박물관 교육전문인력 40명과 그 외 박
물관 에듀케이터 32명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이들 중 46%가 정규직
이고 나머지는 계약직과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담당 인력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5.3%가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인원이 증원되기를 
희망하였다.

45) 게다가 최근 인용되는 “교육의 큐레이토리얼화”는 미술가,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의 분업 구도 또한 재편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김성은(2016)은 <미술관, 
근대성과 타자성을 되묻다>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사회가 미술관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전파성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현장성이 강조되는 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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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역사는 길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직제

가 일부 개정되면서 대외적 문화교류, 사회교육 및 홍보, 도서 간행과 

자료실의 운영 관리 및 관람자 안내를 위하여 1981년 섭외교육과가 신

설되었고 이 과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도입된 것은 1986년이었다. 미술관

에 에듀케이터라는 전문직을 처음으로 선발한 기관은 삼성문화재단으로 

당시 재단은 1992년 중앙일보에 속해 있던 호암갤러리를 인수하고 이를 

1982년 설립한 용인 호암미술관의 분관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1993

년 연구, 전시디자인, 교육 등 미술관 전문직을 선발하였는데 이때 미술

관 에듀케이터도 처음으로 선발하였으며 당시 에듀케이터로 선발된 직원

은 디자인과 미술교육 전공자였다(삼성문화재단, 1995). 

이후 해외에서 박물관학을 전공한 에듀케이터도 선발하였으나 대부

분 미술사를 전공한 인력이 미술관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에듀케이터 양성과정이 없었고 당사자의 전공이 기관의 교육에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에듀케이터 양성과정은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사실 학예사 자격증이라는 제도

와 맞물려 있었다. 박물관은 전문인력의 채용을 필수로 하고 있고 학예

사 자격증은 학위와 더불어 일정기간의 실습기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관 에듀케이터로 미술관에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

격은 학위가 아니라 학예사 자격증을 통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에서 학예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9년이다. 이때에

는 준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로 구분하는 자격기준을 두고 

실무 경력을 인정하여 학예사 자격증을 발급하였는데, 학예사 자격을 제

도화하기까지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로서의 역할로, 미술사학자뿐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철학, 문화이론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서로 다른 만남을 촉발하는 공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미술관은 박물관보다 더 진보적 입장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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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등급별 자격요건이 시행된 후 2009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

였으며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예사 자

격증을 주관하는 국가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는 꾸준히 증가하여 제도 시행 초기인 2007년 당시 박물관에는 평균 

1.3명의 학예사가 상근하였다.46) 하지만 학예사 자격제도는 취득 전 일

정기간 동안 등록박물관에서 실무 혹은 실습을 하여 경력을 입증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긴 기

간 동안 낮은 보수로 일하며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 노무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아 실무경력의 의미가 퇴색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에듀케이터를 포함하여 

‘학예사’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박물관 전문인력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하는 박물관이 있는 반면, 에듀케이터, 컨서베이터, 학예사 등으로 이들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는 박물관도 있다. 따라서 국제박물관협의

회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용어를 도입하고 에

듀케이터가 박물관 전문직의 하나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에듀케이터 채용은 지원사업을 통한 단기적 고용이 빈번하고, 

학예사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소장품 연구와 전시기획이므로 

교육담당을 원하는 지원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진입하기 위하여 자격

증을 교부받는 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술과 교육의 전문성을 일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른 제도가 바로 문화예술사 자격증이다. 

46) 2005년부터는 청년 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인턴 지원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예사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다(윤태석, 2007: 211-240). 특히 2007년부터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전
문직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예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은 
실무경력을 쌓으면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전시기획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교육 분야의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전문가인 학예사
를 박물관에 안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많은 사립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을 사유
재산으로 인식하여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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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

고 2013년부터 3,210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하였는데, 이러한 성

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제

도적으로 갖추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47)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2등급 체계로 제도

화하였고 1급은 수준 높은 교수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교, 박물관, 공연장 등의 공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등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2급은 민간과 국공립 

영역의 현장 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

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비전공자여도 상관없다. 다

양성, 통합성, 융통성에 기반을 둔 예술교육을 관장하므로 장르별 차이

보다는 장르를 통합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통합’의 

특성은 미술관 에듀케이터 지망생을 미술관 전문가로 인정하는 면에서 

다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7) https://www.arte.or.kr/business/professional/license/intro/index.do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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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

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

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

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표 14>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99

전문직명 자격기준

학예사

(curator)

Ÿ 박물관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Ÿ 박물관 혹은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등록전문가

(registra)

Ÿ 박물관 전문 분야의 학위소지자나 인문과학 전공자

Ÿ 박물관 등록담당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존전문가

(conservator)

Ÿ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전공학과에서 훈련받거나 공인기관에서 보존

과학에 대한 이론, 실기, 실습을 1년 이상 받은 실무경험자 혹은 이

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이나 실습을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문가로부

터 사사받은 자. 학부전공이 문화사, 미술사학, 과학(화학, 물리, 재

료과학, 생물 등), 미술실기전공, 수공예와 관련된 분야이어야 함

Ÿ 공인된 보존담당자의 지도하에 2년 정도의 연구과정과 교과과정 외 

실무경험 소지자

교육전문가

(educator)

Ÿ 교육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와 박물관학 관련 분야나 혹은 박물

관 교육에 대한 지식

Ÿ 박물관 교육분야나 타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전시디자이너

(exhibition 

designer)

Ÿ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상업예술 혹은 커뮤니케이션아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무대디자인, 스튜디오아트 분야의 학위소지자나 

수료자

Ÿ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디자인 실무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추가

적으로 전시제작, 캐비닛제작, 나무, 철재 그리고 플라스틱 조립 등

의 건축관련 제작, 모델제작, 혹은 그래픽, 홍보, 일러스트레이션, 오

디오, 비디오프레젠테이션 등의 매체 관련 경험자가 바람직함

<표 15> 국제인력훈련위원회 규정 박물관 전문인력 직종별 자격기준

이에 일각에서는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큐레이터의 업무 연장선에 있

는지 아니면 차별화된 교육 업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가 일단락되지 않은 채 학예사나 문화예술사 자격증과 같은 제도가 시행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양현미(2013)는 박물관 평

가와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서 학

예사 개념은 큐레이터보다 넓은 범위의 미술관 전문인력을 통칭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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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학예사와 미술관 전문직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마련하

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8)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박물관 전문직

(museum profess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978년 처음

으로 미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 전문직을 관장, 경영대표, 학예사, 교육담

당자, 소장품관리자, 보존연구원, 전시디자이너, 홍보섭외담당자, 재원조

성담당자, 사서, 회원제 담당자, 시설관리자, 편집자, 사진기사 등 15개

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도 미술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에듀케이

터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미술관 인력 중을 

재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49)

   2019년 수행한 미술관 교육 관계자 설문조사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

를 묻는 질문에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교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교사 자격증이었다. 설문 참여 인원에 교사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지만 다른 직종에서도 교직을 이수하여 그 수가 가장 많았다.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두 직종에 있어서는 큐레이터가 에듀케이터보다 

학예사 자격증을 더 많이 소지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에듀케이터가 교사 

자격증을 더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사 자격증은 13%가 소지하

고 있었다. 

그리고 전체 자격증 보유 수에 있어서 에듀케이터의 자격증 보유 인

원이 큐레이터보다 더 많았는데, 여기에서 에듀케이터의 고민을 가늠할 

48) 학예사는 일본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큐레이터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큐레
이터는 프랑스에서 학예사를 지칭하는 콩세르바퇴르(Conservateur)와 유사하게 박
물관 전문직을 통칭하지만, 미국에서 전시담당 큐레이터(Curator of Exhibition), 
교육담당 큐레이터(Curator of Education), 소장품담당 큐레이터(Curator of 
Registration) 등의 박물관 전문직을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레지스트라 등으로 전
문화하여 부르면서 현재의 큐레이터를 전시담당 큐레이터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게 
되어 광범위한 의미의 큐레이터와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다. 

49) 현재는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직의 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박물관협회에서는 전국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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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과 자격증 모두를 

고려해야겠지만, 실제로 미술관에서 일하며 필요한 역량은 현장을 중심

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에듀케이터는 미술관 내에서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감당하느라 수고하면서, 미술관 진입 자체를 위하

여 필수적이지도 않은 여러 자격을 갖추느라 시간과 노력을 소진할 확률

이 높기 때문이다.

3. 문화예술 매개자로서의 에듀케이터 전문성

박물관을 비롯하여 미술관에서 교육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관내

에서 일하는 에듀케이터는 현행 조직과 업무, 양성과정에 있어 현장 적

용의 불균형성을 수용하면서 전문성을 요청받고 있다.50) 국공립미술관

에서 에듀케이터는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행

50) 미술관의 경우 큐레이터가 에듀케이터의 역할을 겸직하거나 부서 자체가 학예연구
부에 속하여 전시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의 교
육 활동은 큐레이터의 전시기획도 마찬가지이지만 에듀케이터의 기획만으로 평가받
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시설, 강사, 홍보 등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림 14>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자격증 보유현황 비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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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하게 간주

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의 관리자와 실행자가 구분되어 또다시 위계가 

발생하므로 교육 강사의 에듀케이터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최근 전시와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북서울시립미술관의 경

우, 지리적 입지와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미술관을 강

하게 표방하면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까지 전개하고 있다.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에는 도슨트 양성과 예비 에듀케이터 양성과정이 있는데, 예비 

에듀케이터 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전문 교육을 시행한 후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미취학, 초등학급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로 

투입하여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교재 제작, 보조강사 및 전시

해설 경험을 통해서 기관은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는 에듀

케이터를 위한 자격증과는 다르지만 젊은 학생들의 실제적 커리어에 도

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담당학예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에듀케이터 지망생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 에듀케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유연한 직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는 것 같다. (중략) 현재 북서울미술관에서는 

1명의 에듀케이터가 모든 과정을 담당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진행해 줄 교육 강사를 섭외한다. 물론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도 에듀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는 보통 

교육 강사라는 말로 그분들을 지칭하고 있다. 또 기관마다 교육 강사들에

게 부여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한다. 교육 강사들도 미술교육을 석사, 박사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때문에 

실제로 교육 강사들이 기관 에듀케이터들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인지 

발달이나 교과목과의 연결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용하려고 한다. 

(미술세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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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미술관 학예사는 에듀케이터를 ‘유연한 직군’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직무의 유연성을 매개(mediation)의 역할로 

보며‘문화매개’라고 표현하지만 그 용어 안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은 근

본적으로 복합적일 수 있다(심보선, 2019: 333). 지영호와 민지은

(2016)은 문화매개를 “대중과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소하

고 “대중이 문화예술을 잘 이해하고 향유”하며, 나아가“대중 스스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을 둔 활동으로 이해

하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프랑스의 문화매개이론(mediation culturelle)

을 수용한 것이다. 심보선(2019)에 의하면 문화매개의 전문화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직업과 직무의 연결고리인 관할권을 정립하는 것이 중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재한 ‘불확실성’이 문화매개의 효용과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특징이라고 밝혔다. 

문화매개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프랑스 문화정

책의 개혁에 있어 주요하게 참조한 이론이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김수정, 최샛별, 2018). 

부르디외를 비롯한 문화사회학자들은 프랑스 문화 민주정책의 엘리티즘

을 비판하면서 고급 예술의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예술 교육이 계급적 

헤게모니를 생산하지 말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보선은 엑스

-마르세유(Aix-Marseille) 제1대학에서 문화매개 학위과정을 주도했던 

장 샤를 베라르티(Jean-Charles Berardi)가 주장한“예술기관은 예술

과 사회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에서 출발하여 예술과 

사회의 상호적합성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에 

주목하면서 문화매개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사회구조 사이

의 관계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한다(Berardi and 

Effinger, 2005: 80; Morsh and Chrusciel, 2015: 37; 심보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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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에서 재인용).

일  시 작  가  프로그램명 내   용 

1. 22

추미림

두 개의 기둥과 일곱 개의 

글자 (풍수 팔괘의 색을 

현대 음식으로 재해석한 

런치박스)

웹과 도시 풍경에 주목하는 작가의 작

업을 살펴보고 각자에게 소중한 장소를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본 사진을 출력하

여 의미 나누기  
2. 12

3. 12
3. 26

이우성
저기요, 잠깐만요

(커피와 다과)

각자가 살고 있는 속도와 리듬, 자신을 

돌아보며 눈과 손을 함께 움직이며 작

가와 함께 천천히 그림 그리기  4. 9
4. 23

5. 14 김동규

어떤 그림과 담긴 의미

(밥, 계란프라이, 직접 

제작한 달래간장과 볶음 

고추장)  

길에서 발견한 소재로 작품을 제작해 

온 작가와 함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

상하고 참가자 작가의 방식으로 작품 

해석하기

6. 18

6. 25

저스트 

프 로 젝

트

EAT+TALK+LOVE+A

RT 

(쓰레기로 만든 음식)

오래된 공간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작가와 쓰레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호대로 뷔페 즐

기기 

7. 16

7. 30
오유미 

나를 위한 환대에서 

누군가를 위한 환대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서 만든 썸머롤)

참가자가 다양한 오브제를 미술관에서 

발견하고 탐구해 보며 나와 모두를 위

한 자리를 만들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을 만드는 경험

8. 20

8. 27
오유미

당신의 오브제

(홈그라운드 안아라의 

작은 케이터링)

교육실의 가구와 기물들을 이용하여 식

사시간 동안의 짧은 전시에 등장하는 

작품으로 만들어‘공간-오브제-사람’

관계를 고민해 보기 

<표 16>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술가의 런치박스> 프로그램 

한편 북서울미술관뿐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의 공공정책 

활성화와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 등 현재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특색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큐레이터>, <시

민미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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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객이 현대미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차

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월 1회 12시 점심시간에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워크숍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음

식을 먹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1인당 10,000원이라는 참가비가 있는 유

료 프로그램으로 매회 사전 신청한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문화예술 정책에서 창안된 문화매개의 개념과 달리, 미국의 

시각예술교육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조력자(facilitator)이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방식에 있어 에듀케이터는 실제로 큐레이터, 작가, 교육 

강사, 도슨트와 협력하면서 전방위적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조력자 역할은 미술관 교육에서 수업이 아닌 경험과 참여가 강조되

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미국 미술관의 변화에 대해 인디애나 대학의 루이스 실버만(Lois 

Silverman, 1995)은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현대문학이론 등이 학

계에서 다양하게 언급되는 광범위한 학술적, 정치적 관점으로 패러다임

이 전환하는 것을 목도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텍스트나 경

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작가보다는 독자의 역할과 권위를 강조하게 

<그림 15> 서울시립미술관 <예술가의 런치박스>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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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박물관 내에서는 보여 주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 즉 관람객이 

자신이 가진 배경을 통하여 박물관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적극

적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실버만에 의하면, 미술관 초기에 벤자민 입스 길먼(Benjamin Ives 

Gilman)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하였다면, 1968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자의 죽음

(Death of the Author)』 이후  문학비평가들과 철학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해석(interpretation)의 개념을 보는 방식으로 선회

하였다고 하였다. 박물관에서 해석의 방향 전환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수용하면서 나타났고, 미국의 박물관 에듀케이터들은 학습은 개념적 도

식과 구조를 새로운 경험에 적용하며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개인의 노

력에서 일어난다는 입장을 수용하였다. 

또 조력자(facilitator)라는 개념은 필립 예너윈(Phillip Yenawine)

도 사용하였다. 방문객의 박물관에서 작품을 보며 관찰하는 기술, 탐구 

능력, 의미의 다양성을 찾는 능력,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개방성을 향

상하려고 하며 에듀케이터가 방문객의 편에서 그들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방문객의 해석을 조율하는 

일은 에듀케이터에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그것은‘듣기, 지지하

기, 자극하기, 협상하기’에 있어 더욱 노련해지는 것이며, 예너윈은 조

력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51) 이러한 

조력자로서의 에듀케이터 경험은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

이 바로 업무의 핵심이자 미래에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응대하는 박물관 

전문직으로서의 에듀케이터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듀케

51) 실제로 질문하기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전시장 학습에서 가장 보편적 방법으로 
권장되었고, 미국에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하는 동안 도슨트 교육자
(Docent Educator)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것을 도슨트들에게 권장하였다. 
질문 전략의 목적은 적극적 사고와 참여적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적절히 공식
화된 질문들은 방문객들이 관찰, 비교, 분류 및 가정하는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7

이터가 조력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 앞에서 살펴본 서울시

립미술관의 <예술가의 런치박스>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학예사는 인

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술관에서 수업을 하려면 작가와 에듀케이터들이 여러 번 만나서 준비하

는 회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술가의 너무 어려운 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작가, 참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작가의 다소 

직설적인 이야기로 아이가 당황한 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람객의 발언으

로 상처를 받아서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작가도 있었죠. 

그래서 에듀케이터와 작가가 만나서 교육의 기획단계부터 준비를 할 때 

더 관람객과 전시 작품에 대해 서로 간에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2019. 11 서울시립미술관 C 학예사) 

원어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 조력자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매개

자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의미를 지닌다. 지영호와 민지은(2015)에 

의하면 문화예술매개자는 박물관 학예사나 교육담당자가 유물을 중심으

로 관람객의 특성에 맞게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매개자의 관

심은 학예사가 기획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문화매개자가 박물관 교육담당자보다

는 관람객 대상의 활동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들의 감상능력 개발에 

목적을 두고 스스로 감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경우 학예사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 것보다 문화예술매개자의 맥락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술관 교육의 

전문성을 실천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매개에서 다루는 학문은 

미술사와 역사 위주가 아니라 사회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정보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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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 여러 학문에서 다루는 방법론의 융합 연구를 통해 향유 방법과 관

람객 연구에 접근하기 때문이다(Chaumier & Mairesse, 2013). 

현재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지역문화

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

학의 학위과정에도 개설되어 있다. 

기  관 제  목 대  상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역량강화 

연수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획자

문화예술교육 관련 행정가

문화기반시설 교육담당자 등 

(과정별 25명, 연간 총 79회)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거버넌스25, 

생활예술오케스트라와 댄스,

동아리네트워크, 일상예술)

동아리 및 지역커뮤니티 활동 2년 이상

(월 120만원 제공)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매개자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문화예술 행정 등

14명 선발 (월 190만원 제공)

용인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매개자 아트러너 용인지역 예술가와 예술강사 100명

경기문화재단 청년 매개자 과정 참여자과정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34세 이하 

청년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교육 30명

광주문화재단
전지적 동네 시점

문화매개자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청년, 마을주민, 마을 코디네이터, 

예술가, 문화예술기획자 30명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아카데미 30명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장애인 유관기관 종사자, 문화기획자, 

문화예술활동 경력자 등 30명

연세대학교 문화매개학과(문화예술경영) 학위과정 

<표 17> 문화예술기관 및 대학의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부르디외는 문화매개자들의 문화정치가 결국에는 주류 문화에 대한 

참조를 통해 구성되는 측면과 종국에는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방향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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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화매개 자체가 확장과 환원, 

성찰과 전문성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유동하는 불확실한 실천이자 직무이

지만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민주주의를 제한하므로 이

러한 성격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더 자유로운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심보선, 2019). 이는 문화매개 자체가 정부의 정책 주도, 시

민사회, 예술계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

행되어 온 맥락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

관의 에듀케이터는 미술관 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

한 문화매개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앞서 설명한 ‘에듀-큐레이터’로서의 방향이다. 앤 로손 러브와 팻 빌

레뇌브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전통적인 양성과정을 다음과 같은 도

식으로 표현하며 미래에는 두 직종이 모두 에듀-큐레이터로 양성되고 

서로 협력 관계에서 앞으로 다가올 문화적 변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Ann Rowson Love & Pat Villeneuve, 2017: 19). 

<그림 16> 전통적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양성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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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는 미술사 일반 영역에서 심화 영역으로의 전문화 과정을 

거치지만, 에듀케이터는 미술사,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는 일

반화 과정을 경험하기에 이 둘은 학습하는 내용의 차이만큼이나 과정도 

다르다. 

에듀-큐레이션의 연구 사례 중에는 제니퍼 와일드 차이코프스키

(Jennifer Wild Czajkowski)와 살바도르 살롯 폰즈(Salvador Sarlot- 

Pons)의 디트로이트 미술관(Detroit Institute of Arts) 전시 사례가 있

다.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1997년 미술사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리더로 

있었던 부서에서 독립하여 학습과 해석 부서로 변경한 후 부서원들의 다

양한 전공을 활용한 학제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내서 관람객의 경험과 연

결하는 해석 작업에 집중하였다. 해석 업무는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이 일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2013년 

미국박물관협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박물관 동료들에게 경험을 전

하게 되었다.52)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2016년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면서 그동안 진

행되었던 해석 작업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큐레이터와 에듀케이

터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다른 미술관 부서들도 이러한 관계의 재

정립을 모델링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와 살롯 폰즈는 이러한 에

듀-큐레이션의 사례를 실현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술관의 리더십이

며, 이는 조직 업무를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넘나들면서 예리하게 분석하

여 기관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라고 하였다(Czajkowski & Sarlot-Pons, 

2017: 248). 따라서 에듀케이터의 미술관 안팎의 전략으로서 문화매개

52) 디트로이트박물관 내에서 해석 부서의 위상은 전년도인 2012년 교육부서장을 부관
장으로 승진시키는 일이 계기가 되어 부상하였다. 당시 해석 부서장은 스와룹파 아
닐라(Swarupa Anila)로 2010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해석 업무를 맡고 있
었다. 스와룹파 아닐라 부관장은 미술관의 전시연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으며 신임 해석 부서장은 상설전시와 관련하여 미술관위원회에 참여하며, 부관장과 
함께 미술관의 작가 프로그램과 전략 수립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부관장급
과 해석 부서장 두 사람의 역할,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큐레이터 부서장 3명이 디
트로이트미술관의 거의 모든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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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에듀-큐레이션 정신과 실현을 모색해야 하며 미술관의 전시와 

소장품에 대한 해석과 관람객 연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과제이다.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에

듀케이터의 관점과 큐레이터의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많은 영역을 소화해야 하는 에듀케이터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 

프랑스에서는 문화매개자로서의 특성과 역할을 중시한다. 문화매개활동

은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폭넓은 대상과 경험을 접하도록 하기에 국가 정

책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에듀케이터에겐 미술관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전

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술관 교육연구자들의 에듀-큐레이션의 

개념 지향에 있어 디트로이트미술관의 성공 사례처럼 해석적 역량 강화

이다.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가 협업하여 미술관의 새로운 해석 시스템

을 만들고 관람객의 접근 장벽을 낮추며 참여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미술

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종국적으로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도 미술관장

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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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교육을 위한 미술관의 역할과 전문성

1. 교사와 학생을 위한 미술관의 역할

1)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미술관 교육 중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크게 교사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사초청회나 연

수, 워크숍 등이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술감상, 직업체험, 자원봉

사 등이다. 특히 학생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학교

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로 초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중등학생은 

학교 행사로 방문하고 있다.53) 하지만 미술관의 학교 프로그램은 아카

데미와 같은 강의나 전시해설 도슨트, 어린이 프로그램보다 미술관 내 

교육 대상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학교 차원의 미

술관 방문은 수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한 번에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서 

교육적 지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교사들 역시 미술관 방문은 

학교 수업과 다른 교육 현장으로 의미가 있기보다 학교의 일상을 벗어나 

야외활동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컸다. 미술관과 학교, 두 기관은 서로 협

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기보다 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미술관의 관람 협조 차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운영된 미술관 초기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찾

아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1986년 과천관으로 이전한 후 10월에 개최한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 실기대회>와 <청소년 미술강좌>가 있다. 청소년

미술강좌는 여름방학 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는 고등

53) 미술관에서 제작하는 학생용 교재를 프로그램이라고 구분한 경우가 있으나 교재는 
미술관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되는 교보재의 성격이 강하다. 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교재는 학년과 학교마다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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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기간은 1주일이었다. 1991년부터 <근로청

소년강좌>는 월 1회 토요일 오후에 운영하였다. 또 전국 중고등학생 미

술실기대회도 시행하였는데 매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실내전시장과 

야외조각장을 활용하여 작품을 직접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

사에 참여한 학생 작품은 미술관장을 비롯하여 큐레이터들이 직접 심사

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시상식도 거행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미술강좌를 비롯하여 중고생 미술실기대회는 1986년부

터 1996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개최되었다(조장은, 2017: 33).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1999년부터 국립현대미술

관이 주력한 분야는 어린이미술학교와 교사강좌, 인턴십이었다. 

또 1986년부터 미술교사 특별강좌를 운영하였는데 교육과정의 일정

표는 <표 16>과 같으며 당시 조성된 올림픽조각공원을 분임팀으로 나누

어 현장을 견학하였다. 특강에 참여한 교사들은 5일차에 분임 발표와 토

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미술관에서 준비한 토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학생들의 미술작품 감상능력 신장 방법, 학교와 

미술관의 협력 방법, 교사들의 공통 관심사항이었다.54) 

54)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을 1973년 서울 시내 중학교 사회생활 및 미
술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미술 이천년전 전시기간 중 3일 동안 특별강좌를 개설

<그림 17>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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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화재단의 호암미술관은 1994년부터 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

였다. 제1기 미술 역사교사 워크숍은 여름방학 동안 35명의 초, 중, 고

등학교 미술 및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첨단기술연구소에서 3박 4

일간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은 문화사와 미술사의 공통 

주제를 하나 정하여 관련한 미술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현장체험을 통하

여 교수법을 개발하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미

술문화교육을 제공하여 충분한 재교육 기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삼성문화재단, 1995). 특히 분야마다 명성 있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교사들이 수강 후 소규모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

여 현장 교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 프로그램이었다. 

 호암갤러리에서 기획전시를 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장 미술관 초청행사를 

운영하였는데, 개설 목적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한 미술에 대한 

한 후 10년 동안 운영하지 않다가 1989년 초중등학교 교사초청 박물관 소개교육
을 하루 운영하고 나서 방학마다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당시 
교사교육에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함께 한국의 불교미술, 한국회화사, 금속공예
와 토기, 고려자기, 이조자기 등의 강의가 개설되었으며 선착순 160명으로 제한하
였다. 이러한 교사 프로그램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교육청에 교사연수로 정식 등
록을 하여 교사들에게 연수학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교육에 많은 수의 
교사가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림 18> 호암미술관 교장 초청 전시설명회 <그림 19> 호암미술관 미술교사 초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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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선입견을 교육계에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초청한 전시는 《팝아

트의 슈퍼스타 앤디워홀 전시》(1994)로 서울 시내 교장 105명을 초청

하여 작가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전시기

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미술관 단체 관람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전시에 대해서도 청소년 800여 명을 초청

하여 워홀의 원작을 직접 감상하고 호암아트홀에서 그에 대한 강연을 청

강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호암갤러리가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방문은 학교의 일정에 따른 것

이라기보다는 미술관의 전시 일정에 따라 학교가 움직인 것이었고 최근 

학사 일정이 연계 계획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방문은 쉽지 않다. 

<표 18>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교사 특별강연회 시간표(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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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술문화재단은 교사와 학생의 미술관 방문만 추진한 것이 아니

라 1993년부터 꾸준히 전국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도

서를 매년 3,000부씩 기증하였다. 미술도서 기증사업은 장기간 지속되

어 학교의 미술문화 향유에 기여하였으며 1996년에는 구겐하임미술관 

걸작전을 호암갤러리에 열면서 시각 경험에 기반하는 미술작품의 감상 

이론과 감상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까지 다루는 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주로 실기를 전공한 중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

교 미술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

았고 이어서 같은 해 소개된 바우하우스의 화가들 전시에서는 DBAE의 

이론에 기초하여 당시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을 전시와 감상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김형숙, 2010). 삼성문화재단 산하에

서 1990년대 교사들과 함께하던 삼성미술관은 한남동의 리움으로 이전

하여 2006년까지 교사 프로그램을 이어나갔으나 현재는 교사를 위한 별

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55)  

미술관과 학교 연계에 대하여 이은적(2013)은 우리나라 미술관이 

최근 30년간 서양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문화 분위기를 답습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미술교육에 대해서는 미술교

육 연구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서 학교 미술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체

험을 통한 감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술관과 학교 사이의 관

계나 적극적인 미술관 활용방안에 대한 미술교육적 논의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은 2005년 토요휴업제 

55) 학교 협력 프로그램 대신 미술관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늘고 학교 방문으로 오는 
학생들에게는 감상교재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재는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소장품을 연구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급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 PDF 파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기도 하였다. 주로 기획전
의 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미술관 교재는 실질적 교육 활동보다는 홍보물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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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탄력을 받았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자 초기에는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솔하여 박물관 및 미

술관을 방문하였으며 점차 주말에 여가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

이 늘기 시작하였다. 이런 추세에서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

되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방과후 교육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는 미

술관 교육이나 미술교육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2010년대 이후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진로체험과 함

께 융합교육의 열풍이 불었고 과학과 연계한 창의성 개발에도 예산이 지

원되었다. 또 청소년의 자원봉사도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시설명 체험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한 국립현대미

술관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현대미술감상, 

미술관 직업탐방, 청소년 도슨트 체험,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가

장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현대미술감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북을 지

원하고, 미술관 직업탐방은 중학생의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교육 서비스

로 미술관과 전문직종 소개 및 전문가와 만남 과정을 기초 및 심화 과정

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 도슨트의 경우 성인 도슨트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응용한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활동인정서

가 발급되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비평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분화되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청소년 네트워크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여

전히 학교단체 관람 방문을 위하여 미술관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작품이나 전시와 관련 있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연 24회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

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잠재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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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입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도 포함되지만 교사에게도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013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었고 2020년부

터는 자유학년제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있어 미술관들은 대부분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학예사 체험 프로

그램으로 제공하였으나 전문직이다 보니 중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

는 어려웠고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2016년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중 전문직 소개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을 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청

소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였으나 2017년 프로그램 운영을 조

정하였다. 오히려 청소년 대상의 도슨트 운영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

며 현대미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연  도 장  소 프로그램명 대  상 개설기간

2016년 

과천관 

미술관 사람들 중고등학생, 학교단체 학기 중

청소년 비평워크숍 청소년, 개인 여름방학

작가 작업실 탐방 청소년, 개인 여름방학

 서울관 

미술관 아트스쿨 중고등학생, 학급단체 학기 중

청소년 아트 특강 청소년, 개인 여름방학

청소년 창작워크숍 청소년, 개인 여름방학

2017년  
과천관 미술관 사람들 중고등학생, 학교단체 학기 중

서울관 미술관 아트스쿨 중등학교, 학교단체 학기 중  

<표 19> 국립현대미술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현황(2016~2017)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적극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에 속한 공립미술관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전국 

공립미술관 중 가장 많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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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미술감상교실>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직장이나 문화 소외계층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여 미술에 대한 전

문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수업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또 자

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립미술관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대구시립미술관도 <뮤지엄 & 피플>이라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직접 만나 진로에 대

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미술관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교사나 부모의 의사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자발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학부모보다 교사에

게 영량력을 미치는 교육이 미술관 교육의 공적 영향력과 연결된다. 

하지만 미술관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 방문 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의 참여와 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교육청 

연수를 넘어 교사들에게 미술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데, 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56)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미술관과 박물관 교육을 연구한 조현영(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교육에 대한 학교 연계 교육」에서 미술관 학교 연계 프로그

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첫째, 미술관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이의 연계에 대한 숙고와 둘째, 진로교육이 아닌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 단위인 창의적 체험

을 활용하면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시간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

교 재량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미술관 연계 교육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지

만, 치열한 입시와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등으로 감수성이 메말라 가는 

56) 교사연수를 개설하려면 교육청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참여비나 운영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사연수 개설을 꺼리는 미술관도 많다. 교육청 연수는 현재 
일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연수는 실제로 다양한 방
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에서도 교사와 협업할 방법을 찾는다면 연수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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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으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 개인이 아니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의 문화예

술에 대한 향유와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그리고 미술관

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2. 교사들의 박물관·미술관 연구활동

교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국내 미술관의 현실이지만, 교사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

용하고 수업에 적용하려는 의지는 대단했다. 교사들은 1990년대부터 미

술관에서 도슨트로 참여하였고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교재 제작과 관련하

여 자문 형식으로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와 교류는 소

수의 교사들에 한정되며 미술관의 교사연수도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

기 때문에 전체 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술문화 향유의 방식은 아니

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연구한 박지

선(2010)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 연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선 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면서 특히 미술관 교육 프로

그램의 수를 지적하였다.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개설한 초등학교 대

상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 비교하였는데 박물관보다 미술관의 프로그램 

수가 현저히 낮았다. 이는 현재에도 여전한 상황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인

터뷰한 2명의 교사 K와 L 중 K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물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

족해요. 객관적으로 교사들과 프로그램을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상설전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교과과

정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상설전시가 없어서 교과와 연계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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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요. 심지어 국립현대미술관도 상설전시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는 리움이 더 낫죠.57) (2019년 11월, K 교사)  

교사 K와 L은 각각 교직 경력 22년, 8년차의 초등학교 교사로 두 

사람 모두 교육대학교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

다. 교사 K는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며 

서울 북부지역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의 정착에 기여하였고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레이블 해석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사 L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

으며 국내외 미술관의 어린이 레이블을 조사하고 관련 논문을 작성하였

으며 현재 미술관에서 작품과 책을 연결하는 독서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둘은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에 있어 미술관을 관심의 우위에 두고 현

재도 계속 활동 중이다. 

<표 18>을 보면, 국내에서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 교

육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의 대학원 

두 곳이고 공주교육대학교에는 에코뮤지엄 전공이 있다.58) 2009년 서

울교육대학교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이 먼저 개설되어 현재 석사과

정을 운영 중이다.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까지 개설하였는데 최

근 초등교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확대하였다. 

일반적인 에듀케이터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이나 예술경영대학

원에서 개설하는 과정과 다른 점은 교육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

공에는 미술과 국가, 문화의 역사, 유물, 유적, 유산, 미술비평, 미술사와 

57) K 교사의 인터뷰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상설전시와 교과 연계에 대한 부분이다. 교
사들은 교과 연계를 위하여 기획전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의 감상활동을 연구하
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설전시와 같은 형태의 지속적인 전시가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 근대미술전시를 열고 교
과 연계의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그것이 기획전시로 운영되는 경우 학교와의 연계
에 있어 장기적 만남으로서 시너지를 내기는 어렵다.  

58) 교육대학원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을 개설한 곳은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울

산대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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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교육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2009년)

경인교육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2012년)

공주교육대학교

에코뮤지엄 전공

(2019년)

전공

선택

초등뮤지엄교육론

박물관미술관학의 이해

초등뮤지엄교육 

프로그램개발

박물관학과 박물관 교육

역사탐구와 역사적 장소 탐방 교육 

미술관과 미술관 교육의 역사

서양미술사와 미술관교육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역사와 박물관 교육

미술관교육 교수법과 학습자 이해

미술관 교육 세미나

박물관 교육 세미나 

박물관과 현장 체험 학습 

세계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 

미술관 교육과 소통

미술관 교육의 실제

특수 박물관의 이해 

생활사와 박물관 교육

미술관 교육에서 사회적 이슈 

미술관 교육의 현황과 과제 

유물과 유적의 이해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미술사

미술 비평 교육 

미술관 교육 실습

비형식 과학교육의 이해 

과학관과 과학교육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 개론 

미술사와 미술관교육 

미술관 교육 방법 탐구

미술관 교육 교구재 개발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 연구 방법론

어린이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 

동양미술사와 미술관 교육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 세미나 1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 세미나 2 

자연사박물관에서의 교육연구 

자연사박물관 교육의 실제

박사논문연구는 별도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이해

에코뮤지엄과 지역화 학습 

전통문화론

박물관 교육

세계여행과 문화의 이해

자연 및 문화 경관해석

글로컬 시민성 연구

어린이 생활세계 연구

유물 유적 답사의 실제

장소 경관 답사의 실제

사회기관 체험활동의 실제

야외조사 활동기법

공간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충청지역연구

교사힐링 프로그램

전공

필수

한국문화유산읽기

세계문화유산읽기

세계미술문화읽기

교과서속 유물작품 

지도방법

초등박물관교육의 실제

초등미술관교육의 실제

문화재교육지도의 실제

미술문화재지도의 실제

어린이박물관교육실습

어린이미술관교육실습

박물관교육현장실행연구

미술관교육현장실행연구

박물관교육세미나

미술관교육세미나

문화예술교육세미나

논문연구

<표 20>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을 개설한 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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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과목 수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타 대학의 박물관미술관 전공

에서는 박물관학을 비롯하여 전시기획, 공간, 디지털 등의 실무영역에 

대한 교과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박물관과 미술관 에듀케이터와 학교 

교사의 활동의 실무 교육에 더 유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과정은 교수진의 학문 배경

과 협동과정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데 교사들에게는 박물관학과 문화사에 

대한 연구가 이중의 부담이 되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교사 

K와 L은 교사들이 미술사, 박물관학,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문

을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미술관박물관학 전공이 융합과정에 개설되었는데 저에게는 잘 맞았어요. 

하지만 미술사나 미학에 대한 기초를 배우면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배우

는 것이 배워야 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술관과 박물관을 처음부

터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반반 

정도 나누어졌구요, 아무래도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술관 교육은 선

택했지요. 공부를 하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업을 들

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L 교사 인터뷰)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미술사는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사 같은 공부

는 어려웠구요, 동료 교사 중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교육 실행 위주라

고 생각하다가 미술이나 역사 이론을 배우면서 기대와는 좀 달랐다고 생

각했었지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젊은 교사들은 임용고시에 실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실행은 완전 도사들이지요. (중략) 

사실 저는 주로 소외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

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4.19 묘지 

근처에 있던 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과 함께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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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오는데도 저도, 아이들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다녀왔거든요. (K 

교사 인터뷰)

  

실제로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전

공하고 학위를 마친 교사들의 논문을 참조하면, 교사들의 미술관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다. 박물관학이나 박물관 교육 전공 연구자와 다른 특징

을들면, 우선 학교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학년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학

교 현장에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 학위논문 중에는 미술교육

에서 연구될 수 있는 주제들도 있지만 박물관·미술관 교육에 직접적으

로 연결된 논문에 나타난 둘째 특징은 좀 더 학습자 중심의 시각에서 인

식, 자기주도, 공감능력, 의미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을 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시각은 미술관 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미적 

체험, 사전사후 학습, 작품의 레이블 등 교육자의 시각으로 미술관 교육

을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된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은 서울교대의 

경우 융합교육과정에 속하여 초등교육에서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초등학교 현장에서 박물관 교육과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사의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인도 입학을 허용하

여 미술관 교육을 실천할 전문가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경인교

육대학교도 유사하다.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교내 지누지움이라는 미술 

전시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시범적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전공생

들에게는 방학기간 기숙사 사용을 허가하였다. 과정을 졸업한 교사들은 

자체적인 연수모임이나 진학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가로 활동

하기 시작하였으며,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고유한 

차별화된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미

술관 방문에 특화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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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그들의 고유한 시각으로 박물관과 차별화된 

입장에서 미술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 교사와 L 교사는 과정

을 마친 후 미술관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물관보다 미술관이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사회 교

과와 연계하여 대부분 박물관을 더 선호하죠. 역사박물관이나 인물기념관

만 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미술감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관에 더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더 좋아하는 교사도 있죠. 요즘에는 학

연 도
서울교육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학위논문

2015

⦁초등미술 교과서의 뮤지엄 교육관련

  내용 분석: 3, 4학년을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적용 방안: 서울역사박물관 중심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와 교육철학

2016

⦁에듀케이터들의 뮤지엄교육에 대한 

  인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방식을 

  활용한 미술관 조각 감상지도

⦁박물관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사례연구

2017

⦁뮤지엄 교육 전공 초등교사의 사전

  사후 학습 인식 연구

⦁유물 이해 교육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신장방안: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미술작품 제목을 활용한 감상수업 

  프로그램 개발: 초등 5, 6학년 대상

2018

⦁학교내 미술관 또래교수 감상활동을

  통한 공감능력 신장방안

⦁미술관 교육에서 작가탐구가 작품 

  해석에 미치는 영향

⦁도자기 감상학습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활용방안

⦁수집 연계작품 제작 및 전시 활동

  지도 방안연구: 5학년

2019

⦁메이커교육을 통한 공동체역량 증진 

  방안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중심

⦁어린이 관람객의 의미 형성을 돕기 

  위한 미술관 전시 레이블 개발 방안 

⦁미술관의 청소년 문화홍보봉사 연구

⦁초등미술교육의 학교미술관 활용방안

⦁융복합에 기반한 전시기획 사례연구

⦁미술관 도슨트 활동 경험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참고

<표 21> 교육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주요 학위논문 주제(2015~2019) 



126

교에서도 아이들이 자꾸 말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하거든요. 수업 혁신의 

방법 중 하나인 ‘질문이 있는 교실’의 영향이지요. 학생들이 스스로 궁

금해서 질문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수업인데 그런 면에서 미술 교과 

수업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L 교사)59)

저는 미술관에서 매번 의미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보통 1년에 10번 

정도 박물관을 가면 그중에서 2번이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가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안 한 아이들도 자신의 답이 맞다고 하니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미술관에 가면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움

이 뭐냐면 박물관에서는 보통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더 부각돼요. 미술관

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자폐가 있다거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 주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었구나 싶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수업을 받고 자기는‘나무를 잘 그리는 아이’라고 스스

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끝까지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겐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K 교사)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미술관박물관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전

체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이외에도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비롯하여 행정적 업무 등 여러 일을 수행하며 교

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분야와 방법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따라

서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을 중심으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단지 내 에듀

케이터들과 주변 공립학교 교사들을 비롯하여 교육 관계자들이 주도하여 

만든 박물관 교육 라운드테이블(Museum Education Roundtable)이란 

59) 국내의 미술관과 박물관 구분은 교사들에게 사회과와 미술과의 교과적 구분 이외에 
교사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초등교사의 박물관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에 동기부여가 되거나 가이드라
인만 주더라도 미술관에 대한 선택과 경험은 학생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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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있다. 약칭하여 MER은 1976년 시작되었고 초대 회장은 코크란 

갤러리의 관장 도나 바나드(Donna Barnard)로 박물관 세계의 교육 정

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 리포트(Roundtable 

Reports)를 무료로 정기 발행하였다.60) 라운드테이블 리포트는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박물관과 관람객 경험’‘성인 투어의 딜레마’‘도슨트 

평가’ 등 박물관 교육의 실무적 차원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를 모임과 

간행물을 통하여 이끌어 나갔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미술

관이 교사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 앞서 에듀케이터와 교사들이 정기적으

로 만나서 공통의 관심과 이슈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미술관에서 개설하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초청행사나 교육청 

연수의 범주에서 벗어나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선회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미술관 교육에 시사하는 것으로,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교사 프로그램 <그림 하나를 골라요(Take One Picture)>를 

주목할 수 있다(정옥희, 2014; 최성희, 2015).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선택하여 함께 연구하고 현장

으로 돌아가 수업을 실행한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워크숍으로 미술을 통

해 융합교육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이다. 

현재 미술관에서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그들에게 일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미술관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이다. 특히 전시가 아니라 미술관에 있는 소

장품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이 미술관과 학교, 에듀케이터와 교사에게 필요

하다. 에듀케이터가 교사들과 협력한다면 미술관 교육을 변화를 이끌어 

60) 1976년 발행한 라운드테이블 리포트에 윌리엄즈(Patteson Williams)가 「교육인
가 아니면 투어인가(Teaching or Touring?)」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윌리엄즈
(1976)는 박물관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에듀케이터는 수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자원봉사자는 투어라고 생각하
고 이원화하여 관람객을 인솔하자는 내용으로 그 배경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너무 무
리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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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으며 미래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야말로 미술관에서 가

장 필요한 협력의 파트너이다. 

3.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적 전문성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일컫는 말로 정보의 혁명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미술관이나 미술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도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미술관의 작품들은 새로운 

데이터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관람객을 스마트폰 같은 장치를 넘어 가상현

실에서 만날 수 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미술 자체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이미지와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되고 공유되며, 미술관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관람객

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교과서나 알림장이 사라지는 종이 없는 교육을 지향하고 아직 

교육의 현장에서 전통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

터 게임 등 미디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새로운 환경과 관심의 변화는 

미술관과 학교, 에듀케이터와 교사들이 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때 융

합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의 미술교육자들은 융합인재교

육(STEAM)을 제안하고 있다(정옥희, 2014; 최성희, 2015).

정옥희는 국내 미술관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 프로그

램, 해외의 지역사회와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 미술의 융

합인재교육은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교과 영역을 융합하는 수업보다 실

생활과 연결되는 체험 중심으로 다른 교과를 융합한 미술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영

국에서 창의적 협력(Creative Partnership)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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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있으며 작품 감상을 다른 과목과 연결하여 시도하는 일에 

주목하였다.61) 

특히 내셔널 갤러리의 <그림 하나를 골라요>는 매년 미술관 소장품 

중 한 점을 선택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과과정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용 프로그램이다(정옥희, 2014: 288). 가령 터너의 작품을 통

해 바다를 배경이 펼쳐지는 바람의 방향과 날씨와 연결하는 과학, 폭풍

우가 치는 날씨에서 받은 영감을 시로 표현하는 문학, 그림에서 발견한 

힘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미술 등을 구체적 교과와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최성희는 이 프로그램

의 작품설명과 미술감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피력하였다.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교과의 목표와 틀, 그리고 해당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적 정보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구체화될 수 있는 모델링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핵심 역량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시각적 문해력이라면 교사연수도 시각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고 자기주도적 

창의성 학습이 실행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육의 수혜자가 될 학생들을 지

도하는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자기주도적 창의성 학습으로 구조화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은 잘 보여 주고 있다. (최성희, 2015: 140)

 

미술관 교육에 있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양연경(2014)에 의하

면 미술관에서 진행된 통합 및 융합교육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이 전시 감상과정에서 정보와 아이디어

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새롭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학습효과가 

61) 영국의 창의적 협력은 영국미술협회와 교육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예술가와 창
의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술로 기존의 학습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다. 교과 간의 
융합과 통합을 위하여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2007년 창의문화교육원(CCE: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이라는 국가공인단체가 설립되어 더욱 확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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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되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학교 정규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

구와 재료를 직접 다룰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시를 감상하면서 자유롭

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어 수업의 집중도와 몰입감이 높아졌다는 것

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무한상상실 아트

팹랩>이다. 예술과 과학, 교육을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

된 아트팹랩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과학창의재

단이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로 국가사업의 하나인 무한상상실의 거점기관

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활용한 것이다.62) 아트팹랩은 레이저커터와 밀

링머신,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 디지털 제작장비로 불리는 기기 20

여 대가 구비되어 어린이와 가족, 청소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오픈과 함께 아트팹랩을 통하여 현대미

술의 다양한 표현법과 장르를 배우고 새로운 매체를 경험하며 열린 생각

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62) 2015년 오픈한 아트팹랩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는 한국
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예술, 교육 공동체로서 미술관 역할을 
해 나가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머니투데이 2015년 11월 21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7050117571&outlink=1&ref
=https%3A%2F%2Fsearch.naver.com

<그림 20> 국립현대미술관의 아트팹랩 무한상상실(2017)과 

사비나미술관의 드림아트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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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의 아트팹랩이 메이커문화를 미술관에 도입하였다면 

사비나미술관은 <드림아트랩 4.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융복합교육을 시

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서울미디

어대학원대학교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초등 고학년 학생 및 중학생 

15명을 선발하여 12주간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융합인재교육과 달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를 배우고 기술을 경험해 보

는 것을 넘어 인문적 요소와 비판적 관점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프로그램 내용은 직접 코딩해 보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나’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알고리즘과 코딩 방

식으로 연결하며 코딩을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는 학생도 이 프로그램

구  분 주  제 내  용

 워크숍 드림아트랩 프로그램의 파일럿 워크숍

1
주제

탐색

기술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

디지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중추기술 유형을 탐색하고 토론 

2

매체

탐색

AR 드로잉_나는 나 

모바일 아트와 증강현실 이해하기

3 증강현실 속의 나

4 AR 드로잉 워크숍

5
로보틱 아트

_세상의 모든 사물들

세상의 모든 사물들_IoT, 인공지능, 로봇의 

세상

6 로보틱스와 피지컬 컴퓨팅 기초

7 로보틱 아트 제작

8 소프트웨어아트

_연결된 세상

(데이터와 알고리즘)

데이터와 연결된 세상 그리고 소프트웨어

9 데이터를 활용한 예술

10 소프트웨어 아트 제작

11 전시

기획

전시기획 A to Z 전시기획과 내가 만든 작품 해설

12 함께 만드는 전시 나, 사물 그리고 알고리즘

<표 22> 사비나미술관의 드림아트랩 4.0 Life & Tech 일정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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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코딩과 예술, 비평 능력을 익힐 수 있었다. <드

림아트랩 4.0>을 위하여 사비나미술관은 관장부터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가 모두 서울미디어대학원의 교수진과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하여 프로

그램을 구성하고 미술관 공간 1층을 6개월 동안 할애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긴 기간 동안 낙오자 없이 

15명 모두 프로그램을 마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

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

이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

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접하고 건강

한 여가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꿈다락은 규모와 예산 범위가 

넓다. 전체 사업의 추진구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드림아트랩 4.0>을 포함한 9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맡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원영미(2015)는 미술관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

구를 통해 꿈다락 문화학교의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평가하면서, 전시공

간과 작품, 다양한 재료의 탐색은 긍정적이지만 예술강사의 교수법이 아

직 미흡하고 교육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경험하던 것과 다른 공간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

해 심미안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활성

화되기를 기대하였다.63)  

63) 실제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축소되어 지
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대신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이
라는 지원사업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신청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과 박물관을 대상으로 후
원되고 있고 버스부터 프로그램 참가비 모두 지원되며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다
양한 전시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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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융합교육과 통합교육에는 차이가 있다. 통합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로 백령(2015)은 통

합예술교육은 구성요소 간의 연계성을 찾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상상력과 감상능력을 키우고 계발하는 교육으

로 전인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총체적 접근이라고 하였다(백령, 

2015: 26-27). 통합예술교육은 개별 예술 장르 간에 연계될 수 있고, 

이슈와 쟁점, 교과 내용 등과도 연계될 수 있기에 문학과 미술이 연계된

다는 것은 시와 미술이라는 개별 장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미적 요

소를 발견하여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예술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통합예술교육은 미적 체험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데, 맥신 그

린(Maxine Green)은 미적 체험을 우리가 예술을 성찰적이고 의식적으

로 만날 때‘스스로를 알게 되는 경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체험

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확장된다고 설명하였다(백령, 

2015: 91). 미적 체험은 누구도 실패할 수 없는 일인칭적 경험이며 자

신만의 방식으로 경험하기에 의의가 있으며 학습자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키워 준다(곽덕주, 2017: 40). 

이와 달리 융합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만나 하나가 되는 현상을 의

미하므로 기존의 것을 녹여 그 형태와 성질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새로

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 기존의 것에 다른 것을 합쳐 기존의 성질은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성질이 추가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미현, 정대홍, 2019: 889). 현대에서의 융합은 시대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며 융합교육에서는 과정과 분야들의 관계 맺기가 더욱 중시된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청소년 프로그램 <리움 크리에이티브>도 융합예

술교육적 접근으로 작품을 해석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리움 크리에이티브는 2006년 개설된 삼성미술관의 리움

키즈의 고학년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게 적합

한 인문예술 융합교육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 



134

초기 미술관의 작품을 관찰 및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는 시각적 문해력

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쓰기’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 과학 등의 학문과 접목한 융

합수업으로 특징적인 것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방학마다 개설되어 

조사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학부모보다

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다(김태림, 2018: 91). 

이 지점이 삼성미술관에서 리움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에 기대를 거는 부분으로 수학과 과학, 문학, 철학 등의 

교과 융합을 떠나 최근에는 작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소장품과 작가의 해

석을 통한 융합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움직이는 글,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리움 크리에이티브는 학생들이 작품에 대

한 글을 쓰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운

드 아티스트이자 래퍼인 목소, 미디어 아티스트 김보람과 함께 꾸준히 

융합교육을 시도할 예정이다.64) 다만 이러한 교육은 빠른 시간에 개발

되거나 많은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므로 프로그램 개발

의 과정과 미적 경험에 대한 공유는 다른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64) <움직이는 글, 말하는 움직임>의 1차 수업에서는 작품 감상 후 자신만의 제목을 지
어 보거나 그림 속에서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찾아 자신의 일상과 연관 지어 짧은 
글을 쓰게 한다. 2차 수업에서 감상을 정리하여 호흡, 걷기, 뛰기, 역할 바꾸기 등 
몸의 감각을 일깨우면서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내 몸 사용설명서를 익히도록 한다. 

<그림 21> 삼성미술관의 <리움 크리에이티브>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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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은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프로그램 중 청소년 미

술감상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연계된 수업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을 융합형 교육이라고 표방하고 있

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는 융합교육이라기보다는 융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작 단계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미

술 속 동물 이야기, 클래식 명곡과 함께하는 미술이야기, 대중문화로 현

대미술 읽기, 영화로 만나는 미술가와 명작들 등 총 12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신청하면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를 하도록 운영

된다. 

미술관의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융합형 

교육이 아니더라도 미술의 가치와 효과적 접근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 최근 중등학교는 학년 전체가 방문하거나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방문하고 있으며, 관람목적에 있어서도 한 번에 미술관 

전체를 감상하기보다는 중요한 작품 몇 개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

가 늘고 있다. 그러한 시도 뒤에 에듀케이터와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

력이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중 서울시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과 <길 위의 인문학>을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학부모가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공

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유형의 교육을 더 많

은 학교와 공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학교와 미술관의 협력은 미래 

사회와 융합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고

민하고 노력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국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구분하였을 때 청소년과 교

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연속성과 연계성이 약하다.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부모의 신청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박물관의 경우 사설 체험학습 교사들의 활동으로 공교육

의 장은 사교육 현장이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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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2006년 주 5일제로의 근무시간 변화와 2012년 학교의 토요

휴업제였다. 부모도 여가가 생겨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아이들도 

학교 대신 갈 곳을 찾게 되자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

던 박물관들은 증가한 가족 방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 차원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방문은 여전히 단체방문이므로 

한정된 미술관의 공간과 인력으로는 단체 방문에 맞춰 직접 설명하거나 

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듀케이터는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 

방문의 부담을 해결하고 상호 노력으로 미술관 공공성의 새로운 모멘텀

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미술관 교육의 여건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들과의 협력이야말로 미술관 교육활

동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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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국내 미술관은 이왕가박물관에서 1938년 분리된 이왕가미술관을 시

작으로 국립미술관이 현대미술 위주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미술의 전통

과 함께 발전하지 못하고 박물관 문화와 미술관 문화로 나뉘어 제각각 

전개되었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유일한 국립미술관 외에는 사립미술관

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미술관의 활동도 개인의 후원과 자발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교육이 ‘아카데미’라는 방

식의 강의로 현대미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사 강의를 제공하

면서 미술관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강좌문화와 함께 발전한 교육은 전시해설. 어린이 교육과 교

사 및 학생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술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두었다. 섭외교육과라고도 불리며 미

술관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 이후 전시를 해설하는 해설사

는 1993년부터 미술관에서 ‘도슨트’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교사와 학교 프로그램은 토요휴업제와 자유학기제 등을 통하여 점차 공

교육과 미술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아직 부족하고 위상의 정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먼저 미술관 전시를 설명하는 도슨트의 경우, 도슨트 제도 초기에는 

주로 주부와 학생, 일부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나 도슨트 인원이 증가하면

서 다양한 직군과 연령의 사람들이 미술관 도슨트 활동에 가담하게 되었

고, 전시설명은 미술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도슨트를 운

영하는 미술관에서는 선발한 도슨트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진행하

고 시연을 통하여 활동 준비를 지원하는데 국내 미술관의 도슨트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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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해외 미술관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다. 정기적으로 도슨트를 

선발하여 기수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는 반면, 도슨트 제도를 오래 운

영해 온 미술관은 선발된 도슨트를 관리하면서 부족한 경우에만 인원을 

충원하기도 한다. 

특히 양성과정은 미술교양강좌의 성격을 띠면서 약식의 미술사나 소

장품 소개, 도슨트 기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관람객 연구와 

미술교육, 화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미술관도 있다. 하지만 선발된 

도슨트의 재교육과 도슨트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방향

을 설정하고 있는 미술관은 드물다. 특히 지역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공

립미술관 자원봉사 도슨트는 실제로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며 자원봉사와 계약직 도슨트 또는 직업으로서의 

도슨트 사이의 묘한 경계에 서 있다. 

또 미술관에서는 도슨트의 학습 공동체라는 특성을 간과하여 이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 도슨트는 선배 도슨트와의 

교류와 피드백을 통하여 성장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술문화 향유라

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고 있으나, 정기 교육과 활동 이외에 공식적으로 

이들의 친목과 학습을 지원하는 미술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미술관 도

슨트의 양성과정과 처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도슨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한 스타 도슨트

의 등장이나 미술계의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직업 도슨트를 고려하는 것

은 자원봉사 도슨트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 종류의 도슨트는 각자의 성격

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박물관과 함께 미술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슨트는 각 박물

관과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슨트로서의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역사박물관의 도슨트가 역사적 지식을 갖추

고 관람객과 소통해야 한다면, 미술관의 도슨트는 관람객에게 작품을 이

해시킬 뿐 아니라 감상을 도와주면서 미술의 본질에 접근하는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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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작품을 해석하는 역량의 

강화이며 자신이 경험한 해석을 바탕으로 관람객 또한 스스로 미술을 해

석하고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의 개발이다. 이러한 해석의 역

할은 공공성을 가지는 미술관의 자원봉사 도슨트에게 더 중요하게 요구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교육 차원에서 미적 인지단계나 시각적 사고

전략(VTS) 등 여러 이론을 섭렵하며 현장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야 한다. 미술관의 도슨트는 풍부한 교육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들의 학습과정과 활동은 기관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향유의 씨

앗이 되므로 미술관 역시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담당 학예사라

고 칭하거나 영어 그대로 에듀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교육

의 개발, 실행, 평가를 비롯하여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

다. 국내 미술관에서 교육은 특히 학예연구부 산하에서 관리되거나 독립

부서라고 학예직 부서장 아래에서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그 이유는 미

술관 차원의 교육 활동보다 미술관 전시를 위한 교육 활동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미국 내 미술관의 발전과정에서도 

나타난 특징이며, 1900년대 초기에 등장한 미술관 교육이 오랜 세월 미

술관 내에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나 위상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에서 게티연구소의 의

뢰하에 아이즈너와 도브스에 의해 실시된 미술관 교육에 대한 보고서 

<불확실한 직업>은 미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에듀케이터들의 모호한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 보고

서는 이후 1992년 덴버에서 열렸던 미국의 박물관 교육에 대한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수월성과 공정성>이라는 보고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



140

었고, 결국 박물관 교육에 대한 실천은 기관 전체의 미션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미술관 교육에서 에듀케이터의 역할이 바르게 정

립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미션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업무 

구조가 필요하다. 

또 국내 미술관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에듀케이터는 인원과 권한에 있

어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지만 큐레이터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과 문화예술기관의 에듀

케이터 양성과정이 늘고 있다. 양성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바로 미술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교육을 전담하는 에듀케이터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화예술교

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자격증의 취득과 에듀케

이터의 현장 전문성 확보는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취약한 교육은 학교와의 

연계 교육이다. 학교와 미술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중학교 자

유학기제의 시행이었다.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는 시범 단계를 거쳐서 

2016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자유학기제 안에는 진로체험 외에 미술

동아리라든가 자아탐색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학

교 밖 외부활동을 진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미술관 방문이 

증가했으며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전시설명 활동도 자원봉사 활동

과 연결되어 참가율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에도 미술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수는 여전히 적었

고 내용은 어려웠다. 학교 현장과 미술관 전시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은 미술관의 도슨트로 참여하거나 대학원에서 박물관미

술관 교육을 전공하며 미술과 역사, 박물관학을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교사들이 학년별 연령에 맞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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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게 구성하고 수업으로 접근하는 미술관 방문이 꾸준히 늘었으나 미

술관의 학교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교사 프로그램도 

부진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에듀케이터는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 방문의 부담

을 해결하고 상호 노력으로 미술관 공공성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재교육을 형식

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원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조할 

수 있는 사례로 영국의 교사 워크숍을 들 수 있으며, 교사들과 학생들의 

접근 모두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는 미술관을 통하여 교사가 원하는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 역시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사람, 작품, 공간, 

재료를 다루어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관은 고충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미래

를 책임질 학생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협조할 때 공공성

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며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

이다. 

2. 결론

지난 30년 동안 미술관의 발전만큼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

었지만 부각된 중요성과 관람객의 기대만큼 미술관 교육 현장의 여건은 

발전하기 어려웠고 특히 기획전시 중심의 운영은 대중에게 미술관을 알

리는 활동이자 큐레이터에게는 전시를 통한 미술계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단점도 있다. 단기간에 준비되는 전시는 연구가 

병행되기 어려워 에듀케이터뿐 아니라 큐레이터의 업무도 소모적으로 만

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미술관은 4개관으로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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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미술관과 지역적으로 골고루 확장되어가는 공립미술관, 그리고 역사

와 전통이 있는 사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과거 미술관 운영과는 다른 방식

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작품보다는 관람객 중심의 미술관 운영을 

강조하는 박물관학과 예술경영 차원의 변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필자가 에듀케이터를 비롯한 미술관 전문

직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결론은 기획전시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

책기조의 변화로 매해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아닌 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

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어린이 아뜰리에>, 영국 내

셔널갤러리의 <그림 하나를 골라요>를 들 수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 큐레이터>나 <예술가의 런치박스>, 삼성미술관 리움의 <리움키

즈> 등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미술관의 브랜

드화된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가 분명한 교육으로서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며 참여자들의 반응을 꾸준히 파악할 수 있다. 전시를 위

한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시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의 협력으로 전시에 교육이 녹아서 구현되고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듀 큐레이션의 실천이 중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미술관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에듀케이터라는 직함

을 가진 교육담당자의 인원이 늘어나거나 독립된 부서로서 교육의 위상

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상이나 주제별 교육업무에 있어 보다 더 

깊이 있게 현장 연구를 하는 것이 개인으로나 미술관 조직으로서도 실제

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미술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면 노년층에 대한 이해와 세대간 문제, 노화와 건강, 평생학습 등의 

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협업하게 되면서 확장

되는 세계가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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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에듀케이터들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보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맡다보니 교육업무를 운영하는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미술관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소통을 하여 

얻게 된 아이디어와 업무의 동기 부여는 이 직업이 가지는 큰 장점이다. 

이 조직을 넘는 초연결(hyper-connected)적 협업의 만남들은 에듀케

이터뿐 아니라 도슨트,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

었고 특히 에듀케이터와 교사와의 진정성 있는 협업들이 많아진다면, 그

리고 그 결과가 공유될 수 있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문화적 엘리트와 취

약 계층 사이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패러다임은 이미 포스트모던 시대로 진입하면

서 유물 중심에서 관람객 중심으로 변모하였고 미술관의 꽃이라고 불리

는 큐레이터가 중심이던 시대는 이제는 모두가 미술관에서 주인공이 되

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술관은 이제 그 개별적

인 관람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는 전시

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때로는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전

략과 접근법이 미술관에 필요하며 그동안 축적된 교육의 경험은 이 과정

에서 해석의 역량을 가지고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직업형 도슨트나 청소년을 위한 융합 프로그램도 이전에는 없었던 영역

이며 앱어플리케이션이나 교육키트 개발 등 새로운 교육의 유형들이 떠

오르고 있다. 

미술관을 둘러싼 도슨트, 에듀케이터, 학교 교사들의 노력과 그들이 

노력한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논문이 부디 현장의 미술관 교육자

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남는 아쉬움도 밝힌다. 그 중 하

나는 계획만큼 정교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어려워 넓어진 고민들을 모두 

다루려다 보니 논문의 밀도 있는 논지를 전개하기 어려웠다. 하나의 문

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연구를 확장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현장의 에듀케이터와 미술관 교육을 둘러싼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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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한계는 현대미

술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관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전통미술의 영역

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도자기나 서화 등의 작품은 특히 박물관

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미술관의 디지털 학습, 교

과 통합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현대미술과 비교하며 

감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며 특히 삼성미술관의 역

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제 미술관 교육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미술관

의 존재 이유이자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업무를 협

소하게 한정하여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이 기획된 배

경과 교육 전략,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 변화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미

술과 미술관은 더 이상 특권층의 취미나 사교의 장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은 이제 사회적 참여를 하는 새로운 방식이자 개인의 

삶에 필요한 의미로 다가가는 문화적 행동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에듀케이터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협력하면서 함

께 만들어가야 하며 그 매개적 역할의 중심에 에듀케이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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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rt Education Expertise and 

Art Museum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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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the museums in Korea is over 100 years old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as been 

opened for 50 years. The art museums have tried various 

experiments and met with visitors in planning numerous 

exhibitions to introduce contemporary art of Western art culture.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art museums, which are planned 

to introduce contemporary art to the art museum visitors 

effectively and promote the events of the art museums, 

contribute to spreading art education and implementing cultural 

policy. But education practitioners, called as 'educator' in the 

field of art museum education, don't have a clear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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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and have the thirst for firm professionalis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in art museum 

education, in this paper I will review how art museum education 

have developed in the field and investigate the main fields of art 

museum educations, which are exhibition commentary, 

professionalism of educators, and collaboration between art 

museum and school, focusing on docent, educators, and teachers. 

This study began with three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can art museum docents, considered a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element in art museum education, help visitors to 

appreciate art? Since docents in art museum in Korea appeared 

in 20 years ago, they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in delivering 

exhibition contents to art museum audience. But compared with 

other museum, holding artistic standard and the ability to 

interpret arts are essential in helping art museum visitors to 

appreciate the exhibition. 

The second question is what is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art museum educators. The roles of educators in art museum 

has become diverse and they have had to respond various 

audiences. To find out the answer for this question, I studied 

their status in organization, roles, and process of nurturing them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professionalism by 

means of dividing the educators roles into two - cultural 

mediator and edu-qurator. 

Finally I explore the question how teachers can collaborate 

with art museum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practice of art 

museum education. In the lack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art 



155

museum, teachers already have been using the museums by 

organizing programs and participating degree programs for 

themselves. Schools and art museums can make meaningful 

changes for the future society if they actively practice 

partnership. 

Therefore, in this research, first I look in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art museums,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art 

museum education, and the major discussions of art museum 

education and then looked at the activities of docents, educators, 

and teachers. In this process I referred the cases of foreign art 

museums and analyz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and Samsung Museum 

of Art as representative national, public, and private art 

museums in Korea. I tried to grasp holistic view of art museum 

education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of various stakeholders 

in art museums. 

I hope that concerns and strategies suggested in this thesis 

will be accepted and can contribute to helping  educators, 

docents, and teachers in the filed,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n art museum education compared to other museums 

and finally the development of museums, art museums, and 

cultural and art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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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술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1. 미술관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

☐ 도슨트

☐ 교사(유치원, 초등, 중등)

☐ 강사

☐ 작가

☐ 연구자

☐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관의 여러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육자의 역할 인

식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박사학위 논문을 작

성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미술관과 관련하여 일한 적이 있으신 분들(큐레이터, 에듀케이

터, 교사, 도슨트)의 경험과 역할 인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

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미술관 교육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참여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연구자 한주연 jyhan04@naver.com)

mailto:jyhan04@naver.com


157

1-1. 연령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2. 미술관과 관련된 일을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3년

☐ 3~6년

☐ 6~9년

☐ 10~20년

☐ 20년 이상

☐ 기타:

1-3.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학예사 자격증

☐ 문화예술사 자격증

☐ 교사 자격증

☐ 평생학습사 자격증

☐ 없음

☐ 기타:

1-4.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 예술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건축 등)

☐ 인문학

☐ 사회과학

☐ 교육학

☐ 자연과학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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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 미술실기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건축)

☐ 미술사, 고고미술사, 미술이론

☐ 고고학, 역사학, 문화재학

☐ 민속학, 인류학

☐ 미술교육

☐ 박물관 교육, 교육학

☐ 박물관학, 예술경영, 미술경영

☐ 기타:

2. 미술관 교육 중 참여하신 활동에 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강의

☐ 전시해설

☐ 자원봉사

☐ 어린이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 학생 프로그램

☐ 교사 프로그램

☐ 공연과 이벤트

☐ 기타:

3. 미술관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강의

☐ 전시해설

☐ 자원봉사

☐ 어린이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 학생 프로그램

☐ 공연이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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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프로그램

☐ 심포지엄

☐ 기타:

4. 미술관에서 미술관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전시의 홍보

☐ 소장품과 전시의 이해

☐ 실제 작품의 감상

☐ 관람객 참여

☐ 재방문의 동기부여

☐ 기타:

5. 미술관에서 미술감상 프로그램은 누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담당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

☐ 전문강사

☐ 전시 참여 작가

☐ 도슨트

☐ 잘 모르겠다

6. 큐레이터가 미술관에서 전시와 교육을 함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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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가가 미술관에서 어린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8. 박물관 교육과 차별화되는 미술관 교육의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까지 가능)

☐ 창의성

☐ 자기 표현

☐ 미적 감수성

☐ 시각적 소통

☐ 심미안

☐ 비평적 사고

☐ 기타:

9. 미술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미술관 교육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학생 지도가 가능한 미술실기 역량

☐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미술사적 지식

☐ 대상별 관람객에 대한 이해

☐ 교육 운영에 대한 통찰력

☐ 수업진행의 교수법

☐ 전문가 네트워킹

☐ 교육학적 지식과 마인드

☐ 기타:

10. 미술관 교육이나 교육자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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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술관 도슨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기본 정보

1-1. 귀하의 연령대를 표시해 주십시오.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1-2.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 남

☐ 녀

  안녕하십니까?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인 한주연으로 도슨트 선생님들의 활

동에 대한 설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

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설문내용은 작성하는 동시에 선생님들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

도록 오픈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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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습니까?

☐ 미술 관련

☐ 문화예술 관련 (미술 제외)

☐ 인문학, 사회과학

☐ 자연과학, 공학

☐ 기타:

1-4. 도슨트로 얼마나 오래 활동하셨습니까?

☐ 1년 이내

☐ 1~3년

☐ 3~6년

☐ 6~10년

☐ 10~20년

☐ 20년 이상

1-5. 도슨트 활동에 지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상'에서 미술을 접하는 것이 좋아서

☐ 미술을 '공부'할 수 있어서

☐ 관심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 문화자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 은퇴 후 여가 활동을 찾아서

2. 전시설명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은 무엇입니까?

☐ 큐레이터 등 전문가 강의

☐ 선배 도슨트의 경험 공유

☐ 미술관 자료 및 관련 도서 학습

☐ 새로운 관람객과의 만남

3. 도슨트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술이론, 작가에 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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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설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암기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

☐ 관련 교육 참여 (타 미술관 포함)

☐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일

4. 미술관 도슨트 활동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미술에 대한 전문성 신장

☐ 미술관에서의 활동 자체

☐ 관람객과의 만남과 배움의 공유

☐ 동료 도슨트들과의 대화

5. 전시설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 전시설명의 핵심적인 내용 요약

☐ 전문적인 지식과 관람객 수준의 설명 사이의 간극

☐ 관람객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설명

☐ 정해진 시간 내의 설명

☐ 깊이 있는 지식과 설명

6. 전시작품에 대해 설명할 때 본인의 해석을 반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시도해 보지 않았다.

7. 도슨트로서 귀하의 전시설명이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미적 감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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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8. 전시설명을 하실 때 관람객과 어떤 대화를 시도하십니까?

☐ 여러 관람객에게 질문하여 작품과 관람객의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 여러 관람객의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관람객의 소감이나 생각을 묻는다.

☐ 작품에 집중을 위한 간단한 질문을 한다.

☐ 시도하지 않는다.

9. 미술관 도슨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 문화자원봉사 마인드

☐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전반적인 인성과 태도

☐ 대화법 등 의사소통의 기술

10. 자원봉사자 도슨트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전업 도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잘 모르겠다

11. 미술관 도슨트 활동은 귀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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